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YSA (Youth Service America)와 국제로타리

본 봉사 파트너십의 취지는 무엇인가?
YSA (Youth Service America) 와 국제로타리는 파트너십을 통해 청소년 봉사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회와 경험을
공유한다. 두 단체 간의 봉사 파트너 협약은 2012년에 체결되었다. 로타리클럽, 인터랙트 클럽, 로타랙트 클럽, 그리고 로타리
지구는 YSA 자원을 활용하고, 글로벌 유스 서비스 데이(Global Youth Service Day) 등과 같은 YSA 활동에 동참하며, 청소년 봉사에
이들의 경험과 노력을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YSA는 어떤 단체인가?
1986년에 설립된 YSA는 세계 문제 해결에 5-25세에 이르는 신세대들을 참여시키는 리소스 센터이다. 요즘의 신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 오염, 기아, 문해력, 수자원, 인권, 질병 등의 글로벌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YSA의 목표는 신세대와 교사, 지역사회 단체, 미디어, 관련 당국자들을 교육시키고, 신세대들을 자원봉사자로, 전문가로,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로 참여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YSA는 프레임워크와 자원, 기금, 기타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하며, 100개국
이상의 수백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활동해 왔다.

클럽이나 지구는 어떻게 함께 활동하나?
RI 는 인터랙트와 로타랙트가 2012년 4월 20-22일, 글로벌 유스 서비스 데이(GYSD)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1988년에 제정된
GYSD는 수 백 만 명에 달하는 신세대들을 봉사와 봉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개선에 동참시키려는 연례 캠페인이다.
GYSD 는 매년 6개 대륙 100여개 국가의 신세대들이 참여하는 최대의 신세대 봉사 경축 이벤트이다. 로타리안들은 클럽과 지구
웹 사이트, e-메일, 뉴스레터, 보도 자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리고 축하하도록 권장된다. 내년도
GYSD 행사는 2013년 4월 26-28일에, 내후년도 행사는 2014년 4월 11-12에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YSA는 인터랙트 및 로타랙트 프로젝트 , 라일라 행사, 기타 신세대 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자원(하단에 명시)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파트너십을 어떻게 홍보하나?
로타리클럽과 지구, 인터랙트, 로타랙트 클럽들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로타리 회합이나, 다른 이해 그룹(예,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과의 회합을 통해 홍보한다. 로타리의 GYSD 참여를 알리기 위해 인터랙트 및 로타랙트 클럽/지구는 www.gysd.org/registe
에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내셔널/글로벌 파트너” 의 드롭 다운 메뉴에서 로타리를 파트너 단체로 선정하도록 한다.
RI는 인터랙트나 로타랙트 클럽이 성공적인 GYSD 프로젝트를 programs@rotary.org 로 e-메일하여 RI와 나눌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로타리 프로젝트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프로젝트링크(www.rotary.org/projectlink)나 RI 출판물, 웹 사이트 등에
소개된다.

YSA 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
글로벌 유스 서비스 데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와 팁은 www.gysd.org/ideas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적인 GYSD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행사 홍보용 포스터는 www.ysa.org/resources에서 다운로드받거나
www.ysa.org/resources/request 로 주문하면 무료로 입수할 수 있다. 글로벌 유스 서비스 데이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에서
@GYSD를 팔로우한다.
YSA 웹 사이트인 www.ysa.org 를 방문하면 신세대들을 봉사에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련 출판물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봉사에 참여시키는 방법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한 봉사 프로젝트의 입안, 환경 프로젝트의 실시,
말라리아 예방 활동 및 모금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청소년 봉사를 실시하는 개인 및 클럽들은 www.ysa.org/grants에서 보조금의 기회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
권장된다. 한편, YSA의 e-뉴스레터는 신세대 봉사 및 멘토링 등의 주제로 실시되는 연수회 및 컨퍼런스, 웨비나 일정을 소개한다.

추가 자원
인터랙트 핸드북 (654)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54ko.pdf

로타랙트 핸드북 (562)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562ko.pdf

라일라 핸드북 (694)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94ko.pdf

로타리 초점 분야 (965)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965ko.pdf

행동하는 지역사회:효율적인 프로젝트 가이드 (605A)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05a_ko.pdf

지역사회 평가 도구 (605C)
www.rotary.org/RIdocuments/ko_pdf/605c_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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