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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NBA Response 기금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BA 

이사회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 교회와 

이와 연관된 사역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겪는 

팬데믹으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한편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 겪는 이 들을 돕기 위해 신설된 프로젝트를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이하 NBA) 의 유산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육의 건강과  사회 봉사, 공동체의 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는데 그 뿌리를 두어 왔습니다. NBA 의 사명은 서로 협력하여 

자애와 돌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인류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입니다. 급변하게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NBA 는 돌봄을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이제 그 소명에 응답 

하려고 합니다. NBA 는 COVID-19 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제자 

교회와 기관 가운데 건강과 소셜 서비스 사역을 제공하고 있는 해당 

기관과 교회에 한 번에 1,000 불에서 15,000 불까지 지원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총 기금 한도는 30,000 불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응모 자격과 목적  

미국과 캐나다에서 건강과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NBA 에 

속해 있는 Incubate Partners, Connect Partners, 아울러 과거 Mission & 

Ministry Grant 수혜자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COVID-19 관련하여 

https://www.nbacares.org/incubate
https://www.nbacares.org/connect-ministries
https://www.nbacares.org/grants
https://www.nbacares.org/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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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적 필요를 보여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 재해 기간 동안 꼭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예를 들면 음식, 교육 , 헬스 케어 담당자,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일, 주요 책임자와 반드시 필요한 고용인 

• COVID-19 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된 이슈들을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건강/사회 봉사 프로젝트 (또는 현재 사역을 대체하는 

프로젝트)  

• 펜데믹 시기 동안 계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혜택과 

급료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 COVID-19 로 인해 예정된 기금을 받는데 지장이 생겨 건강과 사회 

봉사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요청되는 경비 

 

중요한 날짜 

NBA 는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세차례에 걸쳐 기금을 지급합니다. 2 주에 

한 번씩 NBA 스탭과 이사로 구성된 NBA Grant Team 이 모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모든 신청자들에게 48 시간 이내에 통보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통보한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기금을 배부할 

예정인데- 4 월 말 이전에 첫 번째 수혜자들에게 기금을 배부할 예정 

입니다. 

 

사이클 신청서 접수 시작 

1 차  04/06/20  

2 차  07/01/20  

3 차  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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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신청 창구는 만약에 각 사이클에 책정된 기금이 이미 할당될 

경우는 폐쇄되므로 가능한 한 각 사이클 마다 마감 날짜 전에 신속히 

신청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 합니다! 

 

신청 방법 

COVID-19 NBA Response Grant 는 인터넷 창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ere to apply 여기를 눌러 주세요) 신청서는 단지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을 것이고, 모든 내용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이로 

작성한 신청서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주요 책임자 연결 정보 

• 사역 기관의 사명과 목적 요약서 

• COVID-19 과 관련된 재정적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재정/은행 보고서, 예산안 등을 포함할 것 

• 천불에서 만 오천불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신청 액수를 명시할 것 

• 최근 W-9 서류 

• 로고 파일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COVID-19 NBA Response Grants FAQ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만일 내용을 다 읽은 후에도 질문이 있다면 NBA 

Grant Coordinator/담당자 앞으로 grants@nbacares.org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만일 당신이 기금 신청을 고려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협력 

기관인 NAPAD 총회장에게 연락해도 좋습니다.  

 

 

http://app.smarterselect.com/programs/65730-National-Benevolent-Association
mailto:grants@nbacares.org


 

페이지 4 중 9 

감사의 말씀!  

NBA 의 사명은 제자회의 건강/사회 봉사 사역을 돕는데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돌봄과 열정적인 관심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이 시기에 기금을 승인해 

준 NBA 이사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건강/사회 봉사 사역을 탄생시키고, 지도자를 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기부자들의 관대함이 있어 가능함을 상기 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관대한 기부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대함을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요건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해 있는 제자 교회와 제자 교회와 연관되어 헬스와 

소셜 서비스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 교회 기관이 접수한 신청서만 

수락합니다. 신청 기관은 반드시 코로나바이러스 헬스 팬데믹 (COVID-19) 

결과로 인해 주요 헬스와 소셜 서비스 사역이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긴급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사역 활동은 반드시 아래에 있는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 NBA 의 미션과 비젼에 일치하고, 이를 깊이 반영해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nonprofit)나 자선 단체(charity)로 등록되어 있고: 

o 신청 기관은 501(c)(3) 면세 혜택을 받음 (관련된 교회를 통해서 

이 혜택을 갖추고 있어도 됨) 

https://www.nbacares.org/board-of-trustees
https://www.nbacares.org/d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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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캐나다 프로젝트는 반드시 CRA 를 통해 자선 단체(charities)로 

등록되어야 함 

 

신청 절차와 타임라인: 

COVID-19 NBA Response Grant 신청 절차는 4 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고, 

신청서류는 2020 년 12 월 까지 2 주마다 심사하며, 3 차례 (cycle)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클에 정해진 유용 기금이 지정된 사이클 

동안에 다 할당되면 더 이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기 위해 신청서 

창구(application portal) 는 폐쇄 됩니다. 신청서 창구는 향후 예정된 

사이클에 다시 재개됩니다. NBA 는 각 기금 사이클 마다 기금 요건과 용도 

및 절차를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NBA 웹사이트 nbacares.org 를 

방문하여 수정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각 신청 사이클의 현황을 살펴 보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4 월-6 월: initial response (주 정부가 건강 격리 즉 코런틴을 선포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했는지) 

• 7 월-9 월: Initial and Recovery Response (코런틴 상황과 코런틴이 

부분 적으로 해제되고, 팬데믹이 수그러 드는 동안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 10 월-12 월: Recovery Response (코런틴이 해제되고 팬데믹이 

수그러 드는 동안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든 신청서는 반드시 online 으로 신청해야 하고-인쇄된 신청서는 받지 

않습니다. 각 사이클 마다 COVID-19 NBA Response Grant 신청서는 

귀하의 교회 또는 기관 가운데  한 곳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교회가 기금을 받을 지는 COVID-19 NBA Response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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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이 결정할 것이고, 기금은 신청서 접수를 마친 후 한 달 이내에 

지불될 것 입니다. 

 

COVID-19 NBA Response Grant 신청서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첨부되어야 하는데: 

• 교회/기관의 연락처 

• COVID-19 이 사역과 프로젝트에 끼친 영향을 명백하게 항목 별로 

기술함과 동시에, 해당 대상 (applicable population group)들의 긴급 

필요성을 언급하고 목표와 성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 예산 개요와 기금 신청 액수 

• 최근 W-9 

• 프로젝트 또는 사역 단체 로고 (logo) -만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우리 기관은 현재 NBA 로부터 다른 기금을 받고 있는데; COVID-19 

NBA Response Grant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헬스와 소셜 서비스 사역을 하고 있는 

제자 교회와 관련된 기관은 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재 NBA Incubate partners, Connect Partners, Mission & Ministry 

Grant 기금을 받고 있는 교회 또는 사역 기관도 포함됩니다.  

 

질문: 과거 mission & ministry grant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는데; COVID-

19 NBA Response Grant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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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됩니다. 이전/ 또는 다른 NBA grant  프로그램을 신청 결과를 

막론하고 COVID-19 NBA Response Grant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COVID-19 NBA Response Grant 와 2020 Mission & Ministry Grant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COVID-19 NBA Response Grant 를 신청해서 

기금을 받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2020 Mission & Ministry grant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COVID-19 NBA Response Grant 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기금인가요?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식품과, 교육을 지원하고, 개인과 

가정을 돕는 사역과 최전방 건강과 인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OVID-19 으로 인해  교회나 기관의 중추적 사역이 

증가되었거나/ 또는 COVID-19 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청에 부합하여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VID-19 인한 재정적 손실로 인해 기관의 최전방 사역을 

수행하는 데 부족한 재정을 복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 신청서에 재정적인 손실을 증명해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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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 신청서에는 COVID-19 이 

프로젝트의 재정과/또는 행정 운영에 타격을 주었다는 명백한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월급과 스탭 경비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매 사이클에 10,000 불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 COVID-19 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적이고 효율 있는 

사역을 지속하는데 사용 됩니다. 

 

• 제자 교단 에서 제공하는 다른 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COVID-

19 NBA Response Grant 받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COVID-19 NBA Response Grant 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개인 (제자 교단에 속한 교회와 사역 기관만이 해당됩니다) 

• 기부금 (endowments) 

• 건축 (예를 들어, 건설, 건물 보수, 건물 확장) 

• 구매 요청 (예를 들어, 분명한 설명 없이 프로그램 효과나 확장을 

위해 장비 또는 자재 구매를 요청 하는 것)  

• 국가 의례, 추모식, 회의, 기금 모금을 위한 저녁 식사, 간증, 또는 

유사 이벤트 

• 선출된 임원 

•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벗어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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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위에 열거한 사항이 전부는 아니고, NBA 는 접수된 각 

신청서와 기금 신청서가 NBA 의 사명에 부합되고 관련이 되는 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신청할 수 있는 기금 액수는 얼마 입니까? 

 

미국 달러로 1,000 불에서 15,000 불까지 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차례 (사이클)에 걸쳐 최대 30,000 불을 각 교회나 각 기관에 수여할 

예정입니다.   

 

질문: 만약에 기금을 받게 된다면 NBA 로부터 어떤 다른 요청을 받게 

되는지요? 

 

NBA 는 프로젝트에 관한 스토리 오브 임팩트 (Story of Impact) 와 

기금이 어떻게 COVID-19 health pandemic 을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지를 글로 (또는 미디아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헬스와 소셜 서비스 사역의 효과적인 

대응에 관해 모든 교회가 배우도록 하는데 사용될 것이고, 아울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성과와 영향력을 확장 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질문: COVID-19 NBA Response Grant 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NBA 기금 코디네이터 grants@nbacares.org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mailto:grants@nbacar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