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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회 연장자 지원 기금 (단기간) 안내 
INFORMATION SHEET: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Short Term) 
 

2015 년 12 월 개정  
 
제자회 연장자 지원(DSA)기금이란? What is the Disciples Senior Assistance (DSA) Fund? 

 제자회 연장자 지원(DSA)기금은 임대료, 의료비, 공공요금, 처방전, 식품비 등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연장자들에게 가능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는 예상치 못한 추가 의료비 등 단기적인 필요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변제나 상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누가 제자회 연장자 지원(DSA)를 받을 수 있습니까? 

Who is eligible to apply for Disciples Senior Assistance (DSA) funds? 

태평양서남 지방회(PSWR)의 교회에 속한 62 세 이상의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예금 잔액 합계가 7,000 달러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소득이 위험에 처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점에 유의 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물어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이 보조금이 당신에게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기 위해 세금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 합니다.   

 
지원 승인이 된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How much money is awarded to each approved applicant? 

 정기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매달 최대 600 불(일년에 7200 불)까지 주어집니다. 

단기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최대 2000 불까지 주어집니다. 지원은 일년 동안입니다.   

한 사람에게 DSA 기금을 몇 년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지원을 

위한 결정은 지원금의 필요를 입증하는 것과 기금의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원서 제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How does the application submittal process work? 

DSA 지원서 또는 DSA 단기 지원서 양식을 기입합니다. 지원서 양식은 

www.disciplespswr.org 에서 다운 받거나 지방회 사무실 전화 (626) 296-0385 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지원서를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요청됩니다.  

(1) 수익/지출 내력서; 그리고 (2) 추천을 위한 연락처 정보와 /또는 당신을 대표하는 

“책임있는 단체의 연락 정보 입니다. 정기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최근 세금 보고(filed 

income tax return) 또는 면세 증명서(tax-exemption statement) 그리고 checking 과 

saving 잔고가 나와 있는 최근 은행 보고서(bank statement)를 완성된 지원서와 함께 

지방회 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때,  

“ATTENTION: Regional Minister -Confidential OAMC”이라고 써 주시고,  

주소는 115 E. Wilshire Avenue  Fullerton, California 92832 로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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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재신청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매해 다시 재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에 대한 검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How does the application review process work? 

1) 태평양 서남 지방회 연장자 사역 위원회가 뽑은 그룹이 지원서를 검토 할 

것입니다.  

2) 연장자 사역 위원회(OAMC)의 대표가 지원서에 대한 결과를 위해 지원자, 

지원자가 속한 단체, 또는 지원서를 위해 언급된 분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연장자 사역 위원회(OAMC)의 목표는 -모든 것을 기밀로 

하여- 여러분의 필요들, 재정적 고려 사항들 및 가능한 재정 후원선택들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제출된/ 검토된 지원서에 대해서 60 일 안에 “예” 또는 “아니오”를 알리는 

편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4) 재정 지원 요청의 지원서가 승인되었다면, 당신은 DSA 보조금이 당신의 다른 

소득/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설명서에 

서명하도록 요청 받을 것입니다.   

 
제자회 연장자 지원 기금은 어디에서 재정이 마련됩니까? 

Where does the money come from for the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우리 지방회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많은 개인과 가족들이 특별한 기금 마련을 

위해 후하고 관대한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금들은 특히 어려운 연장자들을 위한 보조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영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생기는 이자가 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제자회 연장자 지원 기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죤의 휄로쉽 기금(The Fellowship of John Fund); 

• 루스의 휄로쉽 기금(The Fellowship of Ruth Fund); and 

• 콕 가족 신탁 (The Kok Family Trust) 

 

제자회의 연장자 지원 기금을 위해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까? 

Are donations being accepted for the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몰론 입니다! 여러분의 기여를 환영하며 이 돌봄 사역의 자금을 위해 설립된 

기부금으로 현명하게 투자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을 위해서는 태평양 서남 지방회 

사무실, (626) 296-0385 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기부는 어떤 특정한 수령인을 위해 선정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 서남 지방회의 연장자들을 돕는 매 달러 마다  

은혜의 하나님이 연합과 돌봄의 축복을 더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May the God of Grace add the blessings of connection and care 

To each dollar that the Pacific Southwest Region uses to help our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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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OFFICE USE ONLY 
__________  Date Received  
__________     Staff Initials 

 

제자회 연장자 지원 기금 (62 세 이상을 위해) 

단기 필요 지원서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for ages 62+) 
Short-Term Need Application 

 (개정 2012 년 10 월) 
 

제자회 연장자 지원기금의 단기간 지원을 받기 원하시면 이 양식을 완성하여 싸인을 

하신 후 태평양 서남 지방회 사무실, 115 E. Wilshire Avenue   Fullerton, California 

92832 로 재정 정보 양식과 함께 보내 주십시오.  
 
모든 정보는 인쇄체나 타이핑으로 적어 주십시오.  

 
지원자이름 Name of Applica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__________ 

        

거주지 주소 Residential Address of Applicant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Cit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State_______ 우편번호 Zip___________ 

         

전화 Phone______________ 이메일 Email ______________  생년월일 Birthdate ___________ 
      

우편주소(주거지 주소와 다르면)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Residenti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도시 City__________ 주 State______ 우편번호 Zip________ 
              

전화 번호 Phone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메일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맵버쉽 교회 Place of Congregational Membership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Cit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State ________________  

   
본인이 이 지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지원서를 대신 작성한 사람에 대해: 
Information of person filling out application, if different from Applicant: 
 

이름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Phone________________________ 
 

우편주소 Mailing Addres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시 City ________ 

 

주 State______ 우편번호 Zip___________ 이메일 Emai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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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것들과 도움이 필요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Description of needs and circumstances that brought on the need:   

 

 

 

 

 

지원이 필요한 액수 Amount of assistance need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원금의 사용 용도 Intended use of the grant:   

 

 

 

 

 

추 천 References 

 

당신의 교회 활동을 증명할 사람 For the purpose of describing your involvement in a congregation: 

 

1. 담임목사 성함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 

(Minister) 

2. 이름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전화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지원서에 서명함으로, 지원자는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와 첨부된 재정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지원자의 지식에 따라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By signing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on the 

Financial Information Form attached hereto,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to the best of applicant’s 

knowled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서명 Signature of 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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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회 연장자 보조 기금 (62 세 이상) 

단기 필요 지원 재정적 정보 양식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Application (for ages 62+) 

Short-Term Need Application Financial Information Form 

 

이름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Dat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재산과 부채 Assets & Liabilities 

 

1. 재산 Assents     

현금과 저축 Cash and Savings account    $ _____________ 

투자 증권 Investment Securities     $ _____________ 

임대 보증금 Security Deposit     $ _____________ 

현금가치 생명보험/ 연금 Cash value life insurance/annuities  $ _____________ 

(액면 가격 Face amount: $ ________) 

부동산의 가액 Value of real property (Itemize)   $ _____________ 

차 Automobile       $ _____________ 

집 Home       $ _____________ 

그 외 Others       $ _____________ 

 

총재산 Total Assets       $ _______________ 

 

2. 부채 Liabilities 

융자 잔액 Mortgage Balance      $ _____________ 

다른 임대료 (창고등)Other Rent (i.e. storage)   $ _____________ 

집 또는 임대 보험료 Home or Rental insurance   $ _____________ 

재산 세금 Property Taxes      $ _____________ 

그 외 Others        $ _____________ 

융자 잔액 Loan balances:  

크레딧 카드 잔액 Credit Card Bal    $ _____________ 

가족 또는 친구 빚 Family or Friend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총부채 Total Liabilities       $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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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수입과 지출 INCOME & EXPENSES 

 

3. 월 수입 MONTHLY INCOME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_____________ 

은퇴 연금 Pension / Retirement     $ _____________ 

이자/투자 Interest/ Investments     $ _____________ 

수입 목록 List Sources 

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가족 보조 Family Assistance       $ _____________ 

기타 (SSI, SSP포함하여)      $ _____________ 

수입 목록 List Sources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총 수입 액수 Total Monthly Income     $ _________________ 

 

4. 월 지출 MONTHLY EXPENSES 

몰게지 또는 렌트 Mortgage or rent     $ _____________ 

도움주는 사람에 대한 것 Agency Care fee   $ _____________ 

의료비 Medical Expenses:  

진료비 Diagnostic      $ _____________ 

치료비 Treatments       $ _____________ 

약 값 Prescribed Medications     $ _____________ 

치과 Dental Care      $ _____________ 

안과 Eye Care       $ _____________ 

보험 Insurance       $ _____________ 

그 외 Other       $ _____________ 

개인적인 비용 Personal Expenses: 

음식 Food       $ _____________ 

교통 Transportation      $ _____________ 

수수료 Utilities      $ _____________ 

교회헌금 Church Pledge      $ _____________ 

그 외 Other: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 

 

총 지출 액수 Total Monthly Expenses     $ 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