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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태평양 서남 지방회 – 연장자 사역 위원회 
DOC Pacific Southwest Region - Older Adults Ministry Committee 

 
자주 물든 질문들 FAQ 

 

제자회 연장자 지원 기금 Disciples Senior Assistance Fund 

 
 

기본 자격 요건들 Basic Qualifications: 

 

❖ 남 캘리포니아에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 제자회 교회에서 활동적인 멤버이여야 합니다.  

 

❖ 최소 62 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해야 합니다. 

 

 

지원의 형태 Types of Assistance:  

 

❖ 매달, 최대 600 불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기간 도움은, 어떤 상황에서든 개인에게 부여 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 달러입니다.   

 

 

자산의 한도가 있습니까? Are there Asset Limits? 

 

❖ 유동 현금이 7000 불 이하인 경우 

 

❖ 월 소득 창출에 사용되는 집, 차 그리고 투자 증권은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수입이 생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What needs to be Submitted? 

 

❖ 완성된 지원서와 필요한 자료들을 태평양 서남 지방회 사물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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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회 목사 증명서 Church Pastor verification 

o 두 장의 추천서 Two references 

o 가장 최근의 은행 서류 Most current Bank Statement 

o 최근의 세금 보고서 Last Tax Filing 

 

 

승인 또는 거부를 받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an Approval or Denial? 

 

❖ 일반적으로 30 일에서 60 일 정도 걸립니다. Normally 30 to 60 days. 

 

❖ 지원 신청자, 참고인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설명을 위해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Applicant, references and pastor may be interviewed for clarification.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식 편지는 지방회 사무실에서 보냅니다. 

  

❖ A formal letter will be sent from the Regional Office with the committee’s decision. 
 

❖ 승인 기간은 1 년 입니다. An approval is for one year.  

 

 

매월 지원금 또는 보조금은 누가 받습니까?  Who receives the monthly Stipend or Grant? 

 

❖ 지원금 또는 보조금 수표는 제 3 자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 예를 들면, 제 3 자는 대리기관이나 집주인입니다.  

 

만약 지원서가 거절된다면, 지원 받을 자격이 되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If I receive a Denial can I re-apply when I do qualify? 

 

❖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을 재 지원할 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needed to renew a Stipend? 

 

❖ 재 지원시의 요청이 처음 했던 지원서와 다르다면, 지원서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A full application if your request differs from your initial application 

 

 또는  

 

❖ 담임 목사로부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Verification from Pastor  

 

❖ 최근 변화된 재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Updated Financial 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