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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YFU USA Community College Program! We’re very excited to welcome you into the United 
States and for you to meet your host family. We encourage you to read the handbook you will receive upon 
arrival here in the US however, there are several very important things we want to make you aware of prior 
to your arrival:
YFU USA 커뮤니티 컬리지 프로그램 참여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YFU 호스트 가족과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미국 도착시 받게 되는 핸드북을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라며 도착 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1. Some activities are considered too dangerous for students and therefore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not permitted. If a student participants in any of the following activities, we will consider 
student for either probation or dismissal from the program. Community college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drive or ride as the operator in any of the following: All-Terrain Vehicle (ATV), 
go-cart, Jet Ski, motorcycle, trail bike (motocross), moped, snowmobile, or wave runner. YFU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participate in: bungee jumping, hang gliding, parachute jumping, 
parasailing, piloting a private plane, or mountaineering. 
몇몇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위험할수도 있으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금지합니다. 학생이 이 중 어느 
한가지 활동에  참여한다면 YFU USA 는 그 학생에 대해 본 프로그램에서 근신 또는 퇴출 조치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은 전지형차 (ATV), 고카트 (go-cart), 제트스키 (Jet Ski), 
모토사이클 (motocycle), 모토크로스(motocross), 모페드 (moped), 스노모바일 (snowmobile), 
웨이브러너 (wave runner)와 같은 전동 기계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은 
번지점프, 행글라이딩, 낙화산점프, 페러세일링, 비행 조종, 등산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YFU academic standards requires students to maintain a minimum grade point average (GPA) 
of 2.0 and attend all classes on a regular basis. A student who chronically fails to complete 
assignments, or disrupts class, will be subject to YFU probation or dismissal from program. 
YFU 학업 표준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최소 2.0 이상의 GPA 를 유지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본 프로그램에서 근신 
또는 퇴출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Community college students can only stay with their host family during the school year and up to 
7 days after their last final. Those who stay over the summer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finances 
and finding housing for the duration of the summer. Students may not stay with their host families 
over the summer. YFU nor your community college will provide assistance.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은 학기 중 그리고 기말 고사 후 7 일까지는 호스트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야 
합니다. 여름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경비 마련과 여름 기간동안 지낼 숙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여름 방학 동안 호스트 가족과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YFU 와 커뮤니티 
컬리지 측에서는 여름 방학동안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4. Students should budget enough money to cover the cost of telephone calls, personal spending 
money, transportation to and from classes and activities, clothes, meals outside the host families 
home, leisure activities (movies, travel, sports, etc.) and any damages to either the student’s or 
host family’s property. YFU will hold students responsible for any and all bills unpaid. 
학생들은 프로그램 중 발생하는 비용에 충분하도록 예산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발생 가능한 비용들의 
예: 휴대폰 비용, 개인 용돈, 교통비, 옷, 외식, 영화, 여행, 스포츠 등의 여가 활동 그리고 학생 또는 
호스트 가정의 자산에 대한 손상에 대한 비용) 지불되지 않은 어떤 비용에 대하여 학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5. Students are reminded that they made a commitment to living with a host family. If a student 
is absent from the host family’s home on a regular basis or behaves in a way which minimized 
the host family’s participation in the exchange experience, YFU will either place the student on 
probation or the student will be dismissed from the program. 
학생들은 자신이 호스트 가정과 함께 생활하기로 서약했음을 항상 인지하도록 합니다. 학생이 
지속적으로 호스트 가정의 집을 비우거나 호스트 가족들의 교환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면, 학생은 근신 또는 프로그램에서의 퇴출 처분을 받게 됩니다.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into the YFU community and we are here to support you 
every step of the way!
YFU는 여러분을 YFU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맞이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항상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