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국 소식
Board Bulletin
Fal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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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기 부담금(Vacancy dues)이 없어집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이익 3.7%
보조 프로그램 변경 사항
전략적 비젼, Initiatives 가 승인되다

미국 장로교회들을 섬기되 더 잘 섬기는 것이 지난 10 월 27 일 토요일에 열린
연금국 가을 이사회의 주제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공백기 부담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이 안식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백기 부담금(Vacancy dues)이 없어집니다
교회 수입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연금국의 강한 신념에 의해 이사회는
2019 년 1 월 1 일부터 공백기 부담금(vacancy dues)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첫 12 달 동안 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그 부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018 년 8 월 31 일로 마감한 연금국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가
8 개월간 3.7 %의 투자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위원회 의장인 Suzanne P. We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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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사회에서 투자 위원회는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채권 부문을 검토했습니다.
투자 위원회는 private equity 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갖고, private
equity 와 부동산에 제한적인 partnerships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투자 위원회에서는 이사회가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장기 전략적인 자산 분배
범위를 승인한 것을 재확인하였고, 2018 년 8 월 31 일 현재 투자 현황으로 미국
주식에 36.1 %, 해외 주식에 21.8 %, 채권에 27.7 %, 그리고 기타 종목에
14.4 %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위원회는 매년 General Assembly Divestment List 를 포함하는 Mission
Responsibility Through Investment (MRTI) 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 위원회는 2018 년 General Assembly
Divestment List 를 포함시켜 2018 Board of Pensions Prohibited Securities
Lists 를 채택했습니다. 이 리스트를 모든 account manager 에게 따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Executive Vice President 겸 Chief Investment Officer 인 Judith D. Freyer 는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사건들의 틀 안에서 2018 년 현재까지 3.7 %의 투자
이익을 낸 것을 검토했습니다. 2018 년 8 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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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8 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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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년 8 월 31 일 현재 자산은 $9.7 billion 입니다.

보조 프로그램 변경 사항
크리스마스 선물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회는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입 보조나 주택비 보조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승인했습니다. 많은 수혜자들이
크리스마스에 받는 이 선물이 다른 이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2018 년 11 월 1 일 현재 수입/주택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는 이 선물을 받게 되는데, 혼자인 가입자는 $250, 부부는 $500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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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확대됩니다
이사회는 안식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합니다. 2019 년 1 월
1 일부터 Pastor’s Participation 플랜에 등록하고 있는 미국 장로교 목회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 목회자나 노회나 대회에서 근무하는 목회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교인수가 200 명 이하인 교회에 시무하는
목회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지난 6 년간 계속하여 Pastor’s Participation 플랜(이전
Traditional Program)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연봉이 $80,000 이하여야 하며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금국이 안식년 계획서와
비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6 년마다 한 번 안식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주택비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이사회는 계속하여 은퇴한 가입자들이 온전한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왔습니다. 은퇴한 혜택 플랜 가입자들과 혼자된 배우자들을 위한 수입
보조금과 주택 보조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식을 인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입 보조금은 최대 수입 한도액을 사용합니다. 아래 표는 수입 보조금을
가입자의 모든 수입에 더 했을 때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미국 장로교 목회자
중간 급여 (2019 년 $59,100)의 %를 보여줍니다.
2019 년 최대 수입 가이드라인
연금 플랜에 참여한 연수 혼자인 은퇴자
부부 은퇴자
10 년에서 20 년 사이
연금 플랜 참여 연수에
연금 플랜 참여 연수에
비례하여 계산됨
비례하여 계산
20 년에서 25 년 사이
55%
65%
25 년에서 30 년 사이
60%
70%
30 년 혹은 그 이상
65%
75%
2019 년 주택비 보조금은 현재 근무 중인 풀타임 목회자들의 중간 급여의
75 %입니다. Assisted living 결정에 사용되는 %는 목회자 중간 급여의
100%입니다. 주택비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여기는 은퇴자는 연금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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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 년간의 전략적 비젼과 2019 년 Initiatives 가
승인되었습니다
연금국 이사회는 성장과 관련하여 2019-2010 전략적인 비젼과 2019 Initiatives,
그리고 관련 행정비를 승인했습니다. 오는 2 년간 연금국은 계속 외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융통성과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목표는 미국 장로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숫자를 늘이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관련된 서류를 승인하면서 장래 목회 지도력을 증진시키는데 이사회는
미국 장로교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국의 계속된 노력을 승인했습니다. 2019 년
initiatives 는 교단 안의 여러 그룹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장이 계속되고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면서도, 전략적인 비젼과 Initiatives 는
연금국의 재정적인 안정과 훌륭한 서비스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격에 관한 혜택 플랜 수정
연금국
요건에
자신이
플랜에

이사회는 일주일에 20 시간 혹은 그 이상 근무하는 가입자들의 자격
관한 혜택 플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Plan Section 3.2 는
고용주인 승인받아야 하는 서비스 (validated service) 목회자들도 의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연금국 이사회의 다음 회의는 2019 년 3 월 14 일부터 16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사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secretary@pensions.org 로 Corporate
Secretary 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조언이 있습니까?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연금국 직원과 통화하십시오.
연금국 소식지에 관한 건의 사항은 info@pensions.org 로 이메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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