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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Frontier Youth

아산 프론티어 유스(Asan Frontier Youth)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비영리(Nonprofit) 분야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가자들은 현장과 이론을
함께 학습하며 비영리 분야에 전반에 대한 관점을 확립해 나갑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탐구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비영리 분야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도 만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대학생 대상 비영리 교육 과정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NGO 인턴십
NGO Internship

임팩트 교육
Impact Education

글로벌 스터디
Global Study

As one of the highest regarded education programs in Korea, Asan Frontier Youth aims to cultivate
and empowe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leaders in the nonprofit sector. The program includes
rigorous training in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real-world experiences.
Asan Frontier Youth provides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nonprofit sector, facilitates critical and

아산 프론티어 유스는 비영리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을

unique thinking, and prepares students for future careers in the nonprofit sector. The program also

선발해 NGO 인턴십, 임팩트 교육, 글로벌 스터디 기회를

host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network with local and global experts in the nonprofit sector. Any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undergraduate student who has the passion and commitment for public service are eligible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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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인턴십
NGO Internship
NGO 인턴십은 5개월 동안 국내 비영리 기관 현장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복지, 국제구호,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 유급으로 근무하며, 해당 기관에서 진행하는
전문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업무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향상하고, 동시에
현장을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와의 꾸준한 1:1
진로 멘토링을 통해 본인의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The NGO internship allows students to gain practical experience during
a five-month paid internship at a Korean NGO. During the internship,
students undertake projects in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relief, human
rights, etc. The NGO internship provides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business and communication skills while gaining firsthand experience.
Students also receive one-on-one career mentoring from experts to assist
in planning for their own future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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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교육
Impact Education
임팩트 교육은 비영리 분야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특강, 현장방문, 케이스스터디 등을 통해 비영리 분야를 이끄는 리더와 조직을 만나고
이들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공부합니다. 배움을 바탕으로 직접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NGO,
사회적기업, CSV 등 다양한 비영리 분야를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Impact Education is a course designed to broaden the students’ knowledge
of the social sector and enhance their problem solving skills. The course
offers special lectures, visits to NGOs, and skill-building workshops,
exposing the students to practitioners who are tackling society’s pressing
issues. Another key component is the Social Innovation Project, in which
participants apply their newly acquired knowledge to solve real-life social
problems as a team. Through these experiences, the students gai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onprofi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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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터디
Global Study
글로벌 스터디는 새롭고 혁신적인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외 기관을 탐방하는 팀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팀원들은 토론을 통해 방문하고 싶은 기관을 찾고, 해당 기관
담당자와의 조율을 통해 방문 일정을 계획합니다. 이후 해외 현장을 방문하고 담당자 면담,
현지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발견한 Insight는 임팩트
교육에서 진행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보고서로 작성되어 대한민국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Global Study is an opportunity for participating teams to visit NGOs and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at are using innovative methods to address
pressing social issues. During the preparatory period, each team researches
the institutions they wish to visit, and plans the details of their research visit.
Upon arrival, each team participates in institution’s local projects and
conducts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The insight gained in Global Study
is not only used in the Social Innovation Project, but is also documented as
a final re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nprofit se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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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모집요강
모집 대상

3기 사업 설명회
선발 일정

오프라인 설명회
사업 소개, 모집요강, 선배 활동기, 지원 TIP 등 안내

비영리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

내용

일정

모집 기간

단원 모집

4.27 (목) ~ 5.28 (수)

회차

일정

서류 발표

6.9 (금)

1차

5. 17 (수) 13시 ~ 14시 30분

2017. 4. 27 (목) ~ 5. 28 (일) 24시 까지
선발 인원
25명

면접 심사

6.17 (토)

최종 발표

6.30 (금)

2차

5. 17 (수) 17시 ~ 18시 30분

3차

5. 24 (수) 13시 ~ 14시 30분

활동 기간
2017. 7. 12 (수) ~ 2018. 2. 9 (금)

4차

운영 일정

지원 방법

내용

일정

온라인 지원 접수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

사전 교육

7.12(수) ~ 7.29 (토)

입단식

7.27 (목)

인턴십

8.1 (화) ~ 12.31 (일)

정기 교육

인턴십 기간 중 총 10회

글로벌 스터디

18년 1월 중 9박 10일

수료식

18.2.9 (금)

5. 24 (수) 17시 ~ 18시 30분

장소
카우앤독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길 20)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2길 21, 12층)

· 사전접수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사전 접수자는 추첨을 통해 경품 증정)
· 참석자에게는 서류심사 시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사전 접수는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인턴십 수행
수도권 지역 비영리 기관 (총 25개)
매월 140만 원 지급 (5개월)

온라인 설명회
온라인을 통한 사업 담당 매니저와의 자유 질의응답 기회!
일시

모집기간 중 매주 화요일, 목요일 17시 ~ 18시 (공휴일 제외)

방법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유스가 궁금해 방을 검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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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인턴십 기관 소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목적사업과

월드비전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동부지역본부

국민통일방송 방송국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진저티프로젝트 기획팀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아카데미추진팀

푸른나무청예단 운영기획부

동방사회복지회 사업운영부

프렌드아시아 국제협력 3팀

라파엘인터내셔널 해외사업팀

하트하트재단 기획사업팀

사회연대은행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부

한국자원봉사문화 정책홍보팀 / 기업사회공헌팀

생명의숲국민운동 더불어숲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

서울YWCA 모금개발부

한국헬프에이지 해외사업팀

아름다운가게 시민교육파트

한림화상재단 사업기획팀

아름다운동행 모금나눔사업팀

함께일하는재단 일자리증진팀

아름다운커피 공감마케팅팀

환경교육센터 운영국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사무국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Homepage www.asan-nanum.org
Email

youth@asan-nanum.org

Phone

(+82) 2.741.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