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감 보고 작성 방법
Step 1: 아래의 정보를 수집.
Step 2: 연감 정보를 March 15, 2019 까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제출.
1) 주어진 링크로 들어가 정보를 작성, www.disciples.org/yearbook (가장 추천하는 방법)
온라인 정보 작성 시 PIN number 필요 (1 월 중에 도착할 우편물에 제시되어 있음)
온라인 정보 작성 후에는 꼭 “Submit” 버튼을 눌러주세요. “Submit”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더 입력하거나 교정 시 “Submit” 버튼을 다시 눌러주세요

2) 정보를 스캔하여 yearbook@disciples.org 로 이메일 전송.
3) disciples.org/yearbook 에서 형식을 다운로드,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물 전송.
Year Book Forms
Disciples Center
P O BOX 1986
Indianapolis, IN 46206-1986

문의: E-mail yearbook@disciples.org.

Step 1: 아래의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1. Church PIN (교단에서 배정된 pin number 가 우편으로 발송된 엽서, 또는 이전 연감에 적혀있습니다.)
2. Church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정부는 매해 각 교회(IRS 가 교단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세금 공제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교단이 증명하는

교회)의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를 요구합니다. EIN 은 교회의 Social Security Number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IN 이 없다면 해당 교회는 EIN 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나 제출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EIN 을 받기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 (www.irs.gov)에 들어가서 EIN application 을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EIN 을 yearbook@disciples.org 로 보내주세요.
3. 소속된 지방회 (and area/district if applicable)
4. 합법적인 교회 이름(and DBA name if applicable)
5. 우편 주소 (만약 교회의 실제 주소와 다르다면 교회의 실제 주소도 작성)
6. 교회 e-mail (disciples.org 웹사이트에 기재될 예정)
7. 사역자 e-mail (웹사이트에 기재되지 않음)
8. 교회 웹싸이트 주소 (해당시)
9. 교회 전화번호 (해당시)
10. 부사역자 명단 (Ministerial/Pastoral staff up to 6)

Dec. 31, 2018 까지의 참석 인원 통계
1. 총 멤버십 – 12/31/18 까지 예배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멤버십의 모든 인원
2. 참석인원 – 2018 년도 군인/학생을 포함해 지역거주나 멤버십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활동에 관심을 보이거나 공헌할 의사를 보인 모든 인원
3. 세례 인원 – 2018 년도 중 세례 받아 교회 멤버로 등록된 인원
4. 이적 인원 – 2018 년도 중 해당 교회로 이적한 인원
5. 2018 년 매주 평균 예배 출석 인원
6. 2018 년 평균 교육활동 출석 인원 –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성경공부, 선데이 스쿨, 스몰그룹,

독서그룹, 기타 등의 모임에 참석한 포함한 모든 인원, 한 명당 한 번만 계산. 계산하기 어렵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인 수를 제시해주세요.
7. 여성 제자들 – 2018 년도 여선교회 (women’s group) 참석인원
8. 2018 년도 교회 활동 (congregational life)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 총 여성 인원
Stewardship
재정사항
1. 2018년도 일반 헌금(특별/목적 헌금을 제외한): 특별헌금 (헌금의 수신자/단체/기금 등의 사용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헌금)을 제외한 일반 헌금. 이 수입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헌금과 무명/유휴 헌금이 포함됩니다.
2. 2018년도 특정 자본 수입: 교회를 위한 기부금이나 교회건물 증축, 리모델링,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해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된 총 금액. 차용한 금액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3. 총 선교비 지출: 교회가 제자회 또는 제자회가 아닌 모든 사역에 지출한 총 금액. DMF(Disciples Mission
Fund)를 포함한 기타 커뮤니티/세계선교 후원이 이 지출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1.
2.
3.
4.

교회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하거나 차용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채가 있습니까?
해당 교회 공동체가 아닌 다른 단체/사람들이 건물을 사용합니까?
건물과 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것이 용이합니까?

시간 (사역과 프로그램의 횟수 또는 투자된 시간)
참여한 프로젝트의 수와 관계없이 각 사람은 한 번만 계산해 주세요.
1.
2.
3.
4.
5.

선교 프로젝트 참여자: 2018 년도 지역사회 선교 (Local)
선교 프로젝트 참여자: 2018 년도 지역사회 선교 (Regional)
선교 프로젝트 참여자: 2018 년도 국내 선교 (US & CANADA)
선교 프로젝트 참여자: 2018 년도 해외 선교
2018 년도 총 선교 프로젝트 참여자 수 (한 사람이 몇 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
사람당 한 번만 계산 해 주세요.)
6. 귀 교회의 참가자 외에 2018 년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한 추정인원
7. 공동체가 이번 연도에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사역이나 선교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다른 공동체가 비슷한 사역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돕거나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9. 공동체의 가장 큰 세가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 홈리스, 교육/학생 지원, 기아, 지역 사회 발전 등)

인구 통계
1. 교회 내의 Asian/Pacific Islander (한국인 제외), Haitian, Korean, white/Caucasian/anglo, AfricanAmerican, Hispanic or Latinx, Native American/First Peoples/Alaska Native 또는 다른 인종의 비율.
2. 공동체가 사용하고 있는 주된 언어
3. 공동체의 연령 비율: 0-4, 5-11, 12-18, 18-25, 26-35, 36-45, 46-54, 55-64, 65-74, 75+
4. 참석자들의 주된 주거환경: rural, suburban, urban, mixed
기타
1. 귀 교회는 개방적이며 모든 참석자의 신앙을 존중/지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로 투표/결의한 적이 있습니까?
2. 공동체가 5 년 내 화해사역훈련 (Reconciliation training)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3. 교회가 Green Chalice movement (DHM 에서 진행 중인 환경보호 사역의 일환)에 참여 중입니까?

문서 제출 방법 (March 15, 2019 까지) :
1.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음 링크에서 문서를 작성: disciples.org/yearbook (추천하는 방법)
2. PDF 파일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송: yearbook@disciples.org
3. 출력한 문서를 우편으로 전송: Yearbook Forms, Disciples Center, PO Box 1986, Indianapolis, IN
46206-1986

연감 & 주소록 구입 안내
2019 년 연감&주소록을 주문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disciples.org/yearbook. 2019 년 여름까지
도착할 간행물 예약을 위해 빠른 결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8 년의 지역/일반 사역 정보와 주소/연락망이
2019 년 발행에 포함됩니다. 2019 총회 (General Assembly) 결의안은 2020 년 발행에 기재될 것입니다.
체크로 결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주문 형식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disciples.org/yearbook.

주의 사항: 연감은 결제가 완료된 후에 발송됩니다. 예상 발행일은 2019 년 7/8 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