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EP(International Volunteer Exchange Program)과 YAMEN(Young Anabaptist Mennonite
Exchange Network)은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년동안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양한 친구를 만나고, 실용적인 직업 기술 또한 배우면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보냅니다. 낯선 환경에서 하나님과 당신만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기대해보세요. 1 년 후 성장한 당신의 믿음을 보게 될거에요. 서로 다른 언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게 될거에요. 분명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걷고 있을거에요!

프로그램 설명
매년 25 개국의 나라에서 120 명의 청년들이 IVEP, YAMEN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각
참가자들은 호스트패밀리와 함께 살거나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며, 지역 교회와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주중에는 풀 타임으로 봉사를 하며, 주로 학교, NGO, 실버타운,
공정무역가게 등으로 배정됩니다.

기간 및 장소
기간: 2018 년 08 월 ~ 2019 년 07 월 (11 개월)
장소: IVEP – 북미 / YAMEN –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유럽

지원자격
· 19-31 세(만 18-30 세)
· 북미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 아이가 없는 미혼인 사람
·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지원방법
본 서류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여 2017. 09. 03 (일) 까지 solgerkim@mcc.org 로 발송
선발절차
접수기간: 2017. 08.18 (금)~ 2017.09.03(일)
1 차 합격자 발표: 2017. 09.15(금)
2 차 서류 제출: 2017. 10. 09(월)
2 차 합격자 발표: 2017. 10. 25(수)
면접(일반 및 영어): 2017. 11. 06 ~ 2017. 11. 10
최종발표 : 2017. 11. 13(월)
참가비용
출국시점부터 프로그램 종료 후 입국까지 생활에 필요한 비용(비행기 티켓, 숙박, 식사,
교통비, 소정의 용돈, 의료보험 등)을 MCC 가 제공
*그 외 출국 준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자신청 및 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참가자가 지불

https://mcc.org/ivep
https://mcc.org/yamen
https://www.kac.or.kr
이메일문의 : 김솔거,
카톡문의: ssolker

solgerkim@mcc.org

1.

IVEP 혹은 YAMEN 에 참여하고 싶은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 프로그램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500 자 이내)

2.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믿음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500 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