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風

夢
사회복지의 국제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바람•꿈(風•夢)

P R O G R A M  G U I D E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W・I・N・G─미찌오  하코부

  바람•꿈은 동아시아에서의 상호제휴가 목표인 

사회 복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입

니다.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될 여러분은 “바람”

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연수 장소에서 바람이 

되어 상쾌한 “향기”를 퍼뜨려 주십시오. 그 

향기에 연수하는 곳의 향기도 더해져 새로운 

바람이 되어 바다를 건너 갑니다. 연수 장소에서 

다양한 것을 배운 후에 풍부한 발상으로 꾸는 꿈. 

바람•꿈(風•夢)….

　바람은 동쪽과 서쪽을 비롯한 다양한 방향으

로부터. 바람•꿈(風•夢)은 아시아의 복지가 상호

제휴하게 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 끝내지 않고 실현시키는 것은 여러분입

니다.



법인 소개

　사람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인간 사회에 본래 있어야 했던 

복지라고 하는 행위가 경제 발전과 함께 제도화되어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커진 

반면, 임금 노동의 하나가 되어 지원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실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동아시아 문화속에서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이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연수부터 장기연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저희의 

구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이용자와 친밀한 시간을 경험하고 다양한 시설을 

알아감으로써 서로의 지원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실천하면서 논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색채를 가진 복지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평으로 

향하는  ‘길’을 손을 서로 맞잡고 함께 열어 갑시다.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W•I•N•G-미찌오 하코부는 2001년 중증 심신 장애인의 지역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서 중증 심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활동 

지원이나 입욕•식사•배설 시중등을 실시하는 복지 도우미 파견뿐만이 아니라 국제 교류나 콘서트, 휠체어 

댄스, 국내외 여행 지원, 프리마켓과 같은 교류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장애인은 중증 심신 장애인을 중심으로 약 

120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중증 심신 장애인 이외에도 

지적 장애아나 독거 지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 심신 장애인의 지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로부터 스태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킹 

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청년을 

받아들여 약 10년간 한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의 청년 약 100명이 저희 활동을 체험했습니다.

바람•꿈(風•夢) 실시의 배경과 목적

　일반적인 사회 복지 연수는 담당자로부터 1~2시간의 설명을 듣고 시설이나 법인의 활동을 대략적으로 

견학한 다음 계속해서 같은 견학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보다 깊게 알려고 

한다면 표면적인 견학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그 활동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하지만 직장을 갖고 있는 사회인(특히 복지 시설 직원)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편 일본, 한국, 대만에서 연달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탄생한 배경에는 

경제 발전에 수반되는 ‘복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장애우들의 교류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 활동에 종사하는 스태프나 향후 복지 사업에 종사하려는 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인사말

～ the Way Into the New Generation. W・I・N・G ！～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W・I・N・G ― 미찌오 하코부

대표이사 스가노 마유미(菅野　眞弓)

1 2

　그래서 바람•꿈(風•夢)에서는 중증 심신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과 직접 관련된 장소를 개방하여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이 적은 부담으로 다양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시설과 

실제연수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한정된 외국 연수에서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사전에 서로 충분히 

연락을 하여 희망하는 연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접 복지 현장을 방문하여 사람이 사람을 

지원하는 곳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차이는 무엇인지를 체험해 보십시오. 문화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체감하면 반대로 복지에 있어 문화의 차이와는 

다른 중요한 공통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7 8

우선 일본의 복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3일 코스

■프로그램 사례

오  전 오후Ⅰ 오후Ⅱ

연수 총괄

연수 설명/시설 견학(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선택 연수(체험：A1)

시설 견학(모모노 이에•키칸샤)월

화

수

목

선택 연수(견학：B3) 선택 연수(견학：B9)

■프로그램 사례

≪3일 코스≫를 보다 알차게 꾸민 코스입니다. 활동 체험과 견학의 구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5일 코스

오  전 오후Ⅰ 오후Ⅱ

연수 총괄

연수 설명/시설 견학(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선택 연수(예：A3) 선택 연수(예：A3) 선택 연수(예：A3)

선택 연수(예：B11) 선택 연수(예：B10) 선택 연수(예：Ｃ1)

선택 연수(예：B6) 선택 연수(예：B20) 선택 연수(예：B7)

시설 견학(모모노 이에•키칸샤)월

화

수

목

금

토

■프로그램 사례

비교적 장기 연수가 가능한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2주 코스

오  전

　

　

오후Ⅰ 오후Ⅱ

연수 총괄

연수 설명/시설 견학(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휴    식

휴    식

선택 연수(예：B8) 선택 연수(예：C1) 선택 연수(예：C1)

시설 견학(중증 심신 장애인 입소•재활치료)

교육 기관 견학(대학/전문학교)학교 견학(특별 지원교)

이용자 or 독거 생활자 1일 동행

사업소 견학(복지 도우미 파견) 시설 견학(GH/CH)

선택 연수(예：B12) 선택 연수(예：B15) 선택 연수(예：B9)

선택 연수(예：B5) 선택 연수(예：B17) 선택 연수(예：B14)

선택 연수(예：D1) 선택 연수(예：D1) 선택 연수(교류：D1)

선택 연수(예：A1) 선택 연수(예：A1) 선택 연수(예：A1)

시설 견학(모모노 이에•키칸샤)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프로그램 사례

장기 연수가 가능한 분들께 적합합니다.

　

●1개월 코스

오  전 오후Ⅰ 오후Ⅱ

연수 설명/시설 견학(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시설 체험(유메히코)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휴    식

선택 연수(예：B6) 선택 연수(예：B10) 선택 연수(예：B21)

시설 견학(중증 심신 장애인 입소•재활치료)

교육 기관 견학(대학/전문학교)학교 견학(특별 지원교)

이용자 or 독거 생활자 1일 동행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의 교류

대학생 자원 봉사자와의 교류

사업소 견학(복지 도우미 파견) 시설 견학(GH/CH)

선택 연수(예：C1)선택 연수(예：C1) 선택 연수(예：B19)

선택 연수(예：C1) 선택 연수(예：C1) 선택 연수(예：A1)

선택 연수(예：A1) 선택 연수(예：B15) 선택 연수(예：B16)

선택 연수(예：D1) 선택 연수(예：D1) 선택 연수(예：B18)

선택 연수(예：A1) 선택 연수(예：B2) 선택 연수(예：B5)

시설 견학(모모노 이에•키칸샤)

선택 연수(예：B8) 선택 연수(예：B5) 선택 연수(예：B18)

선택 연수(예：B13) 선택 연수(예：B20) 선택 연수(예：B4)

연수 총괄

선택 연수(예：B7) 선택 연수(예：B12) 선택 연수(예：B1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연수 협력 대금】

◆3일 코스: ￥22,000 → W 311,740

◆5일 코스: ￥50,000 → W 708,500 

◆2주 코스: ￥111,000 → W 1,572,870 

◆1개월 코스: ￥174,000 → W 2,465,580 

연수 관련 비용

※￥100＝W1417, 2012년7월 현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에는 연수 협력 대금 이외에 왕복 항공료와 일본에서의 체류 비용이 필요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코스≫의 

경우에는 연수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별도로 비자 신청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해외 여행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복지 시설 직원이나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번 견학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타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수에 적절합니다.

　저희 법인 이외의 시설이나 사업소,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별 지원 학교”, 
학생들이 사회 복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 등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2주 코스≫의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복지 관련의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포함시켰고 입욕 시중이나 식사 시중 등을 통해서 복지를 “체험”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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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W・I・N・G─미찌오  하코부
주소 / 오사카시 니시나리구 
　　　기시노사토히가시 1-5-25

간사이국제공항에서

▶난카이전철 덴가차야역 하차

　도보 10분

지하철 기시노사토역에서 도보 10분

지하철 덴가차야역에서 도보 10분

난카이전철 덴가차야역에서 도보 10분

한카이전철 쇼텐사카역에서 바로

로손

마츠무시도리
NTT니시니혼

NTT니시니혼
니시나리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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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
미찌오 하코부

메일 주소 info-2@yourwing.org

전철 이용 시

홈페이지 http://www.yourwing.org

전  화 +８１－６－６６５６－１２８０

오시는 길

문 의 처

TokyoKyoto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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