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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서 - 

 

UBF Gap Year Program 

 

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집을 떠나 먼 곳을 여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2 세들 가운데 단기선교여행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예가 꽤 있었습니다.  

친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문화를 접하며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타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한 형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변과기대에서 1 년간 섬기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명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지금은 2 세들을 섬기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한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 남미에서 6 개월 가량을 머물면서 가정교회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육간에 많이 성장하여 지금은 부모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한 

대학생 2 세는 우간다에 의료선교를 다녀온 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함 없는 환경속에서 살았는지 깨닫고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부르심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한국속담처럼 18-25 세의 나이에 6 개월이나 1 년정도 타국에서 

생활해 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이나 

대학에 다니는 중간에 휴학을 하고 내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갭이어 

(Gap year)라고 부르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를 실천에 옮기고 값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우리 UBF 

지부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부르심을 영접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은 선교지에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갭이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지의 2 세들과 현지인들에게 영어나 악기를 

가르칠 수도 있고 베이비시팅이나 허드렛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룹성경공부와 예배에 참여하고 

수양회에서 소감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과 특송을 섬길 수도 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동과 교제를 통해 본인도 기쁨을 누리고 호스팅챕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양성역사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활동들이 주로 개인적인 친분과 소개를 기초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본부 차원에서 

갭이어 자원자와 호스팅챕터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없었고 기도지원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나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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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본부 

세계선교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UBF Gap Year Program’을 제안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 세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선교지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상 및 기간: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입니다. 대체로 18 세이상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해외체류 기간동안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UBF 

지부의 일원이어야 하며 지원시 인생소감과 지부장 또는 목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 개월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자기간, 개인사정등의 이유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계속 있어도 되고 두세군데 다른 장소에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 1 년동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유럽에서는 아주 

흔하고 미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중간에 잠시 휴학을 하고 갭이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청년의 경우 군제대후 복학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에 잠깐 

가는 여행이나 짧은 (수일-수주) 단기선교와는 다릅니다. 최소 3개월이상을 한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에 

적응하고 관계성을 맺으며 영육간에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절차: 아래의 서류들을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UBFgapyear@gmail.com) 

 

● 지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갭이어 시기/기간, 희망지역/언어권 (선택 이유와 계획) 포함. 

지원서 양식은 갭이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생소감 (왜 갭이어를 갖고자 하는지 내용포함) 

● 지부장 추천서 또는 목자 추천서 

 

갭이어 장학금:   

 

• 갭이어 지원자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갭이어 

기간중 필요한 총경비내역과 자신이 충당할 수 있는 액수를 명시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 양식은 갭이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발과정: 지원이 완료되면 갭이어 커미티의 검토를 거쳐 최종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갭이어 커미티는 지원자의 지부장 및 부모, 호스팅 지부의 리더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사전교육: 

 

● 분류: 지원자는 ‘탐험 (Exploration)’과 ‘사명 (Mission)’ 과정으로 분류됩니다. ‘탐험’ 과정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지원자를 위한 과정이고 

‘사명’ 과정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갭이어를 통해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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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를 체험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탐험’과정의 학생들은 ‘사명’과정에 

있는 학생들보다 더 세심한 관찰과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팅 센타 동역자들과 

파송센타, 부모, 및 본부가 모두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돌보듯이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 일대일 목자, 부모, 또는 파송센타 리더들은 지원자가 갭이어 기간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갖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성경공부 또는 Book Review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호스팅 지부의 리더들은 실질적인 문제들 (숙소, 음식, 비자, 안전, 언어, 건강, 일과 등)에 대한 

상담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호스팅 지부에 관한 소개와 현지에서의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갭이어 커미티는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 해야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교육 

및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갈등 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양측 (지원자와 호스팅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준비 및 경비마련: 

 

● 주요경비: 항공료 (왕복 비행기표), 숙식비, 어학코스 등록금, 여행자 보험료, 용돈 등 기타 경비 

등이 있으며 이상의 경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경비예측을 

위해서는 호스팅 지부 리더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자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사전에 분명히 

숙지하고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돈은 검소한 생활에 맞도록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우간다: 체류 최대 3개월, 항공료,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월 $300), 음식 및 기타경비 (월 

$200 이하) 

o 인도네시아: 체류 최대 4개월 (2 개월 후 연장 2 개월), 어학코스 등록금 (4개월 

프로그램 $1500), 아파트 (월 $400-500), 기타경비 (월 $200 이하) 

● 기금마련 계획: 호스팅 챕터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갭이어관련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송센타의 지원이나 기금 모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또 갭이어 장학금에 지원하여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문제: 선교사 가정 홈스테이, 센터 보유 숙소, 장막 공동생활, 센터 주변 원룸/아파트, 기숙사 

등 다양한 옵션이 있음 (선교사 가정 홈스테이나 장막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거문제에 대한 결정은 호스팅 지부의 리더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어학코스 등록 및 기타 교육과정: 현지에 체류하는 동안 시간을 더욱 효과적이고 자립적으로 

쓰기 위해 지원자들은 현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어학과정은 

체류신분 보장과 안정적 현지활동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 추천합니다 (미국/호주등에서의 

영어과정, 인도네시아 비파과정 등). 또한 가능하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비자 및 여권: 지역에 따라 여행비자의 조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각국 영사관의 정보를 참조하고 

호스팅 지부와 협조하여 비자를 받도록 합니다. 여권도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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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소지한 경우 유효기간을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및 여행자보험: 지역에 따라 입국시 풍토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우간다 – 황열병 예방주사).  

● 국제 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면 소지하도록 합니다.    

● 호스팅 지부 리더와의 면담: 위에 언급된 것 이외에도 호스팅 지부 리더와 소통하여 여행일정 

(공항픽업등), 건강정보 (현지에서 알고 있어야할 본인의 병력 및 기저질환 – 예: 알러지, 

복용하고 있는 약) 등을 나누고 또 현지의 생활과 주의점, 또 교회 공동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스팅 가능 국가/챕터 (미확정):  

 

● 아시아:  한국 (종로, 관악, 안암, 연희, 한양, 광주 등 다수) 

인도네시아 

몽고 

키르기즈스탄 

● 아프리카: 우간다  

● 라틴아메리카: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멕시코 (멕시코시티) 

브라질 (상파울루) 

● 유럽:  독일 

체코 

● 북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인디애나폴리스, 필라델피아, 쉬펜스버그) 

캐나다 (몬트리올)  

● 오세아니아: 호주 (멜버른, 캔버라, 시드니, 브리스베인) 

 

위 리스트는 호스팅 가능 국가/지부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 지부들에 관한 정보는 갭이어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호스팅 지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갭이어 커미티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의 호스팅 지부로 시작하여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체류 기간 중 활동: 

 

● 해외생활체험 

o 부모와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배웁니다. 체류기간동안 기본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 선교사, 목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쁜 현지 선교사, 리더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반면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 안되고 현지 선교사, 리더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방향에 순종해야 합니다. 

o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현지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체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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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지 어학과정이나 기타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이수합니다.  

o 기회가 되는대로 이곳저곳을 여행(본인 부담) 하여 견문을 넓힙니다. 

o 현지 젊은이들, 선교사 2 세들과 사귀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o 갭이어를 통해 현지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면 현지에서 대학, 대학원 진학 및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o 최근 한류의 전파와 세종학당의 확산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현지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국어 및 교육 관련 전공자들은 특히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관련 재능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붓글씨, 태권도, 자수, 요리 등). 

 

● 영적 성장 

o 호스팅 지부에 도착한 후 현지 리더와 상의하여 적절한 때에 인생소감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o 현지 목자, 선교사님과의 성경공부 및 소감쓰기는 필수입니다. 경우에 따라 일대일 대신 

그룹공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호스팅 센타 지부장과의 정기적인 면담은 꼭 

필요합니다.   

o 호스팅 지부 부근의 타지부도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시 인생소감을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o 현지의 기독교 역사 및 UBF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양화진, 손양원 

기념관, UBF 역사관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 목자님들을 

인터뷰하여 동영상 자료를 만든다면 텐트메이커즈 등의 프로젝트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o 일용할 양식 (사명과정) 또는 일기쓰기/Vlog (탐험과정)를 권장합니다. 

o 예배와 수양회에 꼭 참여하여야 합니다. 

o 본부 담당자 및 다른 갭이어 과정 학생들과의 정기모임에 꼭 참석하여야 합니다 (한달에 

한번).  

o 추천도서를 읽고 다른 갭이어 학생들과 토의할 것을 권합니다. 추천도서 목록은 갭이어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봉사 및 헌신  

o 지원자들의 특기를 미리 파악하여 가급적 이들이 필요한 선교지로 보내도록 합니다 (악기, 

노래, 연기, 컴퓨터, IT 등). 예배와 모임에서 특송, 특주 등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 

전도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버스킹). 악기연주에 특기가 있는 경우 파송될 때 

악기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o 현지 2 세 아이들 및 젊은이들에게 언어, 악기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재능 및 전공에 따라 

다양한 과목 튜터링도 가능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o IT/SNS를 잘하는 경우 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웹디자인, 

비디오편집, SNS운영등에 동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전도용 전단지 제작 및 각종 자료 

디자인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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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회 공동체와 현지 선교사, 목자님들을 돕기위해 베이비시팅, 심부름, 청소등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o 기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사역, 병원, 비즈니스 등의 일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갭이어 종료 후 활동 

 

● 갭이어 종료후 소감 발표를 해야하며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 홈센타 및 다른 센타, 여름수양회 등에서 소감을 발표하기를 권장합니다. 

● 필요시 비디오 인터뷰에 참여하여 갭이어 홍보자료 제작에 동참합니다.  

● 갭이어 지원자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자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 계속하여 성경공부와 경건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홈센타의 사역에 적극 동참합니다. 

● 소원이 있는 사람을 위해 제자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우리 모임은 지난 60년동안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를 전세계 구석구석에 파송하여 이제 국제적인 선교사 

네트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전세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현지를 잘 아시는 

전문가이며 또한 충성되게 복음역사를 섬기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계 그 어느 교회나 

단체도 우리와 같이 오래도록 사역한 현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자산을 하나님의 역사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리더들이 하고자만 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좋은 영적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제자양성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아온다면 주님께서 이를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현재의 팬데믹 상황속에서는 자유로운 여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간동안 갭이어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다시 여행이 자유로와졌을 때에 이를 시행한다면 차세대 제자양성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계 UBF 동역자님들의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UBFgapyear@gmail.com 

 

 
Gap Year Program Task Force 
Moses Noh (Philadelphia, USA) – Chair, Daniel Lee (Shippensburg, USA), William Kim 
(Indonesia), Rebeca Kim (Brazil), Hannah Lee (Australia), Luke Lim (Uganda), Caleb Lee 
(Denmark), Paul Oh (Belarus), Elijah Moon (Jongr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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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 - 
 

UBF Gap Year Program 
 
Introduction 
 
Sometimes it is necessary to travel far away from home to meet God personal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among the 2nd gens in UBF community who have received much grace and 
changed through short-term mission trips. When we leave the familiar environment and go to a 
foreign country interacting with strangers and cultures in unfamiliar places, we get to think of 
who I am. As we see the lives and ministry of missionaries who came to other countries with 
faith, we learn a lot about the kingdom and calling of God. A young man went to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UST) to teach English after graduating college and there 
he met the Lord Jesus personally and decided to live a mission-centered life. He has become a 
good shepherd for many 2nd gens in our community. A female student of Europe spent six 
months in South America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and participated in God’s ministry there.  
She grew mature spiritually and became a good coworker to her parents after she returned 
home.  One college student went to Uganda for medical mission and realized how privileged he 
was living in an advanced country and became grateful. In addition, he received God’s calling to 
become a medical doctor missionary and began to study hard. 
 

Like the Korean proverb, “Hardship is a great teacher especially when we are young. You would 
even pay for it,” living in another country for 6 months or a year at the age of 18-25 will be an 
invaluable experience. They can take a year off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before entering 
college or in the middle of college to reset the direction of our life. This is called the Gap Year, 
and many young people actually benefit 
from the experience. Moreover, if it is done 
under the protection of our UBF chapter so 
that they can experience the work of God, it 
will be a precious time that they cannot 
experience anywhere else. Above all, it can 
be a turning point in their life to meet God 
personally and accept his calling. 
  

In addition, this Gap Year program can benefit the hosting chapters as wel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can actively find things to do and help with many things. For 
example, they can teach English (or other languages) or musical instruments to the children of 
the hosting chapter.  They can also help with babysitting and other chores. They will participate 
in group Bible studies and worship services. They can present their life testimonies at the 
conferences. They can also serve praise and worship or special songs, or donate their talents in 
many other way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inistry and socializing, they can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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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selves and bring positive effects to the hosting chapter. It can bring synergy to the 
discipleship ministry of the hosting chapter. 
 
Until now, these opportunities have been arranged mainly based on personal acquaintances 
and networks.  There was no system to connect Gap Year volunteers and the hosting chapter at 
the HQ level, and there was no support or education. Because of this,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have had this experience.  Now, the World Mission Department proposes a more 
systematic and broader “UBF Gap Year Program”. We pray that this program may help many 
young people, including the 2nd generations, encounter God personally and revitalize our 
mission fields. 
 
Target and Duration: 

 
The applicants should be high school graduates or older (> 18 years, single). During their stay 
abroad, they must be 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Applicants must be a UBF member and need to submit life testimony and recommendation 
letter from a chapter director or a shepherd.  
 
The Gap Year period will be at least 3 months and up to 12 months (there can be exceptions 
according to VISA and personal issues). They can stay in one place or stay in multiple places 
during the time.  They can take the gap year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before starting college 
(this is very common in Europe and not uncommon in US), or while attending college.  Note 
that this program is different from short-term mission trips in summer (a few days or weeks).  
The program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participan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hosted by a local UBF chapter for at least 3 months and grow spiritually, experiencing the local 
culture and encountering God personally.    
 

Application Procedur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to UBFgapyear@gmail.com. 
 
● Application Form: Personal information, gap year period/duration, desired 

region/chapter/language (reason for selection and plan), etc. This form can be 
downloaded from the gap year website.  

● Life testimony (including content on why you want to have a gap year) 
● Recommendation from a chapter director or a shepherd 

 

Gap Year Scholarship:   
 
● Participants can apply for Gap Year Scholarship. They must submit a form that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total cost and the amount they can cover. This form can be 
downloaded from the gap year website.  

● Selection Process: The GYP Committee will review applications and select awardees. 
They may communicate with the chapter director and/or parents of the applicant, as 
well as the hosting chapter leader during the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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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seling and Training 
 

● Classification: Applicants will be classified into 'Exploration' and 'Mission' groups. The 
'Exploration' group is for applicants who have not yet met Jesus personally but wishes to 
meet Jesus, and the 'Mission' group is for applicants who have personally received Jesus 
and want to experience short-term missions through Gap Year. Those who belong to 
‘Exploration’ group would need more careful observation and protection but if everyone 
involved (hosting chapter leaders, sending chapter, parents, and HQ) helps them with a 
shepherd heart God will work in their hearts.  

● 1:1 shepherds, parents, and sending-chapter leader need to help the applicant to have 
clear goals and purpose for his/her gap year. 

● Hosting-chapter leaders need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ractical issues such as 
lodging, foods, visa, security, language, health, daily routine/schedule, etc. They also 
need to introduce the local UBF community and its ministry to the applicants, discussing 
with them about possible activities for the GYP volunteer. 

● The GYP Committee also needs to provide general education about the program and the 
guidelines on do’s and don’ts as well as conflict resolu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GYP 
volunteer and the hosting-chapter leader be included in setting guidelines). 

 
Preparations and Funding 

 
● Main Costs: Airfare, accommodation and board expenses, language course tuition, 

traveler’s insurance, allowance, and other expenses. This can vary according to the 
destination. It is essential to communicate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to estimate 
the costs more accurately. Traveler’s insurance is recommended, and the applicant must 
state and sign that he/she is responsible for any accident. Allowance needs to be limited 
for a frugal lifestyle. See the examples below. 

o Uganda: Max. stay 3 months, Airfare, guest house fee ($300/mo), food and other costs 
(<$200/mo) 

o Indonesia: Max. stay 4 months (Initial 2 months and then extension), language course 
registration fee ($1500/4 mos), APT ($400-500), other costs (<$200)  

● Plans for fund raising (In order not to burden the hosting chapter, all costs should be 
paid by participants. Support from the sending chapter and fund-raising plans can be 
included. They can also apply for GYP Scholarship. 

● Arranging the place of residence: Homestay at a missionary’s house, Bible center-owned 
accommodation, common life, studio, apartment, etc (Even if you stay in a missionary’s 
house or common life place, you should still pay an appropriate fee). Decision should be 
made after consulting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 Application to local language courses and other local programs: Meetings and activities 
at the local chapter may be only two to three times a week. In order to spend time more 
effectively and independently, the participants are recommended to be enroll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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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educational programs or find part-time jobs during their stay. Especially, 
language course is highly recommended.  

● Visa and Passport: Conditions and term may vary according to destination. Applicants 
must refer to the information provided by respective embassy and discuss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Notice that it may take a while to receive a passport. Always 
check the expiration date. 

● Vaccination and Traveler’s Insurance: Check vaccination requirements (e.g. Uganda – 
Yellow Fever). Traveler’s insurance is recommended. 

●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f available) 
● Discussion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Airport pickup, medical information 

(allergy, medicines, etc), information about local culture and church community. 
 
Potential Hosting Country/Chapter (Unconfirmed) 

 
● Asia:  Korea (Jongro, Gwanak, Anam, Yeonhui, Hanyang, Gwangju, etc.) 

Indonesia 
Mongolia 
Kyrgyzstan 

● Africa:   Uganda 
● Latin America:  Bolivia 

 Mexico 
 Brazil 

● Europe:  Germany 
  Czech Republic 

● North America: USA (Los Angeles, Chicago, Washington, Indianapolis, Philadelphia),  
  Canada (Toronto) 

● Oceania:  Australia (Melbourne, Canberra, Sydney, Brisbane)  
 
This is a tentative list and has not been confirmed.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gap year website. In order to be a hosting chapter, a hosting chapter information form must 
be submitted followed by the GYP Committee’s approval. We plan to start with a small 
number and then recruit more hosting chapters.  

 
Activities  

 
● Overseas life experience 

o Learning to live independently in a foreign country apart from parents. Participants 
need to take care of themselves and avoid overly depending on the hosting chapter 
leaders. On the other hand, they must consult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and 
obey their directions during their stay.  

o Learn local languages and experience culture through interacting with locals 
o Register and complete local language training courses or other educational courses 
o Short trips whenever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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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etworking with the 2nd gens and young people. 
o There are opportunities to purse undergrad and grad education if participants learn 

the language during their gap year. 
o Recent widespread Korean language institute and K-culture brings many 

opportunities to those who can teac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 Spiritual growth 
o Present life testimony at the local chapter 
o Bible study and testimony writing with a local shepherd or a missionary. They can 

also participate in a group Bible study. It is also recommended to meet with the 
hosting chapter leader regularly. 

o Visit nearby UBF chapters. Present life testimony if possible. 
o Study local Christian history and UBF history. Interview local shepherds and 

missionaries and prepare video clips. This can be used for Tentmakers program. 
o Daily bread or diary/Vlog is recommended. 
o Participation in worship services and conferences  
o Team meeting with HQ staff and other Gap Year students (once a month) 
o Reading recommended books (A list of recommended books can be found on the 

gap year website). 
 

● Service and dedication 
o Matchmaking applicant’s talents and hosting chapter’s needs (musical instruments, 

acting, computer, IT, etc).  
o Teaching language and musical instruments to local 2nd gens.  
o Help with online ministry using IT/SNS. 
o Help with babysitting, errands, chores, etc 
o Help with other church, ministry, business and family-related tasks and chores 

 
Post-Gap Year Program  
 

● Present Gap Year testimony. They will receive a certificate. 
● Participate in Gap Year promotion activities 
● Gap Year Applicant mentoring 
● Continue in spiritual growth and participate in the home chapter ministry. 
● Discipleship training (8 weeks course, optional)  

 
Concluding Remark 
 
UBF has sent out lay missionaries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over the past 60 years, and now 
has an international missionary network. Our missionaries who have been faithfully serving the 
gospel ministry in their mission fields are experts of the countries and they know the locals 
better than anyone else. No church or organization in the world has a network of committed 
local experts who have worked for a long time like our missionaries. Now is the time to us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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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derful asset more actively in God's work. If our leaders all over the world are willing to do, 
we can create a good spiritual gap year program that no one else can offer. I believe that the 
Lord will accomplish amazing things if we bring our five loaves and two fish for this program. Of 
course, we cannot travel freely during the current pandemic.  However, if we prepare the gap 
year program now and implement it when we can freely travel again, i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scipleship of the next generation and our children’s spiritual growth. We 
appreciate your support and participation. Thank you.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program, send an email to UBFgapyear@gmail.com 
 

 
Gap Year Program Task Force 
Moses Noh (Philadelphia, USA) – Chair, Daniel Lee (Shippensburg, USA), William Kim 
(Indonesia), Rebeca Kim (Brazil), Hannah Lee (Australia), Luke Lim (Uganda), Caleb Lee 
(Denmark), Paul Oh (Belarus), Elijah Moon (Jongro,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