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사역국 기금 신청서

기금의 목적: 이 기금은 북미지역에서 구조적인 인종주의와 차별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사업과 프로그램과, 화해를 진작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해사역기금의 지침과
정책에 대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요.)
사업명칭:
요청 금액: $
전체 사업 예산: $
기금 요청 단체:
주소:
City
Telephone (

State:
Fax ( )

)

Zip Code
E-mail

IRS Tax Exemption(연방조세국 면세자격, 교회):

Yes

No

교회가 아닌 경우: List Agency Tax I.D. Number (단체의 세금 번호)
연방 조세국에서 비영리 기관을 위해 발행한 면세증명서 (A copy of your IRS Exemption
Letter)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확인할 수 있고, 미 제출시 서류는 반려됩니다..
연락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

)

기금 심의 위원회만 사용 (FOR COMMITTEE USE ONLY)
접수일 Date Received _____________신청 기간 Application length ______________
신청 금액 Amount Requested $
지침에 적격 여부 Guideline Compliance:
Anti-Bigotry
Yes
No
Pro-Reconciliation

Yes

Anti-Racism

Yes

No

No

Proposal Accepted for Processing to RMC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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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포함될 서류


신청교회, 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의 대표 서명이 포함된 표지. (최대 1 페이지)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업의 목적, 신학적 배경 반인종주의 화 차별반대에 관련한 이 사업의
목적 (최대 6 페이지.)



IRS 로 부터 받은 비영리단체 면세를 증명하는 편지 사본(1 페이지)



계획안에 협조할 사람들의 이름(필요하면. (최대 1 페이지)



이 사업을 추천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최대 1 페이지)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예산서 (필요하면).

신청서 전체 가 11 페이지를 넘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요.
신청 단체에 대한 정보 (300 단어 이하)
(목적, 설립일자, 주요사업, 유사 단체들과의 연결점들, 직원의 역할과 규모, 이단체가 이 사역에 자격이
있는 이유, 이 사업계획과 단체의 전체 사역과의 관계등을 포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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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사역국 기금 신청서 2016 년 3 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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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500 단어 이하)
(이 사업 계획이 어떻게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없애고 소외당한 공동체들에게 힘을 주며, 다양한 인종간의
소통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 이 사업의 목적과 성취목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활동들, 이
계획이 얼마나 비용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사업의 단기, 장기 기대효과들, 이 사역이 당신의 단체와
관려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이 사역의 실행과 결과와 관련된 신학적 근거들 을 포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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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행 계획 (200 단어 이하)
(사업의 실행시간과 전략: 어떤 단계를 누구에 의해 언제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가,
사역하게 되는지, 협조하는 단체들의 이름, 사업 실행 위원과 자문 위원, 그외에 자문 기관이나 그룹, 이
사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데 사용될 영적인 활동이나, 신학적인 견해등을 포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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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200 단어 이하)
(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를 측정할 방법과 일정, 단기 평가와 장기 평가를 위한 방법과 일정,
누가 결과를 평가할지, 반인종주의와 관련해 어떠한 신학적, 영적 활동들이 이사업의 결과로 영향받고
지속될 지등을 포함하십시요)

사업의 계속성 (100 단어 이하)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기금 수여기간이 끝난 후에 어떻게 계속될지, 미래의 재정이 어디서 올지,
그 외에 다른 현재 재정의 출처등을 포함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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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필요하면 최대 1 페이지의 별도 용지 사용가능).
수입
출처

액수

지출
항목

액수

기금 요청 액수

$

사업의 총 비용

$

만약 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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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직책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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