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사역 매칭 보조금 신청서  

로스 랜초스 노회 (PLR)  

www.losranchos.org  

전략적 조정팀 주관 (SCT)  

  
  

이 양식을 사용 할 때  

이 양식은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Los Ranchos 노회 내에서 한인 교회 또는 선교 파트너  

십의 지도력이나 복음증거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때 사용됩니다.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우리 노회의 가치와 어떻게 일치  

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뒷면 참조) PLR 한인교회와 선교 파트너십의 사역을 향상  

시킬 것입니다. 

  

이 지원은 단 한번만 주어지며, 지속적인 펀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매칭 써포트 즉 사용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되며, 7,500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비용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한 후에 지급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함으로써, 신청자들은 적절한 노회 포럼  

에서 그들이 배운 것을 공유하고 어떻게 노회 기금이 쓰여 졌는지 보고하는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심사과정은 전략적 조정 팀(SCT)의 예정된 회의 날짜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  

Debbie Haley, dhaley@losranchos.org, or Tom 

Cramer, tcramer@losranchos.org.   

Mailing address is: Presbytery of Los Ranchos, P.O. Box 910, Anaheim, CA  

92815-0910.  With questions, please call Tom Cramer at (714) 956-

3691 xt. 112.    

 
  

영수증 / 인보이스 꼭 제출해 주십시오 : 모든 보조금은 경비를 다시 돌려 드리는 

방식    

으로 지급됩니다. 원본 청구서 및 영수증을 노회 사무실에 제출한 후, 사전 승인된  

활동에 대한 보조금 상환 체크(check)가 발행됩니다.  
 

  

기금 신청 자료  

1. 날짜:     

2. 담당자 이름 :       

3. 담당자 직위:            

4. 교회이름/조직/에이전시:  

5. 지원을 하는 곳의 주소 :  

6. 기관 주소  (위와 다른  경우):  

7. 이메일 주소 :    



8. 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 :    

9.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관련  문헌을  

     스캔  / 첨부하십시오).  

10.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활동이 어떻게 우리 노회의 가치인 ‘선교적 

공동체  배우기 ’를  

     반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11. 귀하의 요청 금액은 얼마입니까?  

12. 보조금을 요청하는 활동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우리 노회 이외에 누가 이 

금액을  

     지원합니까?) 

 

  

Los Ranchos 노회의 문화와 가치*  
  

우리의 문화 (OUR CULTURE)   

       로스랜초스 (Los Ranchos) 노회 문화의 특징은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들을  

육성하는 학습 공동체 로서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노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치에 기초하여 교회 회중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섬기고, 지원하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OUR VALUES)  

    충성(Faithfulness): 우리는 우리의 안수 서약을 이행하고, 신학적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큰 목적(F-1.0304)을 추구하도록 서로를 지지합니다.  

    열매(Fruitfulness): 우리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가기를 추구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효율성을 일관성 있게 측정  

하고 모니터 할 것입니다.  

   교제(Fellowship): 우리는 노회, 교회 회중 및 교회 회원들 

간의 선교 협력 관계에서  

표현된 신뢰와, 건전하고 도덕적인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영위하기 

로 서약합니다. (페이지 5).  

  

  

전략적 조정 팀 (Strategic Coordinating Team)의 기금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에 근거하여  

주어집니다:  

  

1. 노회의 문화에 대한 목표, 가치 및 전달 체계에 부합됨 (위 참조).  

2. 개인이나 교회의 리더십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성.  

3. 이 활동이 한 개인이나 교회를 선교적 또는 복음적으로 유용하게 할 가능성  

4. 다른 파트너와의 혹은 투자의 협력    

5. 신청인의 교회가 노회의 선교적 지경을 넓히는 데 지원하는 정도 
 

  



* 2009 년 5 월 19 일 노회가 승인한 ‘노회를 만남의 장에서 선교의 장으로 뒤바꾸기’에서 

구상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