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7기 WEST 프로그램 스폰서 정보
Experience the United States with a Trusted Partner

koreawest.org
koreawest@culturalvist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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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Vistas 기관 소개
Cultural Vistas 는 55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비영리 기관으로, WEST 프로그램 설립 이후 미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로서, 4개의 분야: Intern, Teach, Trainee 과 WEST 를 통
해 지금까지 탁월한 해외 인턴십을 포함한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참가자께 제공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Cultural Vistas 는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부터 125,000명 이상의 참
가자를 미국 전역의 기업체에 소개하였습니다. Cultural Vistas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어학연수지역인 Washington DC에도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Cultural Vistas는 제 1기부터 WEST Program에 참가해 왔고, 지금까지 1,250명이 넘는 참가자를 유치하였습니다. Cultural Vistas 는 적절한 기간내의 안정적인 인턴쉽 제공
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장기 17기 참가자들의 경우 99% 이상이 어학연수가 끝나기 전에 인텁십이 확정되었습니다.
장기 19기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WEST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Cultural Vistas 의 여러 과정들과 WEST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통하여 미국에서의 다양한 배움과 함께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멋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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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Vistas 기관 소개

Why Cultural Vistas?
Experience
More than 55 years of history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industry.

Steve Lainez
Program Officer
Steve joined the Korea WEST team with Compact WEST 6 and will
support participant placements. Steve has a decade of extensive
experience developing nonprofit initiatives and partnership, lived
in Franc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hold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speaks three languages. He is passionate
about the mission of Cultural Vistas and excited to help support and
expand international education and cultural exchange opportunit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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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Allen
Assistant Program Officer
Bruce joined the Korea WEST team during Compact Round 6.
Bruce came to Cultural Vistas after graduating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with a dual major in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studying abroad at Yonsei University for a semester, he is
excited to support students during their time in the United States.

Jennifer Ventura
WEST & Inbound Placements Intern
Jennifer Ventura joined the Korea West Program during Round 18.
She is currently attending the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majoring in Social Work. Jennifer has worked with different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D.C region and has joined Cultural Vistas to gain
more experience in the field. But most importantly, she is excited to
meet and work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Korea WEST program.

Record of success
Sponsored more than 1,250 Korea WEST participants, starting from
Round 1; participants chose Cultural Vistas because of the quality of internship
opportunities and/or our reputation and organization history.
Internship placement rate
An average of 95% of participants were placed in internships by the end of their
language training period for Round 17 & Round 18 (4 month training) and an
average of 80% for CW R4 and CW R5 (2 month).
Access to great employers
Wide network of partners and host employers; Every year, Cultural Vistas works
with more than 1,000 organizations spanning all 50 states across its exchange
programs.
Care for your safety and well-being
24-hour emergency hotline service, plus excellent insurance.
Cultural Vistas Korea WEST team
Dedicated, multilingual staff with years of experience work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providing internship placements, and counseling
to support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Language partners
Schools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San Diego, and Seattle were carefully selected for excellence in teaching and in providing welcoming exposure to
American culture.
Vision
We are committed to helping you build on your skills and experiences during the
WEST program. We are here to assist you with the adjustment to living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o working in a new professional environment. Our
Korea WEST program is designed to broaden your horizons and advance your
career opportunit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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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Vistas Program Impact
Exchang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Who We Serve

Where We Work

36%

30%

29%

NORTH + CENTRAL AMERICA

ASIA

EUROPE

2017 marked the first time more than 6,000 individuals have taken part in
our programs. Since 2010, participation in Cultural Vistas programs has now
grown by nearly 35 percent.

PROGRAM LOCATIONS

PARTICIPANTS BY REGION

In 2017, a record 6,099 individuals from 140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Cultural Vistas’ professional exchange programs.

87%

6.8%

6%

NORTH + CENTRAL AMERICA

ASIA

EUROPE

PARTICIPANT PROFILE

SOUTH AMERICA: 2% | AFRICA: 2% | OCEANIA: 1%

64%
36%

MALE
FEMALE

SOUTH AMERICA: 0.2%

A Diverse Approach to Advancing Global Skills (program model types)

AVERAGE

AGE

23

18 - 68

AGE

RANGE

5,302

NO. OF PARTICIPANTS

Year by Year Participant Growth

3,981

2010

4,680

2011

5,205

5,373

Exchang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5,720

5,945

5,942

2013

2014

2015

2016

797

PARTICIPANTS

6,099

88.4%
SHORT-TERM PROFESSIONAL TOURS 10%
TEACHER EXCHANGES 1.5%
SEED GRANT PROGRAMS 0.1%
INTERNSHIPS + TRAINING PROGRAMS

2012

Exchange Programs
Outside the United States

2017

For more information on the impact of our programs: WeAreCulturalVistas.org

42%
INTERNSHIP + WORK ABROAD PROGRAMS 40%
SEED GRANT PROGRAMS 8%
SHORT-TERM PROFESSIONAL TOURS 7%
FELLOWSHIPS FOR PROFESSIONALS 3%
REGIONAL WORKSHOPS + CON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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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DC 어학연수 프로그램
ILI 센터 (International Language Institute)
주소: 1717 Rhode Island Avenue NW Washington, DC
https://ilidc.com/

ILI는 1970년에 설립되어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 외국어교육 승인기관으로 미국무부, 국방부, USDA,
대사관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등)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Dupont Circle에 위치한 340평 규모의
모던한 새 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26개의 강의실, 6개의 학습실,
컴퓨터실 및 학생 라운지를 포함한 시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레벨 테스트에 결과에 따라 토플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ILI 대부분의 교사들은 석사 학위 또는 TESOL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헌신적인 강사진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강사 비율이 적은 편이며 백악관과 가깝고, 5분
거리상에 2개의 메트로역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강추합니다!
어학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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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13일 - 2020년3월6일 (8주)
Intensive ESL Program
50개가 넘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쓰기, 읽기, 듣기,
스피킹, 미국 문화 체험 수업을 참여.
한 국가에서 30% 이상이 안되게 한정된 학생수. 도착시 배치
테스트를 통해 12개의 레벨 중 하나에 배치가 되며 4주 세션이
끝나면, 해당 레벨의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은 다음 레벨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한, 레벨 테스트에 따라 토플반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 예
월

화

수
수업: 오전 9:00-10:40

For WEST Participants Only

쉬는 시간: 오전 10:40-10:55

WEST 학생만을 위한 비지니스 수업을 진행하며, 프레센테이션
스킬도 배움

수업: 오전 10:55-11:45

ILI의 방과 후 활동

쉬는 시간: 오전 11:45- 오후 12:30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 의사당, 동물원, 워싱턴 기념탑 등 대부분 무료로 답사가능.

수업: 오후 12:30-2:30
WEST 비즈니스 수업:

WEST 비즈니스 수업:

오후 2:30-3:30

오후 2:30-3:30

목

금

Housing
홈스테이 옵션
1인1실, 공용 샤워 시설
비용: $1025/4주; 식사 포함 (월-금 2식, 토-일 1식); One-time
placement fee: $150
어학연수기관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 – 75분 정도 소요
홈스테이 이용시, 예치금 등의 추가비용 발생 가능

4Stay
아래 4Stay 링크를 참고하시면 숙소 종류(집 전체, 개인실,
다인실, 아파트 등)로만 분류되어 찾을 수 있습니다.
http://housing.ilid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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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정보는 DC 지역 숙소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Cultural Vistas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thewihn.com
ishdc.org
internsdc.com

Why Washington, DC?
»»

L ive in the U.S. capital city and gain unique insights into U.S.
government and culture.

»»

 xperience America’s multi-cultural heritage through diverse
E
cultural festivals, shops, and restaurants in neighborhoods such
as Dupont Circle and U Street.

»»

Visit the White House, the Capitol, the Supreme Court, and
the Smithsonian Institution museums, among other national
treasures often open to the public for free!

»»

 xplore the U.S. East Coast easily by car, train, bus, or plane. Enjoy
E
a day-trip or weekend at the beach, the mountains, or major cities,
including Baltimore, Philadelphia, New York, or Boston.

»»

The Cultural Vistas WEST program team is located in our new
office in Washington, DC.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백악관, 국회, 조폐국, 펜타곤 등 다양한 정부
기관이 소재한 외교와 정치의 핵심 도시로서 그 명망에 걸맞게 정갈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ILI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어 영어 공부를 진지하게 원하는 웨스티라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배워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학원에서의 두 달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을 원하는 사람은 매 수업시간마다 열심히 임하고,
또한 선생님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대화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분명
수업시간 이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인 시야를
넓히기를 지향한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Smithsonian 무료 박물관들이
너무 많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정부기관에 투어를 신청해서 다니면 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유진 (Yoojin Shin), CW6 City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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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어학연수 프로그램
The Kaplan International Center (KI)
1790 Broadway, New York, NY 10019
https://www.kaplaninternational.com/united-states/new-york/central-park-englishschool

KI 뉴욕은 전세계에서도 유명한 맨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촬영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센트럴 파크에 있습니다. 유명한 도시 중심부의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학구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어학연수 일정
2020년1월13일 - 2020년3월6일 (8주)
Intensive ESL Program
현대식 디자인으로 꾸며진 새 건물; 각 교실에 SMART Board 지원;
비지니스 영어수업 제공; 외국인 학생비율이 높음. 일반 영어수업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비즈니스 수업시간을 통해 광범위한 영어를 배우게 됨.
수업첫날 배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반에 배치가 되며 오전 혹은 오후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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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EST Participants Only
금요일 비지니스 영어수업은 WEST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됨.
방과 후 활동
매달 보스턴, 나이아가라 등 주말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자유의 여신상,
박물관등 activity를 제공합니다.
어학 기관 이용가능 시설
학생 휴게실, 도서실, 무료 인터넷 이용, 컴퓨터실 등

스케줄 예
Students will be placed in morning or afternoon classes

월

화

수

목

금

아침 (AM) 스케줄 예
Integrated Skills and Applied Grammar: 오전 8:30-11:40
Lunch: 11:40-12:10pm

Specific Skills (ex. Conversation, Writing, Current Events): 오후 12:10-1:40

WEST 비즈니스 수
업:12:10-1:40pm

오후 (PM) 스케줄 예

Specific Skills (ex. Conversation, Writing, Current Events): 오후 12:10-1:40

>>
(Additional options at various times)
Structured Study (Clubs, Computer Lab,
Q & A sessions, K+ materials extra curricular)

Integrated Skills and Applied Grammar: 오후 1:50-5:00

WEST 비즈니스 수
업:12:10-1:40pm

Why New York City?
»»

 iscover the American Dream in the nation’s hub for
D
global commerce and culture.

»»

From Central Park, to Soho, to the Financial District,
New York City’s colorful and diverse neighborhoods
offer something for everyone.

»»

Visit world-famous landmarks, such as the Statue
of Liberty and the Empire State Building; enjoy daily
access to world-class musicals, concerts, fashion,
sports, and cuisine.

»»

뉴욕은 기회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다양한
가능성을 이곳 뉴욕에서 펼쳐보세요.
카플란 소호만의 수준 높은 토론, 롤플레잉, 팀 플레이 수업,
액티비티를 통해 저는 영어 그 이상의 미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카플란 소호의 멘토 클래스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람을 배웠고 문화를 배웠고 존중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멘토가 되시는 기회를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대윤 (Daeyun Park), CW6 City Representative

Travel easily to Niagara Falls, Boston, Philadelphia,
and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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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WA 어학연수 프로그램
The Kaplan International Center (KI)
51 University Street Suite 300, Seattle WA 98101
https://www.kaplaninternational.com/united-states/seattle/englishschool-seattle

KI Seattle은 아름다운 Puget 만과 웅장한 Cascade Mountains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도시로부터 한시간 거리에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실수 있습니다. 대도심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수
있어 가장 깨끗한 도시중 하나로 선택되었고 치안이 좋아 가장 안전한
도시중 하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Seattle은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Microsoft, Amazon, Boeing, Starbucks등의 본사가 있고,
스타트 업 회사등 약 500개 작고 큰 회사의 본사가 위치한 비지니스
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학연수 일정
2020년1월13일 - 2020년3월6일 (8주)
Intensive ESL Program
12

KI Seattle은 건물 전체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각 교실에 스마트
보드를 지원하며, 현대식 디자인으로 꾸며진 건물과 19개의 교실,
편안한 카우치와 TV를 구비한 넓은 학생 라운지가 있어 수업후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며 모임을 갖을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수업첫날 배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반에 배치가 되며
오전 혹은 오후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For WEST Participants Only

스케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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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will be placed in morning or afternoon classes

월

화

수

목

금

아침 (AM) 스케줄 예

금요일 비지니스 영어수업은 WEST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됨
방과 후 활동

Integrated Skills and Applied Grammar: 오전 8:30-11:40
Lunch: 11:40-12:10pm

스타벅스 1호점이 있고 80년 이상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Pike
Place Market 이 어학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와도 차로 2시간정도로 주말에 여행을 다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기 때문에 하이킹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

Specific Skills (ex. Conversation, Writing, Current Events): 오후 12:10-1:40

WEST 비즈니스 수
업:12:10-1:40pm

오후 (PM) 스케줄 예

어학 기관 이용가능 시설
학생 휴게실, 도서실, 무료 인터넷 이용, 컴퓨터실 등
>>
(Additional options at various times)
Structured Study (Clubs, Computer Lab,
Q & A sessions, K+ materials extra curricular)

Specific Skills (ex. Conversation, Writing, Current Events): 오후 12:10-1:40

Integrated Skills and Applied Grammar: 오후 1:50-5:00

WEST 비즈니스 수
업:12:10-1:40pm

Why Seat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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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s downtown is compact and easy to get around and the city
is surrounded by beautiful mountain ranges and waterfront. Within
a half day’s drive, you can experience wine country mountain hiking
trails, beaches, national parks and a live volcano. Also, it takes 2.5
hour drive to Vancouver, B.C., 3 hour drive to Portland, and Chicago is
just 3.5 hours away by air.
Visit the world famous Pike Place Market, Space Needle, as well as the
Seattle Center —the entertainment hub—four museums, 11 theaters,
five gardens, six fountains and restaurants. There are more than 10
million people visiting Seattle Center each year.

»»

The temperature is mild all year round with almost no humidity.

»»

Seattle is home to major corporations and it draws all different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People are friendly, tolerant, and
progressive.

시애틀은 도시문화와 자연이 뒤섞여있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카플란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유쾌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은 곳 입니다.
카플란 생활은 웨스티 친구들 뿐만이 아닌 다양한 외국인 친구들과
정말 열심히 어울리시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재호 (Jaeho Han), CW6 City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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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International

Seattle 숙박 시설 안내 2019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매일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식
사하면서 편한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대화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언어적 혜택을 얻을 것입
니다. 씨애틀 지역의 홈스테이는 30분에서 최고 50분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상이라 할수있
는 가장 좋은 홈스테이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중 하나입니다. Kaplan International English 의 모
든 홈스테이는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가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하에 선정됩니다.
홈스테이: 최소 등록 주수 - 2주
최소 연령: 16세
종류: 1인실 또는 2인실
가격: 주당 1인실: $270, 2인실: $220
식사 제공: 주당 14식 제공
14

*** Summer Supplement Fee: 6월 22일 부터 8월 24일 사이에 숙소 신청시 주당 $30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학생 기숙사
Seattle KI는 학교에서 불과20분 도보거리에 위치한The Inn Studio Apartments, 그리고 다운타운 Bellevue
의 Factoria Mall과 Seattle 다운타운의 많은 상점과 식당가 근처에 위치한 The Extended Stay Factoria를 기
숙사로 제공합니다. 가구가 완비되어있는 The Inn Studio Apartments는 유명한 Space Needle에서 한 블
록, 그리고 Seattle의 많은 관광 명소들로 부터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에 매우 용이한 기숙사
입니다. The Extended Stay Factoria는 새롭게 개축된아파트로 고급 침구커버와 수건등을 제공하며, 무료
Wi-fi, 평면 TV, 각방에 시설완비된 부엌과 매일 아침 간단한 아침식사까지 제공하는 편리한 기숙사로,
대중교통으로 약 30분에서45분안에 카플란 Seattle에 도착할수 있는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ww.kaplan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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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프로그램

Internship Fields for 2018

Cultural Vistas 는 WEST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참가자들에게 양질의
인턴십을 제공해 왔으며, Fortune 500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과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Cultural Vistas는 참가자와 1:1 개별
면담을 통해 전공 분야 및 관심분야의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Top Fields

인턴구직 절차
»»

»»

미국오기 전부터 CV 스텝과 면담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능성 있는 인턴십
배정, 자격 요건, 스킬이나 경력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아니면 인터뷰
연습해드립니다.
면담 후 CV는 각 참가자의 전자 프로필을 작성 및 수정하여,인턴업체들과
접촉하게 되고, 인턴업체가 인턴 면접 기회를 제공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참가자들에게 인터뷰 자리가 마련됩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인턴십 오퍼는
한개입니다.

»»

참가자들은 어학연수기간 동안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실질적인 수업을
통해 이력서 작성, 인터뷰 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어학연수 기관에게 제공하는 비지니스 class 뿐만 아니라, CV 스텝이
참가자의 의향에 따라 전화/웹캠 모의 면접 연습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CV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면접 연습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시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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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통과 후 인턴 업체가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면, 참가자는 24시간 이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단기 WEST의 인턴십은 16주 입니다.

»»

인턴지역은 어학 연수 지역과 무관할 수 있으며,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인턴십의 급여 수준은 다양하며, 미국은 무급 인턴십이 대부분 입니다.

»»

Cultural Vistas의 인턴업체는 미국 전역에 걸쳐 있으며, 중소 기업 및
비영리 기관, 대학교 등 인턴배치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Government & NPO Management

25%

Business

21%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21%

Media, Arts & Fashion

14%

Tourism & Hospitality

7%

Trade & Logistics

7%

Education

5%

Principal States
New York

25%

Washington, D.C.

19%

California

17%

Maryland

9%

Illinois

5%

All other states

25%

Example Cases
Student

Major

Desired Internship

Employer

About the employer

A

Fashion & Mass
Communication

Fashion & Styling

Susan Joy

An independent fashion styling and creative services
company in New York.

B

Culture & Tourism

Culture & 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

Sitar Arts Center

Washington D.C’s premier center serving underserved
children and youth through visual, performing and
digital arts education.

C

Economics & Finance

Finance

Ameriprise Financial, Inc

Ameriprise Financial, Inc is a diversified US financial
services company. Ameriprise and its affiliates have
offices across the U.S.

D

Environmental Engineering

Environmental Chemistry

Bel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BARC),
USDA

Support projects under a BARC lab such as Food Safety or
Sustainable Perennial Crops. Assignments will vary based
on the intern’s background and the needs of BARC.

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Education Administration

The Laurasian Institute

International Education organization building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between students from Asia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

F

Media &
Communications

Marketing & Media

Chimpanzee Productions

Utilizes a wide range of media, including video,
still photography, installations, performance and film.

G

English & Tourism

Tourism & Hospitality

Hostelling International

Located in New York’s Upper West Side, Hostelling
International is New York’s premier hostel and the
biggest in North America.

H

Mechanical Engineering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A large, public research university, UNLV conducts research on advanced technology including drones
and driverless cars.

I

Event Planning

Event Planning

Halcyon

Halcyon seeks and celebrates creativity in all forms
and galvanizes creative individuals aspiring to promote
socia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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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Cases
Student

Major

Desired Internship

Employer

About the employer

J

Logistics & Trade

Logistics

Kuehne + Nagel

Has grown into one of the world’s leading logistics
providers.

K

Human Resources

Human Resources

Raphael House

Provides a spectrum of full family support through various
programs, including Residential Services, Family Services,
and Bridge Program Services.

L

Education & Social Welfare

Art Education

Queens Museum

Supports the ArtAccess programming including programrelated preparation for on-site and school residencies,
note taking, documenting and archiving.

M

Hospitality & Tourism

Customer Service & Tourism

Traveler’s Aid

Provides customer service and assistance at airports.
Located in across the U.S. including in Washington D.C.,
Chicago, Newark.

N

Trade & Logistics

Trade & Shipping

Green Worldwide Shipping

Privately owned and independent company found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respect, dedication, and
best-in-class customer service.

O

International Education &
Business Administration

NPO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Exchange

Global Ties

Located across the U.S. including San Francisco
and Albuquerque.

P

Environmental Science

NPO Administration/Environmentalism

Climate Registry

Builds and operates GHG reporting programs for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at generate high quality,
consistent, and credible data to help organizations
become more efficient, sustainable and competitive.

Q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Science & Research

Edwin O.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Johns Hopkins SAIS

Conducts a variety of activities to promote high-quality
research on topics related to our mission and to support
students within the Japan Studies concentration.

R

Art & Business Administration

Museum Administration

The Freer & Sackler GallerySmithsonian Museum of
Asian Art

The Membership and Development Office attracts
private contributions to the museums from a variety
of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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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Placement Fields
Accounting

Cultural Education (museum, NGO)

Industrial Design

Political Science

Advertising

Cultural Studies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 Design

Aerospace Engineering

Customer Service

Interior Design

Programming

Architecture (engineering, planning, design)

Economics

International Business

Project Coordination & Management

Arts (business, education)

Education

International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Biomedical Science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ing

International Relations

Real Estate

Business (administration, development,
management)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Journalism (print, web, TV, radio)

Refugee Services

Environmentalism & Environmental Advocacy

Law (immigration, civic, human rights, office
administration)

Sales

Chemical Engineering
Chemistry
Civic Activism
Civil Engineering
Climate Change
Clothing & Textile
Community Media Production
Community Outreach
Computer Science
Concierge Services
Conservation Science (culture, arts)
Convention Industry (MICE)
Culinary Arts & Sciences

Environmental & Energy Engineering
Event Planning
Fashion (design, PR, sales, business)
Film
Finance
Food Science & Nutrition

Library & Information Services
Logistics
Management
Marketing
Market Research

Graphic Design

Mass Media
& Communications

Government

Mechanical Engineering

Health Administration

Media Production

Health & Human Services

Membership Development & Outreach

Hospitality (airline, hotel, tour)

Multimedia Design

Human Resources

Non-Profit Administration

Human Rights

Performance Arts (marketing, administration)

Shipping (air, sea, land)
Small Business Development
Social Media Marketing
Social Services
Software Development
Sports & Leisure Studies (management, logistics,
marketing)
Telecommunications
Tourism (sales, management, research)
Trade
University Administration
Urban Planning
Web Development

Note: In general, engineering & STEM related placements are better suited for the longer-term WEST programs. They often require extensive experience related to major & a high English proficiency.
However, Compact program placements in these fields are possible if the above qualifications a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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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Testimonials
미국의 수도 Washington D.C.의 상징적인 기념물인 워싱턴기념탑과 국회의사당, 그 사이를 잇는
National Mall에는 세계 최대 및 최고 수준의 컬렉션을 자랑하는 Smithsonian Institution이 위
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미국에서는 드물게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인
Freer|Sackler Gallery에서 Museum Education 분야의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입니다. 영어 스피킹에 자신감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경험도 없던 저에게, Superviser는 편견없
이 다양한 업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Workshop 일정을 관리하고,
Audience Research 및 Evaluation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Program
을 기획하고, 한국 문화와 관련한 Blog post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장벽
에 좌절을 느끼기 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이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통한다는 것
을 느꼈습니다.

저는 미국 Alabama 주에 위치한 문화 교류 비영리 단체, Global Ties에서 16주간 인턴십을 수료하였습
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국무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34개국에서 온 80여명의 연사들과
다양한 미팅에 참여하는 의전의 역할을 맡았고, 문화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회사가
위치한 도시와 외국 도시의 자매 결연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시장을 만나 미팅을 진행하고
두 도시의 교류를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맡았던 Global Perspective
Institute를 상사와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며 행사 기획 및 홍보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
다. 끝으로, 국무부에 제출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이고 함축적으로 분석하는
정보 처리 능력과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작은 조직이었지만 하고 싶었던
다양한 프로젝트와 배우고 싶었던 업무를 모두 경험 할 수 있었고 또한 조직 내의 많은 경험을 지닌 상사
와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배울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습니다.
‐ Sohyun Kang, CW R5, Global Ties Alabama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대한 규모를 가진 기관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또한 미국의 Federal employee가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다양한 기회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스미소니언 인턴들에
게 제공되는 다양한 행사, 네트워킹을 통해 단순히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Cultural Vistas가 주관하는 봉사활동이나 연
말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은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스폰서의 지원
을 믿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인 자세로 인턴십에 임한다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ehyung Kim, R18, Public Programs Department at Freer|Sack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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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Testimonials
저는 iEARN-USA 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케팅 인턴의 주
요 업무는 회사 내외의 행사나  소식들을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는 것 입니다.  이 과
정에서 수퍼바이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될 콘텐츠들을 기획하
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에 있던  #GivingTuesday 기금모금 행사를 준비
하는 동안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며 실무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
인 소셜미디어 플래닝과 플라이어, 비디오, 블로그포스팅 등 다양한 마케팅 툴들을 경
험할 수 있었습니다.
  iEARN의 친근한 사내 분위기는 제가 연장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입니다.  , 수평
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업무 외에 영어나 미국문화에 대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하며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빨
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그 부분에
서 더 배우고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전공인 저널리즘을 살리
고 라이팅 실력 또한  기르고 싶어서  매달 회사 웹사이트에 주제를 정해 블로그 포스팅
을 했습니다.

화려했던 3개월간의 뉴욕 어학연수를 마치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소속의 Drones and Autonomous Systems Lab에서 엔지니어 인턴을 하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동부의 심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서부 라스베가스로의 이동은 저의 WEST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쁘고 여유를 찾기 힘든, 전체적으로 큰 도시 사람들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뉴욕과 달리, 서부의 라스베가스
는 날씨도 따스하고, 여유가 넘치며 사람들의 미소를 많이 느낄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라스베가스의
엔지니어 인턴이 되었다고 들었을 때, 도박과 환락의 도시라는 선입견을 가지다 보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며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교수님과 박사님들, 그리고 랩실 학생들의 도움으로 한
국에서 책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내는지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업용 비
행기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여기에서 무인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고, 큰 잠재력을 보게 되다
보니,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 이 드론이라는 아이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말하자면,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멀지도 않은 거리에 있다보니 LA, 샌디에이
고, 샌프란시스코 등 큰 도시들을 주말 여행으로 다녀올 수 있는 특혜도 있었고, 스트레스를 풀러 스트립 지역
에 있는 호텔로 놀러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과 데쓰벨리등 아름다운 자연 문화 유산들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iEARN은 제 첫 직장입니다. iEARN에서 인턴쉽을 하는 동안 단순히 직무와 관련된 기
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좋은 인연을 얻었고  내적인 동기부여들과, 비영리조직에 대한
관심의 확장까지 얻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인턴생활이 머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연구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인기에 대해 멕시멈으로 배우고,
한국에 돌아가 이를 잘 활용해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할 것입니다.

‐Yunhee Choi, R16, iEARN-USA, New York City

‐ Dongbin Kim, RW12 R1,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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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ship Testimonials
안녕하세요, 단기 7기 참가자 여러분! WEST 프로그램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는 장기 18기 참가자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릴랜드에서 인턴을 하고
있으며 D.C., 매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의 지역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하고 있는 워싱턴 D.C. 지역은 잘 알려져 있는 미국의 수도이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스미소니언
박물관 단지 외에도 세계사에 굵직한 영향을 끼쳐온 숱한 결정이 내려진 백악관과 의회,
링컨이 암살당한 포드 극장 그리고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과 국립묘지가 이 도
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말해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광지들을 아주 가까운 거
리에 붙어 있어 도보관광을 하는데에도 무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인턴을 하시
게 된다면, 이러한 관광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Prince George’s Count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은, 매릴랜드의 두번째로 큰 카운티인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안의 사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
택, 전문 상담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경제개발을 견인하는 공기업입니다.
제가 인턴으로 막 들어왔을 때 즈음에, 미국 중간선거 이후 카운티 정권이 교체되던 시
점이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던 탓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일보다는 자료 입력 등의 단순
업무 위주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이 반복되다보니 스스로에게
동기 부여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 보니 기회는 찾
아왔고, 회사 직원들과 함께 카운티 내 여러 이슈에 관련된 회의 출장도 다니고, 전세계
규모의 컨퍼런스에서 부스도 운영해보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1년 전 이 맘때 즈음에, 큰 꿈과 설렘 그리고 긴장과 걱정을 안고 미국 시애틀에 첫
발을 들여놨었는데요.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타지 생활에 장황하게 그려놨었던 목표를
하나 둘 씩 지우는 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은, 어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쳐 프로그램 생활에도 회의를 갖고 무기력증에 빠져있
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당황하지 말고 작은 성취부터 차근차근 이루어나가시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작은 제언은, 어학연수 시절이 무의미하고 지루할지 몰라도, 외국
인 친구를 자연스레 사귀고 큰 걱정 없이 파티를 가질 수 있는 인생에 몇 안되는 어쩌면
유일할 수도 있는 순간이니 하루 하루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지 않은 미국 생활이 되겠지만, 출국하기 전 세워놓으셨던 목표를 마음 속에 견지하
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
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 유쾌하고 많이 배우는 미국 생활 되시길 기원하겠
습니다!
‐Jihoon Lim, R18, PG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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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Vistas 프로그램 참가비용

어학연수수비

$2,900

Language Training

ILI/KIC 어학연수 비용, 책 포함

인턴십 구직비

$1,120

Internship Placement Fee

스폰서비

$854

보험료

$476

인턴 구직비
이력서 작성 도움 및 인터뷰 연습
인턴업체조사 및 현장 점검비

신청비

$320

Sponsorship Fee

SEVIS 비

$180

한국 및 현지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관리비 및 학생 지원비
24시간 긴급 연락망 커리어진로 카운셀링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 제공
CV 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 봉사활동등 참여
가능

Insurance

CV 참가자의 건강 및 사고보험은 Envisage에 의해 제
공; 프로그램 최대 18개월 동안 미국 체류시 한해 적용합
니다. 또한, CV 보험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여행및
인턴십 관련된 출장 시 적용합니다.

Application Fee

DS-2019 (스폰서 초청장) 발급비
지원서 처리비
참가자 자료

SEVIS Fee

미 정부의 유학 및 문화교류비자 신원관리 비용
(학생 교환방문 정보시스템 등록비)

불포함 내역

숙박비
비자 수수료
항공료
어학 연수 과제

프로그램 총 참가비            $5,850
Subject to change due to fee increases
such as SEVIS fee increase.

22

Plan Details

*Plan is subject to change. Insurance plan details are based on 2018 plan.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plan beneﬁts that are available under your international insurance
plan. Please take some time to review the coverage beneﬁts to make sure you understand what
is covered. This is a consolidated summary of the beneﬁts, for a full listing of the coverage
beneﬁts along with the plan exclusions please see the full policy conditions.
Plan Beneﬁts

Standard

Medical Maximum

$100,000 per person, per occurrence

Deductible

$100 per person, per occurrence

Emergency Room Deductible

$250 for illness and not admitted

Coinsurance

After You pay the Deductible, the plan pays 80% of the
next $5,000 of eligible expenses, then 100% to the
selected Medical Maximum. There is an out of pocket
maximum of $1,000

Prescriptions

100% to medical maximum

Dental (Accident Coverage)

To a maximum of $2,000 per occurrence

Dental (Sudden Relief of Pain)

To a maximum of $200 per occurrence

Emergency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50,000 (in addition to medical maximum)

Return of Mortal Remains/Cremation

$25,000

Emergency Medical Reunion

$1,000

Interruption of Trip

$1,000

Local Ambulance

Ground Ambulance maximum: $1,000
Air Ambulance maximum: $10,000

Motor Vehicle Accidents

100% to medical maximum

Political Evacuation

$5,000 per occurrence

Medical & Travel Assistance

The plan includes valuable travel and medical
assistance services, which are available to
you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Contact
Seven Corners to access these services:
Travel Medical Assistance - support and
coordination for medical evacuation/
repatriation, medical referral, case
monitoring and more...
Trip Management Assistance - travel
support that includes trip delay and
missed connection coordination, hotel and
ﬂight rebooking, lost luggage assistance,
lost travel document retrieval and
assistance and information on local
medical and travel advisories.
Travel Intelligence Services - through
wellabroad.com participants can sign up
for travel text message and email alerts
from the world’s latest travel advisories and
more...
Provider Support - no matter your location
in the world, assistance will help you locate
a provider that is close to your current
location.
You can contact and utilize the many travel
assistance services by contacting Seven
Corners Assist:
Toll-free: (877) 702-6767
Direct Dial: + 1 (317) 582-2622

Hospital Room and Board

100% of usual, reasonable and customary

Intensive Care

100% of usual, reasonable and customary

or via email at:

Outpatient Medical Expenses

100% of usual, reasonable and customary

assist@sevencorners.com

Assistance Services

Included

Beneﬁt Period

180 days

Medical Expenses

The plan shall pay Reasonable and Customary charges for Covered Expenses, excess of the
chosen Deductible and Coinsurance up to the selected Medical Maximum, incurred by You due to an Accidental Injury or Illness which occurred
during the Period of Coverage outside Your Home Country (except as provided under the Home Country Coverage). All bodily disorders existing
simultaneously which are due to the same or related causes shall be considered one Disablement. If a Disablement is due to causes which are
the same or related to the cause of a prior Disablement, the Disablement shall be considered a continuation of the prior Disablement and not a
separate Disablement. The initial treatment of an Injury or Illness must occur within thirty (30) days of the date of Injury or onset of Illness.
Only such expenses which are speciﬁcally enumerated in the following list of charges and are incurred within one hundred eighty (180) days from
the date of accident or onset of Illness and which are not excluded shall be considered Covered Expenses:
1. Charges made by a Hospital for room and board, ﬂoor nursing and other services inclusive of charges for professional service and with the
exception of personal services of a non-medical nature; provided, however, that expenses do not exceed the Hospital’s average charge for
semi-private room and board accommodations.
2. Charges made for Intensive Care or Coronary Care charges and nursing services.
3. Charges made for diagnosis, Treatment and Surgery by a Physician.
4. Charges made for an operat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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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articipants can beneﬁt from extra support at times especially
when adjusting to a new country, new internship, and life away from
home. Talkspace provides access to professional, personal and
conﬁdential online counseling, at no cost to participants. The service is
anonymous and Talkspace will not share your information with
anyone, including Cultural Vistas.

How to Activate Your Talkspace Account
Locate your voucher code from your email or Healthcare Zone
Visit talkspace.com/culturalvistas (you must use this web page)
Click ‘Connect With Your Therapist Now’ to create your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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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alkspace Works: As Easy As 1,2,3
1

Brief
Assessment

Information and a few
conﬁdential questions to get
started in under two minutes

2

Select Your
Therapist

Next, three therapists are
recommended — select the
one that’s best for you.

3

Start
Messaging

Connect with your therapist
and begin your journey the
same day.

How Will Talkspace Help Me
Talkspace will help you take care of your mental health, lead a happier life, develop better relationships
and decrease your stress leading to better work performance.

My therapist is amazing. She understands me, has good ideas to
improve my life, and most importantly, I can tell her how I'm feeling
in the moment. -Talkspace Client, 2016

Cultural Vistas 프로그램 참가비용
Condition / 진행구분
Prior to Arrival in U.S.
미국 입국 전

Refund / 환불금액내역
SEVIS Fee
SEVIS 비

Application Fee
신청비

Insurance
보험료

Language Training
어학연수비

Sponsorship Fee
스폰서비

Internship Placement Fee
인턴구직비













Cancellation after the
Program fee payment deadline
참가비 납부 마감일 기준 이후 취소









Visa denial by U.S. Embassy
or denial of entry to the U.S.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거절 또는
미국입국 거부 시









60%

60%

Cancellation within the
Program fee payment deadline
참가비 납부 마감일 이내 취소

After Arrival in U.S.
미국 입국 후
Withdrawal when less than 50% of
the language program is completed
and DS-7002 has not been issued
어학연수를 50% 미만 이수하였으며,
새로운 DS-7002 발급 전
정부추천대상자의 프로그램 철회
Withdrawal when 50% or more of
the language program is completed
and DS-7002 has not been issued
어학연수를 50% 이상 이수하였으며,
새로운 DS-7002 발급 전
정부추천대상자의 프로그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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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ate
to unstayed
full months
미체류 개월 수에
비례한 금액

Withdrawal when 50% or more of
the language program is completed
and DS-7002 has been issued but
internship is not started
어학연수를 50% 이상 이수하였으며
새로운 DS-7002 발급 후, 인턴십 시작
전 정부추천대상자의 프로그램 철회

Any language program fee pursuant to the
refund policy of the language institution
어학연수기관의 환불정책에 따른 어학연수 비용

50%

Any unexpended language program fee by Sponsors
어학연수비 총액 중 스폰서들이 해당기관에 아직 지출하지 않은 금액

25%

Early internship placement while
language training program is in
session
어학연수 기간 중 인턴십 조기시작
Not placed to any internship until
30 days from the language program
end date is over
어학연수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정부추천대상자가 인턴배치를
받지 못한 경우

Proportionate
to unstayed
full months
미체류 개월 수에
비례한 금액

30%

50%

Cultural Vistas 프로그램 참가비용
Condition / 진행구분
After Arrival in U.S.
미국 입국 후

Refund / 환불금액내역
SEVIS Fee
SEVIS 비

Application Fee
신청비

Not placed to any internship until
30 days from the date of early
internship termination date is over
정부추천대상자의 인턴십 조기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정부추천대상자가 인턴 재배치를 받지
못한 경우
Early termination from the program
if the GEC is at cause (i.e. failure to
achieve language school certificate,
fired for neglecting their duties)
참가자의 귀책사유(어학연수 수료실패,
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 등)로 인한
프로그램 중도하차

Insurance
보험료

Language Training
어학연수비

Sponsorship Fee
스폰서비

Internship Placement Fee
인턴구직비

Proportionate
to unstayed
full months
미체류 개월 수에
비례한 금액

*Subject to change. Based on refund policy prior to 2018 MOU re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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