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제자 교단 총회 산하 기구로 건강과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이하
NBA 로 칭함)은 제자 교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 교회와 파트너로 협력하여 자애와 돌봄의 공동체를 창출
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NBA 의 Mission & Ministry Grants 프로그램은 purpose-restricted funds 를
사용하여 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와 소외된 청소년과 청년을 교육 시키는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되는
기금입니다. 위의 두 공동체는 NBA 가 설립된 1887 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고, 계속해서
후원하며 함께 동반할 것입니다.

그랜트 자격
NBA Mission & Ministry Grants 는 아래에 소개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위한 ‘Purpose-restricted funds’ 입니다.
•

“위기에 처해 있는 10 세부터 25 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기금

•

50 세 또는 그 이상 나이든 노년들을 돕는 “노인 목회”

기금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기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기금 신청서에 노년 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NBA Mission & Ministry Grants 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해 있는 제자 교단 소속 교회 및 교단과 연관된
프로그램 및 사역 단체들에게 수여됩니다. 미국내 프로젝트는 교회 그리고/또는 사역을 하고 있는 주 정부를
통해 501(c)(3) 면세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내의 프로젝트는 CRA 에 자선
단체(charities)로 등록되어 있어야 만 합니다.
신청 자격, 제한점, 규제에 관한 별도의 자세한 내용은 이 문건 아래 마지막에 기록된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와 자주 묻는 질문들(Frequently Asked Questions) 을 참고하면 됩니다.

기금
신청자들은 필요한 기금 액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신청자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승인된 신청서의 기금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프로젝트의
효과를 포함하여 아래 도표에 제시된 요소들을 토대로 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기금 범주
Catalyst
Innovation
Impact

기금
액수
$1,000$5,000
$6,000$15,000
$20,000+

설명
새로운 사역 또는 기존 사역에 새 서비스 또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착수 기금
기존 사역을 효율성과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단계로 확장시키기 위한 기금
지속적으로 잘 확립된 사역으로 서비스 영역에서 중대한 도약을 하기 위해. 신청자는 잘 짜여진 사업
계획서와 프로젝트의 실행성, 지속 가능성과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 NBA 와 긴밀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 주어야 한다.

중요한 날짜
신청서 접수는 2020 년 6 월 15 일부터 시작하여 2020 년 9 월 1 일 밤 11 시 59 분에 마감합니다. 중부 시간
이 기간 동안 당신이 속해 있는 기관은 신청서 한 부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비 된 신청서는 기각 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2020 년 11 월 30 일까지 기금 결정 여부를 통보 받게 될 것입니다. 기금은 2020 년 12 월에
배분될 것입니다. 기금 수혜자들은 홍보를 위해 NBA 와 함께 한 그들의 사역 스토리를 포함한 임팩트
리포트를 2021 년 초까지 완성해야 합니다.

신청 요령
모든 신청서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접수해야만 합니다 - 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만 접수 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영어로 접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grants@nbacares.org 에 연락하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교회, 사역/프로젝트 , 책임자 연락 사항

•

사역의 미션과 목적이 어떻게 purpose restrictions (50 세 이상 또는 10 세부터 25 세 사이의 소외된
청소년)과 부합되는 지를 요약할 것

•

원하는 기금 청구 액수 1,000 불부터 20,000 불 이상

•

금융/은행 보고서를 포함한 사역/프로젝트에 관한 상세한 재정 보고서

•
•
•

모체 기관(parent organization)/교회 그리고 기금을 신청하는 특별 프로젝트의 예산 계획서
Current Form W-9
로고 파일

신청서에는 ‘save’기능이 있어;일찍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여 마감 시간 전에 작성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문서 하단에 있는 추가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읽어 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일 이 내용 외에 추가 질문이 있다면 NBA Grant 담당자께 이메일 grants@nbacares.org 로 연락
주세요.

추가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
자격 항목
Mission & Ministry Grants 는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해 있는 제자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역 기관들에게 수여 됩니다.
•

미국내 프로젝트는 교회 그리고/또는 사역을 하고 있는 주 정부를 통해 501(c)(3) 면세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캐나다 내의 프로젝트는 CRA 에 자선 단체(charities)로 등록되어 있으야 합니다.

•

제자 교단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신청서는 기각 됩니다.

•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타 지역 신청서는 기각 됩니다.

추가로 NBA 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 되는 기금들 가운데 유일하게 COVID-19 NBA Response Grant 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기금을 현재 받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사역 기관들은 이 기금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 과정과 타임라인:
Mission & Ministry Grants 신청 기간은 2020 년 6 월 15 일부터 시작하여 2020 년 9 월 1 일 중부 시간으로 밤
11 시 59 분까지 입니다.
•

신청하기 전에:
o

샘플 어플리케이션(sample application)을 검토해 보세요.

o

과거에 기금이 수여된 프로젝트와 사역의 샘플들을 검토해 보세요.

o

과거 수혜자들을 www.nbacares.org/grantees 웹사이트에서 살펴 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어떻게 시작하는 지 보세요: 영어, 스페인어

•

6 월-8 월: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9 월 1 일: 신청서 마감일이니 완성된 신청서를 접수 하세요. 미비 된 신청서는 기각 됩니다.

•

9 월-11 월: NBA 스텝들과 이사들로 구성된 기금 위원회가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기금을
결정 합니다. 신청서는 다음의 3 단계에 걸쳐 검토하게 됩니다:
1.

NBA 보조금 담당자가 신청 자격을 검토 합니다.

2.

기금 위원회에서 수상을 결정 합니다. 위원회는 두 명의 NBA 직원을 포함하여 그랜트
담당자와 두 명의 NBA 이사들로 구성 됩니다.

3.

11 월에 열리는 NBA 이사 회의 에서 이사들이 최종적으로 기금을 승인 합니다.

•

11 월 말: 모든 신청자들에게 기금 수여 결정 여부를 이메일과 편지로 통보 합니다.

•

12 월: 그랜트 기금은 선택된 신청인들에게 문서와 함께 보낼 것 입니다. 모든 수표는 12 월 31 일까지
지급 될 것 입니다.

•

1 월-2 월: 모든 그랜트 수혜자들은 그랜트가 프로젝트/사역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임팩트 리포트 개요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모든 수혜자들은 프로젝트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소통 작품( 스토리를 글로 표현하거나, 사진 gallery of image 또는 비디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NBA 는 “교육적인 목적”을 어떻게 정의 합니까?
NBA 는 “교육적인 목적”을 어떤 형식적 또는 비 형식적인 학습의 기회를 통해 교육적 목적이
하나의 의도적인 목표나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 합니다. 이전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기금의 예로: 과외 프로그램; 지도력 개발 워크샵; 집중 학습과 토의 그룹; 지도
교사 (mentorship)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에는 교육의 전제 조건이
포함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 학습 자료 또는 hunger management initiative 는 교육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위에 설명한 계획된 학습 요소와 명백히 연결되는 경우에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질문: NBA 그랜트가 지원하지 않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개인

•

기부 또는 기증 (endowments)

•

건물 개선 (예를 들어 건축, 건물 재 보수, 빌딩 확장)

•

구매 요청(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 없이 프로그램 효과나 확장을 위해 장비 또는 자재 구매를
요청하는 것)

•

국가 의례, 추모식, 회의, 기금 모금을 위한 저녁 식사, 기념품, 상금, 또는 유사 이벤트

•

선출된 임원

•

미국과 캐나다 영역을 벗어난 프로젝트

위에 열거한 사항이 전부는 아니고, NBA 는 접수된 각 계획안과 보조금 신청서가 NBA 사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purpose- restricted funds 가 무엇입니까? 왜 이 보조 기금은 어떤 특정한 사역에만 해당 되나요?
purpose- restricted funds 는 NBA 에 기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부금을 특별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요청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법에 의하면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을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비영리 단체는 기부자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자들의 요청 때문에 NBA 는 50 세 이상의 노년들과 10 세부터 25 세 사이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돕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만 Mission & Ministry 보조금을 사용해야 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이전에 그랜트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는데 올 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기관은 이전의 신청 결과에 상관없이 그랜트를 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 그리고/또는 귀하의 기관/사역의 신청 자격 유무를 확실히 하기 위해 NBA Mission &
Ministry grant 프로그램의 모든 해당 자료와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보세요.
질문: 제 기관은 작년에 NBA Mission & Ministry grant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귀 기관은 연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작년 그랜트
사이클 기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모든 리포트, 평가서/문서들을 작성해서 보냈는지 먼저 확인
하세요. NBA 그랜트 위원회는 요청한 그랜트를 승인하거나 또는 승인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기금이 연속해서 지불된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그랜트를 받은 기관에는 어떤 것들을 요구합니까?

Mission & Ministry grant 받은 기관은 임팩트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NBA 는 귀하에게 임팩트
리포트 양식을 제공할 것 입니다. 그랜트를 수여할 때, 각 수혜자들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하는
것에 동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수혜자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관한 소통 작품을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스토리들은
NBA 웹사이트와 소셜 채널에 기재되며, 효과적인 보건 건강과 소셜 서비스 미니스트리에 관해
모든 교회가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소통 작품들은 귀 기관의 성공을 증대
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역의 영향력을 넓혀 줄 것입니다.
문: 샘플 예산 계획서와 신청서 및 그랜트 신청에 도움이 되는 추가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o

샘플 신청서를 검토하세요.

o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관한 유튜브 영상: 영어, 스페인어

질문: Mission & Ministry Grants 프로그램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NBA Grant 담당자에게 이메일 grants@nbacares.org 을 보내세요. 답변은 3-5 일 동안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