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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u
당신을 위한,  bbb 코리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방한 외국인의 언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bbb 운동은 

월드컵 경기 전후 2달간 2만여 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beginning 

이후 2003년 5월,

문화관광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BBB운동’이 출범하였고,

2011년 6월, 기관명을 

‘비비비(BBB)코리아’로 변경하여

현재 20개 외국어에 능통한 4,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HEART & COMMUNICATION

‘Heart’는 bbb 코리아의 바탕인 한국 특유의 정(情) 문화와 

자원봉사를 상징하며, ‘Communication’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 언어·문화를 이해하여 소통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LOGAN

언어 장벽을 허물기 위해 

자원봉사하는 세계시민 NGO

행복한 세계화·조화로운 

다문화를 추구하는 문화 NGO

한국의 정을 디지털 기술로 세계와 

소통하는 디지털 휴머니즘 NGO

언어·문화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소통의 세상

VISION

MISSION

비비비(BBB)코리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언어·문화 NGO입니다. 

bbb 코리아는 세계인에게 꼭 필요한 언어·문화 

NGO가 되기 위해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become



bbb 코리아는 재능기부를 활용한 

통역봉사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고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운영하여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언어·문화 NGO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eyond

‘bbb’는 ‘before babel brigade’의 약자로,

바벨탑 이전 시대(before babel)로 돌아가는

군단(brigade)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통용했던 

바벨탑 이전의 시대처럼

bbb는 모두가 소통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bbb 코리아는 한국의 따뜻한 정(情) 문화와 

선진화된 정보기술을 활용한 세계 유일의 언어・문화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한국적인 것을 세계화하는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b 코리아는 언어・문화・나라를 잇는 시민운동을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언어・문화 NGO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사업

Our Work

언어사업 문화사업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

bbb 통역 자원봉사는 의뢰인(서비스 요청자) - 외국인 - bbb 자원봉사자의 

3각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bbb에 전화를 건 후 자원봉사자에게 연결되면 

외국인과 번갈아 가며 통화하여 통역 도움을 받는 방식입니다.

3각 통화 

bbb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언제든지 해당 언어 bbb 자원봉사자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어 봉사자와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bbb 통역 자원봉사는 20개 언어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언어 통역 인프라입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인도어(힌디어), 말레이시아어, 스와힐리어>

20개 언어 

bbb 통역 자원봉사 서비스는 전화가 연결되는 곳이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ywhere with Phone

•기본 통화료 외에 별도의 부가 이용료는 전혀 없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를 실천하는 지식인들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봉사에 임하는 순수 민간 봉사입니다.

순수 민간 봉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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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폴란드어 

터키어 

스웨덴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인도어(힌디어) 

말레이시아어

스와힐리어 

4,632 862,090

문화사업   문화사업   

연간 bbb 통역 콜 통계자원봉사자 현황

2,051명2019년 1월 기준

총 4,632명

bbb는 

약 86만 건 이상의 

통역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2002~2018)

4명

3명

12명

45명

72명

36명

35명

4명

24명

11명

41명

35명

94명

118명

41명

171명

116명

758명

961명

* 시스템 이전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2004년 1월~5월 통계는 추정치임.

20,606

80,374

101,531

69,634

56,29958,037

40,759

32,769

21,716

15,840

11,742

7,472

9,66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3,707 

2017

94,060

2018

언어사업언어사업

Our Work

67,495

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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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코리아는 매년 내・외국인의 화합과 친목을 위한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는 국경을 넘어 내외국인 간의 언어소통을 해결해 주는 bbb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홍보하고 주한 외국인, 일반 시민들에게 국제 문화 

교류 및 친교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bbb 프로보노는 언어・문화 장벽 없는 소통의 세상을 만드는 bbb 코리아의 

비전에 동참하여 지식나눔, 재능기부를 실천하는 대학생 봉사단입니다. bbb 

프로보노는 그들만의 아이디어로 bbb 운동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및 문화 

캠페인을 기획하며 bbb 운동의 가치를 세상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언어와 문화 

차이로 생긴 오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 기관들과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소외와 불안을 해소하고 소통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여름, 공항 성수기에 

맞춰 인천공항 bbb-day ‘언어장벽 없는 대한민국, 언어장벽 없는 인천공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불편 없는 관광제주’를 비롯한 

지역사회 캠페인과 bbb 운동을 직접 홍보하는 Door to Door 캠페인의 

일환으로 택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bb 프로보노 

소통 캠페인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히는 지식창고로써 bbb 코리아의 

슬로건인 Heart&Communication이 살아 숨쉬는 장입니다. 재능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의 리더십을 가진 지식인을 위한 콘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bbb 매거진

문화사업   

문화교류/캠페인

언어사업문화사업   

글로벌 프로젝트

언어사업

전 세계 최초로 ‘디지로그(digilog)’ 개념이 적용된 외국어 재능나눔을 

전개하고 있는 bbb 운동은 세계 시민 운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세계 유일의 선진화된 지식인 자원봉사 시스템은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bbb 코리아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기간 중 브라질에 bbb 운동 

모델을 가동했습니다. ‘리오 아미고(Rio Amigo)’ 로 명칭된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한국의 bbb 운동과 같은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80여 건의 외신 보도가 되는 등 성공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맞아 두 번째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bbb Indonesia로 불리운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52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총 8개 언어를 지원하였고, 인도네시아 내 대학교,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만들었습니다.

bbb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bbb 언어봉사가 전 세계 시민의 재능나눔 

운동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협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bbb International  

Our Workbbb 코리아bbb 코리아 13b for u 12



02

ORGANIZATION

활동

bbb 코리아는 다문화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인

공감과 소통의 가치를 이끌어 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   

해외사업

언어사업

bbb 코리아는 관광 및 문화교류 사업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해외 학당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학당은 학생들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한국문화와 지역문화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bb 해외사업은 현재 베트남(후에)과 미얀마(양곤),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총 3개 해외 학당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소통을 이끌어 갈 문화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 학당

미얀마 양곤 

KB 학당

인도네시아 

KT&G 상상스쿨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

현지연계 협력기관: 후에대학교

bbb 코리아 b for u 14



조직

이사회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 / 초대 문화부 장관

이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 前 중앙일보 사장

고문

감사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CEO

한부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前 법무부 차관

이사 강승규    前국회원원(18대)

기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 (사)한러교류협회 회장

김관수    한화그룹 고문 / 前 한화이글스 대표이사

민동석 前 외교부 제2차관 / 제19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   진    (사)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 한국외대 석좌교수

안경모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유진룡    국민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태동    서강대 영문학과 명예교수 / 문학평론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태호 ㈜팀육십일 대표이사

표완수    시사IN 대표이사 겸 발행인 / 前 YTN 대표이사 사장

황영훈  (주)유디자형 대표이사 / 의정부리듬시티(주) 대표이사

이형승    엘브이엠씨홀딩스 대표이사 /  밸류아시아캐피탈㈜ 대표이사부회장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회장

유장희    매일경제 상임고문 / 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이화여대 명예교수상임고문

언어별 위원회

김상열     한국외대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

김장겸 한국외대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김종덕     한국외대 일본어대학 일본학부 교수

노영돈     중앙대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과 교수

박덕준    가톨릭대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박정경 한국외대 아프리카학부 부교수

방교영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노과 교수

안영호     한국외대 명예교수

어트겅체첵    

담딘수렌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몽골어과 교수

이상엽     한국외대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 통번역학과 교수

이승용     한국외대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브라질) 교수

이인섭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장

이희수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교수

임효상     경희대 외국어대학 스페인어과 교수

전혜경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베트남어과 교수

정환승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태국어과 교수

최미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최성은     한국외대 동유럽대학 폴란드어과 교수

최종찬     한국외대 동양어대학 인도어과 교수

-

                                 

스웨덴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스와힐리어

러시아어

말레이시아어

몽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터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폴란드어

인도어

영어

조직 

Organization

현황 현황 봉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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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기관 현황

총 54곳 2002 한일월드컵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2002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2005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14

2015

2017

2018

2003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2003

2013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2013

2010 G20 서울 정상회의2010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1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2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보령시, 강원도, 안산시・안산도시공사, 

영등포구, 울산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청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주시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한국방문위원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외국인 관광객, 거주 외국인 

밀집지역 지자체 : 총 17곳

가톨릭중앙의료원, 영남대병원, 한양대국제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단국대병원, 서울대병원, 일산병원, 일산백병원, 강남차병원

긴급 의료지원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병원 

: 총 10곳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 : 총 8곳

경찰청, 삼성전자, SK Telecom, 우리은행, 중앙일보,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TBS 교통방송, KOICA,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한국선진화포럼, 

한국중소기업중앙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GS리테일

기타 외국인 지원 관련 기관 및 

기업 : 총 19곳

국제행사 지원 현황

Organization

조직 조직현황  현황  봉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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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주요 연혁

2011 아산복지재단 초대 재능나눔상 수상

몽골어 서비스 시작(총18개 외국어 지원)

제5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bb와 함께하는 남이섬 기차여행)

인천공항 특임봉사단 발족(310명) 

사단법인 비비비(BBB)코리아로 법인명 변경

11

07

06

2010 bbb 홍보대사 위촉식 

(KBS 쾌적한국 미수다 크리스티나, 마리연, 제이슨, 팽려영, 투이, 앤드류)

제1회 인천공항 bbb-day 캠페인 ‘언어장벽 없는 인천공항’

제4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세계인의 날 기념 bbb 걷기대회 

(법무부 공동주최 / 서울 청계광장)

08

07

05

12

10

06 

05

04

2013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 현판식

bbb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 영화감독 방은진

bbb CI 개편(날개 안상수와 PaTI 교수진의 재능기부)

미얀마 ‘양곤 KB한국어학당’ 현판식

bbb 모바일 웹 오픈

베트남 ‘후에 세종학당’ 지정

인도어 서비스 시작(총19개 외국어 지원)

제6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2013 bbb Run Together / 과천 서울대공원)

10

09

08

05 - 08

04

03

02

2012 라오스 ‘루앙프라방 세종학당’ 개강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제 67주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라오스 ‘루앙프라방 세종학당’ 현판식

베트남 ‘bbb-후에 한국어학당’ 현판식

라오스 ‘루앙프라방 세종학당(수파누봉대학교─bbb 코리아)’ 운영기관 지정

여수세계박람회 언어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모집 지원

bbb 10년사 ‘Heart and Communication’ 발간

bbb 운동 10주년 기념식 개최 (여의도 63빌딩)

bbb 운동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한국프레스센터)

박찬호 선수 bbb 홍보대사 위촉

 ‘bbb 통역’ 어플리케이션 출시

제 1회 미얀마 양곤 KB 학당 디플로마 수여

글로벌 문화교류 프로젝트 ‘무韓도田’ (강원도 철원)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통역 지원

bbb 19개 언어 웹사이트 오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T&G 한국어학당’ 내 문화 프로그램 개설

제주도 bbb 소통 캠페인 (언어불편 없는 관광제주)

미얀마 ‘양곤 KB한국어학당 -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제8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 in wonderland / 서울 선유도공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협약 / GS리테일 업무협약

라오스 ‘루앙프라방 세종학당’ 사업 성료

청주시 업무협약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통역 연결 번호 분리 

2015 11

10

09

07

05

03

02

 ‘bbb 봉사자’ 앱 - 스마트앱어워드 2016 맞춤형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

자카르타 KT&G 상상스쿨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2016 bbb 프로보노 1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한-베 문화교류 행사 및 한글날 기념 제 3회 글짓기 대회 개최

경주시 업무협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제 9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bb Wonderful Day’

자카르타 KT&G 상상스쿨 현판식

2016 12

10

07

06

04

03

스마트앱어워드 2014 공공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디자인 부문 ‘기획디자인 대상’ 수상

 ‘bbb 통역’ 어플리케이션 내 인천국제공항 전용 핫라인 구축

2014 12

07

bbb 서비스 해외진출사업(2014 브라질 월드컵 / 프로젝트명: Rio Amigo)

제7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2014 bbb Run Together / 과천 서울대공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업무협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T&G한국어학당’ 현판식

2014 06

05

 

03

세계시민의 인천공항 캠페인 선포식 (Care & Listen) 

bbb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진행 (bbb Indonesia)

제10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 in Wonder Forest,서울숲'

스와힐리어 서비스 시작(총20개 외국어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자원봉사 지원

2018 09

08

04

04

02

강원도 bbb 소통 캠페인(언어불편 없는 관광도시 강원)

2017 bbb 봉사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강원도청 업무협약

bbb 컨퍼런스 ‘소통의 새로운 시대, 온전한 소통 : 

The New Era of Communication : Full & Complete’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외국인자원봉사자 면접관 발대식

2017 11

10

07

04

01

Organization

조직 조직현황  현황  봉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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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언어봉사자 신청은 연중 수시 bbb 홈페이지(www.bbbkorea.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봉사자 신청을 하면 신규 봉사자 

영입시기에 맞춰 안내 메일을 발송합니다.

안내 메일에 따라 봉사자 선발 과정(언어 테스트, 온라인 강의 수강)을 거쳐 

bbb 언어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bbb 가 매년 개최하는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bbb day’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bbb 대학생 봉사단 ‘bbb 프로보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보노(probono)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bono publico’의 약어로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봉사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bbb 프로보노 지원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bb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b 코리아는 언어・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통역자원봉사’, 문화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교류사업’, 더 많은 

사람들이 bbb 운동의 가치와 비전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언어불편 해소를 위한 외국어 통역자원봉사 

운영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화행사 및 홍보 캠페인에 

사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www.bbbkorea.org) 또는 

전화(02-725-910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bbb 코리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입니다. 후원금은 bbb 코리아가 운영하는 언어・문화 사업에 100% 사용되며 후원금은 매년 

 내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하여 검증 받고 있습니다.

언어봉사

문화봉사

후원하기

Organization

조직 현황  봉사 조직 현황  봉사

방한 외국인 대상 휴대전화 임대 – bbb phone 사업 전개

‘bbb 운동 3주년 기념 및 bbb와 함께 남산 걷기’ 개최

2005 05

04

2004 ‘bbb 운동 출범 2주년 기념식 및 제주 국제행사 협력 선포식’ 개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04

2002 bbb 운동 백서(2002년 한일 월드컵과 bbb 운동) 발간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아시아권 언어 4개 추가 자원봉사자 모집(총 17개 언어)

중앙일보에서 한국방문의해추진위원회로 업무 이관

 ‘도약! bbb 운동’ 개최(KBS홀)

bbb 운동 본격 시작

 ‘출발! bbb 운동’ 개최(강남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bbb 자원봉사자 모집(총 13개 언어)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bbb 운동 추진팀 구성

12

08 - 09

08

07

04

02 - 03

01

2003 ‘제 1회 bbb 외국인 장기자랑’ 개최

bbb 대표번호 변경 : 1588-5644

‘bbb 운동 1주년 기념 및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선포식’ 개최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

문화관광부 등록 사단법인 허가

‘한국BBB운동’ 창립총회 개최

09

08

05

04

2006 아웃바운드 서비스 개시 - 해외에서도 bbb 언어 봉사 서비스 이용

중국 설명회 -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 상해여유국 등

제 1기 bbb 프로보노 선발

10

06

03

2008 2008 북경올림픽 중국어 핫라인 가동

2008 북경올림픽 중국어 봉사자 특별 모집

제2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서울 청계광장)

08

07

05

2007 2008 북경올림픽조직위원회와 UN 공동 주최 자원봉사포럼 초청

-혁신적인 자원봉사활동 모델로서 bbb 운동 소개

bbb 홍보대사 위촉식(아리랑TV 앵커 안착히, 가수 윤하, KBS 아나운서 한석준)

제1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서울 청계광장)

언어 장벽 없는 세상을 위한 bbb 운동 지원 협약식

(삼성전자, SK텔레콤, 우리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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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5

02

2009 언어 장벽 없는 세상을 위한 bbb 운동 지원 협약식(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제3회 bbb International Friends Day (“Hi World, Hi bbb!” / 서울 청계광장)

12

05

함께하기주요 연혁

bbb 코리아bbb 코리아 23b for u 22



bbb 통역 이용방법 

bbb 대표번호 사용

bbb 애플리케이션 사용

1

2

3

bbb 번호 1588-5644 로 전화

카드에 기입된 언어의 내선번호나 

ARS 음성안내에 따라 요청 언어의 내선번호 선택

해당 언어 봉사자 연결

1

2

QR Code 또는 App Store를 통해서

bbb 코리아 통역 Application을 다운받으세요. 

통역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한 후 통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 bbb 봉사자에게 바로 연결됩니다.

•  통화에 대한 전화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bbb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통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없습니다.

• bbb 봉사자들은 자신의 바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요청할 때는 예의를 지켜주시고,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bbb 통역 앱 접속 언어 선택 Android

IOS

bbb 코리아 b for u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