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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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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환경을 떠나 경계를 넓히고 특별한 경험을 하며 여름방학을 보내세요! 
프로젝트어브로드와 함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닫고, 시야를 넓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어브로드는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 및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또래의 학생들이 지역사회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기술을 함양하며, 경험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어브로드의 글로벌 활동에 
참여하여, 세계를 향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며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최고 수준의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이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about-us/our-experience/

오랫동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해
외에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번거로운 
준비를 줄여드립니다.

최고 수준의 스태프 서포트
안전은 프로젝트어브로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
며, 25년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현지 에이전트나 협력사에 양
도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어브로드는 모든 직
원을 정식으로 고용하여 트레이닝 하고 철저하
게 현지조사를 합니다. 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
한 최고 수준의 서포트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실제적인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세심한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진행되어, 활동국에 긍정적
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접근성
프로젝트어브로드가 참가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 합니다. 여행보험을 알아보고, 공항 픽업
을 준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숙소를 찾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참가비용에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스페셜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프로젝트어브로드 청소년 스페셜 프로
젝트는 만 15세-18세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그룹 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매
년 여름방학기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모든 활동은 전문 인솔자의 세심한 관
리속에서 이루어지며, 안락한 환경에서 
벗어난 학생들에게 적절한 양의 독립성
도 심어 줍니다.

잘 짜여진 일정이 정해져 있어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물론 소셜이벤트와 주말여
행도 프로젝트어브로드 스태프가 함께 
합니다.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사회에 지속가능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나 프로젝트를 선택하더라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입니다.

체험을 통한 학습 

남들보다 앞서 진로를 위한 경험을 해 보세요! 

프로젝트어브로드의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은 이력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내심 등을 기를 수 있으며, 선택한 

프로젝트에 따라 전문화된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의료나 법률과 같은 분야는 대학 진학 시 눈에 띄는 경험이 

중요할 것 입니다. 프로젝트어브로드 인턴쉽 활동을 통하여 

지원서를 돋보일 수 있습니다. 독립심과 적응력을 키우고, 

선택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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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법률 & 인권 의료 & 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말과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봉사자들이 만나니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며 점점 자신감이 생겨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합니다. 서로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한 명만 
뒤쳐지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저를 웃음짓게 
만들었고, 허투루 보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솔하지만, 
그들이 저를 통해 
배운 만큼 저 또한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Joshua Borland, 
벨리즈 환경보호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겸 필드사이언티스트

실무경험을 위한 인턴쉽 활동에 참여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projects/intern-abroad/

고고학  건축 아동케어

 환경보호

스포츠

문화교류 어학코스

관심있는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projects/volunteer-abroad/

문화교류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projects/culture-and-community/

남아공 법률&인권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Megan B 학생의 어머니

가나 대신에 남아공을 
가게 되었지만, 메건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면 아프리카에 가 있는 동안 
정해진 일정을 따르고 활동 기간 내내 
믿음직한 인솔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몽골

자메이카

루마니아

코스타리카

네팔

케냐

중국

사모아

벨리즈

가나

에콰도르

캄보디아

 스리랑카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피지

 태국
 필리핀

페루

아르헨티나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원하는 국가에 표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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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자들이 순조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어브로드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중요한 부분에만 집중하세요.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차별화된 스태프 서포트

가치있는 봉사활동지

구체적인 활동 일정

잘 짜여진 소셜이벤트

호스트가정 혹은 봉사자숙소

제대로 된 식사

의료, 여행 보험

비자 서류 서포트

활동국가 내 교통편

개인용 웹페이지

포함사항: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prices/#high-school-special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itinerary. Please note arrangements change from year to year and session to 
session based on the goals of the programme, needs of the community, and size of the groups. Please use this 

itinerary as a general guide to the structure of the High School Special programmes. 

활동DAY
No. 요일 시간

일요일1

2

3

6

7

8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종일 도착

9:00am-11:30am

4 수요일

5 목요일

종일

종일

현지문화 워크숍, 언어 수업

1:30pm-2:30pm 오리엔테이션

12:00pm-1:00pm 점심식사

9:00am-12:00pm 어린이들 돌보기

9:00am-12:00pm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기 활동

6:30pm-8:30pm

1:30pm-4:00pm

저녁식사

12:00pm-1:30pm

1:30pm-4:00pm 케어 활동지 페인팅

6:30pm-8:30pm 저녁식사

12:00pm-1:30pm

9:00am-12:00pm

12:00pm-1:30pm 점심식사

6:00pm-8:30pm 저녁식사, 아트 앤 컬쳐 쇼

1:30pm-4:00pm

시엠립으로 이동

앙코르와트 관람

활동요일 시간

CARE & COMMUNITY IN CAMBODIA

점심식사

정원 꾸미기

점심식사

어린이들과 함께하기

케어 활동지 페인팅

13

14

금요일

토요일

12 목요일

종일

9:00am-12:00pm

1:30pm-4:00pm 음악 수업

9:00am-12:00pm

12:00pm-1:30pm

6:30pm-8:30pm 저녁식사

12:00pm-1:30pm 점심식사

1:30pm-4:00pm

귀국

점심식사

정원 꾸미기

6:30pm-8:30pm 저녁식사

6:30pm-8:00pm 환영식사

9

10

월요일

화요일

9:00am-12:00pm

11 수요일

프놈펜으로 이동

1:30pm-4:00pm 프놈펜으로 이동

12:00pm-1:30pm 점심식사

9:00am-12:00pm 케어 활동지 페인팅

9:00am-12:00pm 어린이들과 교육 게임

6:30pm-8:30pm

1:30pm-4:00pm

저녁식사

12:00pm-1:30pm

1:30pm-4:00pm 정원 꾸미기

6:30pm-8:30pm 저녁식사

12:00pm-1:30pm

점심식사

어린이들과 스토리텔링

점심식사

6:30pm-8:30pm 저녁식사

8:00am-12:00pm 쿠킹 클래스

12:00pm-1:00pm

2:00pm-5:00pm

6:30pm-8:30pm

점심식사

정원 꾸미기

어린이들에게 영어수업

왕궁 방문

저녁식사

DAY
No.

*The following is an example itinerary. Please note arrangements change from year to year and session to 
session based on the goals of the programme, needs of the community, and size of the groups. Please use this 

itinerary as a general guide to the structure of the High School Special programmes. 

활동DAY
No. 요일 시간

일요일1

2

3

6

7

8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종일 도착

9:00am-11:30am

4 수요일

5 목요일

종일

종일

현지문화 워크숍, 언어 수업

1:30pm-2:30pm 오리엔테이션

12:00pm-1:00pm 점심식사

9:00am-12:00pm 어린이들 돌보기

9:00am-12:00pm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기 활동

6:30pm-8:30pm

1:30pm-4:00pm

저녁식사

12:00pm-1:30pm

1:30pm-4:00pm 케어 활동지 페인팅

6:30pm-8:30pm 저녁식사

12:00pm-1:30pm

9:00am-12:00pm

12:00pm-1:30pm 점심식사

6:00pm-8:30pm 저녁식사, 아트 앤 컬쳐 쇼

1:30pm-4:00pm

시엠립으로 이동

앙코르와트 관람

활동요일 시간

CARE & COMMUNITY IN CAMBODIA

점심식사

정원 꾸미기

점심식사

어린이들과 함께하기

케어 활동지 페인팅

13

14

금요일

토요일

12 목요일

종일

9:00am-12:00pm

1:30pm-4:00pm 음악 수업

9:00am-12:00pm

12:00pm-1: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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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예시 일정
캄보디아 아동케어&커뮤니티 프로젝트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입국절차를 지나 짐을 
찾고 나오니 프로젝트어브로드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마디는 
“간단하잖아!”였습니다. 세네갈에서의 활동 
기간 내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스트패밀리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어 바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대해준 호스트 가족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미국 그리고 
나이지리아까지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각자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의 말을 가르쳐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8살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실제 
의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Rachel T,
세네갈 아동케어&지역사회 프로젝트 참가

Melike O, 
에콰도르 아동케어&지역사회 프로젝트 참가 

Jenny G,
남아공 아동케어&지역사회 프로젝트 참가

Owen M, 
아르헨티나 의료&스페인어 프로젝트 참가

귀국일이 다가오자 돌아가기 싫어졌고, 
아직까지도 그때의 시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옷이 좀 더러워지는 것도 
괜찮다면 꼭 참여해보세요!

Sarah K,
페루 환경보호 프로젝트 참가 

*다음은 예시 일정입니다. 스케줄은 상황(프로그램 목표와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부분, 그룹의 규모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샘플 일정으로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관리 
정책

 • 24시간 스태프 인솔 

 •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

 • 정기적인 안전 평가 리포트 

 • 의료, 여행 보험

 • 24시간 응급연락 대기 

프로젝트어브로드는 다른 단체와는 차별화 된 안전 
및 보안정책을 제공합니다.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는 
봉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직영 사무소 직원이 프로젝트를 진행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about-us/safety-and-backup/



도착한 순간부터 흥분을 감출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프로젝트어브로드 
직원이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보다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혼자서 스스로 피지까지 왔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너무 멀어 걱정하셨지만, 담당 
어드바이저의 도움으로 쉽게 준비하고 
잘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프로젝트어브로드의 모든 활동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돕고, 문화교류를 장려하며, 참가자의 장래를 위한 기량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별화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따르는 이러한 계획들은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모든 활동을 구조화하고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단기간 참가하는 봉사자라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Nina R, 
피지 상어보호 프로젝트 참가 

@projectsabroadglobal

/ProjectsAbroad

프로젝트어브로드와 함께하는 단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아볼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프로젝트어브로드에 문의 하세요!

전 세계 4,80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였고

의료대외봉사를 진행하여 7,650명의 

주민들을 진료했습니다.

3개의 놀이터와 2개의 다용도 정원을 

만들었고,

5개의 학교와 21개의 교실을 밝게 페인트칠 

했으며,

1,300kg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5,8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밀렵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0개의 

거북이 둥지에서 알을 수집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봉사자들이 이루어 낸
2018년 활동의 하이라이트

South Korea
프로젝트어브로드 코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502호

Tel: 070 7847 5725  |  info@projects-abroad.kr

www.projects-abroad.kr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projects-abroad.kr/about-us/our-imp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