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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정기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알리는 소식지인 Board
Bulletin 을 발행합니다. 이번 소식지는 2017 년 가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중에 연금국이
주관하는 플랜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보고합니다.

이번 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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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의 범주는 우리 자신이 설정해 놓은
가정(assumption)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라고 Margaret Fox 목사는 연금국 이사회가 열린 금요일 오전에 설교하고, 연금국이 그
가정들에 도전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사 중의 한 명인 Fox 목사는 창세기 15:1-6 에서 아브람이 장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보였을 때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하나님은 새로운 것, 다른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래를 향한 계획이 지극히
밝고 밤하늘처럼 광활하다고 답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예배후 연금국 President 인 Frank Clark Spencer 목사는 이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도록 도전하였고, 우리가 미국 장로교를 더
잘 섬기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하여 창조적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금국은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초기 징조는 희망적입니다. 2017 년 혜택 플랜을
융통성있게 변경하여 더 많은 교회 관련 고용인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행정적인 플랜 규정을 재조정함으로써 플랜에 가입하는 데 장애물을 많이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와 플랜 가입자들의 필요를 주의깊게 경청함으로써 시작된 재조정은
2017 년에 교회와 미국 장로교 고용기관들이 약 1,600 명의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혜택 플랜에 menu options 를 추가하여 플랜을 떠났던 가입자들이 돌아와 가입하고
있습니다. Spencer 목사는 “30 여년간 줄어들던 가입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장로교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차세대 목회자 리더들을 기르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Spencer 목사는 2007 년부터 2016 년까지 지난 10 년간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의 수가 줄어들었고, 혜택을 제공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혜택을 받은
목회자들보다 5 년 이내에 목회지를 떠난 확률이 50 % 더 많았습니다. “모든 안수 받은
목회자들이 전체 혜택 페키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Spencer 목사는 말했습니다.
몇 달 안에 연금국은 플랜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계획 1:
목회자의 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던, 혹은 최근에 목회자 자리를 새로 만든 작은 교회에서
시무하는 40 세 미만의 위임받은 목회자를 위한 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계획 2:
온전한 목회를 하는데 필수적인 목회자의 재정적인 안정을 장기적으로 돕기 위하여
교육비 부채를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8 년 3 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 년간 연금국의 업무는 A Theology of Benefits 에 기초해 왔으며 모든 목회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왔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앞으로 “새로운, 다른 계획”이 가능한 것으로 장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2017 년 9 월 30 일로 마감한 연금국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가 9
개월간 12.4 %의 투자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위원회 의장인 Rev. Dr. Lindley G. DeGarmo 는 혜택 플랜 가입자들과 수혜자들을
대신하여 투자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세가지 주요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국내 그리고 해외 주식,
채권, 그리고 대체 투자. 투자 위원회는 일년에 3 번 모이며 각 구성 요소를 깊이 있게
검토합니다. 2017 년 10 월 27 일에 열린 회의에서 투자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채권 부문을 검토했습니다.
투자 위원회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private equity 에 이차적인 기금 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위원회는 미국 주식 메니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private
equity 를 위한 이차적인 기금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2

투자 위원회에서는 연금국이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 전략적인 자산 분배 범위를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였고, 2017 년 9 월 30 일 현재 투자 현황으로 미국 주식에 34.1 %,
해외 주식에 22.2 %, global stocks 에 1.2%, 채권에 28.6 %, 그리고 기타 종목에 13.9 %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2018 General Assembly Divestment List 를 포함하는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RTI)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는 것이 투자 위원회의
책임입니다.
투자 위원회는 2018 년 General Assembly Divestment List 를 포함시켜 2018 Board of
Pensions Prohibited Securities Lists 를 채택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모든 account
manager 에게 보낼 것입니다.
Executive Vice President 겸 Chief Investment Officer 인 Judith D. Freyer 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의 틀 안에서 2017 년 현재까지 12.4 %의 투자 이익을 낸 것을
검토했습니다. 2017 년 9 월 30 일로 마감한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난 20 년간의
Asset Mix Policy Benchmark 투자 이익을 능가했습니다. Policy Benchmark 는 index
funds 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수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2017 년 9 월 30 일에 마감하여 지난 20 년간의 장기 투자 이익 가정인
6 %를 초과했습니다.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연금 플랜, 사망장애 플랜, 기부금, 연금국에 기부한 용도가
제한된 선물과 아울러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 년
9 월 30 일 현재 자산은 $9.3 billion 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변경 사항
2017 년 크리스마스 선물과 2018 년 보조 프로그램 예산
이사회는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승인했습니다: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입 보조나 주택비 보조를 받고 있는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과 혼자된 배우자들에게 올해도 계속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혼자인 가입자는 $250, 부부는 $500 을 받게 됩니다.
2017 년 최대 보조 프로그램 지출 가이드라인이 2018 년에도 계속되며, 이로써
내년에 자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 $5 million 의 보조금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수입 보조금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수입 보조금과 주택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근무한 연수를 반영하는 수입 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대 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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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자격이 되는 가입자가 은퇴 후 품위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8 년 수입
보조금 신청을 위한 수입 수준을 적정선에 유지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장로교에 장기 근무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금 플랜에 등록해 있던 연수에 따라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의 수입 상한선을 늘이기로 결정했습니다.

Income target level 은 은퇴한 독신 혹은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가 모든 수입에 수입
보조금을 합하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입을 말합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연금국으로부터 재정적인 보조금을 합하여 가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입입니다.
2018 년 최대 수입 가이드라인
연금 플랜에 참여한 연수 독신 은퇴자
배우자가 있는 은퇴자
10 년에서 20 년 사이
연금 플랜 참여 연수에
연금 플랜 참여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됨
비례하여 계산
20 년에서 25 년* 사이
$30,420
$36,540
25 년에서 30 년 사이
$31,941
$38,367
30 년 혹은 그 이상
$33,462
$40,192

*이 수입 수준은 현재 근무 중인 풀타임 목회자들의 중간 급여의 50-60% 입니다.
보조금 신청 목적으로 미국 장로교 연금 플랜에 25-30 년간 가입해 있던 자격이 되는
가입자의 총수입은 연금 플랜에 20-25 년간 가입했던 가입자의 총수입보다 5 %를
인상했으며, 30 년이상 가입했던 가입자들의 경우 10 %가 더 많습니다.
미국 장로교 연금 플랜 가입 연수가 10-20 년 사이일 경우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주택 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대 수입액이 갱신되었습니다
주택 보조금 신청을 위한 특정 자격을 갖춘 은퇴한 가입자의 최대 수입은 $42,640 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풀타임 목회자들의 중간 수입의 약 70%인 이 액수는 2018 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조인이 상주하는 은퇴 주거지에 사는 은퇴한 가입자들의 주택 보조금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보조인이 상주하는 은퇴 주거지에 사는 가입자들의 최대
수입은 2018 년에도 $60,910 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퇴한 가입자들의 수입이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한 수입 한도액은 초과하지만, 보조인이 상주하는 은퇴 주거지에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나이가 제한됩니다
수입 보조금과 주택 보조금 신청을 위한 연령 자격이 일반 은퇴 연령인 65 세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이 규정은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수입 보조금이나 주택 보조금을
받고 있는 65 세 미만인 가입자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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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불입금 변경
의료담당 위원회는 메디케어 보충 플랜과 의료혜택 지속 프로그램, 그리고 치과 보험을
위한 2018 년 불입금에 관한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2018 년 Medicare Supplement, Medical Continuation, 치과보험 불입금을 보려면,
2018 년 불입금 (2018 rates for the Medicare Supplement Plan, medical continuation
coverage and the Dental Plan)을 참고하십시오. 내년 Medicare Supplement 와 치과
보험 불입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이사회는 내부 감사 기관을 승인했습니다
연금국 이사회는 2017 년 남은 기간과 2018 년 12 월 말까지 내부 감사 기관으로 Protiviti
를 승인했습니다. Protiviti 는 내부 감사 해결사로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연금국 이사회의 다음 회의는 2018 년 3 월 1 일부터 3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secretary@pensions.org 로 Corporate Secretary 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조언이 있습니까?


Communications@pensionsorg 을 이용하거나,
The Board of Pen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0 Market Street
Philadelphia, PA 19301 로 보내십시오.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십시오.

연금국 Twitter 와 Facebook 을 이용하십시오


twitter.com/BoardofPensions 와 facebook.com/boardofpensions 에서 연금국
관련 뉴스와 관련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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