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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멘토링 봉사 활동 프로그램 제안의 배경 

1.1 현재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성 및 부재 

1) 언어 문화적 지원 프로그램 효과 부족 

ex) 서울 글로벌 센터 한국어 수업의 효과 부족

: 수업 후 실질적인 한국인 커뮤니티에 속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 

: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가 외국인임

1.2  경력 개발 및 구직 활동 방법과 기술의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  

: 한국 실정에 맞는 구직 활동 방법과 기술의 노하우 부족 

: 기술이 있지만 구직 활동 방법과 기술의 부재로 구직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음 

: 구직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한 경력 개발 기회 상실 

개선 방안

(Plan for improvement)

2. 멘토링 봉사 활동 프로그램 

2.1 멘토링 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장점 

- 멘토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 

: 리더십과 코칭 기술을 고양 시킬 수 있음 

: 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봉사 대상(외국인) 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됨 

: 구직 활동 현황 과 산업 트렌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 

: 한국의 거주하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한국 커뮤니티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함 

: 구직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한 경력 개발 기회 상실 

- 멘티(외국인)로서 얻을 수 있는 장점 

1) 언어 문화적 장점



: 한국 커뮤니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음 

2)  경력 개발 및 구직 활동에 대한 장점 

:  구직 활동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음 

: 자신의 적성과 기술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2.2 멘토링의 방법 

1) 기간 : 4~6개월  

2) 시간 : 기본적으로 1주일에 1시간 반 

(*멘토와 멘티가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음)

3) 장소 : 멘토와 멘티가 정함. 단, 사택에서 만나지 않음. 대중이 있는 곳에서 만남 

4) 프로그램 종료 후 멘토 멘티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 후 제출 

5) 프로그램 간 문제점 발생 시 즉시 글로벌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함.

** 적응을 못하고 모국 또는 타 국가로 떠나는 가능성을 낮춤 

외국 사례

(Overseas example
The Mentoring Project, Toronto (GTA), Canada

www.thementoringpartnership.com

National Mentoring Initiative, Canada

http://alliescanada.ca/how-we-can-help/mentoring/

ISSofBC, British Columbia, Canada

http://www.issbc.org/prim-nav/programs/Settlement-Services/volunteer-connections

http://alliescanada.ca/how-we-can-help/mentoring/
http://www.thementoringpartnersh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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