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로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Pathways to Renewal)
연금국은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혜택 요약 (Summary)
미국 장로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Pathways to Renewal 은 작은 교회와 혁신적
목회를 후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가 젊은 목회자를
청빙하여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통하여 전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성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 미국 장로교의 미래을 위한 목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돕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 (Costs)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을 통하여 목회자를 Pastor’s Participation 에
등록시키는 교회는 크게 줄어든 부담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2018 년 총 부담금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의 19.75 % 입니다:
 2% 연금 혜택
 1% 사망 장애 혜택
 16.75% 의료 혜택 부담금 (기본 의료부담금의 2/3 이며, 이 때 최소 의료
부담금은 $6,000 입니다.)
주의! 고용기관이 이 부담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 년간 혹은
고용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기간 중 더 짧은 기간동안 입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교회가 Pathways to Renewal 을 통하여 부담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어도 2 년간 위임받은 직책의 목회자가 없었고 목회자 청빙 위원회가 없었던
교회로 교인수가 150 명 혹은 그 이하일 때,
 교인수에 상관없이 목회자 수를 늘이기를 원하는 교회.
주의! 새로 고용되는 목회자는 40 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새 목회자는 이전에 Pastor’s
Participation 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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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s Participation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은 Pastor’s Participation 에 포함되는 모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담금 전액을 교회가 부담하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플랜;
 사망 장애 플랜;
 온가족을 위한 안과 혜택을 포함하는 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의료 혜택.
또, 목회자는 Pastor’s Participation 으로 아래와 같은 혜택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기관이 함께 적립하든 적립하지 않든 상관없이 미국 장로교 은퇴 저축 플랜
(Retirement Savings Plan);
 치과 플랜; 그리고
 추가 사망장애 혜택 (자격이 되는 경우).
Pastor’s Participation 은 목회자에게 미국 장로교 CREDO, 교육비 부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웰빙을 후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정보 (More Information)
Pathways to Renewal 프로그램에 신청하기를 원하거나, 자격이 되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면, 동부 시간으로 월-금요일 8:30am 에서 5 pm 사이에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고용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pensions.org 를 이용하거나,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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