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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원봉사 (YAV) 프로그램은 신앙에 기반을 둔 에큐메니칼
자원 봉사 프로그램으로써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미국과 전세계의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1년간 봉사를 하게
됩니다. YAV는 빈곤의 근본 원인과 화해에 대해 다루는 지역
기관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동료와 멘토와 함께 지역 공동체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의미와 동기를 탐색합니다. 1년의 봉사 기간
동안에 보조금, 주택, 교통 및 학생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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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of
service
for a
lifetime
of change
@yavprogram
youngadultvolunteers.org

비용은 얼마입니까?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 봉사료는 없습니다. 다만, YAV는 최소
4,000달러 (국내 사이트)와 5,000달러 (국제 사이트)의 기금
모금을 약속합니다. YAV는 1년 동안 지원 공동체를 모으기 위한
모금 활동을 펼칩니다. 각 YAV는 모금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각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정 및 영적 지원을 위한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모금을 위한 코칭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YAV 지원 조건은 무엇입니까?
• 19-30 세의 청년
• 문화적, 종교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봉사하겠다는 약속
• 공동체내에서 자신의 신앙을 탐구하고 심화하겠다는 개방성
• 유연성, 호기심, 인내, 유머 감각!
•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적응하는 능력
•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현존하고자 하는 열망

YAV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자원 봉사자는 지원하는 곳에만 배치됩니다. 상호 식별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선호도, 사이트의 선호도 및 파트너의 요구 사항
등을 고려합니다. 지원자는 다양한 사이트에 지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YAV는 무엇을 합니까?
YAV는 각 사이트에 파트너 기관을 통해 배치됩니다. 봉사 활동은
파트너 기관의 중점적인 사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원 봉사자의 관심과 재능은 사이트 배치를 할 때 고려됩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직접 봉사, 교육 및 인식 및 옹호 활동에
참여합니다.

봉사자는 돈을 지불 받습니까?
자원 봉사자들은 봉사 기간 동안 생활비를 받습니다. YAV
프로그램은 주택, 모든 행사의 교통 및 식사 비용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제공됩니다.

학생 융자는 어떻습니까?
자원 봉사자는 봉사 시즌 지원 프로그램 (Season of Service Loan
Assistance Program) 을 통해 YAV 1년 동안 최대 월 $2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장로교인 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YAV는 에큐메니칼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기독교 전통의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하도록 초대됩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장로교인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니며 모든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들을 환영합니다.

저(신청자)는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왜 참여할 것인가요?
YAV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신앙 성장 및 직업 경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YAV는 미국장로교
프로그램으로써 모든 부분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을 더 의미있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신앙-전통을 가진 많은 다른 목소리에 감사드립니다. 일생의
변화를 위해 봉사하는 한 해 해가 되리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건강 보험은 어떠합니까?
YAV가 의료 보험이 없는 경우, 본 프로그램은 보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

중요한 날짜
10월 1일

지원접수 시작

1월 1일
라운드 1 — 모든 장소가 가능, 조기 배치

3월 1일
2 라운드 — 대부분의 장소가 가능,
국제 사이트 신청마감

6월 1일
라운드 3 — 국내 사이트만 가능, 사이트 선택
제한

주택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YAV는 공동체 주거공간에서 동료 자원 봉사자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일부 사이트에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살기도 합니다. 모든 YAV
는 의도적인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원이 될 것입니다.

제 2언어를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언어가 가능하면 많은 사이트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국제 YAV는 언어 수업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국내사이트에 배치된 경우에는 영어 회화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YAV 프로그램과의 연결되고 최신 소식을 받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셜 미디어에서
@yavprogram을 팔로우 하는 것입니다.

청년 자원봉사단

Presbyterian Church (U.S.A.)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모집 담당자에게 yav@pcusa.org,
800-728-7228, 내선 번호 5300으로 전화하거나
youngadultvolunteers.org 를 방문하십시오.
한국어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lydia.kim@pcusa.org
로 이메일이나 502.569.5024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