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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감과 주소록 작성 방법 
2019 년도 결산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2020 년 3 월 15 일까지 보고해주세요. 
1.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경우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작성 disciples.org/yearbook. (추천하는 

방법) 
2. PDF 파일로 스캔하여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전송:yearbook@disciples.org 
3.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의 우편 주소로 발송: Yearbook Forms, Disciples Center, PO Box 1986, 

Indianapolis, IN 46206-1986 

Year Book & Directory Purchases 
2020 년 연감&주소록을 주문하고 싶다면, 다음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disciples.org/yearbook. 2020 년 
여름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예약과 결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2020 년 연감은 지역/일반 사역 정보와 
주소/연락망을 비롯해 2019 년 총회 (General Assembly) 결의안도 포함됩니다. 체크로 결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로 들어 가서주문 형식을 다운로드해주세요: disciples.org/yearbook. 

계속 소통해주세요 

귀 교회가  2020 년 제자회 연감(Year Book & Directory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 포함될 
수 있도록 3 월 15 일 까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작성해주시거나 지금 작성하시는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isciples.org/yearbook. 그리고  기록을 위해 이 양식의 복사본을 남겨주세요.  

지금 진행하시는 보고 절차를 통해 귀 교회가 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지방회와 총회 사역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보고는 귀 교회가 교단을 통회 
획득한  비영리단체  501(c)(3)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IRS 에 보고할 의무를 충족시켜주는 절차입니다.   

교회 핀 (Church Pin)을 확인하고 진행해주세요. 아래의 추가적인 정보 수집 질문들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들이 예년의 것들과 중복되지만 질의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아래의 추가 질문들은 
연감 조사와 별개의 디지털 정보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추가 질문들은 제자회 차원에서 요구한 내용이 먼저 나오며 이어지는 내용은 Faith Communities Today 라는 
기관이  2020 년 종교인구조사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 절차는 캐나다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은 첫 번째 섹션과 두 번째 섹션에 중복되어 나옵니다. 
답변을 위한 도움말을 참고해주세요.   

Hartford Seminary 에 기반을 둔 이 연구그룹은  2000 년과  2010 년에 실시된 조사와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를 집계할 예정이며, 연구를 통한 새로운 통찰은 제자회와 공유 될 것입니다. 귀 교회의 사적인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취합할 정보가 준비된다면 10-20 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이 이 조사에 소요될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의 리스트는 아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Church PIN 교회 핀넘버   
 
 
 

Person reporting and title 
(required) 작성자 성명과 직함 

E-mail contact 이메일 주소 



Page 2 of 15| Version: 12.13.19 
 

 

 

PIN is assigned by the denomination. EIN is th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or Canada Business Number from the federal 
government. 교회 Pin 는 교단에서 지정해줍니다.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는 연방정부로부터 발급받습니다.   

 

Church phone number 교회 전화번호 
Church general info e-mail 
교회 이메일 
 
 

Minister’s e-mail 목회자 이메일 Website 교회 웹사이트 

 

2019 년 12 월 현재 고용된 사역자와 교회 직원, 그들의 직책 (6 명 까지)  

Name, title 이름, 직책 
 

 

 

 

 

 

 

Location address 실제 주소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우편 주소 (실제 주소와 다른 
경우)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번호  Year Church Founded (keep handy for supplemental form) 
교회 설립 연도 (추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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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 Statistics as of Dec. 31, 2019 (2019 년 교적 통계)  
1. 총 재적 인원(예배 참석 여부 상관없이 2019 년 12 월 31 일 현재까지의 총 재적 인원) 

____________________ (추후 추가 질문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2. 출석인원 (군인, 학생을 포함하여 지역 거주나 교인 등록에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교회 활동에 

관심을 보인 모든 인원) _________ (추후 추가 질문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3. 세례 인원 (2019 년에 세례 받아 교회에 세례교인으로 등록된 인원 )  _________ 
4. 이적 인원 (2019 년에 귀 교회로 이적한 인원)  _________ 
5. 2019 년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_________(Keep 추후 추가 질문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6. 2019 년 평균 교육 활동 출석 인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성경공부, 선데이 스쿨, 스몰 그룹, 독서 그룹, 

기타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인원) _________ 
7. 여성 제자들 (2019 년 여선교회 [women's group] 참석 인원)_________ 

Stewardship of Money (재정통계)  
1. 2019년도 일반 헌금 (헌금의 수신자/단체/기금 등 사용목적을 특정한 헌금을 제외한 일반 헌금). 이 

수입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 헌금과 무명/유휴 헌금이 
포함됩니다. ___________ 

2. 수입 총액: 2019년 교회 수입 총액. 이 액수는 일반 헌금과 목적헌금, 기타 수입을 포함하며 건물 
대여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록비, 주차료, 세이빙 어카운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1번의 일반 헌금 보다 액수가 많아야 합니다.) ____________ 

3. 총 선교비 지출: 귀 교회가 제자회 또는 제자회가 아닌 모든 선교 사역에 지출한 총액. DMF (Disciples 
Mission Fund)를 포함한 기타 기관/해외 선교 후원 등이 포함됩니다._________ 
 

Stewardship of Participants’ Time (봉사시간/프로젝트 통계) 
1. 얼마나 많은 인원이 선교 및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나요?  (참여한 프로젝트 수와 관계없이 각 사람은 

한 번만 계산해주세요.)  __________ 
a. 2019 년 지역사회 선교 _________ 
b. 2019 년 지방회 사역 선교 _________ 
c. 2019 년 국내 선교 (지방회를 벗어난 미국과 캐나다 전역)_________ 
d. 2019 년 해외 선교 _________ 

2. 2019 년 귀 교회의 참가자 외에 지역 사회봉사에 참여한 추정인원_________ 
3. 올해 귀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나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다른 공동체가 비슷한 사역을 시작한다면 돕거나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________________ 

5. 공동체의 주 관심사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홈리스, 교육/학생 사역, 기아, 지역사회 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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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주 사용 언어는 무엇입니까?_________________ 

참석자들의 주된 주거 환경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 주세요) 

Rural 전원 Suburban 교회 Urban 도심지  Mixed 복합 
 

 

 

오늘날 신앙 공동체 2020 설문조사 (Faith Communities Today 2020 Survey, 2020 FACT) 

배경/인구통계특성 

몇 년도에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세워졌나요? _____________ 
 
공동체는 처음에 설립된 장소에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o 예 

o 아니요 

o 영구적 장소가 아님 
 
현재의 장소로 언제 이동했나요? _____________ 
 
귀하의 공동체는 여러 곳의 장소/캠퍼스에서 예배 시간을 제공하고 있나요? 
 

o 예 

o 아니요 
 
어떤 우편번호(ZIP code)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예배 장소가 위치하고 있나요? _____________ 
 
가장 대표적인 예배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를 어느 것이 가장 잘 설명해 주나요? 

o 무료로 해당 시설 이용 

o 임대 

o 공동체가 소유 

o 교단이 소유 

o 기타: _______________ 
 
 
다음의 다른 유형의 기관들도 귀하가 예배드리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o 또 다른 공동체(들) 
o 학교 (K-6, K-12) 
o 데이 케어 또는 프리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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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영리 기관(들), 예: 보이스카우트, food shelf, credit union 
o 지원 그룹(들), 예: A.A., Al-Anon, Alzheimer’s 
o 정부 기관 관련, 예: 투표, 타운홀 미팅 
o 기타 (설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또 다른 공동체가 동일한 예배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셨습니다. 그 다른 공동체는 언어나 
민족 면에서 귀하의 공동체와 다른가요 (다른 공동체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공동체들 모두 

포함)? 

o 예 
o 아니요 

그 다른 공동체는 귀하의 공동체와 관련하여 다른 교단 소속이거나 다른 방식의 신앙을 실천하고 

있나요 (다른 공동체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공동체들 모두 포함)? 

o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장소의 좌석수는 어떻게 되나요? __________ 

 

예배 

평소 주말(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모든 예배에 전체 평균 참석 수를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 

일 년 전의 평소 주말(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모든 예배에 전체 평균 참석 수를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 

오 년 전의 평소 주말(금요일, 토요일, 주일)의 모든 예배에 전체 평균 참석 수를 

추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 

대표적인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음의 것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나요? 

 전혀 아님 조금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현대적 O O O O O 
경건함  O O O O O 
혁신적  O O O O O 
격식을 갖춘 의례 및 예배식  O O O O O 
전자 기타 포함  O O O O O 
오르간 포함  O O O O O 
성가대 포함 O O O O O 
아이들의 봉독 및 공연 포함  O O O O O 
청소년들의 봉독 및 공연 포함  O O O O O 
격식에 얽매이지 않음  O O O O O 
생각을 깨움  O O O O O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o 건물(들)의 휠체어 출입구 
o 수화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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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큰 활자(글씨)로 된 예배 자료 
o 보청기 
o 기타 시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위에 해당 사항 없음 

 
 
리더십 
 
어떤 것이 공동체의 (종교적) 리더십을 잘 설명하고 있나요? 

o 현재 성직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성직자 리더들 가운데 있습니다). 
o 한 명의 성직자 리더가 있습니다 (보조 혹은 부성직자 리더가 없습니다). 
o 공동 리더 형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성직자가 리더십을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o 담임이 되는 성직자 리더가 있고, 한 명 이상의 보조 혹은 부성직자 리더가 있습니다. 
o 저희는 평신도가 리더 역할을 하고 공식적인 성직자가 없습니다. 
o 위의 설명 중에 저희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동체의 담임 또는단독의 사역자 리더에 대해 묘사해 주세요 (공동 리더일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공동 
리더에 대해서만 답을해 주세요). 

나이: _______  
 
성 정체성:  O  남성       O  여성      O  트렌스젠더 또는 기타 성 정체성 
 
인종/민족 (해당되는 사항 모두 표시):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비 라틴아메리카계).............. ________ 
아시아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제도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백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다민족 ............................................................................................. ________ 
기타 - 기술해 주세요....................................................................... ________ 
 

 
근무 상태? 

o 풀타임 
o 파트타임 

 
파트타임인 경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나요? ________________ 
 
해당 사역자는 안수목사로서 제자회의 목회자 스탠딩을 가지고 있습니까? 
 O  네 

O  진행중입니다 
O  아니오 

 
 해당 사역자는 정규/위임 사역자입니까? 

 O  정규사역자 (청빙을 받았거나 위임받은 사역자) 
O  임시사역자 (인테림)  
O  은퇴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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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수) 상태? 

o 유급 
o 무급 

 
 

다음 중 어떤 특징이 해당 공동체의 성직자 리더에게 적용되나요? (각 특징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를 표시하면 됩니다.) 
 
___ 예 ___ 아니요: 또 다른 공동체(들)를 섬김 
___ 예 ___ 아니요: 채플린으로 섬김 
___ 예 ___ 아니요: 해당 공동체 외에 유급으로 고용된 직을 가지고 있음 
___ 예 ___ 아니요: 사역에서 이전에 은퇴함 
___ 예 ___ 아니요: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가지고 있음 
___ 예 ___ 아니요: 지난 10 년 내의 기간 중 안식 기간을 가졌음 
___ 예 ___ 아니요: (모든 유급 고용직으로부터) 매주 쉬는 날을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사용함 
___ 예 ___ 아니요: 1 세 이민자임 
 
귀하는 해당 공동체의 성직자 리더가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다고 표시하였습니다. 

채플린으로 섬기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기술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 
 
귀하는 해당 공동체의 성직자 리더가 해당 공동체 외에 다른 곳에서 유급으로 고용되어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고용 유형과 일주일 평균 일하는 시간을 기술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 

 
              목회자의 최종학력: 

O  고졸 
O  대졸 또는 대졸에 준하는 학력 
O  석사 (목회학석사 M.Div. 포함) 
O  박사 (e.g., Ph.D., D.Min.) 
 

   귀하의 교회는 몇 명의 유급, 또는 파트타임 사역자를 고용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나 프로그램리더 ________ 
                             행정담당자나 건물관리_________ 
 

당신은 당신교회의 목회자가 이중직 (bi-vocational)이길 원합니까? 
 O  네, 목회자가 이중직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O  네, 교회 상황을 고려하여 이중직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O  아니요, 이중직을 고려하지 않길 원합니다 

 
 [위 질의에 ‘예’를 했다면 답해주세요 ] 
 만약 ‘예’를 했다면 어떤 종류의 이중직을 갖길 원하시나요?  

 O  일반/세속직 
O  사역과 연관된 직종  

 
몇 년 도부터 담임이 되는 해당 리더가 이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시작했나요? ______  
 
공동체의 담임이 되는 리더와 회중 사이에는 어느 정도로 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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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좋지 않음 
o 그냥 괜찮음 
o 좋은 
o 매우 좋음 

 
참석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아이들 포함)이 예배나 회중의 기타 종교 관련 행사에 (한 달에 
한 번 이상)정기적으로 참석 하나요? _______ 
 
위의 정기적인 참석자들 중에서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다음의 각각의 연령대 
그룹에 해당되나요? 

아이들 (0-12 세): ................................................................................ ________ 
청소년 (13-17 세): .............................................................................. ________ 
청년 (18-34 세): ................................................................................. ________ 
중장년 (35-64 세): .............................................................................. ________ 
시니어 (65 세 이상): .......................................................................... ________ 
총합 (이것은정기적 참석자 총합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 ________ 

 
위의 정기적 참석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음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나요? 
아메리칸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 (비 라틴아메리카계).............. ________ 
아시아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하와이 원주민 또는 태평양 제도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백인 (비 라틴아메리카계) ............................................................... ________ 
다민족 ............................................................................................. ________ 
총합 (이것은 정기적 참석자 총합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 ________ 
모든 정기적 참석자 성인들(18 세 이상) 중에서 몇퍼센트를 추정하나요: 
여성? ......................................................................................................_______% 
대학교 졸업? .........................................................................................._______% 
지난 5 년 동안 해당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들? ....................................._______% 
공동체의 정기적 봉사자? ......................................................................_______% 
빈곤 수준 이하로 생활? ........................................................................._______% 
공동체 예배 장소로부터 15 분 이내 지역에 거주? ..............................._______% 
해당 교단의 영구적인 회원 (예:침례교도)? .........................................._______% 
미국 태생?  ............................................................................................._______% 
이민자 (0-5 세에 미국에 거주)?  ............................................................_______%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가 있는 경우)? ______%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또는 성전환자: _______% 

 
 
미션과 정체성  
 

다음의 각각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나요? (각 진술에 대해 하나를 표시해 
주세요.) 
 
저희의 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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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도 않고 
비동의하지도 
않음 

동의함 강력하게 
동의함 

분명한 미션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예: 인종, 민족, 
사회경제 관련) 

     

새로운 
사람들을 공동체에 
포함하는 일을 
잘합니다. 

     

영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 위해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2010 년 이후로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 중 어떤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예, 2010-
2015 년 중 

예, 2016-
200 년 중 

다른 공동체와 통합됨    
두 개 이상의 공동체로 나뉘어짐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 및 개척을 도움    
위성 혹은 지교회를 시작함    
공동체의 명칭을 변경함    
교단을 변경함    
교단을 떠남 (독립 교단이 되기 위해)    
교단에 합류 (디 이상 독립 교단이 아님)    

  
 
귀하의 교회는 제자회 이외에 타 교단과 연계가 되어있나요?  
 

O  네 (설명해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  아니오  

 
  [‘예’했다면 답해주세요] 
 
 어떤 형태의 연계인가요?  (e.g. 이중, 상호독립적연합, 통합, 종속,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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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들에게 교단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요?   
  

O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O  비교적 중요하다 
O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가지고 있나요? "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얼마나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나요? (각각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예  
  조금 강조   많이 강조 
기도 또는 묵상 그룹 O O O 
아이들을 위한 종교 관련 교육 (예: 주일학교)  O O O 
성인들을 위한 종교 관련 교육 (예: 성경 공부) O O O 
수련회  O O O 
관심 활동 관련 그룹 (예: 공예, 취미) O O O 
스포츠 그룹 및 운동 그룹  O O O 
음악 프로그램 (성가대, 오케스트라, 밴드 등) O O O 
커뮤니티 서비스 및 봉사 활동 O O O 
청소년 (13-17 세) 활동 및 프로그램 O O O 
청년 (18-34 세) 활동 및 프로그램 O O O 
시니어 (65 세 이상) 활동 및 프로그램 O O O 
글로벌 사역 활동 (봉사/미션 트립/특별 기부)             O O O 
사회 정의/변호 단체 O O O 
프리스쿨 및 데이 케어 센터 O O O 
초등학교 O O O 
중고등학교 O O O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변화 상태를 위한 프로그램) 
 O O O 
다문화(Multicultural) 또는 다인종 가정 사역  O O O 
다종교 가정 사역   O O O 

 
귀하의 교회는 지난 5 년간 어떤 종류의 집회나 시위를 기획하거나, 참여를 독려한 일이 있습니까?  
O 네 
O 아니오 
 
귀하의 교회는 동성애에 열려있고 그들을 인정/수용하고 있습니까? 
O 네 
O 아니요, 하지만 수용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O 아니오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목회적 실천 및 가족의 경건의 실천을 얼마나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나요? 
(각 실천에 대해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모두 해당되지 않음 아주 조금 다소 상당히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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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경건 실천 (예: 기도, 
묵상, 성경 공부, 예배) 

     

금식      
귀하의 공동체 일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함 

     

거룩한 날들과 관련된 특별 실천 
및 제한 사항들을 엄수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 

     

신앙에 대해 부모가 자녀들과 
이야기함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신앙을 
실천함 (예: 직장, 가족, 지역 사회) 

     

정기적인 예배 참석      
 
지난 12 개월 동안 귀하의 공동체는 다른 신앙 그룹들과 함께 다음의 활동들을 한 적이 있나요? 
(각각의 활동에 대해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예, 다른 기독교 그룹과 함께 예, 다른 신앙 전통(faith traditions) 그룹과 
함께 

예배    
교육 및 사회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대체로 귀하의 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는 성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 오는 일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나요? 
 

o 전혀 하지 않음 
o 아주 조금 
o 조금 
o 상당히 
o 많이 

 
테크놀로지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나요? (각 테크놀로지에 대해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아니요 예, 아주 조금 예, 조금 예, 많이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E-뉴스레터     
웹사이트     
계좌 이체 및 온라인 등을 통한 헌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팟캐스트     
문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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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들) (예: 공동체 앱 또는 교단 앱)     
예배/설교 라이브 스트리밍     
예배 동안 영상 제공     
예배/설교의 오디오/비디오를 온라인에 제공     
온라인 미팅 (예: Zoom, Skype, GoTo Meeting)     
건물 내 와이파이 접속     

 
귀하의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소셜 미디어 (설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의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용되고 있는 다른 테크놀로지 (설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귀하의 공동체가 예배/설교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하의 예배/설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하나요? 
 

o 예 (대략적인 평균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_____ 
o 아니요 

 
귀하는 귀하의 공동체가 계좌 이체 및 온라인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매월 헌금의 몇 
퍼센트 정도가 온라인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나요?_______ 

 
귀하는 귀하의 공동체가 계좌 이체 및 온라인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출석자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나요? _____________ 
 
재정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귀하의 공동체가 모든 수입원에서 얻은 총금액은 얼마였나요?   
$_____________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귀하의 공동체가 모든 수입원에서 얻은 총금액은 얼마였나요? 

________ % 출석자 헌금 등 (예: 십일조, 헌금, 회비) 
________ % 모금 행사(펀드 레이징) 행사 
________ % 임대 수입 
________ % 기부 
________ % 투자 
________ % 학교 수업료 
________ % 특별 모금(캐피털 캠페인) 수입 
________ % 기타 수입. 아래 상자에 수입의 유형을 입력해        
주세요.:______________________ 
100%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귀하의 회중이 사용한 총금액을 얼마인가요? 
$______________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서 귀하의 공동체의 매년 지출 중 대략적으로 몇퍼센트가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하나요? 
 
                            ________ % 전체 스태프 월급 및 수당 (성직자 및 기타 직원) 

________ % 건물 및 운영 비용 (예: 공공요금, 담보대출 비용,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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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 프로그램 지원 및 재료 (예: 교육, 복음 전도) 
________ % 선교 및 자선 활동 (교단 평가 포함) 
________ % 기타 모든 비용 
100% 

 
귀하의 공동체의 오늘날의 재정적 상태와 5 년 전의 재정적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각 
기간에 대해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오늘날 5 년 전 
O  심각하게 어려움 O  심각하게 어려움 
O  조금 어려움  O 조금 어려움 
O  여유는 없지만 관리가 가능 O  여유는 없지만 관리가 가능 
O  좋음 O  좋음 
O 훌륭함 O  훌륭함 
 O  해당 사항 없음 

 
몇 가지 최종 항목들 
 
지난 5 년 동안 귀하의 공동체는 어떠한 다툼이나 갈등을 경험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o 아니요 
o 예, 하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o 예, 적어도 한 번은 몇 사람이 떠났습니다. 
o 예, 적어도 한 번은 몇 사람이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o 예, 적어도 성직자 리더 또는 스태프가 떠났습니다. 

 
귀하의 교회는 모임 가운데 개인의 안정 및 보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o 전혀 관심 없음 
o 조금 관심 있음 
o 다소 관심 있음 
o 매우 관심 있음 

 
예배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안과 관련하여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사항들을 사용하거나 
실천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예, 2015 년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2015 년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보 시스템    
보안 카메라    
예배 동안 문을 잠금    
공동체의 자원 봉사자 보안팀 또는 관련 
사역 

   

비용을 지불한 전문 보안 인력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사항들을 사용하거나 실천하고 있나요? (해당되는 모든 것을 표시해 
주세요.) 

 아니요 예, 2015 년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2015 년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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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아이들에 대한 
체크인 절차 

   

아이들 관련 자원 
봉사자들에 대한 신원 
조사 

   

아이들 관련 사역자들에 
대한 트레이닝 시행 

   

일반적인 안전 및 
보안에 대한 트레이닝 

   

 
지난 12 개월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귀하의 공동체는 다음의 일들을 위해 어떠한 그룹, 미팅, 수업, 또는 
이벤트를 조직했나요?  
 

 전혀 없음 한 번 2 회 혹은 3 회 3 회보다 많음 
정치 토론     
사람들 투표 등록     
선거 동안 예상표 획득     
선출된 공직자 로비를 위한 조직 및 참여     
공공 안건 및 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시위를 조직하거나 시위에 참여 

    

유권자 안내서 배포     
후보자가 공동체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초청     

 
다음의 진술들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나요? (각 진술에 대해 하나만 
표시해 주세요.)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도 않고 
비동의하지도 않음 

동의함 강력하게 
동의함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동체는 모였을 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귀하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2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귀하의 공동체에 대해 귀하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2 가지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연락처 
National Summary Report 의 사본(PDF)을 받기 원하시나요?     O  예     O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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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ummary Report 를 받을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 (귀하의 이메일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답변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공동체 및 사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O  예     O  아니요 

 
연락처 정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과 이메일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