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중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신청 안내
(2015 년 9 월 개정)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가톨릭교회는 미국 정부에서 지정하는 대통령
자원봉사상의 신청 접수 및 심사 등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수상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수상의 기쁨과 영예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상
신청 시 봉사한 날짜와 시간 및 봉사내용이 분명하여야하며 신부님이나 관계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본당에서 구성되는 자원봉사상 심사위원회 (가칭)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국

주류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있는

이

상은

대학입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상 자원봉사의 종류

1.

YOUTH ACHIEVEMENT

젊은이들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원봉사하는일, 예를들면 Mentoring, Coaching,
Tutoring, Improving, Literacy in areas such as reading and finance.
2.

PARKS AND OPEN SPACES

주위의 공원이나 정원을 보존하고, 이웃을 청소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봉사하는것,

안전한

환경과

천연자원을보존하기위하여

개인적으로한

경험이나

외부활동에 자원봉사
3.

HEALTHY COMMUNITIES

노인, 불구자, 병약자, 결식아동, 결식성인,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한것, 건강하고
밝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학생이나 성인들, 예를들면 건강교육, 영양교육,
예방접종, 이력서 작성교육, 병원보조, 헌혈운동, 제대군인 도움등이 포합됩니다.
4. PUBLIC SAFETY & EMERGENCY RESPONSE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거나 범죄, 테러, 모든종류의 천연재해로부터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훈련을 준비, 자원소방수, 자원경찰, 이웃경계 Program에
자원봉사한것이 포함됨.
신청자격: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 본당 신자
신청방법: 봉사활동을 주관한 기관 및 단체의 양식에 봉사시간과 담당자의 확인서명을 하여
제출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신청마감: 09/12/2015 (토요일)

접수 및 문의처 : email@standrewkimdetroit.org

Tel: 248-442-9026

수상분류
금상
유소년 (5세 – 10세): 75 시간 이상
소년 (11세 – 15세): 100 시간 이상
청년 (16세 – 25세): 250 시간 이상
성인 (26세 이상): 500 시간 이상
가족 및 단체: 1000 시간 이상
은상
유소년(5 세-10 세) 50 시간—74 시간
소년

(11 세-15 세): 75 시간—99 시간

청년

(16 세-25 세): 175 시간—249 시간

성인

(26 세 이상) :

250 – 499 시간

가족 및 단체: 500 – 999 시간
동상
유소년 (5 세 – 10 세): 26 – 49 시간
소년

(11 세 – 15 세): 50 – 74 시간

청년

(16 세 – 25 세): 100 – 174 시간

성인

(26 세 이상)

가족 및 단체

: 100 – 249 시간
:

200 - 499 시간

평생봉사상: 평생 누적된 봉사 시간이 4000 시간 이상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