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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재신청(再申請)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Presbyterians Sharing 에 성심어린 기부가 있었고, 그 결과 캐나다 장로교회는 노회 및 지역 사역지와
협의하에, 캐나다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회는 중대한 권한 및 책임을 맡게 되므로 접수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노회의 동의와 제출이 있어야만 캐나다 국내사역부 (Canadian Ministrie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새롭게 시작되었거나 혹은 갱신의 과정을 갖는 사역지에서 요구되는
지도력 및 적절한 후원이 주어질 수 있는가, 또한 그러한 사역이 노회가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의 비전에
적합한가’하는 물음에 대해 노회 혹은 대회에서 먼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 후에 노회 혹은 대회는
사역지의 정황에 기인하여

제기되는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평가하여, 그 지원 요청을 캐나다

국내사역부(Canadian Ministries)에 의뢰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러한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노회 혹은 대회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노회 혹은 대회에서 사역지의 지원금 요청에
동의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 숙고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노회의 신실하고 바람직한 지도력
또한 건실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각 지역 사역의 생명력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노회와 각 사역지에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해 다음 제시되는 일반적 절차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재신청(再申請)
1 단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역지와 노회는 해당 사역지의 필요가 무엇이며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며 명확히 하고, 또한 그 목표가 노회에서 감당하는 사명과
사역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비전에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안 및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담아 기술하는 설명서가 작성됩니다.
2 단계: 해당 사역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구비합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례 보고서
•재정 보고서- 전년도 (last full calendar year) 전체분∙금년도 현재까지의 보고서 및 내년도 예산안
50 Wynford Drive Toronto, ON M3C 1J7 telephone 416-441-1111 toll-free 1-800-619-7301

fax 416-441-2825

www.presbyterian.ca

•사역 소개서 (Stories of Mission) 제출: presbyterian.ca/canadian-ministries/supporting-ministry-grants
에 있는 사역 소개서 실례 참조
•캐나다 국내사역부(Canadian Ministries)의 2015 년도 예상 보조금 (2014 년 2 월자, 2015 년 예상 보조금
[Projected Grant] 문서 참조)
3 단계: 노회 혹은 대회에서는 접수된 제안서 및 문서를 매년 한 차례 심사하여 보조금 요청에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2 단계를 통해 준비된 여러 서류를 노회에서 검토한 후에, 해당 사역지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신청에
노회가 동의한 사실을 보여 주는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사역지의 이름 및 요청된 보조금 금액, 그 요청된
금액의 필요성이 발의 내용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J. Calvin 과 J. Knox 의 발의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동의되었다. Caledonia 노회는 O’Leary, PE 에
위치한 St. Andrew’s 교회의 목회자 사례금 지급을 돕기 위한, 2015 년도 3 만 8 천불의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이송되게 한다. 캐나다 국내사역부(Canadian Ministries)의 최종 심사를 위해
제출되는 관련 서류 일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요청에 동의하는 노회 회의록 발췌문, 사역
소개서, 연례 보고서, 재정 보고서 [재정 보고서- 전년도 (last full calendar year) 전체분∙금년도
현재까지의 재정 보고서 및 내년도 예산안]
4 단계: 노회 서기는 노회 회의록 중 사역지의 보조금 요청에 동의하는 것을 보여 주는 부분을 발췌하여,
이메일 첨부 서류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사역지에 전해 줍니다.
5 단계: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역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기입하시는 내용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온라인 상에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입할 필요가 있는 관련
정보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온라인 신청서
작성은 presbyterian.ca/canadian-ministries/supporting-ministry-grants/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당회 서기(Clerk of Session)나 해당 사역 부서장(Ministry Board Chair)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접수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며 온라인 상에 기입한 신청서 복사본을 이메일로 받게 됩니다.
*위 문서는 영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위 번역된 문서와 영어 원 문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Where there is a discrepancy, the original English document
will be consul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