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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해외봉사란?

03

해외봉사(Volunteer)는 다국적 자원 봉사자들이 1-12개월의 중장기 기간 동안 해외  
NGO 또는 지역 복지 단체에 의해 기획되는 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들은 세계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외봉사 프로그램은 지역주민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하에 참가하는 
지역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호스트 단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봉사의 특징

세계 여러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1개월-6개월)

지역 NGO 단체 및 현지인과의 긴밀한 협력 및 유대감 형성

자원봉사자의 창의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해당 국가의 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배울 수 있음

해당지역에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

해외봉사 활동 분야

분야 활동 내용

사회 복지 노인, 장애인, 노숙자, 고아원, 난민 복지 시설에서 활동

환경/건설 국립공원 정화, 휴양림/생태마을 조성, 건물 유지 및 보수 등

교육 학교 또는 문화, 예술, 종교 단체내 학습/아웃도어 활동 참여

농업 농장 관리, 농작물 재배, 과일 따기, 경작, 가축 돌보기 등

기타 지역 단체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세미나 및 캠페인 참가 등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  

단기(6개월 이내), 장기(1년, 연장계약 가능)

주 30-50시간, 주 4-6일 근무 또는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 제공 (월 평균 20-40만원)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장애인(시각, 청각, 지적, 신체 장애인)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보조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치유 프로그램, 스포츠/레저 활동, 워크숍) 기획 및 진행

데스크 업무(오피스 보조, 홈페이지 관리, 스케쥴 관리, 이벤트 기획 등)

기관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봉사

04

휴일 및 휴가 제공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장애인재활학/특수교육학/사회복지학/간호학/심리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수화통역사, 안마사, 점역교정사 등)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장애인 복지관련 행정업무 가능자/경력자 우대

장애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  

단기(6개월 이내), 장기(1년, 연장계약 가능)

주 30-50시간, 주 4-6일 근무 또는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 제공 (월 평균 20-50만원) 

 

활동내용 

제공혜택

노인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보조

노인 대상 프로그램(치유 프로그램, 스포츠/레저 활동, 워크숍) 기획 및 진행

기관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데스크 업무(오피스 보조, 홈페이지 관리, 스케쥴 관리, 이벤트 기획 등)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봉사

휴일 및 휴가 제공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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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특수교육학/사회복지학/간호학/심리학/체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안마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노인 복지관련 행정업무 가능자/경력자 우대

노인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04

지원절차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  

단기(6개월 이내), 장기(1년, 연장계약 가능)

주 30-50시간, 주 4-6일 근무 또는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 제공 (월 평균 20-50만원)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노숙자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보조

노숙자 대상 프로그램(치유 프로그램, 레저 활동, 워크숍, 캠페인) 기획 및 진행

기관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데스크 업무(오피스 보조, 홈페이지 관리, 스케쥴 관리, 이벤트 기획 등)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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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 제공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특수교육학/사회복지학/간호학/심리학/체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소지자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노숙자 복지관련 행정업무 가능자/경력자 우대

노숙자 복지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UK,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단기(6개월 이내), 장기(1년, 연장계약 가능)

주15-40시간, 평균 월급 40-150만원 (국가/가정에 따라 상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J-1 비자, Tier 5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 제공 (월 평균 40-150만원) 

 

활동내용 

제공혜택

호스트 가정내 아이들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보조

호스트 가정집 청소 및 관리

호스트 가정내 전반적인 업무 지원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국가/가정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현지가정 봉사 (오페어)

휴일 및 휴가 제공

교육비 및 비행기 티켓 지원 (미국일 경우)

07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가정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아동복지학/특수교육학/사회복지학/간호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등) 소지자 우대

초급 이상의 수영 실력을 갖춘 자 우대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동 보육 및 아동 관련 봉사 경험이 있는 자 우대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04

지원절차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단기(6개월 이내), 장기(1년, 연장계약 가능)

주 3-4일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근무(주인 일정에 따라 상이)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 제공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가정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호스트 가정의 애완동물 돌보미(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애완동물 주변 환경 정리

애완동물 안전 관리

간단한 집안 청소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펫시터 (애완동물 돌보미)

08

휴일 및 휴가 제공

만 18-30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급 이상의 실력으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수의학, 동물학, 애완동물학, 자연과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반려동물관리사, 애견미용사, 동물조련사, 수의사 등) 소지자 우대

동물 관련 봉사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자 우대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동물에 대한 애정이 있는 자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단기(3개월), 장기(6개월-1년)

주 30-40시간, Essential 또는 Specialist 포지션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실무 교육 및 리더쉽 트레이닝

 

활동내용 

제공혜택

환경 봉사 분야: 자연 탐사 활동, 농장/동물 관리, 환경 보호, 아웃도어, 건설 등

기관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다양한 환경 보호 캠페인 기획 및 진행

Essential은 환경관련 기본 업무 진행, Specialist는 전문적인 업무 진행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봉사

휴일 및 휴가 제공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09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환경학/과학/생물학/식물학/환경공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Essential 포지션으로 지원시 전공 무관 (Specialist 지원시 관련 경력 필수)

환경관련 행정업무 가능자/경력자 우대

환경 복원 사업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04

지원절차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단기(3개월), 장기(6개월-1년)

주 20-45시간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실무 교육 및 리더쉽 트레이닝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공원내 게스트 관리(주차 도우미, Customer Service, 방 안내 등) 

공원내 환경 조성 및 관리 또는 환경관련 리서치 보조

공원내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데스크 업무(오피스 보조, 홈페이지 관리, 스케쥴 관리, 이벤트 기획 등)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봉사

10

휴일 및 휴가 제공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환경학/과학/생물학/식물학/환경공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환경관련 행정업무 가능자/경력자 우대

환경관련 리서치 보조 포지션으로 지원시 관련 연구 경력 필수

환경 복원 사업 또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04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봄, 여름, 겨울 방학 중 3일-2주 내외 (캠프 기간에 따라 상이)

캠프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캠프 기간내 단기 봉사 가능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아동/청소년 하루일과 및 여가활동 보조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아웃도어 활동, 워크숍, 리더쉽 프로그램 등) 지원

단체/캠프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데스크 업무(오피스 보조, 홈페이지 관리, 스케쥴 관리, 이벤트 기획 등)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캠프

단기 봉사활동으로 인한 개인 여행 가능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아동복지학/영어교육학/사회복지학/특수교육학/체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레져 활동(레크레이션, 카누, 래프팅, 클라이밍, 트레킹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아동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지도자/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자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11



12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유럽

단기(3개월), 장기(6개월-12개월)

주 20-45시간,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단체 티셔츠

 

활동내용 

제공혜택

단체내 게스트 관리(식사준비, 안내, 가이드 등)

게스트 대상 프로그램(워크숍, 리더쉽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진행

단체/캠프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각종 아웃도어 활동(등산, 클라이밍, 래프팅, 수영 등) 보조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대외활동 봉사

리더쉽 트레이닝 또는 실무교육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소 6개월 이상 참여 가능한 자 우대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사회복지학/체육학/특수교육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 우대

Outdoor 강사로 지원할 경우 관련 자격증/강사 경력 필수

단체활동 또는 봉사활동 경험자 우대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지원절차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유럽  

단기(3개월), 장기(6개월-12개월)

주 20-45시간,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단체내 게스트 관리(식사준비, 안내, 가이드 등)

게스트 대상 종교 활동 프로그램(컨퍼런스, 워크숍, 기도회, 채플, 캠프파이어 등) 기획 및 진행

단체/캠프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보조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용돈 (주당 약 15-30 유로)

리더쉽 트레이닝 또는 실무교육

만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소 3개월 이상 참여 가능한 자 우대

초중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기독교 신자 또는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자

단체활동 또는 봉사활동 경험자 우대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기독교 컨퍼런스 (영어초급자) 

13



종교 봉사

14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유럽  

단기(3개월), 장기(6개월-12개월)

주 20-45시간, 프로그램 기간내 풀타임으로 활동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용돈(약 30 파운드) 및 교통비

 

활동내용 

제공혜택

단체 숙박시설/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각종 기독교 활동, 집회, 예배 등 참여 및 진행

개인/단체 게스트 하루 일과 보조 및 활동 도우미

식사 준비 및 주방 보조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티셔츠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세-30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독교 신자 또는 기독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자(기독교 행사 참여 필수)

중상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유경험자 우대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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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외봉사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1주 - 6개월

봉사 종류/단체에 따라 상이

자원봉사비자 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무료 숙박/숙식

주 1-2일 휴일/휴가

 

활동내용 

제공혜택

단체 숙박시설/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각종 아웃도어 활동, 워크숍, 리더쉽 프로그램 등 기획 및 진행

개인/단체 게스트 하루 일과 보조 및 활동 도우미

단체 요구에 따른 기타 업무 보조

업무사항

지원자격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봉사활동 후 개인 여행 가능

봉사완료시 수료증 발급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만 18세-30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상급 이상의 영어(Writing/Speaking) 실력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초급 영어 실력자인 경우 “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참가 후 지원 가능(pg.15 참고)

사회복지학/아동심리학/체육학/심리학/간호학 등 참여 분야관련 전공자 우대

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관련 봉사활동 유경험자 우대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자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

지원절차



활동지역 :

활동기간 :

활동조건 :

비자종류 :

프랑스전역(파리, 낭트, 루앙, 리옹, 마르세유, 아비뇽, 릴, 베르사유 등)

최소 2개월 - 최대 1년 (활동단체 및 분야에 따라 다름)

주 5-6일 및 하루 평균 7-9시간 근무 (활동단체 및 분야에 따라 다름)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개인방/쉐어룸 제공

무급/유급 인턴 및 증명서 발급 

온라인 해외 프로그램 참가자 적합성평가(IWAT) 및 신청서 작성(문화체험본부 

카페 참고) - 상담문의(카카오톡/전화) - 참가비 지불 - 1차 서류 심사 - 

단체/기관 매칭 - 2차 서류 심사 - 영어/프랑스어 인터뷰 - 비자수속 및 출국 

- 프로그램 시작

활동내용 

제공혜택

Senior Care (노인복지분야): 노인복지센터에서 치료 및 복지프로그램 보조

Child Care (현지가정 문화체험): 프랑스 현지가정에서 숙식/용돈 제공받으며 가정일 및 육아 보조

Homeless Volunteering: 노숙자 커뮤니티 시설에서 재활프로그램 및 식사제공, 센터관리 보조

Working Holiday (호텔리어): Front Desk, Guide, Cleaning 등 호텔/호스텔 관리 보조

프랑스연수(Studying French) + 프랑스 봉사활동 연계 프로그램: 프랑스어 초보자 대상

업무사항

지원자격

지원절차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단체/기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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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휴일/휴가 제공

교통비/픽업지원 (단체에 따라 상이)

만 20-30세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프랑스어(초중급)+영어(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 및 발급예정자

프랑스어 및 관련학과(사회복지, 호텔관광, 특수교육, 간호, 심리, 아동복지 등)전공자 우대

업무관련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지자 우대

업무관련 봉사경험 또는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자

현지인들과 공동체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

해외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서비스에 대한 열의가 있는 자



참가지역 :

참가일정 :

연수기관 :

제공혜택 :

필리핀 전역(비교적 안전하고 학업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엄선하여 추천)

필리핀(2개월-6개월) 연수 후, 해외취업/봉사(6개월-1년) 참여

필리핀교육부(인증기관)중 학생평가 우수학교

개인방, 편의시설, 용돈, 휴일/휴가, 교통비, 졸업장, 연수 후 봉사 기회

만 18-32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으나 영어실력 부족으로 망설이는 자

TOEIC, IELTS, TOEFL, 또는 기타 공인영어성적은 높으나 회화실력이 부족한 자

글로벌 봉사활동 경험을 희망하는 자

단기간 영어실력을 향상하고 싶은 자

해외 취업 준비생

참가내용

영어 공부에 충실 할 수 있는 최적의 공부환경 준비

하루 10-12시간의 학업량의 스파르타식 영어 공부

1:1 개인 수업을 통한 몰입식 교육 제공 > 강한 유대감 형성

저렴한 학비에 비해 우수한 영어 교육 시스템

어학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체험, 레저 활동 가능

왜 하필 필리핀?

대상인원

필리핀 + 해외봉사/취업 연계연수 프로그램은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인해 원활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어학연수(강력 스파르타 영어연수 프로그램)를 

통한 해외봉사/취업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영어실력 부족으로 해외봉사활동 기회를 

갖지 못하셨던 지원자들에게는 매우 이색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해외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능숙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 해외봉사 

연계연수 프로그램에는 해외 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영어 초급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들은 필리핀 시내에 위치한 어학원에서 2개월-6개월간 집중적으로 

영어를 배우며, 평균 12시간의 영어수업과 1:1 개인 스터디, 그리고 다양한 단체활동을 통해 

영어실력을 단기간에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초급자도 필리핀의 스파르타식 수업 형태를 

통해 영어실력을 갖춘 뒤 희망지역 봉사에 참여하시면 단체 선정에 있어서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활동내용, 제공혜택 및 지원자격은 지원하는 업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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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계연수 프로그램



1999년 태어난 문화체험본부는 국내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청년외교관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유학 및 어학연수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해외취업, 인턴쉽, 

워킹홀리데이 등의 실제적인 체험 위주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운영 

중인 한국의 대표 에이전시 입니다.

문화체험본부에서는 해외 문화체험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미국, 유럽, 아시아를 포함 

전 세계 20여개국 / 사회복지, 환경, 종교, 호텔, 관광, 호스텔, IT, 비즈니스 등 총 25

여개 분야의 다양한 해외교류 증진을 위해 현지 사회복지, 종교, 환경 단체 및 관련분야 

현지 법인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속의 

대만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본부?

전화문의 :   

메일문의 :

카톡상담 :

문화체험본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hvisa상담 및 문의

02-6325-7117~9

forever1999@naver.com

volunteering / 취업, 인턴쉽, 봉사, 오페어

volunteer4u / 기독교 컨퍼런스, 인턴쉽

volunteer2u / 단기봉사, 대외활동

주    소 :

상담시간 :

(우)031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인사동) 하나로빌딩 9층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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