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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SPE 지원금 신청을 위한 동료간 학습 계획서 견본입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이 꼭 

이상적인 것은 아니며, 가능한 하나의 예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장려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름, 직책, 및 주소들은 가상의 것들입니다.  

 

 

북미주 개혁교회 목회자 성장 프로그램 

(Sustaining Pastoral Excellence in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북미주 개혁교회 사역 분담금으로 목회자와 배우자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A program to support and encourage pastors and pastors’ spouses; funded by CRCNA Ministry 

Shares) 

 

동료간 학습 지원금 신청서 (Peer Learning Grant Application Form) 
(접수 마감일:   5 월 1 일 또는 11 월 1 일)** 

 

1.  계획하고 있는 동료간 학습 그룹에 대해 설명하시오. 

a.  그룹명 

(그룹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나 구절을 사용하시오.) 

 

           격려자 

 

b. 그룹에 속한 모든 목회자의 인적 사항 

(통상적으로, 그룹 멤버의 대부분이 CRC 목사이며, 한 그룹이 4 – 8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                     직책    교회 이름      지역(도시, 주)     노회(CLASSIS) 

Joon Lee          목사 Faith Fellowship CRC  Wingate, Mississippi   남서 

Rick Miller                     목사 Calvary CRC   Saraland, Alabama  

 남서  

Jim Smit     목사  First CRC    Crosby, Mississippi   남서 

Sharon Stevens  목사    Kentwood CRC    Kentwood, Louisiana   남서 

Harold Vander Veen 목사   Jonesville church   Jonesville, Louisiana   남서 

Simon Van Horst 목사   Joy CRC    Goss, Mississippi    남서   

 

c. 그룹이 함께 모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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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고전 분투하고 있는 소형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돕고, 세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규모(100 명 이하)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를 찾고 있다.   

 

d. “목회자의 탁월성”(pastoral excellence)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의 목회자로서 존재하는 것.   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은 분야에서의 성장도 포함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모든 분야에서 탁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모든 

삶의 각도에서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언제나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인식함으로 

목회자로서의 탁월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e. 귀 그룹이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소형 교회에 있어서의 사역”         

 

2.  동료간 학습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a.  귀 그룹은 어떻게 이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까? 

 

 SPE 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은 후, 헤롤드와 짐간에 이메일로 대화가 시작되었다.  다른 

목사들에게 동료간 학습 그룹을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청의 글을 

보냈다.  그룹이 형성되자 우리는 계획서 작성을 토의하기위해 모였다.  이 지점에서 

계획서의 요지가 그룹 전체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계획서 작성을 추진했다.  전 구성원이 모두 최종 계획서 완성에 참여하였다. 

 

b.  귀 그룹원들은 개인의 성장과 사역 성과에 대한 목표를 언제,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개인의 목표에 대한 토의가 첫 계획 수립 모임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각자 개인별 

성장을 위한 분야를 열거하고 그룹과 함께 나누었다.  각자의 최종 개인별 목표를 

정리하여 첫번 동료간 학습그룹 모임에 가져올 것이다.   

 

c.  모임의 일정 및 그룹 활동의 성격 

(적어도 4 회의 모임을 가져야 하고, 가능하면 그보다 자주 모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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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능하면 사모들과 함께, 6 주에 한번씩 4 시간 동안 모일 계획이다.  이 때 각자 

목회에 있어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헨리 워커 저 소형 교회의 

생명 (The Life of the Smaller Church by Henry Walker)이라는 책을 한 장씩 토의할 

것이며, 각자의 목표가 달성에 가까와 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일을 하려 한다.  또한 참석 예정인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 자료에 대해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컨퍼런스 후, 컨퍼런스에서 익힌 원리들에 대해 정기 모임시 다룰 것이다.  

우리의 모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모들과 함께 식사를 할 계획이다.   

 

d. 귀 그룹은 연장 교육을 위해 행사에 참석하거나, 수련회(강사 초빙과 상관없이)를 개최할 

예정입니까?  만약 연장 교육 행사에 참석하거나, 강사를 초빙할 계획이라면, 행사 또는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웹사이트를 포함해 주십시오. 

주: 

• 해당 지역(차로 갈 수있는 적당한 거리)내의 연장 교육/수련회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행사보다 지원상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통상적으로 연장 교육/수련회에 드는 재정은 전체 요청 금액의 50%이하여야 합니다.  예외가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예외적인 사례라 생각이 들면, 비용이 예산의 50%가 넘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십시오.                 

          

그렇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소형 교회의 건강한 사역 방안”(“Numbers Aren’t     

Everything – how to have a healthy ministry in a smaller church”) 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컨퍼런스는 2013 년 3 월 10 일부터 12 일까지 

미시시피주의 고스(Goss, Mississippi)에서 열린다.  Unity Christian Ministries 가 

2002 년부터 이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는데  Unity 는 건강한 교회에 촛점을 맞추는 

초교파 사역의 하나이다.  사무실은 테네시주의 호프(Hope, TN)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역과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unitychristianministries.org 를 

찾아 보라.       

 

e. 그룹의 목표와 기대하는 성과—그룹과 각 개인의 영적 성장 목표도 포함해 주십시오. 

 

든든한 후원 그룹을 갖는 것 

서로에게 배우는 것 

소형 교회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 

우리의 소명에 대해 재헌신하는 것 

재충전되고 격려를 받는 것 

믿음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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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 

사모들을 그룹에 동참시킴으로 사역에 득이 되도록 하는 것 

  

f.  기대하는 성과를 위해 그룹의 각 개인은 어떻게 서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우리는 두번 째, 네번 째, 여섯번 째 모임에서 개인 목표를 검토하고, 세번 째, 다섯번 째, 

일곱번 째 모임에서 그룹의 목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목표에 얼마만큼 다다랐는지 

솔직하게 토의할 것이다.  그를 위한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화나 이메일로 서로의 

경위를 확인할 것이다. 

 

 

3.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5,000 입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룹원들의 모임을 

위한 여행 비용으로 인해 예산이 높은 동료 그룹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무엇이 지원 가능하고, 무엇이 지원 가능하지 않은지 개요 문서를 먼저 

참조해 주십시오.       

• 예산을 세울 때, 신청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수련회: $700   (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수양관 사용비 $250; 강사비 $200; 음식비 $150; 교재 $50; 여비 수당 $50 (이라고 

해야 충분합니다.)                          

예산 종목                                                                                          총 비용          동료 그룹 SPE 

모임:    

여비 수당: $200 x 7 모임 $1,400      X 

점심 식사: $15 x 7 목사 x 7 모임      $735  X 

교재: $15 x 3 권 x 7 커플 $315                      X  

컨퍼런스:    

등록비: $350 x 7 목사     $2,450                                              X 

그룹이 사전에 함께 검토할 자료비, 등록비, 

숙박비(대학 기숙사), 그리고 하루 두끼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음.  컨퍼런스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함. 

 

   

연말 회식:         

$25 x 14 명                                                                                      $35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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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250                  $315               $4,935 

 

                     그룹 활동의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5,250 (US)  

 

                     SPE 에 신청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4,935 (US) 

                      (최고 지원 금액은 $5,000 입니다.)   

 

                    목사/교회가 부담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315 (US)  

                                                                    (교재비와 사모의 정기 모임 참석시 식비) 

 

(목사/교회가 부담할 금액이 미국 혹은 카나다 화폐인지, 아니면 물품 자원인지 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물품 자원이라면 목록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  이러한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지속해 나갈 능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은 개인 경비, 장비 구입, 동료 학습 그룹에 관련된 코디네이터와 회계의 수당 및 동료 그룹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1 년입니다.  통상적으로, 갱신을 신청하는 동료 그룹보다 신규로 신청하는 동료 그룹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5 년의 기간동안 두 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귀 그룹은 SPE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만약 아닐 경우, 귀 그룹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속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5. 그룹의 코디네이터 연락처 

(그룹 코디네이터는 CRC 목사 이어야 합니다.) 

 

a.  이름과 직책 

Rev. Jim Smit - First CRC 교회 목사 

 

b.  교회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First CRC 

534 Lindsay St. 

Crosby, MS 12345 

123-546-1212  

firstcrc@abd.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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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집 주소, 전화, 이메일 

7698 Rolling Hills Ln. 

Crosby, MS  12345 

123-345-4976  

smitj@abd.xxx  

 

 

 

 

 

 

 

6. 그룹의 회계 연락처 

(그룹 회계는 그룹 코디네이터와 동일 인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a.  이름과 직책 

Rev. Sharon Stevens - Kentwood CRC 교회 목사 

 

b.  교회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Kentwood CRC 

9834 Kent Ave. 

Kentwood, LA  98765 

234-534-1111  

Kentwoodcrc@grt.xxx  

 

c.  집 주소, 전화, 이메일 

9832 Kent Ave. 

Kentwood, LA  98765 

234-534-7744 

sharonst@grt.xxx  

 

7. 동료간 학습 지원 개요 문서 (SPE 웹사이트 www.crcna.org/spe 에 있음) 를 그룹 코디네이터와 

회계가 읽었습니다. 

 

2012 년 4 월 25 일      2012 년 4 월 10 일 

코디네이터가 읽은 날짜     회계가 읽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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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가 작성되면 아래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pastoralexcellence@crcna.org 또는 lvanharten@crcna.org 

아니면 

SPE Program Director 

1700 28th St. SE 

Grand Rapids, MI 49508-1407 

 

 

가능하면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만약 24 시간내에 통보가 

없으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해 주십시오. (1-877-279-9994  X2805 - 수신인 요금 부담) 

 

SPE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승인되면 6 월 1 일 혹은 12 월 1 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