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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월드프렌즈코리아  

개발도상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친구를 의미하는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는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의 통합브랜드이며, 5개 부처에서 7개 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KOICA/WFK 장학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재참여 지원

임기만료 귀국단원 대상, 취업지원 위한

연간 천만원 한도

임기만료 귀국단원

3년간 400여명

장학혜택을 받은 귀국단원 중 일부

최종 채용 확정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학비 75% 지원

KOICA 신입사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개발협력분야로 진출

국제개발협력 
수행기관에서 활동

봉사단 활동기간 경력 인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KOICA 글로벌인재양성총괄실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연혁

2017
국제봉사협력기관(IVCO) 
서울 연례총회 행사 개최

2001
IT봉사단 최초 파견

2013
KOICA, 
국제봉사협력기관(IVCO) 
연례회의 주관기관 Forum 
정회원 가입

2010
월드프렌즈 
자문단 파견

2014
드림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파견

1990
한국 해외봉사단 
최초 파견

2009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브랜드 출범
(부처별 해외봉사단 통합)

2006
과학기술지원단 파견

2015
국제개발봉사단 파견
KOICA-UNV 대학생봉사단 파견
귀국봉사단원 대상 경력개발 지원 시작

1991
KOICA 봉사단 파견
KOICA 설립(해외봉사단 업무 이관)

For A Better World 
       With World Friends KoreA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이해 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성장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월드프렌즈 IT봉사단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

월드프렌즈 
KOICA 봉사단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

유형별 
활동인원 

단위 : 명

2,304

48

43.8%

41.8%

3.1%

1.9%

8.5%

0.9%

446

2,199

101 161

교육

4,023 76.5%

공공행정

488 
 9.3% 보건

323 6.1%

농림수산

249

 4.7% 기술환경에너지

176

 3.3%

5,259 명 53 국

아프리카

976 
18.6%

15국

중남미 

540 
10.3%

10
국

동구ㆍCIS

291 
5.5%

8 국

중동
30 
0.6%

1국

아시아

3,422 
65.1%

19국



파견분야 및 직종

KOICA 일반봉사단 KOICA 드림봉사단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은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으로 1990년 첫파견 
이후,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요 무상원조사업의 하
나로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드프렌즈 KOICA 드림봉사단은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3년간 직
무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봉사단으로 본인의 재능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활
동을 수행합니다. 차세대 기술명장을 꿈꾸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원합니다.

http://kov.koica.go.kr http://kov.koica.go.kr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	 기간 : 1~2년 	 선발시기 : 연중 8회 대상 : 특성화고, 마스터고 졸업예정자	 기간 : 1년 	 선발시기 : 3-4월

서류심사 면접전형 신체검사/신용조회 국내교육(1개월) 최종 파견자 선정 파견

NGO봉사단
월드프렌즈 NGO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NGO 현장으로 파견되는 해외봉사단 프로그램
입니다. NGO의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봉사단원은 지역밀착형 개발협력활동을 통해 해
당 국가의 경제 사회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ttp://www.ngokcoc.or.kr사업시행기관  |  국제개발민간협의회(KCOC)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	 기간 : 1년 	 선발시기 : 연중 2회

KOICA-UNV 대학생봉사단
월드프렌즈 KOICA-UNV 대학생봉사단은 UN산하기구(UNV)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협
약을 맺은 UN 현지기구에 파견되어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현지생활, 국제무대 경험을 
제공하여 개발협력분야로의 청년층 진출을 지원합니다.

청년중기봉사단
월드프렌즈 청년중기봉사단은 개발도상국에서의 봉사활동 경험을 열망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CIS 등지로 파견하여 일반교육, 사회복지, 농업, 보건 등 
6개 분야에서 교육봉사, 특화봉사 및 특별활동, 현장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http://www.kucss.or.kr사업시행기관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학생	 기간 : 5개월 	 선발시기 : 연중 1회

서류심사(NGO) 면접전형(NGO) 최종선발(KCOC) 국내교육(KCOC, NGO) 파견

http://kov.koica.go.kr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상 : 만 18세~29세(파견기간동안)	 기간 : 6개월 	 선발시기 : 연중 1회

서류전형 면접전형 UNV로스터 등록 및 최종선발 국내교육 봉사활동

소속대학 서류 및 면접전형 대사협 서류 및 면접전형 국내교육(20일, 1/2차 구분) 파견

서류심사 면접, 적합도검사 신체검사 국내교육대상자 선발 파견국내교육 및 직무교육(8주)

서류심사 면접전형

KOICA 국제개발전문봉사단
월드프렌즈 국제개발전문봉사단은 전문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파견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UN산하기관, 국제 NGO 등에 파견되어 개발정책 및 전략수립 지원, 행정
지원, 개발협력 프로젝트 시행, 개발협력관련 연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http://kov.koica.go.kr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	 기간 : 1년 	 선발시기 : 연중 2회

신체검사 화상면접(수원국 의견조회) 파견국내교육

청년봉사단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은 한국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 파견지역에 대한 이해, 봉사활동의 의미, 인
도주의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 파견되는 청년봉사단원들은 팀별로 활동하며, 현지 대학
생과의 문화교류, 한국어 및 영어교육, 태권도 등 교육봉사와 재활치료, 보건 등의 특화봉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http://www.kucss.or.kr사업시행기관  |  대학사회봉사협외회(KUCSS)

대상 : 대사협 대학 소속 대학생 회원	 기간 : 2주 	 선발시기 : 연중 2회

대학별 서류 및 면접심사 대사협 서류심사 국내교육 파견

청년봉사단 (태평양아시아협의회)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태평양아시아 지역 국가으로 파견되어, 
한국의 문화소개 및 청년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역 전문가 및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http://www.pas.or.kr사업시행기관  |  태평양아시아협의회(PAS)

대상 : 대학생	 기간 : 3주 	 선발시기 : 연중 2회

대학별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국내교육
(3차 합동교육, 매월 1회이상 워크숍) 

파견

과학기술지원단 NIPA자문단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은 개도국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인재를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경험 및 기술공유를 통해 개도국 과학기술
분야 인재양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드프렌즈 NIPA자문단은 봉사정신을 지닌 퇴직(예정)자 등 국내 우수 퇴직인력을 활
용하여, 개발도상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정보통신, 산업기술,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산업발전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https://www.nrf.re.kr https://senior.nipa.kr/main.do사업시행기관  | 한국연구재단(NRF) 사업시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대상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	 기간 : 1년 	 선발시기 : 연중 1회 대상 :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의 퇴직(예정)자	 기간 : 1년 	 선발시기 : 연중 2회

서류심사 면접심사 합격자(예비단원) 발표 국내 교육(2주) 파견

IT봉사단
월드프렌즈 IT봉사단은 ICT 인프라가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
의 ICT 인프라 확충에 따른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IT 전문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기봉사단, 중기봉사단 ICT대학 협력봉사단 등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iv.nia.or.kr사업시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대상 : 만 18세 이상 청년 및 일반인	 기간 : 4~6주 	 선발시기 : 연중 1회

서류심사 면접전형 사전국내교육  파견 성과보고대회 및 시상

한방봉사단
월드프렌즈 한방봉사단은 한방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
여함과 동시에 기여 및 개발도상국 주민의 복리 및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파견
됩니다.

http://komsta.org사업시행기관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

대상 :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의료먼허 소지자 	 기간 :1주일~1개월 	 선발시기 : 연중 3-4회

KOICA 자문단
월드프렌즈 KOICA 자문단은 봉사정신을 지닌 퇴직(예정)자 등 국내 우수 퇴직인력을 활용하여, 수원국의 개발능력 강
화 및 제도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된 파견사업입니다. 각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자문단원들은 개발도상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교육, 보건,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등에서 정책자문 및 기술전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http://kov.koica.go.kr사업시행기관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상 :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의 퇴직(예정)자	 기간 : 6개월 	 선발시기 : 연중 2회

면접전형 국내교육  파견서류심사 

선발(1차 전형, 2차 전형) 국내교육대상자 발표 교육(국내, 현지적응) 파견

서류전형 면접심사 신체검사 파견확정(동의) 사전교육 파견

보건일반

지역개발

섬유/의류

미용교육

특수교육

임상병리

축산

용접

요리

초등교육

방사선

식품가공

자동차 환경

유아교육

한국어교육

음악교육

사서

제과제빵

수학교육

청소년개발

간호

농업

건축

과학교육

체육교육

물리치료

수산/어업

기계

미술교육

컴퓨터교육

파견국의 행정제도 효율화 및 정책 선진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및 개발계획 수립지원, 관광자원 개발 등 
개도국의 정책적 역량 개발 강화에 힘쓰고 있습
니다.

개도국의 역량개발과 자립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
으로 경제 및 사회개발에 직접 기여하게 됩니다. 
초등교육, 컴퓨터, 태권도, 직업기술교육 등의 직종
으로 중점 파견되고 있습니다.

품종개량, 관개 수리, 작물 다양화, 양식기술 등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도국에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개선, 국토관리 기반 조성, 방송통신, 환경 
등의 분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마을 단위에서의 보건교육과 
모자보건, 식수개발, 위생교육 등의 기초 보건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구축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 사회복지 국제개발

교육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보건/의료공공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