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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09년 하계 해외봉사단 참가자 모집 송부의 건

각 수신처 담당 선생님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국제워크캠프기구는 전 세계의 국제교류, 국제자원봉사,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국제자원봉사 전문기구로서 21세기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무대로 자원봉사 및 문화교류에
참여하여 지구촌 문화의 이해와 사랑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9 하계 해외봉사단’의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귀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
보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2009년 하계 해외봉사단
2. 파견국가
- 아시아 :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총 4개국 4개팀)
3. 참가인원 : 총 60명(팀별 참가자 15명, 인솔요원 1명)
4. 참가비용 : 국가마다 상이함 (홈페이지 www.1.or.kr참고)
5. 파견기간 : 2009년 7월 초 ~ 8월 중순 (약 13일간)
6. 신청접수 : 2009년 4월 9일(목) ~ 4월 23일(목)
7.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8.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www.1.or.kr) 참고
9. 문의 : 전화 02-568-5858, 이메일 yesia@1.or.kr
붙임 : 1. 2009 하계 해외봉사단 파견개요 1부.

국제워크캠프기구대표

2009 하계 해외봉사단 파견개요
1. 모집개요
○ 행사명 : 2009년 하계 해외봉사단
○ 파견국가

- 아시아 :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총 4개국 4개팀)
○ 참가인원 : 총 60명(팀별 참가자 15명, 인솔요원 1명)
○ 참가비용 : 국가마다 상이함 (홈페이지 www.1.or.kr참고)
○ 파견기간 : 2009년 7월 말 ~ 8월 중순(약13일간)
○ 신청접수 : 2009년 4월 9일(목) ~ 4월 23일(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www.1.or.kr) 참고

2. 목적
○ 세계시민 의식 함양
○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
○ 공동체 의식 및 민주성 강화
○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자원봉사의 이해 및 비전 공유
3. 파견국가 및 주요 프로그램
번호 파견국가 파견지역 파견일정

주요 활동

참가자
유형

참가자수 참가비용

청소년 쉼터센터 시설 보수

1

필리핀

세부

7/5-7/17
(12박13일) 활동센터 교육(예체능, 언어 등),

대학생

15

165만원

대학생

15

165만원

대학생

15

210만원

대학생

15

155만원

문화탐방

지역 학교 환경 개선 작업

2

캄보디아

씨엠립

7/5-7/17 - 청소, 도색, 시설 보수 등
(12박13일) 지역학생 영어교육
앙코르와트(세계문화유산) 문화탐방

3

인도

델리

7/28-8/10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친환경 농업
지원지역 학교 칠판 개선
(13박14일)
활동방갈로 지역 문화탐방

4

베트남

호치민

8/2-8/14
(12박13일

장애아동 시설 및 지역 학교 환경
개선 작업- 청소, 도색, 정원 가꾸기
지역 아동 영어 교육

4개국 4개팀, 60명
* 현지 자원봉사를 비롯한 청소년 교류 및 문화교류 활동도 진행합니다.
* 현지 및 항공사 사정에 의해서 자원봉사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함

국제워크캠프기구 소개
1. 국제교류 전문 NGO
- 국제자원봉사 및 국제청소년 교류
국제워크캠프기구(International Workcamp Organization, 이하 IWO)는 1999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NGO)
로서 전 세계의 국제 워크캠프단체, 국제 자원봉사단체, 국제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국제교류 전
문단체입니다. IWO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에 자원
봉사자를 파견하는 해외파견사업과, 둘째 국내에서 외국인 자원봉사자들과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
하는 국내개최사업이며 마지막으로 국제자원봉사나 국제청소년교류와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 등의 교육훈련
사업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며 지구촌을 향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
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 해외파견사업 , 국내개최사업 , 교육훈련사업
- 한해 60개국 3,000명

파견 / 한해 21개국 200명 외국인 자원봉사자 한국방문

- 국내 12개 대학교와 단체파견 협력 / 정부단체 및 기업과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IWO는 올해 한해동안 3,000명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60개국의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에 파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12개 대학교의 후원과 협력으로 파견한 해외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대, 강릉대,
공주대, 관동대, 동아대, 명지대, 명전대, 청주대, 한국외대, 한양대, 전남대, 충남대) 또한 정부단체 (보건복지가족부 ), 기
업 (현대 -기아자동차 )와 협력하여,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0개국 1000명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청소
년들에게 국제교류, 타문화체험 및 글로벌 리더쉽을 함양하고 아시아 이웃국가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20여개의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250명의(외국인 21개국

200명) 젊은이들이 참가하여, 환경, 교육, 복지, 청소년,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워크캠프에서 활동하였습
니다. 또한 국제자원봉사자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Volunteer Training

Workshop', 'Leadership Training Workshop', 해외의 자원봉사 및 청소년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Training for Trainers Seminar' 등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 UNESCO본부 국제자원봉사활동위원회 회장 단체 / 아시아협회 및 유럽협회 회원단체
기본적인 목적사업 이외에도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WO는 파리 UNESCO
본부 국제자원봉사활동위원회 (CCIVS)의 유일한 한국단체이며, IWO의 염진수대표는 CCIVS의 회장으로 2007
년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제워크캠프 단체협의회인

NVDA (Network for Voluntary

Development in Asia)의 회원단체로서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공동활동 및 캠페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
국제워크캠프 단체협의회 Alliance (Alliance of European Voluntary Service Organizations)의 유일한 한국 회
원단체로서 유럽지역에서의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