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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총회 사역을 위한  

2018 년 동역자 분담금 성명서 
 

서문 

 

*** 10-3-2017 의 수정 *** 

다음 페이지의 맨 아래에 노트를 참조하세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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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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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역들이 

2018 년 예산으로 세운 동역자 분담금과 

미국장로교 사역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 요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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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1 $2,770,100 $1,721,000 6.49% $5.91  $8 

CDM $1,708,700 $790,000 2.98% $2.71  $7 
CC2 $30,058,000 $2,300,000 8.68% $7.90  $9 
CTS $8,937,502 $2,100,000 7.92% $7.21  $10 
MNA $13,248,576 $4,872,242 18.38% $16.73  $26 
MTW $55,236,056 $8,679,667 32.75% $29.81  $30 
RUF3 $34,062,314 $5,344,297 20.16% $18.36  $18 
RH $2,131,000 $700,000 2.64% $2.40  $4 

        
총액 $148,152,248 $26,507,206 100.00% $91.03  $112 

 

미국장로교 행정 위원회에 따른 수찬교인들 총수는 2016 년 12 월 31 일 현재 2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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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22,672 불이다. 이 금액의 남은 부분은 

학원선교위원회의 사역들을 후원하는 교회들과 노회들의 예산에서 나온다.   
참고: RUF의 동역자 분담 기금은 (P.S. Fund) 총회 후에 수정되었으며 (원래보고 된 금액은 $8,074,282 

였습니다). 이 수정으로 각 위원의 "합계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RUF는 또한 “사역 지원 요청 

금액를 $18 (원래 $28 달러로 보고)로 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