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모국연수

전 세계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 중
-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

2019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연수

2019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1차 : 2019년 7월 17일 ~ 7월 23일 (6박 7일)
2차 : 2019년 7월 31일 ~8월 6일 (6박 7일)

2019년 7월 9일 ~ 7월 16일 (7박 8일)

서울 및 지방 약 11개 도시 (1차 6개, 2차 5개) 서울 및 지방 약 3개 도시

만 18세 ~ 24세 (2019년 7월 9일 기준)
재외동포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

* 만 18세 예비 대학생은 연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만 14세 ~18세 
1차 : 2019년 7월 17일 기준
 2차 : 2019년 7월 31일 기준 

재외동포 중고생

한국 이해 (탐방 및 체험)
 - 도시탐방, 농촌 체험, 전통‧현대 한국체험, 
    역사 유적지 및 주요 시설 방문  
한국민 이해(교류 및 친화)  
 - 한국 가정 홈스테이, 한국학교 체험, 국내 청소년과 
    일대일 교류 
한민족 정체성 (교육 및 참여) 
 - 한국어 및 문화교육, 주제별 강연, 사회 참여 및 
    나눔 활동  
한민족 발전 기여(발표 및 평가)
 - 소감발표, 실천의지 발표, 평가 및 제안

‧ 시민권자, 영주권자, 한국 국적자, 입양인 및 입양인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 독립유공자 후손, 고려인 후손, 조선족 동포 등
‧ 재외동포 사회 기여 의지 및 한인사회 봉사 실적이 우수한 학생
‧ 전 일정을 참가함에 있어 심신상 지장이 없는 건강한 학생
‧ 해외 출국에 관한 주재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학생

지원방법
www.korea.net  접속, 회원가입 후 개별 신청

 한민족 정체성(탐방 및 체험) 
 - 한국어 및 문화 체험,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주요 유적지 및 시설 방문
글로벌 리더십 배양(토론 및 교육)
 - 세계시민의식, 환경, 통일 등 주제 토론  
한국민 이해(교류 및 친화)
 - 국내 대학생 및 차세대 리더와의 교류, 자원봉사활동

기간 

개최지

대상

중고생 680명  ( 1차 : 370명, 2차 : 310명 ) 대학생 350명선발 인원

지원 자격

주요 활동

지원 방법

및 문의 문의 
캐나다한국교육원 email - koreducation@gmail.com / phone: 416-920-389 ext 242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4306741#/list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4306741#/list


 Teens Camp

ㅇ Among Overseas Koreans Middle/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 Overseas Koreans who resided legally overseas for 5 years or more

2019 OKFriends 
Homecoming Teens, Youth Camp

Youth Camp

• 1st: ‘19.7.17(Wed.) ~ 7.23(Tues.)  (6 nights 7 days)
• 2nd: ‘19.7.31(Wed.) ~ 8.6(Tues.) (6 nights 7 days)

• 19.7.9(Tues) ~ 7.16(Tues)  (7 nights 8 days)

Seoul and 11 Local Regions Seoul and 3 Local Regions

ㅇ Age 18~24 (‘19.7.9 reference) 
Overseas Koreans enrolled in University or 

Preliminary University Students 

ㅇ Age 14~18
(1st period: ‘19.7.17 reference)
(2nd period: ‘19.7.31 reference)

 Overseas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ㅇ Understanding Korea (Exploring and experiencing) 
 - City Hiking, Rural Experience, Traditional and Modern Korea 
Experience, Visiting Historical Sites and Major Facilities.    
ㅇ Understanding Koreans (Connecting and meeting)  
 - Homestay, Korean School Experience, 1:1 Exchange with 
Korean Students
ㅇ Finding Korean Identity (Education and 
participating) 
 - Korean and Culture lectures, lectures, social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ㅇ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s 
(Presentation and evaluation)
 - Testimonials, Presentation of a willingness to put into 
practice, Evaluation and Suggestions. 

   ‧ National Citizens, Permanent Residents, Korean National, Adoptees and adoptee’ chil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 CIS Korean(Goryeoin), Chinese Korean, etc 
   ‧ Students who are willing to contribute to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hav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volunteer service for the Korean society
   ‧ Must be in goo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fully participate in the program
   ‧ Must not be involved in conflicts with the Immigration control laws of the residing country. 

Apply online - www.korea.net  
Participants must visit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website (www.korean.net) to upload and submit all required application forms and documents.

ㅇ Finding Korean Identity (Exploring and 
experiencing) 
 - Experiencing Korean and Korean culture, visiting historical sites 
and major facilities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ㅇ Developing global leadership (Debate and 
education)
 - Discussion on global citizenship, environment, unification, etc.
ㅇ Understanding Koreans  (Connecting and 
meeting)
 - Exchange with Korean students and next-generation leaders, 
Volunte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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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Korean Education Centre email - koreducation@gmail.com / phone: 416-920-389 ext 242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4306741#/list
http://www.korean.net/portal/customer/pg_notice.do?mode=view&articleNo=4306741#/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