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총회 사역을 위한
2019 년 동역자 분담금 성명서
서문

2019 년 동역자 분담금 예산을 산출하게 된 작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진술로서, “동역자 분담금”은 근로 소득과 선교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학원 사역자들, 또 직원(단 사역이 고용인의 온전한 보상을 보장 할
경우는 예외)과 같은 특정한 개인들을 위한 지정헌금, 마찬가지로, 특정적
현금 기금 또는 유사하게 지정된 돈들을 뺀 예상 사역 지출 총액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돈의 금액을 묘사한다. 인준된 지출 예산 중 이 부분은
미국장로교 교회들과 개인들의 기부금에 의존한다. 모든 경우에 “동역자
분담금”은 적어도 총회 행정위원회와 특정한 사역들의 총 예산의 간접 지출
지분이 되도록 허용되어 있다.

동역자 분담금과 사역 지원 요청 산출은 참여하는 각 사역을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수치를 공급한다. 첫째로, “일인당 산출”로 기명된 항에 있는 숫자들은 일인당 기부
공식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데, 그것은 각 총회 사역을 위하여 동역자 분담 기금을, 총회
서기 사무실로 전년에 보고된 그리고 누적된 수찬교인들의 합계로 나눈 것이다.
“사역 지원 요청”으로 기명된 항 아래 두번째 숫자들의 배경은 교회들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사역 지원 요청”은 만일 교회가 미국장로교 사역들을 위하여 “한 교인 당”
[얼마]에 기초하여 기부하기를 원한다면 각 위원회나 기관이 미국장로교 교회들에게
기부하기를 요청하는 돈의 금액이다. 이 항에 나열된 금액은 대체로 각 위원회와 기관이
미국장로교 총회가 인준한 그들의 예산 전체를 모금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나 기관이한
교인당 [얼마에 기초하여] 기부하는 각 교회로부터 받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의
추산액이다.
이 두 숫자는교회와 개인들이 미국장로교 총회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어떻게 기부 할
것인가를 찾을 때 그들에게 중요한 요인들을 제공한다. 모든 미국장로교 사역들은 동역자
분담 기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고, 미국장로교 사역들 중 어느 것도 동역자
분담금을 훨씬 뛰어 넘는 후한 기부자들이 없이는 계속 유지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한 마디로, 동역자 분담금 산출은 모든 교회들이 한 교인 당 동일한 기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위원회들과 기관들에게 기부 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확한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사역 지원 요청은 좀 더 현실적인 수치이다.

2019 년 동역자 분담금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역들이
2019 년 예산으로 세운 동역자 분담금과
미국장로교 사역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 요청금

2019 동역자 분담 기금
미국장로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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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1
CDM
CC2
CTS
MNA
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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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600
$1,706,630
$27,745,753
$9,370,980
$17,597,434
$68,445,800
$37,213,684
$2,653,000

$1,951,000
$8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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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행정 위원회에 따른 수찬교인들 총수는 2017 년 12 월 31 일 현재
292,450 명 이었다.
일반적 참고 사항
“동역자 분담금 비율 분산”으로 (혹 그와 동등하게) 지정된 기부금들과 (일년 합계가
3,000 불 미만인) 확실한 미지정 기부금들은 (총액의 비율에 의해) “사역 지원 요청
금액”에 따라 분산될 것이다.

구체적인 위원회와 기관에 대한 참고 사항
1 – 미국장로교 행정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새 건물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과 같은 현금
모금 운동에 기부하는 것을 제외한) 십일조와 헌금 총액의 0.35%를 기본으로 하여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후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 – 교인 당 10 불을 기부함으로, 교회는 커버넌트 대학의 교회 장학금 약속 프로그램의 자격이 있게
된다.
3 – 총회가 인준한 학원선교위원회 예산의 지분은 13,807,939 불이다. 이 금액의 남은 부분은
학원선교위원회의 사역들을 후원하는 교회들과 노회들의 예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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