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iss Fund Application(블리스기금 신청서) 
(SCT Approved: 1/19/2023) 

Date(날짜): _____________ 

Name of Church/NW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회나 NWC 이름) 

Your Name(신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Title(신청인 직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Address(이멜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eferred Phone Number(선호하는 전화번호): ______________________ 

Dollar Amount Requested 요청금액(up to $5,000, 최대$5000): ________________ 

The Bliss Fund is intended to be used to support PLR faith communities in their mission and 
ministry efforts as related to hunger/food insecurity/foodbank, social justice, community and 
mental health, social justice, peacemaking, and poverty eradication in their community. 
Bliss	Fund 는	지역	사회의	기아/식량	불안/푸드뱅크,	사회	정의,	지역	사회	및	정신	건강,	사회	정의,	평화	만들기	및	
빈곤	퇴치와	관련된	사명	및	사역	활동에서	PLR	신앙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Briefly describe the activity or project for which you seek funding (noting how this project aligns with 
the intended parameters for the Bliss Fund):  
자금	조달을	원하는	활동	또는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이	프로젝트가	Bliss	Fund 에	대해	의도한	매개	
변수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	

Briefly describe how you see this activity reflecting our presbytery’s values as a “learning missional 
community,” as detailed in Culture & Values of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attached):  
Los	Ranchos	노회	문화	및	가치(첨부)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배움	선교	공동체"로서의	우리	노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이	활동을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APPLICANT’S COMMITMENT: 
By applying for a Bliss Fund Grant, applicants commit to using the funds as detailed by this grant 
application and in compliance with the intended use of this fund. In addition, recipients will submit a 
final report detailing accomplishments, challenges, and uses of funds within one calendar year upon 
receipt of funding. Unused funds shall be returned to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and cannot be 
redirected for other purposes without the approval of the Strategic Coordinating Team. 
지원자의	약속:	
블리스	펀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신청자는	이	보조금	신청서에	설명된	대로	기금을	사용하고	이	기금의	의도된	
용도를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또한	수혜자는	기금	수령	후	1 년	이내에	성과,	과제	및	기금	사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사용	자금은	Los	Ranchos	노회에	반환되어야	하며	전략	조정	팀의	승인	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Completed grant applications should be submitted to the SCT: 
By email: Debbie Haley: dhaley@losranchos.org  
Or, mail to: Presbytery of Los Ranchos, Attn. SCT 
PO Box 910, Anaheim, CA 92815-0910



Culture & Values of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Los	Ranchos	노회	의	문화와	가치*	

 

 
Our Culture (우리의 문화) 

 
The hallmark of the Los Ranchos Presbytery culture will be as a learning community that fosters 
effective missional congregations. The primary activity of our Presbytery will be to equip, serve, resource 
and challenge congregations and their leaders to become more missionally effective based on the 
following three values.  
Los	Ranchos	노회	문화의	특징은	효과적인	선교	교회를	육성하는	학습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	세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회중과	그	지도자들이	선교적으로	더	효과적이	되도록	장비하고,	봉사하고,	자원을	
공급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Our Values(우리의 가치) 
 
Faithfulness: We hold each other mutually accountable for fulfilling our ordination vows, upholding our 
theological tradition and pursuing the Great Ends of the Church.  
 
Fruitfulness: We are committed to pursuing honestly and actively what will further the Kingdom of God 
in breadth and depth using whatever tools are necessary. We will consistently measure and monitor our 
effectiveness.  
 
Fellowship: We covenant to live out the Christian life together by pursuing trusting, healthy, edifying 
relationships expressed in missional partnership between our presbyters, congregations, and members. 
 
신실함:	우리는	우리의	신학적	전통을	지키고	교회의	위대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안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상호	책임을	집니다.	
	
결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넓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할	일을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교제:	우리는	장로,	회중	및	회원	간의	선교적	파트너십으로	표현되는	신뢰하고	건강하며	교화하는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서약합니다.	
 
 
 
*As envisioned in “Flipping the Presbytery from ‘The Meeting to the Mission,’” approved by the 
Presbytery, May 19, 2009. 
 
*2009 년 5 월 19 일 노회에서 승인한 "'모임에서 선교로' 노회를 뒤집기"에서 구상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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