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 가을 연금국 소식
미국 장로교 연금국은 매 정기 이사회 회의가 끝난 후 연금국 소식 (Board Bulletin)을 발행합니다. 이는
주요 회의 정보뿐 아니라 연금국에서 관장하는 플랜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조치 관련 내용을
보고합니다.
이사들은 연금국 임원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 10 월 25 일 금요일 아침에 Denver, CO 에서
모였습니다. Fernando Rodríguez 목사가 예배를 시작했고, Larry Palmer 장로가 신도들을 대표해 기도를
올렸으며, Stan Reid 목사가 교회를 위해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사회 일에 참여하자는 내용의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음악은 덴버의 웰셔 장로교회 소속 오르간 연주자 Daniel Romero 가 연주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내용의 이사 교육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사들이 지켜야 할 법적 표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복잡한 연금국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다양성이 있는 단체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Fairfax F. Fair 목사는 이 땅의 최초의 민족인 아라파호족, 샤이엔족 및 우트족을 되새기며
아침 회의를 마쳤습니다. 토착민을 인정하는 것은 제 223 차 총회(2018)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교단 교회와 관련 기관을 돕기 위해 기존의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목사들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일이며, 이는 10 월 26 일 토요일에 이사들이 처리한 업무의
핵심이었습니다. Puerto Rico 에서 사역하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연금국이 계속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나은 봉사를 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혜택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회의 관련 기타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8 월 31 일까지 8 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 10.3%
투자 최고 책임자인 Judith D. Freyer 부사장은 2019 년 8 월 31 일 종료된 8 개월간의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10.3%)를 세계 경제 및 정치 사건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2019 년
8 월 31 일에 종료된 3 년, 10 년 및 20 년에 걸친 장기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률 6%를 초과했습니다.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연금 플랜, 사망 및 장애 플랜, 기부 기금, 의료 플랜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기금 및 연금국에 제공된 목적성 기부금입니다. 2019 년 8 월 31 일 현재 포트폴리오의 시가는 96 억
달러였습니다.
투자 위원회 의장인 Suzanne P. Welsh 은 혜택 플랜 가입자와 수혜자를 대신해 위원회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총회 투자 회수 목록을 포함하여 투자를 통한 전도 의무(MRTI)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일을 합니다. 위원회는 2020 년 연금국 금지 유가 증권 목록을 채택하고 2020 년 총회 투자
회수 목록을 포함했습니다. 이 목록은 모든 개별 회계 관리자에게 배포됩니다.
투자 위원회는 연금 위원회와 공동으로 2019 년 자산-부채 조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장기 전략적 자산 배분 범위를 확인하고 6%의 장기 투자 예상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2019 년 8 월 31 일, 승인된 각 자산 등급 범위 내에서 미국 주식에 34.5%, 국제 주식에 20.6%, 고정 수입에
29.4%, 대체 자산에 15.5%의 자산이 배분되었습니다.
균형 투자 포트폴리오는 다음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및 국제 주식, 고정 수입 및
대체 투자. 위원회는 1 년에 3 회 개최되어 각 항목에 대한 연례 심층 검토를 실시합니다. 2019 년 10 월
25 일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고정 수입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자에게 보내는 벤처 캐피탈 파트너십 투자 확약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사회는 연금국에 대한 금지 유가 증권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이 정책은 대행사는 유가 증권 금지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하고 MRTI 가 시행한 대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Puerto Rico 에도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 제공
연금 플랜에 가입한 Boriquén 대회 목회자들도 이제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은 목회지 및 교회 지도자들에게 재정
교육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목회자들에게 최고 1 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사회는
Puerto Rico 의 경제적 어려움이 교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 목회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 조정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의 조치로 Puerto Rico 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목회자의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됩니다.
Puerto Rico 에서는 세법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미국 장로교 은퇴 저축 플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사회는 이들 목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가결하여 비상 저축 계좌 또는 기타 은퇴 저축 수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 보조금을 개인 부채를 줄이거나 청산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지원 보조금 수혜자의 연 소득 한도액 인상
이사회는 생활 지원 주택비 보조금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한 연 소득 한도액을 기존 60,910 달러에서
66,880 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는 2020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됩니다. 한도액은 목회자 중간 급여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2020 년의 경우 60,800 달러).
연금국에서는 미국 장로교 은퇴 목회자와 직원 및 생존 배우자에게 주택비 보조금을 지급하여, 살던
집에 계속 살거나 은퇴 시설로 이전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자격을 갖춘 은퇴자 및 생존 배우자는 필요 시
수입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년 보조 기금 지출 160 만 달러로 인상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2020 년도 예산은 2019 년보다 160 만 달러 증가한 960 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은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과 목사 교육 부채 보조금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Grants)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조 기금은 은퇴자 및 현역 목회자/직원과 그 가족에게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선물, 유산,
기부 및 크리스마스 특별금의 절반이 보조금으로 쓰여집니다. 목회자와 직원들의 혜택을 위해 낸 Beneits
Dues 는 보조프로그램 기금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2020 년 예산 증가를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2019 년의 4%에서 인상하여, 특정 지원 기금의 시장 가치인 4.5%와 동일한 배분을 승인했습니다.
이사회의 조치는 확립된 배분 정책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연간 크리스마스 선물 승인
이사회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소득 및 주택비 보조금 수령인에게 제공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승인했습니다. 독신 수령인은 250 달러, 배우자가 있는 수령인은 500 달러를 받게 됩니다. 수년 동안 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수령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혜자들이 이제는 그들도 선물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연금국에 전해왔습니다. 소득 및/또는 주택비 보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2019 년 11 월 1 일부터 이선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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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Mediare Supplement 부담금 동결
Medicare Supplement 부담금은 2020 년에도 변경되지 않으며, 이로써 3 년째 동결됩니다. 지난 3 년간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담금 인상이 필요치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2019 년 여름 연금국소식에는 연금국이
부담금 인상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20 년도 연금국 주요 사역
2018 년 10 월에 2019-2020 전략적 비젼을 승인한 이사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0 년 사업 계획 및 관련
행정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연금국은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새로운 플랜
상품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 이사회 회의는 2020 년 3 월 5 일부터 7 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rporate Secretary 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215-587-7600 으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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