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감 작성 방법 
2022 년 1 월에서 3 월 15 일까지 Alex: Data for Disciples 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https://alex.disciples.org 

귀 교회의 congregation’s username and password 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페이지 좌측 패널의 “My Yearbook”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만약 해당 패널이 보이지 않는다면 Alex 

글자 아래의 세 줄로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모든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오렌지색 버튼 “Edit Entry”를 클릭해 연감 작성 페이지를 엽니다.  

 

 

우측 하단의 금색 “save progress (진행사항 저장)”버튼을 이용하여 각 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 (General tab)에서 연락처 및 직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든 변동 사항은 Submit tab 

(제출)에서 귀하의 이름을 입력 후  녹색 Submit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정보는 각 페이지 또는 탭의 금색 “save progress”버튼을 통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지방회의 승인을 받고 연감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기 전까지 홈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소속된 미니스트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ational Convocation, Obra 

Hispana, and North American Pacific/Asian Disciples (NAPAD)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해당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교회는 “not applicable or N/A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합니다.  

 
• 회색 칸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변동 사항은 alex@disciples.org 로 보내집니다.  

• 귀 교회의 목회자 정보는 중앙 목회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목회자 정보가 틀렸다면 지방회 사무실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중앙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요청하세요.  



• 귀 교회의 EIN (U.S.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연락처 탭에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표시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PIN 과 EIN 번호를 alex@disciples.org 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 귀 교회의 county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한 정보를 alex@disciples.org 로 보내주세요.   
 

Participant Stats (출석 통계)  
출석 및 재적 통계를 위한 탭, 평균 예배 출석 인원, 평균 교육 

활동 출석 인원, 회원 자격, 세례 인원, 이적 인원, 제자회 여성 

인원 및 제자회 남성 인원을 위한 탭을 볼 수 있습니다. 매주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update”버튼을 클릭하시면 평균 예배 

인원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Definitions (용어 정리) 

Calendar Year (당해 연도) – January 1 – December 31, 2021 

Participants (출석 인원) – 지난해 적어도 한번 참석 또는 

헌금/기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이 개인은 회원 

명부에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Average Worship Attendance Weekly (주간 평균 예배 출석 인원) –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인원입니다.  

RE: 온라인 참석자 

o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3 초와 같이 짧게 참여한 인원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한 계정으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참여한다면, 해당 인원에 1.7 을 곱하여 여러 명의 

사용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o 일주일 간의 총 사용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요일 오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verage Educational Attendance Weekly (주간 평균 교육 활동 출석 인원) – 성인 성경 공부, 청소년 

모임, 어린이 프로그램 등과 같은 모든 주간 학습 활동이 포함됩니다. 온라인 출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1 월 – 3 월 15 일은 수시로 

정보 수정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보를 입력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저장한 후 나중에 돌아와 정보 

입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정보를 모두 입력했지만 

인구 정보(demographics)가 없는 

경우, 나머지 정보를 저장하고 3 월 

15 일 이전에 다시 돌아와 인구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Total Membership (총 재적 인원) – 현제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건 그렇지 않건,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회원 목록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Baptisms During Calendar Year (해당 연도의 세례 인원) – 2020 년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신앙고백을 통한 세례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례가 2021 년에 계획되어 있다면, 다음 연도의 

보고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Transfers During Calendar Year (해당 연도의 이적[전입] 인원) –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귀 교회로 

이적한 인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Disciples Women Participants (제자회 여성 인원) – 지역 크리스천 여성 펠로십 (CWF) 또는 해당 

공동체와 관련된 여성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Disciples Men Participants (제자회 남성 인원) – 해당 공동체와 관련된 남성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Demographics (구성원의 인구 통계)  
첫째 항목은 various ethnic or racial groups(다양한 민족 또는 인종 그룹)의 대체적인 비율입니다. 이 

숫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된 보고서와 그래픽을 위한 퍼센트로 변환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different age groups(서로 다른 연령 그룹)의 대체적인 비율입니다. 이 숫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된 보고서와 그래픽을 위한 퍼센트로 변환될 것입니다.  

다음 항목은 사용하는 Language(언어)에 대한 것으로 총회와 지방회가 번역이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inistry context of congregation”(공동체의 사역 환경)은 총회 및 지방회가 개 교회의 사역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Worship and Education (예배와 교육)  

제자회 총회가 개 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귀 교회가 지금의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정보를 취합하려 합니다.   

2021년 교회의 예배 형태: in person only (대면 예배) ____ hybrid model (복합적 형태) ____ online 



only (비대면 예배) _____ 

귀 교회가 온라인 비대면 예배나 복합적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습니까? (예: Facebook live, YouTube, other streaming) ______________ 

귀 교회는 함께 사용하는 예배 공간 이외에서의 어린이 활동이나 예배를 시행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Children Worship and Wonder를 사용했나요? 

주일 예배 이외의 다른 주일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비대면 또는 대면)  

귀 교회는 성인을 위한 주일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나요? (비대면 또는 대면) 

귀 교회는 주일 오전이나 토요일 저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비대면 또는 대면)   

귀 교회는 주일 오전이나 토요일 저녁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까? (비대면 또는 대면)   
 

Stewardship of Money (giving) - 헌금 
교회 회계 담당자가 기입할 수 있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의 여섯 가지 항목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Undesignated Contributions (일반 헌금) – 건축 헌금, 지정 및 특별헌금(아래 참조)을 제외한 

모든 헌금 

• Building Fund/Capital (건축 헌금/자산) – 교인들의 건축 또는 자산 관련 캠페인을 위해 

모금된 헌금 

• Designated (지정 헌금) (특별헌금, 기념 헌금) – CROP walks,  푸드 팬트리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을 위한 헌금 또는 기념을 위한 헌금 

• Other Income (다른 수입) (임대료, 프로그램 등록비) – 결혼식 장소 임대료, 프리스쿨 

등록금, 사무실 임대료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얻은 수입 

• Operational Funds (운영 기금) – 전도나, 장례, 자산 등을 제외한 기타 운영 자금 수입  

• Total Outreach Funds Expended (총 선교비 지출) (Disciples Mission Fund 와 글로벌 미션 또는 

지역 사회 지원은 제외합니다)  
 
교단의 Treasury Services 를 통해 헌금한 아래의 항복들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Total giving received (auto calculates from Undesignated + Building + Designated) 
• Total receipts (auto calculates from total Giving + Other Income) 



• Per Capita Total Giving (auto calculates) 
• Total Disciples Outreach (sent to Treasury Services) 
• Per Capita Disciples Outreach 
• Reconciliation Ministry 
• Week of Compassion 
• Christmas Giving 
• Easter Giving 
• Thanksgiving Giving 
• Pentecost Giving 
• Blessing Boxes 

 

Definitions (용어 정리)  

Undesignated Contributions (일반 헌금) – 건축 헌금, 지정 및 특별헌금(아래 참조)을 제외한 모든 

헌금/운영자금 수입 

Building Fund/Capital (건축 헌금/자산) – 교인들의 건축 또는 자산 관련 캠페인을 위해 모금된 헌금 

Designated (지정 헌금) (특별헌금, 기념 헌금) – CROP walks,  푸드 팬트리 등과 같은 특별한 활동을 

위한 헌금 또는 기념을 위한 헌금 

Total Giving (헌금 총액) – 일반 + 건축 + 지정 +  Disciples Mission Fund + 교단 특별 헌금 (참가자 번호 

및 헌금 총액을 통해 일 인당 평균 헌금이 자동으로 계산됨) 

Other Income (다른 수입) (임대료, 프로그램 등록비) – 결혼식 장소 임대료, 프리스쿨 등록금, 

사무실 임대료 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으로 얻은 수입 

Total Receipts (수입 총액) – Total Giving (헌금 총액) + Other Income (다른 수입) 

Total Outreach/Mission Expenditures (총 선교비 지출) – 금전적인 푸드 팬트리 지원, 글로벌 미션, 

지역 셸터 지원, 그 밖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내진 모든 기금 (“from our doorsteps to the ends of 

the earth”). 이 항목에 Disciples Mission Fund 와 특별 헌금을 포함해 주십시오.  

Stewardship of Property (자산)  
우리는 건물과 공간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welcome all (모든 이를 환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 사회의 모임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간의 접근성 (accessibility) 확보는 모든 이를 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귀 공동체의 공간이 미국 또는 캐나다의 장애인을 위한 기준 (disability act standards)에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인원을 입력한 후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감 작성을 

완료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탭을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보고 됩니다.  

Stewardship of Time (봉사시간/프로젝트)  
온 세계를 향한 우리의 미션은 단지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귀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넷 중 하나 이상의 미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지만, ”Total Number of 

Mission Project Participants“ (총 미션 프로젝트 인원수)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Other (기타)  
Open and Affirming: 당신의 공동체가 LBGTQI 커뮤니티의 개인에게 “Open and Affirming”으로 

공식적으로 투표한 경우 Disciples AllianceQ (이전 GLAD)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더라도 

“Yes”라고 대답하세요. 만약 협력을 희망하여 AllianceQ 에 연락하고 싶다면 정보를 원한다고 

표시하세요. 

Green Chalice: 이미 Green Chalice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Yes”라고 대답하세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 싶다면 관심이 있다고 표시하세요.   

Reconciliation Training (화해 교육): 당신의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서 또는 Reconciliation 

Ministry(화해 사역)과 협력하여 반인종주의 교육이나 연구에 참여한 경우 “Yes”라고 대답하세요. 

Reconciliation 자료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Pension Fund (연금 기금):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나 교회 직원을 위한 제자회 pension fund(연금)에 

참여합니다. 연금 프로그램이나 다른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oftware (소프트웨어): ALEX 시스템을 확장 및 개선함에 따라, 기부 및 참석 정보를 더 쉽게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귀 교회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유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Mission Concerns (피드백)  
Alex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공동체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공동체를 

연결하고, 총회 또는 지방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피드백 섹션의 

목적입니다.  



Submit (제출)  
아래의 스크린숏을 보시고 “submit (제출)” 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출된 정보가 연감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기 전에 승인을 위해 지방회 사무실로 먼저 전달됩니다. 지방회에서 추가 

정보나 설명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를 완료하고 제출하게 되면 팝업창을 통해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메시지가 오류가 

있다고 명시한다면 수정이 필요한 탭 옆에 있는 작은 숫자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