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nouncing the 2023 Bliss Fund Application 
for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January 19, 2023 
 
Dear Pastor and Clerk of Session, 
 
I am writing to you today on behalf of the Strategic Coordinating Team (SCT) to inform you about a new source of 
funding that is available for our congregations and new worshiping communities.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is the recipient of a private donation from the Bliss Family and it was determined that SCT would oversee the 
distribution of this fund.  
 
According to the designated terms, The Bliss Fund is to "be used for a hunger project or health ministry" in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According to the presbytery’s legal counsel, the definition of these projects can be 
fairly flexible, and may also fit well under the Strategic Coordinating Team grant funding processes for social 
justice, peacemaking, poverty eradication, etc., allowing expansion of the grants to be given. 
 
The Strategic Coordinating Team has determined that all PLR faith communities may apply for grants up to $5,000 
that fit these parameters. The SCT will also apply $15,000 of these monies to fulfill our annual commitment to the 
annual LAC+USC Chaplaincy Position. The Bliss Fund will be distributed by SCT until the fund is depleted and 
notifications for awarded grants will be posted in the SCT Report to Presbytery. The current balance of this fund is 
$144,455. 
 
The Bliss Fund Application Guidelines: 

• PLR congregation or recognized NWC (this fund is not for partnering organizations) 
• Submit an application noting the intended purpose for the funds, such as: hunger/food insecurity/foodbank, 

social justice, community and mental health, social justice, peacemaking, and poverty eradication  
• Recipients will submit a report to SCT, within one year, detailing how the funds were used in their faith 

community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reach out to me or Debbie Haley (dhaley@losranchos.org). 
 

Blessings, 
 
 
Jonas Hayes 
Moderator of the Strategic Coordinating Team 
jonas.gracefirst@gmail.com 
 

Enclosures:  
Bliss Fund Application 
Culture & Values of the Presbytery of Los Ranc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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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Ranchos 노회를 위해 2023 년 블리스기금 신청 안내   

 

2023 년	1 월	19 일 

 

친애하는	목사님과	당회	서기님께,	
저는	오늘	SCT(Strategic	Coordinating	Team)를	대신하여	우리	교회와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원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Los	Ranchos 의	노회는	
Bliss	Family 의	개인	기부금을	수령했으며	SCT 가	이	기금의	분배를	감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조건에	따르면	Bliss	기금은	Los	Ranchos	노회에서	"굶주림	프로젝트	또는	보건	사역에	
사용"됩니다.	노회의	법률	고문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젝트의	정의는	상당히	유연할	수	있으며,	
사회	정의,	평화	조성,	빈곤	퇴치	등을	위한	전략	조정	팀	보조금	자금	조달	프로세스에	잘	맞아	
보조금의	확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Strategic	Coordinating	Team 은	모든	PLR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매개변수에	맞는	최대	$5,000 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SCT 는	또한	연간	LAC+USC	군목직에	대한	연간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자금	중	$15,000 를	적용할	것입니다.	블리스	기금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SCT 에서	분배할	것이며	수여된	보조금에	대한	통지는	노회에	보내는	SCT	보고서에	게시될	
것입니다.	이	펀드의	현재	잔액은	$144,455 입니다.	
	
블리스	기금	신청	지침:	
	 •	PLR	회중	또는	인정된	NWC(이	기금은	파트너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님)	
																	•	기아/식량	불안정/푸드뱅크,	사회정의,	지역사회	및	정신	건강,	사회정의,	평화	만들기,		
																				빈곤	퇴치와	같은	기금의	의도된	목적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수혜자는	기금이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1 년	이내에	SCT 에	제출합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저	또는	Debbie	Haley(dhaley@losranchos.org)에게	
연락하십시오.	
	
축복을 드리며,	
	
조나스	헤이즈 / 전략조정팀 위원장	
jonas.gracefirst@gmail.com	
	
포함서류:	
블리스기금	신청	
Los	Ranchos	노회의	문화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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