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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청서 작성을 돕기 위한 견본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질문이 있으면 

SCE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877) 279-9994 (x 2805)  또는 이메일 sce@crcna.org 

 

SCE(Sustaining Congregational Excellence) 프로그램은  

북미주 개혁 교회의 소형 교회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입니다 

 

교회의 건강 및  갱신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 마감은 6 월 1 일 또는 12 월 1 일까지)*** 

작성된 신청서 견본은 SCE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crcna.org/sce  

 

[신청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마감일보다 적어도 3 주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번역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한 교회가 5 년 동안 최대 3 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년의 기간은 첫 지원금이 

주어진 날자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첫 지원금이 2010 년 1 월부터 지급되었다면, 

또 다시 “첫 지원금”신청을 2015 년 1 월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  

 

1.  일반 정보  

a.  프로젝트의 이름 (프로젝트를 나타내는 단어나 구절 중 좋은 쪽으로 사용하십시오) 

믿음의 성장  

b. 지원금 신청 교회 정보 

주:   

1) 150 명 이하의 활동성인 등록세례교인(active, adult professing members)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생 교회/개척 교회에 관해서는: 

• 통상적으로 최소한  1 년간의 공공 예배를 열어 온 교회이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최소한 25 명의 활동성인 등록세례교인이 있는 교회로 교단 

연감(CRC Yearbook) 최신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중대형 교회도 소형 교회의 파트너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교회가 이 프로그램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면, 1 번의 b,c 와 d 에 각각 

답하십시오.   

교회 이름:  제일 개혁 교회 

교회 주소:   534 Lindsay St. Crosby, MS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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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노회:   Southeast US 

활동성인 등록세례교인수(최신 CRC Yearbook 참조):   125 

(최신 CRC Yearbook 정보 필수) 

평균 주일 예배 참석 인원수:   156    

교회 대표가 통상적으로 노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금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임) 

귀하의 교회는 목회자 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SCE 에서 참고하기 위한 것임) 

귀 교회는 지난 회계 연도에 교단 사역 분담금의 몇 퍼센트를 납부하였습니까?         30%            

 (지원금 신청 자격은 최소 10% 이상임) 

교회의 회계 연도 기간:   2011 년 7 월 1 일—2012 년 6 월 30 일 

c. 지원금 신청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을 아래에 적으십시오. 

i)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리스도안에서 새 생명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한다. 

ii) 교회의 비전 선언문 

     제일 개혁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이다.   

d. 만약 교회가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회가 알고 있는 개 

교회의 사명과 교회가 바라는 향후 5 년간의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e. “건강한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소식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이다.  

f. 한 문장으로 답하시오: 귀하의 프로젝트는 무엇에 중점을 둡니까? 

우리의 프로젝트는 성인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둔다. 

g. 본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과 직책을 기록하십시오.  

Becky Carrie—교인 

Jonathan Im—소그룹 리더 

Bryan Jones—교회 재정 담당 

Jose Mendez—카운실 멤버 

Sharon Stevens—교육 위원회 위원장 

Robert Van Dalen—목사 

2.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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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프로젝트의 개관을 설명하십시오. 

(#2g 와 예산 [#3]에 언급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답은 

여러 단락의  긴 문장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와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읽는 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CRCNA 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 일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계획서를 제출한다.  소그룹 참여, 주일 공부반과 저녁공부시간 참석을 통한 장년 학습, 

기도와 예배를 중요시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  또한 제일개혁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게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 일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위와 같은 중점 분야를 위한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일년치 교육 과정을 짜는 일로 우리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3 에 적힌 

자료를 주문하여 분류하며, 교사진에서 빠진 곳이 없는가 점검한다.   8 월중 전 교인과 

우리 교회 건물안에 있는 유아원 가족들을 위해 시작하는 행사를 가진다.  우리 SCE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연령에 맞춘 여러 가지 

그룹을 알리고 지역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다.  이 행사에는 피크닉과 게임이 준비되어 

있다. 

가을 학기 학습은 모든 연령층의 교회 학교와 소그룹에 초점을 둔다.  새로운 리더들을 

훈련함과 동시에 참여자의 숫자를 늘이는 것이 목표이다.  소그룹에서는 먼저 “믿을 수 

있는 교회”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토론하며, 이는 우리가 SCE 코치와 함께 연구해 볼 

과제이기도 하다.  소 그룹이 격주로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배움과 함께 믿음이 

성장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모든 예배가 “성탄절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The Gathering”—자유로운 형식의 저녁 예배—가 시작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그리고 보다 깊은 참여를 허용할 것이다.  “The 

Gathering”은 한 달에 한 번 모인다.   

겨울/봄 학기에는 새로운 리더들의 계속적인 훈련, 모든 연령층의 교회 학교, 소그룹과 

최소한 두 번의 “Dunamis”—성령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저녁반—이 있을 

예정이다.  이 학습반은 “The Gathering”예배와 잘 연결이 될 것이다. 

여름에는 장년들을 위해 영적 수련에 초점을 맞춘 학습기간이 있다.  8 월 중순에 축하 

행사와 함께 다음 해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소개한다.  이 행사에서는 바베큐, 

얼굴 페인트 장식, 운동 게임등을 통한 체험을 공유하게 된다.           

b.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회의 건강과 갱신이 어떻게 촉진되겠습니까? 

현재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Walk with Me”커리큘럼으로 견실하게 되어 있으며, 

3살 짜리부터 유치부는 “Children’s Worship”을, 3 학년부터 8 학년까지와 고등부는 

“Kids of Kingdom”을, 대학부는 “In Focus”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년프로그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두 개의 견실한 여성 소그룹과 일반 장년 소그룹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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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주일 장년 프로그램을 위한 좀 더 많은 관심과 리더십이 필요한 실정이며, 

많은 장년층이 소그룹의 좋은 점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주일 성경 공부시 사용될 찬양집을 구비하여 소그룹 모임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요는 조직적이며 잘 구비된 전 교회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장년들의 수준을 높임으로서 획기적인 갱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두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는 하나의 공동체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서로가 권유, 격려함으로 모두 성숙해지고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장년들이 

자신들의 성장뿐 아니라 제자 삼는 일(전도/선교)에 좀 더 책임감을 느낌으로서 더 많이 

아웃리치에 힘쓰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c.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1. 소그룹 참여를 현재의 50%에서 80%이상으로 증가시킨다. 

2. 성경 공부, 영성 개발, 및 지적 성장을 위한 각 연령별 연간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3. 위와 같은 활동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함으로 새로운 리더들을 개발한다. 

4. 적어도 7 개의 소그룹을 목표로 하며 각 소그룹당 리더 및 보조 리더 각각 한명씩 

두도록 한다. 

5. 더 충만한 예배 체험을 위해 자유로운 형식의 저녁 예배 ”The Gathering”을 갖도록 

한다. 

6. 성령의 역할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최소한 두 번의 “Dunamis”반을 개최한다. 

7. 믿을 수 있는 교회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치유기도를 담당할 사역자를 키우는데 

투자한다. 

8. SCE 코치와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 혜택을 누린다. 

d.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 되리라 기대합니까? 

(#2c 에서 말한 각 목표에 대응하는 “증거가 되는 요점”을 적으시오.) 

1.  80%이상의 장년이 소그룹에 참여한다. 

2. 일년분의 종합커리큘럼이 개발된다. 

3.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이 개발된다. 

4. 7 개의 소그룹이 각기 리더 및 보조 리더 한명씩 두고 모임을 갖는다. 

5. “The Gathering”예배가 한달에 한번씩 모인다. 

6. 두 번의 “Dunamis”반이 개최된다. 

7. 믿을 수 있는 교회로서 기반이 다져지고 훈련된 사역자가 치유 기도 사역을 담당 

한다. 

8. SCE 코치와 함께 사역함이 열매를 맺는다. 

이에 더하여, 교인들이 많이 교회 생활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손 쉬운 측정 방법 중 하나는 많은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 연말에도 

프로젝트 리더들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다.   

e.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회가 노력해 왔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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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 월에 교육팀을 만들어 모든 연령층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의 개발 회의를 진행해 

왔다.  소그룹과 유년 주일 학교, 청소년부를 위한 계획을 거의 마무리하고 장년 주일 

학교를 위한 계획과 추가적인 교육 훈련 기회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소그룹을 위해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소그룹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였고, 우리 교회뿐아니라 우리 

교회안에서 모임을 가져 왔던 프리 스쿨 자녀들의 가족을 위해 위와 같은 계획을 활성화 

해 줄 가을 행사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쳤다.  

f. 이 프로젝트는 SCE집행부가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 요소로 손꼽는 실제적인 사항(기도, 

목적 의식 강화, 교회 밖을 향한 사역) 혹은 CRC 이사회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교회의 

10 가지 특징들 중 어느 부분과 연관이 있습니까?  (개요 문서에 있는 “교회의 건강과 

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서는  SCE 웹사이트 www.crcna.org/sce 참조)    

이 프로젝트가 SCE 의 3 가지 항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 프로젝트는 

각자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을 깨닫게 함으로 “목적 

의식을 개발”하는 일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체험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예배와 배움의 장소요 함께 “기도”하는 곳이다.  또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 여러가지 소양을 갖추는 곳이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교인이 

목적 의식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변화를 받아, 선교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곧동체로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g.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예정표를 제시하십시오—지원금으로 할 모든 행사를 

반드시 적으시오.  (지원 기간은 1 년이 통례입니다.  지원금 지급 전에 행사가 열려서는 

인됩니다—2 월 1 일 또는 8 월 1 일 이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8 월 12 일:  믿음의 해 착수 행사 

9월 9일 – 12 월 15 일:  제자도 소그룹 15 주  

12 월 15 일 – 1 월 5 일:  성탄절의 성숙한 신앙  

1 월 6 일 – 5 월 18 일:  주일 저녁 “Dunamis” 와 소그룹 20 주  

1 월 5 일 – 6 월 30 일:  매달 1 회“The Gathering” 저녁 예배 

5 월 25 일 – 8 월 9일:  여름 강좌:  성도의 영성 훈련 

8 월 10 일:  신앙 성숙의 해 및 제 2차 연도 시작 축하 행사 

8 월 – 8 월:  SCE 코치와 상담     

h.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교회와 함께 동역할 SCE 코치를 요청하실 것입니까?     예 

(교회가 코치 상담 비용으로 $1,000 을 추가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예산[#3]에 기입하시고 #2a 와 #2g 에도 언급하시길 바랍니다.) 

코칭 요청 시, 코치가 본 프로젝트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코치는 목사 및 사역 책임자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본 

지원에 있어 코칭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요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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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믿을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기반을 쌓는 일에 코치가 함께 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이며, 교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일을 할 때 

코치가  함께 함으로 얻는 유익이 많을 줄 안다.  우리에게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다.  누군가가 

그런 점을 보필 해 줄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예산* 

최대한의 지원금은 $5,000 이며, 그 외 추가로 코칭 비용를 위한 $1,000 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CE 지원금 지급 대상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 전 개요 

문서(www.crcna.org/sce)를 참조하십시오. 

•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첨부하십시오.   

예를 들어:  수련회:  $700 – 이라고 하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수양관 임대료 $400;  음식비 $200;  바인더, 종이, 풀립 차트 

등의 자료비 $100 –이라고 해야 합니다. 

 

Budget Item Cost FCRC SCE 

소그룹 리더 메뉴얼 복사비 $100  X 

제자도-나를 따르라 –매일 성경(50 부@$6/부) $300  X 

제자도—부름 받은, 창조된, 숙련된, 위임받은, 제자도 지침서  

      (한 과목에 16 부씩, 4 과목, 16*4* $5/부) 
$320  X 

주를 함께 찬양 –찬양집(40 부@$12/부) $518  X 

소그룹 커리큘럼 –마지막 10 주(10 주@$15/주) $150  X 

주와 동행 커리큘럼--프리 스쿨, K – 8 $1,250 X  

가을 착수 행사(음식-$150; 접시/컵-$25; 게임 상품-$47) $222  X 

“Dunamis”—코스 비데오 $350  X 

여름 바베큐(음식-$150; 접시/컵-$25; 페이스 페인트 물감-

$17; 상품-$30) 
$222  X 

제자 훈련 자료  $150  X 

SCE코칭  $1,000  X 

Total Cost 
 

$4,582       
$1,250 $3,332 

 

a.  프로젝트에 소요될 총 금액은?                                          $4,542     (US) 

b. SCE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금액은?                                     $3,332     (US)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 

c.  교회(들)가 본 프로젝트를 위해 부담할 금액은?                  $1,250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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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부담액이 미국 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인지 또는 현물 재원인지 표기하십시오.  

현물 재원일 경우 항목들을 열거하여 주십시오.  주:  이러한 교회측 부담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교회가 가장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은 지난 수년간 구입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Walk-with-Me”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다.  

d.  본 SCE 지원금을 다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지속시킬 계획입니까?    

“Walk-with-Me” 교재 구입을 위한 예산 외에 내년도에 사용할 리더용 메뉴얼 및 

학습자용 자료구입을 위한 예산($1,300)을 교회 예산에 포함시킬 예정임.  몇가지 물품 

(찬양집/비디오)은 계속 사용할 것이므로 재구입할 필요가 없음. 

* 지원금을 개인의 경비나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혹은 회계의 보수로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승인된 예산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하고자 한다면, 지출에 앞서 SCE 사무실로 먼저 연락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지원 기간은 1 년입니다.  지원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신청 갱신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신청자가 갱신 신청자보다 우선권을 갖습니다.   

4.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신원 정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소속 교회 등록 세례 교인이어야 하며, 코디네이터와 회계는 직계 

가족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a. 이름:  Sharon Stevens 

b. 교회 직분:  교육 위원회 위원장 

c. 우편 주소:  123 Tree Street, Crosby, MS  12354 

d. 전화:  123-456-7899  

e. 이메일:  Sharonst@grt.xxx 

5.  프로젝트 회계 신원 정보 

(프로젝트 회계는 반드시 교회의 등록 세례 교인이어야 하지만, 교회의 재정 책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와 코디네이터가 동일 인물이어서는 안됩니다.)  

a. 이름:  Bryan Jones 

b. 교회 직분:  교회 회계 

c. 우편 주소:  987 Sunny Lane, Crosby, MS  12355 

d. 전화:  123-456-9999 

e. 이메일:  jonesb@grt.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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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카운실의 승인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교회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5/10/2012                                                                   Bob Johnson 

카운실 승인 일자                                                     카운실 의장 이름 

7.  개요 문서( SCE 웹사이트 www.crcna.org/sce 에서 볼  수 있음) 를 #1g 에 

표기된 사역 리더  중 두  명이 읽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교회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5/15/2012                                                                    Jonathan Im  

        개요를 읽은 날짜                                                      사역 리더 이름 

 

 5/17/2012                                                                     Sharon Stevens 

        개요를 읽은 날짜                                                       사역 리더 이름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hkoons@crcna.org 

아니면 

SCE Administrative Coordinator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가능하면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 

24 시간내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SCE 사무실로 전화해 주십시오.  (1-877-279-

9994  x2267 – 수신인 요금 부담) 

SCE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2 월 1 일 또는 8 월 1 일까지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