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바 월드 한국어 안내서 



 

PAVA World 

PAVA World(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iation)는 남가주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봉

사 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역활을 하기 위하여 2001년 비영리 봉사 단체로 출범하였습니다. 

PAVA World의 다양한 봉사들은 1. 환경 보호 인식 고취 및 자연 보호 활동,  

2.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움, 3.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의 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

육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00여명의 한인 교포 학생들과 타인종 학생들이 모여 매주 커뮤니

티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파바월드의 다양한 봉사 활동 



  

파바월드가 제공하는 봉사 활동들 

1. 환경 보호 인식 고취 및 자연 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 Bird Sanctuary; 그리피스 파크 내에 버

드 생츄어리 지역 청소, 보호 및 관리 활동, Amigos de los Rios; 아미고스 데 로스 리오스 단체

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및 관리 활동, Coastal Clean Ups, Community Clean 

Ups; 바닷가를 비롯하여 여러 커뮤니티를 위한 청소 활동 

2.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Midnight Mission; 다운타운 엘레이 지역

의 홈리스들을 위한 식사 준비 및 음식 나눔 활동, Thanksgiving  Meal Service; 코리아 타운 지

역에 한인 노인들을 위한 추수 감사절 맞이 식사 대접 활동, Back to School Health & Family 

Festival; 마더스 인 액션과 협력하여 신학기 맞이 무료 학용품 제공 행사에 참여 활동 

3.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지도자 육성 교육 프로그램: Leadership Seminars, College 

Seminars, Internship opportunities 

 

 회원(학생, 학부모) 가입은 파바 웹싸이트: www.pavaworld.org 로 가셔서 화면 오른쪽 상단 

Join 부분에 Membership을 누르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 The PAVA WORLD is a 501(c)(3) organization with our Tax ID 95-4858724.  

Tel. 213-252-8290, 8246   Fax. 213-232-4604  Address. 3470 Wilshire Blvd. #525. Los Angeles, CA 90010 
www.PAVAWORLD.org 



* 검은 색이나 파란색 펜을 사용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회원 가입 희망자의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 사항에 V 표시):  새회원 (          ),  재가입 (          ),  주소 변경 (          ),  개인 정보 변경 (          )

(중간 약자)

파바 월드의 모든 약관에 동의 하며, 파바 월드의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Covenant not to compete or affiliate:
 I hereby further acknowledge and agree not to create a same or similar non-profit 501(c)3 organization as PAVA World.
 If the final judgment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declares that the above Covenant Not To Compete or Affiliate is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parties agree that the court making the determination of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shall have the power to reduce the scope, duration, or
area of the term or provision, to delete specific words or phrases, or to replace any invalid or unenforceable term or provision with a term or provision
 that is valid and enforceable and that comes closest to expressing the intention of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term or provision, and this Agreement will
 be enforceable as so modifi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ime within which the judgment may be appealed.

이 회원 가입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해 주십시오 :
파바 월드주소 : 3470 Wilshire Blvd. Suite #525, Los Angeles, CA 90010, Phone : (213)252-8290
이메일 주소 : pava@pavaworld.org

학부모 표기란 학생 이름 파바 가입 년도

서명 : 날짜 : 

회비 :  $50 학생 연회비  현금

$100 학부모 연회비  개인 수표 (은행명 :                                    수표 번호:                               )

$500 학부모 평생 회원비

그 외에 금액($                      )

 머니 오더

전화 번호

집 핸드폰 직장

주소

(거리명) (시) (우편 번호)

학생 표기란 학교명 학년

생년 월일 이메일 

(월/일 /년도 ) 이메일 없을 시, N/A로 표시

파바 월드 회원 가입 신청서

회원 종류 (해당 사항에 V 표시): 학생 회원(          ),  학부모 회원(          ),  평생 회원(          )

이름 성별
남        여

(이름) (성) (해당 사항에  동그라미)

  Receipt #

추천인

지부 #

관계자 전용란

  Done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