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로교 총회 사역을 위한
2022 년 동역자 분담금 성명서
서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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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년 동역자 분담금

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사역들이
2022 년 예산으로 세운 동역자 분담금과
미국장로교 사역 동역자들의 사역 지원 요청금

사역 지원
2022 동역자 분담 기금
미국장로교에

2021 년

동역자

참가하는

총 지출

분담

사역들

예산

기금

AC1
CDM
CC2
CTS
MNA
MTW
RUF
RH

$3,108,750
$1,860,500
$31,275,954
$9,238,422
$21,943,309
$59,287,295
$51,287,788
$3,000,000

$1,881,000
$832,000
$2,450,000
$1,980,000
$7,944,319
$8,397,040
$6,191,901
$1,250,000

총액

총액 중
%

요청 금액

일인 당
산출

교인당

금액

산출 금액

6.08%
2.69%
7.92%
6.40%
25.69%
27.15%
20.02%
4.04%

$6.27
$2.77
$8.17
$6.60
$26.49
$28.00
$20.65
$4.17

$8
$7
$9
$10
$26
$30
$18
$4

$181,002,018 $30,125,375 100.00%

$103.13

$112

미국장로교 행정 위원회에 따른 수찬교인들 총수는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2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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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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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TO THE 2022 PARTNERSHIP SHARES STATEMENT
FOR THE PCA GENERAL ASSEMBLY MINISTRIES
The working definition under which the 2022 Partnership Share Budgets have been calculated is as
follows.
As a general statement, “Partnership Shares” describes the amount of money needed to
cover the anticipated total expenses of a ministry minus earned income and minus funds
designated to specific individuals who are missionaries, church planters, campus
ministers, and staff (unless the ministry also guarantees the full compensation of the
employee), as well as specific capital funds or similar designated monies. This portion of
the approved expense budget is dependent on contributions from the PCA churches and
individuals. In every case the “Partnership Share” is permitted to be at least the General
Administrative and Overhead portion of the particular ministry’s total budget.
Two important numbers for each participating ministry are provided by the Partnership Share and
Ministry Ask calculations. First, the numbers located in the column labeled “Per Capita
Calculation” are obtained by a per capita giving formula, which divides the Partnership Share Fund
amount for each General Assembly Ministry by the total number of communicant members last
reported to and accumulated by the Office of the Stated Clerk.
A second set of numbers under the column labeled “Ministry Ask” is provided for churches. The
“Ministry Ask” is the amount of money each Committee or Agency is asking the churches of the
PCA to give if the church would like to give to PCA Ministries on a “per member” basis. The
amount listed in this column is generally an estimate of what each Committee and Agency needs
to receive from each donor church per member in order for the Committee or Agency to raise their
full budget approved by the PCA General Assembly.
These two numbers provide churches and individuals with important factors as they seek to
decide how to give to the PCA General Assembly Committees and Agencies. All PCA
Ministries struggle to raise Partnership Share funds, and none of the PCA ministries would
be sustained without generous donors who give far beyond the Partnership Share. Please
assist as generously as you are able.
In short, the Partnership Shares calculation is based on the inaccurate assumption that all churches
have the same giving capacity per member and that all churches will give to all committees and
agencies. The Ministry Ask is a more realistic figure.

2022 Budgeted Partnership Shares and Ministry Asks
of PCA Ministry Partners
by the Participating General Assembly Ministries
2022 Partnership Share Fund
Participating
Ministries of
the PCA

2022 Total
Expense
Budget

P.S. Fund

% of
Total

Per Capita
Calculation

Ministry
Asks
$ Per
Member

AC1
CDM
CC2
CTS
MNA
MTW
RUF
RH

$3,108,750
$1,860,500
$31,275,954
$9,238,422
$21,943,309
$59,287,295
$51,287,788
$3,000,000

$1,881,000
$832,000
$2,450,000
$1,980,000
$7,944,319
$8,397,040
$6,191,901
$1,250,000

6.08%
2.69%
7.92%
6.40%
25.69%
27.15%
20.02%
4.04%

$6.27
$2.77
$8.17
$6.60
$26.49
$28.00
$20.65
$4.17

$8
$7
$9
$10
$26
$30
$18
$4

TOTALS

$181,002,018

$30,125,375

100.00%

$103.13

$112

The total number of Communicant Members according to the PCA Administrative Committee
was 299,891 as of December 31, 2020.

GENERAL NOTE
Gifts designated “spread per Partnership Shares” (or some equivalent) and the totally undesignated gifts
(which amount to less than $3,000 a year) will be spread according to the “Ministry Ask” column (by
percentages of the total).
SPECIFIC COMMITTEE AND AGENCY NOTES
1 - The PCA Administrative Committee requests that you contribute on the basis of 0.35% of total tithes
and offerings (excepting contribution to capital campaigns for such efforts as new buildings).
Please support us in this way if you are able to do so.
2 – By giving $10 per member to Covenant College, churches qualify for the Church Scholarship Promise
program at Covenant Col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