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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MEDIATE RELEASE 
 
 
전국 자선 단체 협의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는 새로운 선교와 사역으로  2018 년 노인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17 년 6 월 29 일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전국 자선 협의회는 교회 사역 전반에 걸쳐 노인과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제자회의 프로젝트와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명과 사역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130 년 전 NBA 사역이 설립된 이후로 노인들, 위험한 처한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 공동체는 

NBA 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이며, 이들은 NBA 가 계속 지원하며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NBA 는 이러한 두 분야를 위하여 국한된 목적 자금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합법적 

단계를 거친 후에, NBA 이사회는 제자회 교회들과 건강과 사회적 봉사 사역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써 이러한 사역 지원을 위한 분배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한된 목적을 가진 자금에 대한 것은 수십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이는 NBA 의 

신실한 기부자들의 너그러움과 선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NBA 의 대표이며 최고 

경영자인 마크 디. 엔더슨이 말했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민과 돌봄의 

공동체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십 여년 전에 가졌던 기부자들의 의지를 오늘의 상황 안에서 

의미있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 

 

NBA 지원 영역과 액수  NBA Grant Categories and Amounts 

이번 여름 초기에,  NBA 는 제자회 교회들과 건강과 사회 봉사 사역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다음의 

세 분야에서  지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촉매 보조금 Catalyst Grants  $1,000 - $3,000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운영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존재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새로운 지역/ 계획을 확장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금들은 

여러분의 기구에 새로운 모험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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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위한 보조금 Innovation Grants $5,000 - $15,000 

이 보조금은 이미 설립된 프로젝트가 새로운 효과와 영향을 주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서에는, 이 보조금이 이를 위해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강화를 위한 보조금 Impact Grants $20,000+ 

프로젝트 강화를 위한 보조금은 여러분 프로젝트의 안정과 강화를 위한 입증된 계획을 

통하여,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중요한 도약을 위한 보조금입니다.  수혜자들은 프로젝트의 

완성과 안정을 지켜가지 위해 NBA 스텝과 긴밀하게 일하는 것과 교회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요청합니다.    

NBA 보조금 지원 위원회와 평가  NBA Grant Committee and Evaluation 

보조금 지원 위원회 (Grant Committee)가 모든 지원서류들을 검토할 것이고 연간 주기로 보조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는, 

• 밥 쿠퍼(Bob Cooper), NBA 이사: 부의장이고 Development 와 Marketing 위원의 의장

• 메리 루 커글러 목사(Rev. Mary Lou Kegler), NBA 이사: 프로그램 이사회의 비서실장

• 레베카헤일 목사 (Rev. Rebecca Hale), 미션과 사역의 NBA VP

• 에프릴 뉴톤 목사 (Rev. April Lewton), Development and Marketing 의 NBA VP

NBA 의 이사이며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부의장인  메리 루 케그러 목사(Rev. Mary Lou Kegler)는 

“올 해 우리 NBA 는 크리스천교회(제자회)와 함께한 130 년 사역을 축하합니다.  사역을 위한 

이러한 보조금은 NBA 사역의 단지 한 방법이고 더 큰 의미의 교회로서 ‘가장 작은 사람들'을 위한 

돌봄을 하고자 하는 약속과 협력을 지속해 나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조금은 NBA 의 파급 

효과와 역량을 확대하여 오늘날 너무도 절실한 건강과 사회 봉사 사역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합니다" 

NBA 보조금 지원과 첨가된 정보 안내 NBA Grant Application and Additional Information 

보조금 지원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모든 지원은 지원금 위원회로 2017 년 9 월 18 일까지 

마감되어집니다.  수혜자들은 11 월 중순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지원금은 2018 년 한해에 사용을 

위하여 12 월 초에 분배될 것입니다.  모든 지원자들은 프로젝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들 지원서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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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들은 보조금을 받은 후의 사역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완성할 것을 요구되어질 것이며, 

그들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와 상황들에 대해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NBA 는 언제나 교회 

전체를 위한 효과적인 건강과 사회 봉사 사역에 대한 배움을 키우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일이 성공적이며 그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당신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NBA 선교와 사역의 VP 인 레베카 헤일은 “이것은 공동체안에서의 동행과 돌봄을 제공하는 교회와 

건강과 사회적 봉사 사역을 위한 제자회 사역의 직접적인 달러화의 투입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새로운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이 기금의 도움으로 교회 전반에 걸쳐 어떤 

성장과, 학습,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지를 알게 되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      

 

nbacares.org/grants 에서 온라인 지원서와  NBA 사명과 사역 보조금 프로그램에 관한 더 많은 

정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찾으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 질문에 대해선, grants@nbacares.org 로 

이메일을 보내어 주십시오.  

  

전국 자선 협의회에 관하여 

전국 자선 협의회 (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는 크리스천 교회(제자회)의 건강과 사회 

봉사를 위한 총회사역으로, 교회, 지방회, 총회사역, 그리고 제자회와 연관뙨 건강과 사회적 봉사 

제공자들과 함께  NBA 파트너들은 연민과 돌봄의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일합니다. 1887 년 그들 

삶의 현장에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위한 사명에 응답하는 6 명 여성들에 의해 설립된 NBA 는, 

130 년 동안 “가장 작은 자들"을 위한 봉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grants@nbacares.org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