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HOPE CAMP
ORGANIZATION

Join together, Conquer adversity, Achieve miracles 
Asia Hope Camp Organization.

아시아희망캠프기구

한일사회문화포럼

코리아플라자히로바

페어트레이드서울

아시아희망캠프기구

한일사회문화포럼

K-pop School

비영리단체 아시아희망캠프기구 ACOPIA

한일청년들이 한일양국과 아시아 각국에서 자원봉사와 다문화공생의 활동을 합니다.

코리아플라자히로바

페어트레이드서울

Acopia House

日韓の青年が共に日本と韓国をはじめ、アジア各国でボランティアと多文化共生の活動を行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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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PIA
ASIA+UTOPIA

단체구성 조직도  /  아시아희망캠프기구

아시아희망캠프기구 한일사회문화포럼페어트레이드서울

아시아희망캠프기구, 코리아플라자히로바, 한일사회문화포럼은 얼굴이 보이는 국제협력을 위해 일합니다.

Asia Hope Camp Organization, Korea Plaza Hiroba and Korea-Japan Society&Culture Forum work

for face-to-f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아시아희망캠프기구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세계 청년들이 함께 합숙하면서 환경, 개발, 평화, 건축,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함께 공부하고 체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워크캠프가 시작된 것은 100년전의 유럽이지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입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국제워크캠프는 아시아에서 개최됩니다.

개최지까지의 여행 경비는 참가자 각자가 부담하며, 현지집합, 현지해산을 원칙으로 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숙식은 캠핑과 야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협업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홈스테이, 숙소 제공 등 호스트 

국가나 지역민의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Asia Hope Camp is a program youth in Korea, Japan and all over the world join in the camp to conduct 
projects regarding to various subjects such as environment, development, peace, architecture and 
education.

아시아희망캠프기구
Asia Hope Camp Organization

www.workcamp.asia

일본 쿠마모토캠프 베트남캠프 한국북촌캠프 몽골캠프

인도네시아 발리 - 초등생교육캠프



한일사회문화포럼

단체구성 한일사회문화포럼  /  한일미래포럼

www.kjforum.org

한일사회문화포럼은 1999년 설립되어 한국의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NGO)로서 한일 문제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는 현장입니다. 한일사회문화포럼은 한일 상호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일언론인포럼 등 

각종 포럼을 주최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상호이해와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자치단체와 NGO, NP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인턴십, 자원봉사, 홈스테이, 고교생 교류, 스포츠 교류, 워킹홀리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일본에서 직장체험을 희망하는 한국 대학생을 일본 자치단체와 NGO, NPO에 소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놀라울 정도 

로 높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회, 여름 1주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20명의 고교생들이 일본 시마네 고교생들과 함께 이즈모 

해안 표착물 회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일사회문화포럼은 

일본의 미야기현과 이와테현에서 2개월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Korea-Japan Society and Culture Forum

Korea-Japan Society and Culture Forum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established in 1999 in Korea,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change ideas and discuss 
Korea-Japan disputes.



한일미래포럼은 한일사회문화포럼이 주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기성세대가 연출하는 철 지난 레퍼토리가 아니고 다음세대 본인들이 살아갈 

미래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한일상호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실천안을 설정한 후에 실행하려는 모임입니다. 

한국 또는 일본에 모여 합숙하면서 아시아에서의 한일청년 자원봉사와 

공정무역을 주제로 토론합니다. 한일미래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천안은 

아시아희망캠프로 이어집니다.

한일미래포럼
Korea Japan For Future

New-generation discusses their future away from the old- 
fashioned theories. They are the future-generation to live in 
the future. Once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building 
towards effectiveness and sustainable action plan is set, the 
road map will be planned and implemented.

한일국회의원포럼 (한일사회문화포럼 주최)



코리아플라자히로바

단체구성 코리아플라자히로바  /  페어트레이드 서울

www.korea-plaza.com

코리아플라자히로바는 비영리단체 한일사회문화포럼과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국제 교류사업을  주관하 

는 법인회사입니다. 코리아플라자히로바는 한일사회문화포럼과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자립을 돕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국제문화교류사업과 공정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입구에 위치한 히로바라운지에서는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Korea Plaza Hiroba

Hiroba Lounge is located at the entrance of Deoksu Palace Road and offering Korean 
language program for Japanese people.



www.fairtrade-seoul.com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협력활동의 한가지로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공정무역운동의 

이름입니다. 세계최초 공정무역 도시인 영국 가스탕의 공정무역센터와 연대하여 국내에서 공정무역의 이념 및 

국제협력활동을 하고, 공정무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페어트레이드서울 캠페인은 2015년 2월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부터 덕수궁길 캠페인이 시작되 

었습니다. 아시아 유학생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 각국의 농산품과 공예품 뿐 아니라 한국농가의 유기농 

생산품을 페어트레이드 서울 브랜드로 판매합니다.

페어트레이드서울
Fair Trade Seoul

In cooperation with fair trade center of the Gastang in British which is the world first fair trade 
city, Asia Hope Camp Organization disseminate the idea of fair trade and support intern 
-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within the country and put it into practice.



희망캠프 in ASIA
국제워크캠프

활동 국제워크캠프

국제워크캠프는 전세계에서 모인 참가자 15~20명이 2주 동안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국제워크캠프는 1920년 세계 1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국제워크 

캠프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최지까지의 여행 경비는 참가자 각자가 

부담하며, 현지 집합, 현지 해산을 원칙으로 하여 참가자들이보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숙식은 캠핑과 야영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협업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홈스테이, 숙소 제공 

등 호스트 국가나 지역측의 제공을 받기도 합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에서 주최하는 희망캠프 in ASIA는 아시아 각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모로코, 타이, 네팔 등의 국가에서 국제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워크캠프란?

희망캠프 in ASIA는

희망캠프 in ASIA
진행국가

·네팔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러시아

·몰디브

·카자흐스탄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태국

·필리핀

·홍콩

·터키

·일본

·모로코

·케냐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싱가폴

Hope Camp In ASIA

International Work Camp is a program that 15 to 20 people live together, volunteer 
and associate with cultural exchange in all over the countries. Asia Hope Camp’s 
International work camp is conducted not in Europe, but Asia and Africa.

베트남캠프 몽골캠프 인도캠프 태국캠프



희망캠프 진행국가 - 모로코

<희망캠프 in ASIA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장소

참가자격

모집인원

숙박

식사

자유시간

활동내용

희망캠프 in ASIA

아시아 각국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18세 이상 학생

한국인 2~3명 / 외국학생 12~15명

캠핑, 홈스테이, 유스호스텔, 볼런티어 센터 등

식사 제공

개별 또는 팀별 자유활동

아이들과 문화교류활동

벽화 봉사 등 간단한 보수작업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 만들기

국립공원의 동식물 보호 활동 등

현지 공항 도착

현지 공항에서부터
귀국까지

- 한국 팀끼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만납니다.

- 팀 리더와 함께 이동합니다.

볼런티어활동과 문화체험

- 다음날부터 볼런티어 활동을 시작합니다.

- 식사와 생활은 여러나라 청년들과

   함께 합니다.

주말과 휴일

- 자유시간

  (각 팀별로 행동하거나 그룹별로 활동합니다.)

활동 종료

- 현지해산 후 팀 리더와 함께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가보는 것에는 선뜻 용기를 낼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를 하면서 인도 속에 조금 더 녹아들어 인도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사람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었 

습니다. 저는 아시아희망캠프기구를 통해 다른 한국 친구들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 온 

봉사자친구들과 2주 동안 인도 콜카타 시내에서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였지만 14일간의 시간동안 아이들 그리고 현지 인도사람들과 소통하며 이해하며 인도 

라는 나라에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국제워크캠프 in 인도 소감문
장해오름 (Columbia College Chicago)

인도캠프



희망캠프 in JAPAN
국제워크캠프

활동 국제워크캠프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각지에서 연간 50여개의 캠프가 이루어집니다. 

축제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현지의 일본인들과 함께 전통축제와 국제 행사 

를 만들고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는 동시에 견학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한일 교류 

국제워크캠프입니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 취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류와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어나 일본어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국부터 귀국까지 친절한 일본인 동행 리더가 함께합니다.

희망캠프 in JAPAN은

희망캠프 진행국가 - 일본 오사카

희망캠프 in JAPAN
진행지역

<희망캠프 in JAPAN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장소

참가자격

모집인원

숙박

식사

자유시간

활동내용

희망캠프 in JAPAN

일본 전국 50개 캠프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청년

한국인 10명 / 외국인 50~100명

청소년센터, 홈스테이, 전통여관

식사 제공

개별 또는 팀별 자유활동

전통축제 참가&스탭

지역민과 교류

문화체험

온천, 기모노 체험 등

교토캠프

가고시마캠프

·삿포로

·니가타

·오사카

·시마네

·야마구치

·쿠마모토

·아오모리

·미야기

·나고야

·카가와

·후쿠오카

·가고시마

·토야마

·도쿄

·교토

·돗토리

·미야자키

·오키나와

·아키타

·요코하마

·히로시마

·오카야마

·나가사키

Hope Camp In JAPAN

More than 50 camps are conducted every year in all over Japan 
from Hokkaido to Okinawa.



희망캠프 진행국가 - 한국 고창

·고창(8월)      ·철원(12월)

·강화도(8월)   ·제주도(1월)

<희망캠프 in KOREA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장소

참가자격

모집인원

숙박

식사

자유시간

활동내용

희망캠프 in KOREA

국내 각 지역

국제교류에 관심있는 학생

한국인 2~3명 / 외국학생 15명

홈스테이, 마을회관 등

식사 제공

개별 또는 팀별 자유활동

작물수확

세계문화유산 역사문화체험

갯벌조개잡기, 물고기잡기

두루미 먹이주기 등

희망캠프 in KOREA
진행지역

희망캠프 in KOREA
국제워크캠프

세계 청년들과 함께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작물을 수확하고,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고창에는 고인돌이 있고, 전주는 비빔밥이 유명해.’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고창과 전주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다. . .(중략)

국제워크캠프 in 고창&전주 소감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Hope Camp In KOREA

International Work Camp program within Korea with youth from all over 
the world.

고창캠프 고창캠프 철원캠프



활동 페어트레이드서울

공정무역 국제협력의 비전 및 목표
페어트레이드서울

저렴한 가격 뒷편의
불공정한 무역구조

고르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큰 힘

영국 가스탕이 세계최초 공정무역도시가 된 것은 2000년 4월이고 그후 1600개가 넘는 도시가 공정무역 

도시가 됐습니다. 공정무역 이념이 한국에 수입된 것은 2007년이지만 지속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2015년 4월 18일 페어트레이드서울 캠페인이 덕수궁길에서 시작되면서 부터입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는 '공정무역' 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패권주의와 독과점의 '불공정한 공정무역' 을 

거부하고 '얼굴이 보이는 공정무역' 을 추구합니다.

커피, 홍차, 잡화나 의료품. 우리들의 생활 공간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발 도상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놀랄 정도로 저렴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주요한 수출품인 

개발 도상국은 시세 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과대하게 책임지는 동시에 선진국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부당할 정도 

로 저렴하게 낮춰지는 등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일을 해도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페어트레이드 상품을 구입해 보세요. 페어트레이드 상품을 우리들이 사는 것으로, 생산자는 수입을 얻고 아이 

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Fairtrade International Co-oporation Vision and Goal

by Bruce Crowther

(브루스 크라우더, 공정무역마을 운동의 창시자)

Asia Hope Camp Organization pursues “Fair trade” which the face of producer is seen 
and negates oligopolistic “Unfair fair trade” and the hegemonism carried out in the 
name of “Fair trade”.



페어트레이드서울 운동

페어트레이드서울 캠페인 소감문

저는 중학교 3학년때 영어교과서에 실린‘Fair trade’라는 공정무역에 관련된 지문을 배우게 되면서 공정무역에 대해 처음 접했 

습니다. 그 지문 속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아프리카 가나의 아이들은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수십시간동안 카카오 

열매를 따고 손질하고 있으며 그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지문을 배운 후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정무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덕수궁에서 공정무역을 알리는 봉사활동인 페어트레이드서울 봉사활동을 

알게되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공정무역을 여러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소개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을 때 같이 참여한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내어 다가가기 시작하였고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홍보해 본 소중한 경험이 생겼고, 홍보하기 전에 가져던 공부시간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어 노동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의 인권과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우경 (한민고등학교)

Fairtrade Seoul Campaign



1분기(3~5월) / 2분기(7~8월) / 3분기(9월~11월) / 4분기(12월~2월)
각 분기별 4회로 나뉘어 진행하며, 1회는 설명회와 레벨테스트, 2~4회는 봉사캠프

기 간

팀별 1명의 원어민 교사 배치
일본인 보조교사 총 2명 배치 / 한국인 프로그램 운영자 배치

인솔교사

최소 3개 팀으로 운영하며 각 팀별 12명모집인원

역사교육, 문화체험, 한류문화, 농촌체험, 과학탐구, 자연생태, 진로교육테 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대 상

활동 한류문화전파 주말체험캠프 / NIE 봉사 활동

< 프로그램 특징 >

8명 내외의 학생들과
1명의 원어민 선생님

‘영어학습 + 문화체험 + 한류전파봉사’를 동시에 !

철저한 학생관리

다양한 체험활동

특성화된 프로그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류문화전파

한류문화전파 주말체험캠프

주말체험캠프는 영국정부가 공인한 영국현지 국제학교와 싱가폴 공립학교의 서울캠퍼스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됩니다. 한국문화를 알지 못하는 국내 외국인과 자원봉사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롤 배우고 체험하며,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발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조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

2 탐방 계획서 관련 사항을 토대로 탐방계획서 작성

3 팀편성 인사와 자기소개

4 현장체험 각 팀별 원어민 선생님과 미션을 전달받고 문제해결

5 프레젠테이션 팀별로 체험결과에 대한 요약 및 발표

6 현장학습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 작성

단 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어휘내 용

< 영어학습 효과 >
1. 하나의 주제를 읽기, 어휘, 쓰기, 말하기의 다양한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반복 습득

2. 과제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기회를 통해 영어를 학습이 아닌 언어로서 인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습득)

3. 영어에 대한 자신감 회복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Weekend Camp to Spread Korean Culture



사업목적은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하는 워크숍(교육)을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하고, 신문기자들과 함께 다문화공생 NIE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단일민족ㆍ단일문화로 인식되던 한국과 일본은 점차 다민족ㆍ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으로 다른 

아시아국가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공생’은 국적이나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 교감과 관용,포용력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는 우리사회를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문화공생 NIE 활동
ACOPIA Newspapers In Education Activity

1. 청소년 다문화공생교육의 협력체제 구축과 교육프로그램개발

• 활동 : 다문화센터와 협력체제 구축하고 다문화공생 워크숍 및 NIE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참가 : 다문화지원센터, 신문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방식 : 중고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및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들과 함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하여 신문을 읽고 취재하며, 기사작성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협력기관과 협의하여 완성한다.

2.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공생 워크숍

• 기간 : 매주1회

• 활동 : 매주 1회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공생 워크숍을 진행. 

• 참가자 :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매주 500명 참가.

• 방식 : 중고등학교와 사전협의를 하여 각 학교를 방문하고,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다문화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공생’의 

           비전과 필요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일본 및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 및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한다. 

3. 신문기자와 함께 다문화공생 프로보노 NIE교육

• 기간 : 매주1회

• 활동 : 매주 1회 다문화공생 NIE(신문활용교육)를 신문사의 프로보노 활동으로 연계  

• 참가자 :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매회 50명 참가.

• 방식 : 중고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본 및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들과 함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하여 신문을 읽고 취재하고 기사작성 및 동영상 제작을 하는 교육을 받는다.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amp

CSR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뿐, 법적책임과 이행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CSR을 

윤리적 책임인 동시에 소비자, 노동자, 국가사회복지, 환경과 공해방지,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이익을 충족하도록 하는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ACOPIA)에서는 기업이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글로벌 CSR 

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특 징
기업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CSR활동에 더하여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10~20인의 대학생 자원봉 

사자를 모집해 드립니다.

* CSR 봉사 캠프에 참여한 분에게는 행정자치부 1365 전국봉사센터의 봉사점수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국내 및 해외(일본, 아시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주문해도 됩니다. 

프로그램
국내에서 실시하는 모든 CSR 프로그램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 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과 일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생 자원봉사 참가자들에 대한 안내, 

모집과 안전책임은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담당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AMP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becoming one of the standard in evaluating enterprises.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NGO) 아시아희망캠프기구와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NGO) 한일사회문화포럼에서 해당기업에 

관심이 있는 우수하고 의욕있는 대학생 봉사자를 모집해 드립니다. 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 모두에게 아시아희망캠프기구와 

한일사회문화 포럼의 봉사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최하는 글로벌 CSR 캠프는 지금까지의 CSR활동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해당기업 

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을 귀사의 CSR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귀사를 대학에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서울시에 등록된  

NGO단체와 함께 봉사를 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공인된 봉사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고 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인식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보완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 CSR의 자랑

Asia Hope Camp Organization sends university students who volunteered for the global CSR camps.

Volunteer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NGO

국제협력 NGO 단체와 함께 봉사합니다.

기존에 예정했던 CSR활동에 한일양국의 대학생 자원봉사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참가자 증원에 따른 경비만 

추가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의 모집과 관리를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주관하고 통역 스탭이 동행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습니다.

Low Cost, High Result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SR캠프에 참여하는 대학생 봉사자들은 봉사인증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에 참가후기 작성을 합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의 CSR 활동이 소개되고, 기업홍보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CSR activities become advertisement

대학생의 CSR 활동은 기업 홍보가 됩니다.

아시아희망캠프기구와 함께 하는 귀사의 CSR에는 한국과 일본, 세계청년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귀사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인재가 모이게 합니다. 귀사의 CSR은 아시아희망캠프기구의 국제 볼런티어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세계 볼런티어와 공정무역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고, 기업홍보와 글로벌 인재채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Global talents gather to your open CSR.

열린 CSR은 귀사에 글로벌 인재가 모이게 합니다. 



활동 인턴십 프로그램

일본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

16주일 정부지원 인턴십
GIP 일본 글로벌현장학습 (Global Internship Program 16 weeks)

정부지원 글로벌현장학습이며 4주 직무교육과 12주 인턴십을 통해 일본문화체험 및 해당직무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16주 : 4주 직무교육+12주 인턴십

적법한 문화활동비자 발행 (교육적 인턴십)

일본의 공공기관 및 대학 협정 체결

적응교육 4주일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직무교육)

10:30~15:40 (12:30~13:30 점심휴식)

일본어교육, 발표수업, 문화체험, 견학, 교류회

기간 자유선택 : 매월 초부터 1개월~3개월 자유선택

도쿄 콘텐츠산업 인턴십-취업 프로그램
TCCP (Tokyo Contents Career Program)

일본 도쿄의 콘텐츠산업에서 인턴십과 정규직 취업을 하려는 인재를 위한 인턴십+정규직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TCCP는 일본 현지 

회사가 정규직 사원 후보에게 체재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또는 인턴십비자로 출국하여 인턴십을 진행하며 회사와 

본인이 정식취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3~4개월간 매월 10만엔(약100만원)의 체재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3~4개월 

간의 인턴십기간 이후에는 그 회사에 정규직취업을 합니다.

수시접수, 개별심사, 수시출국

자 격 4년제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이내, 전문대학 졸업 후 3년이내

콘텐츠산업분야 전공자 : 일본어능력 JPT600점 이상 또는 N2이상 / 콘텐츠산업분야 비전공자 : 일본어능력 JPT700점 이상 또는 N1이상

분야 : 게임, 모바일, IT, 영상, 사무직, 마케팅, 영업

자 격 일본어 초급(JPT 300점)이상의 한국인(대학생~사회인) 

또는 토익 800점 이상으로 영어회화가 자유로운 사람

활 동

※ 일본 주요도시의 공공기관, NGO 인턴십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 공정무역도시 쿠마모토시의 공정무역추진위원회 인턴

키즈나 구마모토 페어트레이드 인턴십
공정무역추진위원회 인턴십 (Fairtrade Internship)

아시아희망캠프기구가 일본큐슈 구마모토에 있는 단체와 협력하여, 2014년 8월부터 실시하는 구마모토 페어트레이드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약 2600개의 공정무역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 유일의 공정무역도시가 일본의 구마모토 

시입니다. 구마모토시 공정무역 추진위원회에서 1개월~3개월간 인턴십을 합니다. 

한일사회문화포럼의 일본현지 인턴십은 일본의 공공기관과 방송국, 신문사, 일반회사에서 인턴십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지적응을 

위한 직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현지 대학과 NGO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일본어 일본문화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Japan Internship Program

This government official internship provides global on-the-job training including 4 week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Japanese cultural experience and 12 weeks of internship.

An internship and regular employment program for those who seeks for regular employment in content industry 
in Tokyo, Japan.

This Kumamoto fair trade internship program begins in August 2014 in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in 
Kumamoto, Japan.



미국/영국 인턴십 프로그램 안내

미국동부(NY) J1비자 인턴십

미국서부(LA) J1비자 인턴십

영국학교 인턴십

유급 인턴십 무급 인턴십

장기(12개월) 인턴/트레이니 모집 단기(여름방학) 인턴/자원봉사자 모집

인     턴 : 근무 시작일 기준 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or 졸업 후 1년 미만인 자 (최장 근무기간 12개월)

트레이니 : 4년제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 전공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최장 근무기간 18개월)

UK School Internship

뉴욕, LA등 미주지역 기업 50여개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를 운영. 인턴십 참가자들은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전공 

관련 다양한 일을 배우면서 국제적 안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장기(12개월) 인턴/트레이니 모집

참가지역 : 미국 내 전지역

참가기간 : 12개월

수속기간 : 약 3개월~5개월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대학 및 사회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해외 여러나라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외국어 실력은 물론 실무 지식 습득 및 업무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합법 

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규학교(초중고) 및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서 런던 영어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4/6/9/12 Month Program 진행

대 상 : 대학생 (만 18세 이상)   /   일 정 : 영어 연수+인턴십

미국 뉴욕/뉴저지 지역 (뉴욕시 맨하탄 중심)

경력 관리 영어 교육 (1주)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5주) 

금요 특별 미국문화체험 프로그램 :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맨하탄 야경 유람선 투어 등

취업 대비 전공관련 Career Build Training과 국제 Business관련 

커뮤니케이션 스킬, 에티켓, 조직 문화 등을 배울 기회를 제공합 

니다. 인턴십 종료 후 Reference Letter 경력으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인턴십 참가
가능성 진단

영문
이력서 접수

사전 인터뷰
진행

기업 소개 및
고용주 인터뷰 진행

인터뷰 합격 및
오퍼 수락

DS-2019 신청
서류 준비

DS-2019 신청
및 취득

J-1비자
인터뷰 신청

미국 입국 및
인턴십 시작

총 기간

3개월 (12주)

6개월 (24주)

9개월 (36주)

12개월 (48주)

영어 연수

8주

16주

24주

32주

인턴 기간

4주

8주

12주

16주



활동 일본 후루사토 프로그램 / KJEJ 한일청년교류 일본어·일본어문화연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

쿠마모토후루사토 프로그램

아키타후루사토 프로그램

교토후루사토 프로그램

쿠마모토시 국제교류진흥사업단

매월 2명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일본 큐슈 쿠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

매주 5일 하루3시간 맨투맨 연수

시내 중심의 풀옵션 고급맨션

협력기관

인     원

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방식

숙     소

평범한 연수가 아닙니다. 쿠마모토를 고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쿠마모토시 국제교류회관에서 일본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하루 3시간씩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개인레슨을 받습니다.

1개월 맨투맨 집중연수 이후에는

워홀비자 소지자 : 호텔/레스토랑 유급인턴십(아르바이트)을 소개합니다.

워홀비자 미소지자 : 공정무역인턴십을 소개합니다.

또는 바로 귀국합니다.

아키타 국제볼런티어 모임

매달 1~2명

수시로 15일간 또는 30일간

월~금 중 주3회, 오전 2시간씩 일본어 수업

매주 2회 문화체험, 인턴십, 자원봉사

홈스테이 (아침식사, 저녁식사 제공)

협력기관

인     원

기     간

활     동

숙     소

한일포럼이 일본 아키타에 있는 국제교류단체 [아키타 국제볼런티어 모임]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인턴십, 문화체험, 어학연수의 종합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평일 중 3일간 오전 2시간씩 일본어 수업도 진행됩니다.

일본 후루사토(故鄕) 프로그램

교토 상공회의소 & 관광협회 & 아야베시

매달 1~2명

최소 30일간 ~ 최대 90일간

교토 아야베시

교토 아야베시에서 국제교류&행사기획&사무 인턴십

협력기관

인     원

기     간

장     소

활     동

한일포럼이 일본 교토 아야베시 관광협회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인턴십,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주민과 함께 관광 및 견학, 문화체험을 

하고 아야베시관광협회 등에서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The Second Home Program

Kumamoto Hurusato Program

Akita Hurusato Program

Kyoto Hurusato Program

You will call Kumamoto your second hometown when the internship ends.

A packaged program with internship, cultural experience and language program.

A packaged program with internship, cultural experience and Internship program in cooperation with Ayabe city.



2월 KJEJ 한일청년교류 일본어·일본문화연수 소감문

아시아희망캠프기구

쿠마모토현립대학교

10:30~15:40 (하루4시간 교육)

발표수업, 문화체험, 견학, 소그룹수업, 교류회

이 프로그램은 일본 쿠마모토현립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주최기관

연수장소

연수시간

과 정

교실에 갇힌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흉내만 내는 체험이 아닙니다. 일본어학교가 아닙니다.

일본인 대학생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문화체험을 하고, 즐거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실력이 늘어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교육을 전공하는 일본인 대학생들(대학원생)과의 커뮤니 

케이션 연수과정입니다. 현립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수료증과 성적표(학점인정)를 현립대학교가 발행합니다.

일본문화체험과 견학 메뉴

문화체험 (다도, 기모노, 일본요리)

구마모토 견학, 아소산 관광

명소 (구마모토성, 유적지 등)

죠카마치 산책

홈스테이 (희망자)

맨투맨 개인레슨 보강 (희망자)

기업체 방문, 현장 견학

KJEJ

JCCP 일본어 일본문화 특별연수 프로그램
1~3주일 코스도 운영중입니다.

한일청년교류 일본어·일본문화연수

황민영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KJEJ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에서 홀로 지내야 하기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1달간 쿠마모토에서 생활하며 느낀점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단순한 수업 이외에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셔서 상담을 자주 받아보았고 

국제교류회관과 번화가인 아케이드 거리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소산에서 멀지 않은 

물의 도시 쿠마모토는 쿠마모토성 이외에 스이젠지 공원, 동물원, 미술관 등 많은 볼거리가 있었고 

일본 문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았고 재미있는 

경험도 많았기에 KJEJ수업을 받는 한달은 보람찼고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Korea Japan Exchange And Japanese Communication

This program is not a language program locked in a class room or just a cultural experience.



활동 한일중고생포럼 / 한일미래포럼

아시아희망캠프기구

시마네국제센터, 한국민단, 한일사회문화포럼

일본 시마네현

한국 중고생 20명 + 일본 중고생 150명

Ⅰ. 등록자 오리엔테이션 진행

Ⅱ.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한일 중고생 봉사체험 진행

최종 선발된 인원이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봉사체험의 취지와 

활동목적, 각자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발표 하고 의견교환을 합니다.

한일양국의 중고생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땀을 흘리는 봉사활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배우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글로벌 

한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생각하고, 한일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버린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이 매년 수만톤 일본의 해안에 쌓이고 있고, 일본인들의 머릿속에는 한국이 버린 폐기물 때문에 바다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습니다. 지구 환경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봉사활동과 교류를 합니다.

신문보도

주최기관

공동후원

장     소

참가인원

진행안내

제 6회 한일중고생포럼 소감문
한준희 (South Kent School)

한일중고생포럼
깨끗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한일 중고생의 봉사체험

Korea Japan Student Forum

제가 참여한 한일중고생포럼의 취지가 시마네현 해안에 쌓인 한국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고 한일 청소년간의 우호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봉사 신청을 하면서 먼저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일본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일본여행을 갔을 때와는 다른 

설레임과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간단한 식사 후 마츠에시 호수로 향했습 

니다.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보고 나도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곳에서 

쓰레기로 인해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을 보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orean and Japanese youth deepen their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volunteer and cultural exchange to preserve 
environment and ocean.



한일 상호이해와 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일 차세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위한 광장입니다. 한일 신뢰구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어 나갑니다.

제 1기 : 한일 청년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 2기 : 기존의 미디어를 통해 내셔널리즘을 해결한다.

제 3기 : 아시아에서 한일청년들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공정무역을 알아보자.

아시아희망캠프기구

한국대학생 20명+일본대학생 20명

매년 6월, 12월

한국, 일본, 아시아 각국

주최기관

참가인원

시     기

장     소

제 2회 한일미래포럼 소감문
김성우 (건국대학교)

이번 포럼참가는 개인적으로 몹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것에 대해 일본의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본 포럼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얘기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어떠한 

저지 없이 ‘말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도모하는데 

양국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양국이 반목하는 원인의 저변에 깔린 영토문제에 관한 이야기와,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시간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 

습니다. 양국민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부터, 그에 대한 실제 상대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시간까지 사고 

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보다 깊은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준 

멋진 기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Korea Japan for the Future

한일미래포럼

This Forum is for next Korean and Japanese generation to discuss and create new road map for sustainable 
Korea-Japan trust building.



활동 일본워킹홀리데이 교육

본 프로그램은 1999년 부터 다양한 교류를 통해 한일 시민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한일사회문화포럼의 후원을 받아 코리아플라자히로바가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리아플라자히로바의 일본인스탭이 일본생활과 직장에서의 주의사항을 사전 교육해 드립 

니다. 출국 전 총 3회에 걸쳐 90분씩 맨투맨 교육을 받습니다. 맨투맨 방식이므로 신청자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워킹홀리데이 지원
코리아플라자히로바

출국 전 맨투맨 적응교육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도시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진행되는 유급인턴십입니다. 출국 

전 사전교육을 받고 현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소개는 

수시로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일자리

다양한 형태의 숙소를 안내합니다. 도시 중심의 풀옵션 레지던스(원룸)와 쉐어하우스 등 

본인에게 맞는 숙소를 각자 선택하세요.

숙소

주민등록, 국민건강보험가입, 일본인 친구소개

현지서포트

생활서포트, 교류활동, 각종 취미교실 소개

교류활동

현지 일본인 볼런티어강사에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도쿄의 경우 한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류작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비자를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도우미

개별상담으로 각자에게 맞춤형 워홀 인턴십 프로그램

안전한 거주지, 일본어 무료수업, 각종등록

일본의 지역커뮤니티로 교류, 문화체험, 생활서포트

신원보증으로 확실하고 안전한 인턴십일자리 소개

24시간 비상대응, 현지취업과 진학

참가신청 & 개별상담

유급인턴십현지서포트

안전한 주거문화체험

일본어 수업료면제

출국 귀국

Japan Working Holiday Support

Korea Plaza Hiroba created this program in cooperation with “Korea 
Japan Forum” that has the network built since 1999 through various 
cultural exchange and Korea-Japan civic exchange.



저는 약 7개월동안 도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영어를 전공하는 제가 일본으로 

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졸업하기 전에 한번쯤 일본에서 생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히로바에서 연결해 주신 

봉사단체에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개인렛슨과 그룹렛슨에 모두 다 참가했고 개인 렛슨 

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가능한 장점이, 그룹렛슨에서는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롯폰기의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지만 일본 

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도쿄 워킹홀리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목소리

- 김해나

워킹홀리데이에 합격했음에도 어려움이 많아 아시아희망캠프기구를 통해 도움을 요청 

했습니다. 일본인 스탭이 일본에서 어떻게 면접을 보는지 이력서 작성법부터 친절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하우스메이트 분들이 정말 

재밌고 함께 요리도 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출국 전 맨투맨 교육 덕분에 현지에 도착해서 

우체국 통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까지 전부 1-2주 내에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일본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코리아플라자히로바의 서포트를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오사카 워킹홀리데이 - 신재호



활동 TCCP 도쿄 콘텐츠산업 인턴십·취업프로그램 / KJCP 한일조리실습교류 프로그램

콘텐츠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본 도쿄의 콘텐츠산업 회사에서 인턴십과 정규직 취업을 하려는 인재를 

도와드립니다. 취업률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실력있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의 게임, IT, 모바일, 영상판매 

분야의 성공한 콘텐츠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도록 하고 정규직 취업을 돕는 우수인재 선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일본어 일본산업연수 프로그램은 지역과 일정, 실시기간, 현장체험 내용을 주문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주문식 프로그램" 

입니다. 매일 오전 3시간은 일본어 집중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각종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주최기관

지     역

참가자격

모집인원

한일사회문화포럼

도쿄, 오사카, 큐슈

대학생, 취준생

5~20명

수업내용 매일 3시간 일본어 집중교육

일본문화체험

업계단체 및 산업체 견학, 취업 설명회

한국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직접 체재비를 지원해주고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 채용 

을 합니다. 일본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도쿄 콘텐츠산업 인턴십·취업프로그램
TCCP Tokyo Contents Industry Internship and Career Program

일본어 일본산업연수프로그램

산업체 견학일본어 교육 취업 설명회 문화체험 자원봉사 홈스테이 대학생 교류

JISP Japanese Industry Study Program

일본현지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후보에게 체재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도쿄체재비지원 : 매월 10만엔 지원받음

사례 : 처음 3~4개월 인턴십 기간에는 매월 10만엔의 체재비가 
지원되고, 그 후 취업비자가 발행되면 정규직사원 대우를 받습니다. 

숙사 : 다국적 쉐어하우스를 추천하지만 각자 스스로 구해도 됩니다.
숙사비는 본인부담입니다.

현지서포트 : 도쿄의 봉사단체가 생활상담 서포트를 합니다. 

This program provides assistance for those who seek regular employment in content industry in Tokyo, Japan.



쿠마모토현립대학교 식건강과학과 및 현지 조리전문기관, 일본 요리점에서 연수 받는 프로그램!

일본인 대학생들과 함께 일본 조리의 비법을 전수받으며 함께 일본 식문화를 체험해보세요!

� 주최 : 아시아희망캠프기구 (ACOPIA)

� 공동주최 : 일본의 대학, 조리전문학교 

� 기간 : 5일~20일

� 내용 : 일본어 연수 및 일본 식문화체험 

 일본 조리에 대한 강의, 조리 실습 및 시식

 일본 식문화 체험

 쿠마모토현립대 식건강과학과에서 일본 요리 실습교류

 일본 전통 요리점에서 직접 만든 요리로 식사

 전통 향토 요리 시식 및 주방 견학

 일본 전국 요리 대회 견학

� 숙소정보 : 시내중심가의 풀옵션 호텔식 고급맨션 (침대시트 매주 교체)

 침대, 이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가구, 전기기구 완비

 무선인터넷과 무선와이파이 가능 / 취사시설 완비

 숙소에서 쿠마모토 교통센터 도보 1분 / 중앙우체국 도보 3분 / 시민회관 도보 3분 / 쿠마모토성 도보 5분

일본 신문에 실린 KJCP 프로그램

한일조리실습교류 프로그램
KJCP Korea Japan Cooking Practice



활동 일본인 인턴십 프로그램 日本人インターンシッププログラム  /   한국어 개인렛슨 韓国語個人レッスン

Asia Hope Camp Organization is looking for Japanese interns who are interested in 
Korea-Japanese cultural exchange activities and contributing for mutual understanding, 
Asia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air trade.

Korea Internship for Japanese Students

アジア希望キャンプ機構は、日韓交流活動を一緒にして下さる日本人インターンを募集しています。日韓相

互理解に貢献し、アジア国際協力と公正貿易を体験したい方々を募集しています。常時7～15名の日本人

インターンが勤務しており、韓国語ができなくても応募可能です。

私は２ヶ月間、アジア希望キャンプ機構のインターンとして生として働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インターンの間、私は

主にワークキャンプの作成と韓国人が日本にワーキングホリデーに行く際のサポートを行いました。すべて自分で

考え、自分で企画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はじめは難しかったです。なかなか思うようには進みませんで

したが、最終的にはワークキャンプが形となり、今年の８月に開催されることが決定した際の喜びはひとしおでした。

また 、韓国の外交部（日本の外務省）にて行われた韓・中・日交流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が思い出深いで

す。私たちは韓・中・日フェアトレードの促進を行っている機構（アジア希望キャンプの一環）の代表として、交流会に

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交流会にはいつも一緒に業務をしている方々と参加し、他の参加者と共に自分たちが

行っている業務の紹介をしたり、外交部の方とこれからの東アジア３カ国の未来について懇談したりしました。これら

すべての業務を通して、微力ながら私も韓国と日本の友好促進に貢献でき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日本人学生のための

韓国インターンシップ

丹野渓　（創価大学経営学科）

インターンシップを通して韓国と日本をひとつに

アジア希望キャンプ機構　インターン内容

日韓ワークキャンプの計画または運営と同行

公正貿易キャンペーン

週末キャンプの補助教師

韓日未来フォーラムの企画と進行

プログラムの広報と中高校・大学の訪問

※具体的な担当業務は本人の希望と経歴により異なります。



Tutoring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People

Learning Korean and culture with fun themes.

毎日楽しいテーマを用いて、会話中心の韓国語の授業を行います。

多様な韓国文化体験も同時に楽しめます。1日1時間から受講可能で、

自由にスケジュールを組むことができます。

ソウルに語学留学に来て3か月が過ぎた頃から、韓国語の伸びの悪さに焦り出し、学校と

は別に会話練習ができる場所を探していました。ひろばはNGOが主催している会社だとい

う事と、講師のプロフィールがしっかりしているのもとても魅力でした。

マンツーマンレッスンにも関わらず破格の安さだったので、最初は講師の質に期待はして

いませんでしたが、出会った講師は私の期待をはるかに上回る誠実な方で、語学堂の中

間テストや期末テストがある時はスピーチ原稿の添削をしてもらったり、TOPIK前には読解

のコツなどを教えてもらいました。発音や抑揚を直してもらう練習もしました。このマンツー

マンサポートをきっかけに日本に帰国してから日本語ボランティアを始めました。このような

事に興味を持てたのもひろばのおかげだと思っています。

・ 大学生、主婦の方々を中心とした日本語が話せるボランティア講師を揃えています。

・ 年齢制限はありませんので、どなたでも学んでいただけます。

・ 各自のレベルに合わせて授業を行います。

韓国語

個人レッスン

受講者の感想
植松さん

ひろばラウンジの様子



활동 한국가정 홈스테이 韓国家庭ホームステイ /  한국생활 서포트 韓国生活サポート

Homestay in Korea

韓国を訪問する日本人に親切で、居心地の良い韓国家庭文化体験を提供するために

始まったプログラムです。ホストファミリーとの交流を通して、生活で使用する韓国語や

料理、韓国文化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宿泊には朝食が付いており、ご希望で夕食を付けることが可能です。

旅行での短期滞在から、留学での長期滞在まで対応しています。

ホームステイご利用の方はひろばラウンジにて韓国語個人レッスンを

平日に１日１時間無料で受講いただけます。

・ 地下鉄駅から徒歩15分以内

・ 日本語が話せて日本に関心の多い家族がいる家庭

・ ホームステイの受入れ経験のある親切な家庭

・ 清潔・安全・衛生基準、約束時間を守る家庭

日本人のための

韓国家庭ホームステイ

ご紹介するホスト家庭



コリアプラザひろばは日本人のための韓国生活支援のために様々なサービスを提供させて頂いています。

韓国語をもっと学びたい日本人のために

マンツーマン韓国語教室を運営していま

す。 1：1のプログラムなので、個々の実力

に合わせて授業を行います。初心者でも

安心して学ぶことができ、基礎から韓国

語能力試験を目指す方まで対応。すぐに

会話を上達させたい方にお勧めです。

大変な異国でのお引越しをお手伝いして

います。引越し業者の紹介、手配、通訳、

当日の同行に至るまで、最後まで責任を

もってサポートいたします。一人暮らしな

ど大手が対応できない小規模のお引越し

も対応しています。女性一人での引越し

でも安心、日本人女性スタッフが同行い

たします。

ひろばマンツーマン
韓国語教室運営

韓国を最も近く感じることができるプログ

ラムです。 旅行では味わうことのできない

韓国の家庭料理や、韓国の文化を直接

体験できます。日本語が話せて日本に関

心を持っているご家庭をご紹介いたしま

す。ホストファミリーとの交流や地元のグ

ルメなど、旅行では知ることのできない新

しい発見がたくさんあります。

韓国家庭
ホームステイ

留学やワーキングホリデーなどでソウル

に住まわれる方々のために滞在先をお調

べするサービスです。下宿、コシウォン、

ワンルーム、オフィステル、ホームステイ

など、様々なご要望に応じて滞在先をご

紹介いたします。韓国滞在期間が終わる

まで誠意を尽くして対応いたします。

ソウル
お住まい探し

引越しお手伝い
サービス

リクエストに応じて入国日に現地スタッフ

が空港にお出迎えにあがります。空港か

ら滞在先の最寄駅や宿泊施設までご案

内いたします。はじめての韓国生活で不

安な方や滞在先までの道がよくわからな

いという方におすすめです。

韓国に進出を目指す企業をサポートいた

します。会社の設立方法や、商談・取引

の進め方など、幅広くサポートしています

。進出したいけど投資があまりかけられな

いなどの場合、コリアプラザひろばとオフ

ィス共有で経費節約できます。通訳や翻

訳、専属の現地スタッフの雇用ビザの発

行などの依頼にも対応しています。

空港お出迎え
サービス

韓国ビジネス進出
オフィス共有

韓国に住む日本人のための

韓国生活サポート



활동 일본 고교생 한국 유학 韓国高校留学

コリアプラザひろばは韓国の文化や言語を体験したい日本の中高生を応援しています。また、コリアプラザひろばでは韓国交換留学を

K-POP SCHOOLと呼んでいます。短期、長期の留学など、中高生の韓国体験全般をお手伝いいたします。入学手続きからビザの発行、

ホームステイのご紹介、韓国語勉強のサポートを行い、ソウル市内の芸術高校、一般私立高校と共同で交換留学プログラムを運営してい

ます。

ソウル公演芸術高校

韓国芸術高校は1980年に開校し、1999年に芸術高校として始まりました。韓国の有名なアイドルを数多く輩出している高校です。

韓国芸術高校では韓国でダンスや歌を学びたい日本人のために特別にクラスを編成し、K-POPを総合的に学べる授業を開講。

明洞まで地下鉄で18分、江南までバスで20分の位置にあり交通アクセスも便利です。留学は3ヶ月間または6ヶ月間可能です。

K-POP SCHOOL（韓国交換留学）

ソウル公演芸術高等学校への交換留学は、コリアプラザひろばが唯一の窓口となっています。ソウル公演芸術高等学校は、韓国で初

めて、そして唯一、公演芸術に特化した正規の高校です。韓国の有名な芸能人が在学、卒業したソウル公演芸術高等学校で才能を磨

くことができます。交換留学は半年間、または1年間可能です。

留学先一例

韓国芸術高校

K-POP授業だけではなく、韓国語レッスン、滞在先、韓国人学生との交流、

韓国文化体験まで全て揃った総合プログラム



短期の留学プログラムです。韓国人大学生や主婦から受ける韓国語個人レッスンと韓国

の高校生たちとの交流や高校体験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た、日韓の高校生交流会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図ります。

韓国芸術高校　（3ヶ月間、または6ヶ月間）

短期の留学では物足りない方には、さらにたくさんの経験を積むことのできる長期留学プロ

グラムをご用意しています。学校と連絡を取り、必要な書類の手続きを代行いたします。学

校面接のために事前に練習を行い、同行いたします。また、韓国在留ビザの取得のために

韓国の領事館へ推薦書も作成いたします。韓国の保証人（ガーディアン）としてお子様の留

学生活を24時間態勢でサポートいたします。

3月初旬～10名

8月中旬～10名

※手続きデポジットを入金された順で毎期10名まで留学可能

留学時期

韓国語能力は問いません

日本の高校に在学であること

保護者の承諾を得ていること

韓国留学への意欲が強いこと

留学条件

〈学校手配・仲介〉必要書類・手続きの代行をいたします。

〈韓国語個人レッスン〉生活に必要な韓国語が学べます。

〈高校生と交流〉現地の高校生と交流ができます。

〈学校見学案内〉入学決定後は学校見学ができます。

〈滞在先紹介〉ホームステイや下宿先を提供します。下宿型シェアハウスACOPIA HOUSEを準備中。

留学前・留学中はコリアプラザひろばがお助けします。

ソウル公演芸術高校　（6ヶ月間、または1年間）　

K-POPキャンプ（体験型）

長期留学は難しい、、、学校が休みの間なら留学できるのに、、、そんなみなさんの想いの答える体験型プログラムです。

中高生の夏休みや春休みに合わせて1週間や1ヶ月程度で開講しています。こちらは中学生以上の方なら参加可能です。

本場のK-POPレッスンを軸にし、韓国観光やライブ観覧、韓国学生との交流等多くの体験が凝縮されたプログラムです。

※3月末（1週間）、7～8月（3週間）

K-POPツアー

有名アイドルの出身校を実際に見学することのできる普通の旅行では味わえない見学型ツアーです。

学校見学だけでなく、ソウル観光や現地学生との交流も含んだプログラムです。

オーディションサポート

オーディション情報提供/オーディション代理申請案内/空港送迎/韓国芸術学校レッスン/

オーディション同行/通訳/韓国語個人レッスン/滞在先提供/ソウル市内観光



ASIA HOPE CAMP ORGANIZATION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9 현진빌딩 2층&5층

2F&5F Hyunjin BD.9 Deoksugung-gil, Jung-gu, Seoul, 04515, KOREA

〒04515  ソウル特別市 中区 徳寿宮路9.賢真ビル2階&5階
TEL : +82-2-738-4649    FAX : +82-2-738-2004 

Email : asia.workcamp @gmail.com

www.korea-plaza.com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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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희망캠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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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PIA
Asia Hope Camp Organization, Korea Plaza Hiroba and Korea-Japan Society&Culture Forum work

for face-to-face International co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