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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환학생 자원봉사 홈스테이 가정 모집
국내 외국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란?
미 국무성에서 인증한 국제 비영리 재단 ‘ASSE’의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멕시코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자원봉사 홈스테이
가정에서 9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한국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1. 프로그램 개요
가. 대
나. 숙

상 : 만 15세~만 18.5세 미만의 외국인 학생으로 2021학년도 국내 고등학교 재학예정 00명
식 : 자원봉사 홈스테이(경비 지원 없음)

2. 교환학생 관리체계
가. KISE 한국교환학생재단 : 전 세계로부터 받은 교환학생 지원서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홈스테이와 국내 고등학
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나. 국내 고등학교 : 국내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정규수업 및 엑티비티를 경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교환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관리합니다.
다. 호스트패밀리 : 재단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하여 연결된 자원봉사 가정은 교환학생들과 함께 가족의 일원
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3. 진행절차
문의 ⇒ 참가 신청서 접수

⇒ 홈스테이 인터뷰 ⇒ 교환학생과 매칭 ⇒VISA발급 ⇒ 학생입국 ⇒ 2주자가격리(코로나검사)⇒ 홈스테이 생활

** 2주간의 자가격리와 코로나검사에서 문제 없는 학생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4. 홈스테이 모집 계획
가. 모집대상 : 홈스테이 제공이 가능한 가정
나. 신청조건 :
1) 외국인 학생과 지낼 수 있는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
2) 외국 학생이 지낼 수 있는 공간 및 식사 제공
3)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영어(기초회화)소통이 가능한 가정
다. 참가기간 : 2021년 3월 2일 ~ 2021년 12월 2일 (9개월) / 2021년 3월 2일 ~ 2021년 7월 15일 (5개월)
라. 모집일정 :
1) 신청기간: 2020년 12월 18일(금) 오후 5시
2) 제출서류: 홈스테이 참가 신청서
3) 접수방법: 전화, 방문, 이메일 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빌딩 16층 KISE한국교환학생재단
053-754-9272~3 / nsemk@naver.com

5. 호스트를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까요?
● 가족의 글로벌 마인드가 향상되고 ‘나눔 문화’ 확산의 주역이 됩니다.
● 여러분들의 가족모두가 새로운 문화, 생각,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 더불어 외국인과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국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 세계 각국에 대한 흥미로운 생각 및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인간관계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됩니다.
●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 여러분들이 외국 학생들의 꿈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사람입니다.

6. 문의
■ KISE한국교환학생재단
전화: 053-754-9272~3 홈페이지: www.kisef.kr

블로그: http://blog.naver.com/nsem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