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미션과 사역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NBA 지원서 공표
2018 년 7 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의 국내 자선 협의회(NBA)에서는 현재, NBA 의 미션과 사역 지원을
받는데 관심있는 제자회 교회와 보건 사회 복지 사역들의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NBA 미션과 사역 지원금
제자회의 보건 사회 복지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NBA 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노인들과
위험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제자회의 프로젝트와 사역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NBA 의 미션과 사역 지원금은 10 세부터 25 세 사이에 있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목적과 50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을 위한 사역을 위한 것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130 여년 전 NBA 가 설립된 이래로, 이들을 위한 사역들은 NBA 사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2017 년 NBA 가 사역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 뒤 21 개의 사역들에게 총 15 만 250 달러
($150,250)가 지원 되었습니다. 수혜자들은 미국 제자회에서 12 개의 지방회와 4 개 지역에
위치합니다. 선정된 프로젝트 중 14 개가 위험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5 개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2 개는 세대 간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NBA 지원금은 우리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라고
RISE (Respect, Include, Support, Embrace-존경, 포함, 지지, 수용을 의미함) 프로젝트와
SHINE(Supporting Hearts in New Experiences-새로운 경험을 지지하는 마음들) 프로젝트를
통해 2017 년 NBA 사역 지원금 수혜자 인 미드랜드 크리스천교회의 톰 존스 담임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으며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하이츠 크리스천교회는 A Bet Away (더 나은 방법)이라는 프로젝트로 2017 년 수혜자인데,
이 교회 부목사인 미셀 몰랜드는 “오하이오 주 북동쪽에 생긴 도박 조직체들의 폭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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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에 대해” 언급하며, “저는,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카지노가 노인들을 상대로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를 알리는데 소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Figure 1. 15 번가 크리스천 교회의 ‘Rise Up Project-

Figure 2. 윌킨즈버그 크리스천교회는 “삶의 기술과 예술 참여를

일으켜 세우는 프로젝트’는 일리노이 주, 록

중점으로 하는 윌킨즈버그 청소년 협력”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일렌드의 청소년들에 관련된 청소년 법원의 특정

가지고 삶의 기술과 예술적 참여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연중

요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BA 지원금 범주(카테고리)들과 액수들
2018 년 7 월 부터 NBA 는 제자회 단체들의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카테고리와 지원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USD 는 미국 금액, CAD 는 캐나다 금액을
의미합니다)
•

Catalyst Grants USD $1,000 - $5,000 (CAD $1,330 - $6,655): 이것은 촉매 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실행하거나, 기존 프로젝트를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원금 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단체들은 새로운 시도들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

Innovation Grants: USD $6,000 - $15,000 (CAD $7,985 - $19,955): 이것은 혁신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것은 이미 확립된 프로젝트를 새로운 효과 및 영향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위한 지원금 입니다. 이것을 신청하는 단체들은 새로운 효과
및 영향력을 상승시키는데 이 지원금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Impact Grants: USD $20,000+ (CAD $26,610+): 이것은 영향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으로, 프로젝트의 중요한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단체가 새로운 단계의 안정성과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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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원금의 수혜자들은 프로젝트의 이행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자회 다른 교회들이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NBA 의 스텝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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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그랜트 위원회 및 평가
그랜트 위원회는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간 지원금 주기에 맞추어 자금 결정을 내릴 것
입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ndy Kim Hengst, 신디 김 헨그스트, NBA 이사

•

Rev. Darren Phelps, 데런 펠프스 목사, NBA 이사

•

Rev. Rebecca Hale, 레베카 헤일 목사, NBA 부사장

•

Rev. April Lewton, 에이프릴 뉴톤, NBA 개발 및 마케팅 부사장
Nadine Compton, 나딘 콤프턴, NBA 미션 및 사역 지원금 행정 지원

•

지원 프로세스
우리의 미션과 사역 지원금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 교회들과 그
교회들과 연관된 보건 및 사회 복지 사역들에게 제공됩니다. 미국의 프로젝트는 세금 면제
자격이 있는 501(c)(3) 를 가진 교회 및/또는 사역 운영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프로젝트는 CRA 를 통해 등록된 자선 단체여야 합니다.
수혜자들은 사역 효과 보고서(impact report) 를 작성하고 프로젝트 및 해당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야 합니다. NBA 는 전 교회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보건 및 사회 복지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이 하는 사역의 성공과 영향을
증폭시키기 위해 수혜자들과 항상 협력할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완벽한 신청서는 2018 년 9 월 14 일 오후 11 시
59 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들은 11 월 15 일까지 결과를 통보 받게 되며, 기금은
2019 년 사역을 위해 12 월 초에 수혜자들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온라인 지원서, 그리고 NBA 의 미션과 사역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nbacares.org/grants 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grants@nbacares.org 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보건과 사회복지 총괄 부서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자선
협의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는 지역교회들, 지방회들, 총회 사역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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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회와 연관되어 다양하게 보건과 사회 복지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긍휼과 관심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1887 년 현실에 직면한 생활의 요구를 절감한 6 명의
여성에 의해 설립된 NBA 는 130 년 동안 “이들 중 가장 적은 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 알기 원한다면 웹사이트 www.nbacares.org 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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