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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조금 신청서

Lilly Endowment Inc.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목회자들을 재단국 기술 기금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COVID-19 

전염병은 교회에 극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영적 지도자들이 직면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악화시켰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목회자들은 작은 교회나 소수인종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입니다.

소수인종 교회, 소규모 교회, 이민자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목회자들께 

지원해보시기를 청합니다.

보조금은 미국장로교 교회나 노회에 보내어, 신청한 목회자에게 전달됩니다.  신청은 2022년 5월 31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니다. 신청서는 마감일 이후에 검토됩니다. 보조금에 대한 결정은 2022년 8월 15일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보조금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이름  미국장로교 교회

 
주소: 사서함, 주소, 호실 또는 아파트 번호 포함  도시                                                   주           우편 
번호

 
전화     집 전화    비지니스 전화    휴대폰  이메일 주소

신청자의 후원 기관
(미국장로교 교회 혹은 중간 운영 기관) 장로교 재단국은 귀하가 섬기는 미국장로교 교회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 대표자은 반드시 지불된 기금을 수락하고, 보조금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교회 이름

 
주소: 사서함, 주소, 호실 또는 아파트 번호 포함  도시                                                   주           우편 
번호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 대표자  PIN (미국장로교 교회인 경우)

 
전화  이메일 주소

교회 통계
성도 수(하나만 표시):     0-25         26-50        51-75          76-100     101-150     150+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소수인종 교회                   소규모 교회                       이민자 공동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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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귀사의 사명, 비전 및 미국장로교와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2. 규모, 다양성, 공동체 등 조직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3. COVID가 귀하의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부정적 및/
또는 긍정적)?

4.  현재 어떤 기술 문제로 인해 사명과 비전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보조금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5. 요청 금액 : 

기술 보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구입하는 일

2. 교회 웹 사이트를  만들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일

3. 테크놀러지 관련 교육

4. 마케팅 및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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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7.  발생한 비용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반영하는 예산을 첨부하십시오.

서명
이 신청서를 장로교 재단국에 제출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보조금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      날짜

 

권한을 위임받은 교회 대표      날짜

우편 발송 시의 지침

다음 주소로 우편을 보내주십시오 : 

David Loleng 
Director of Church Financial Literacy and Leadership 
Presbyterian Foundation 
200 East Twelf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0

이 양식을 팩스 502-805-0466으로 보내시거나 이메일, serving@presbyterianfoundation.org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