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프로그램 –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 (The Assistance
Program –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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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목회자의 교육비 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넓은 폭의 직책을 수용하기 쉽게 하고, 목회에
전임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일년에 $5,000 씩 최대 5 년간 교육비 부채 (학부와 대학원 학비
포함)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청자는 교육비 부채 전문가인
연금국 파트너 기관의 재정 코치를 받아야 하며, 매월 일정액을 정하여 교육비 부채를
상환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이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미국 장로교 목회자로 Pastor’s Participation 혜택 플랜에 등록되어야 하고;
 CREDO 회의나 Healthy Pastors, 혹은 Healthy Congregations program*에
참여하고;
 연간 실제 급여가 $80,000 이하여야 하고,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한
가구당 조정된 총 수입**(total household adjusted gross income)이 전국
목회자 중간 급여(현재 $116,000)의 2 배보다 작아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며;
 학비 부채 코칭 조건을 충족하며;
 신청자의 실제 급여와 부채액에 기준하여 산출한 일정액을 매달 상환하며;
 소속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청서를 승인하는 노회는 학생/목회자의 부채에
관련된 규정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이미 Ministerial Excellence Fund grant 를 받고 있으면, 두 보조금을 합한 총액이 $25,0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정된 총 수입 – 이것은 세금이 매겨지는 연방 세금 보고 양식 1040 의 line 37 이나 양식 1040A 의 line 21, 양식
1040 EZ 의 line 4 에 보고하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장, 자영업, 이혼
수당, 은행 이자에서 공제액이나 제외할 수 있는 조정액을 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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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 이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3 서 1:7-8

신청자 납부액 (Participant Contribution)
연금국의 보조금은 5 년간 일년에 $5,000 씩, 혹은 부채 상환이 완료되는 때 중 먼저
오는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매월 특정액을 대출 기관에 납부하는
조건에 한합니다. 신청자가 지불하기로 한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자의 실제
급여와 교육비 부채액에 기준하여 산출됩니다:
보조금 신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교육비 부채 상환금
$28,000 이하의 부채일 때,
실제 급여
신청자는 아래 두 액수 중
$28,000 이상의 부채일 때
적은 액수를 지불해야
지불해야 하는 액수:
합니다:
$40,000 이하
3% 혹은 MMP
MMP
$40,000 - $49,999
4% 혹은 MMP
MMP
$50,000 - $59,999
5% 혹은 MMP
MMP
$60,000 - $69,999
6% 혹은 MMP
MMP
$70,000 - $79,999
7% 혹은 MMP
MMP
$80,000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MMP = minimum monthly payment (월 최소 지불금)

연금국은 신청자가 매월 지불하는 액수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 (More Information)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pensions.org 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연금국이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연금국에
제출하기 전에 노회나 대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동부 시간 오전 8 시
30 분부터 오후 5 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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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프로그램에 관하여 (About the Assistance Program)
연금국 보조 프로그램은 미국 장로교 목회자들과 직원들의 삶의 여러 단계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를 위하여 만들어진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목회자들이 목회의 온전성을 추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보충합니다. 또, 이 보조 프로그램들은
목회자와 가족들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할 때, 즉, 개인적인 재원과 기타 후원 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안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중요한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입 보조금과 주택비 보조금을 통하여 은퇴한 목회자들의 재정적 그리고 주택비
보조,
 공동 보조금, 응급 보조금, 입양 보조금, 대학 신입생 보조금,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 안식년 보조금 등을 통하여 현재 근무하는 목회자들의 재정적, 직업적
필요를 후원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은 선물, 유산, endowments 에서 나오는 수입, Christmas
Joy Offering 의 절반 등이며, 고용기관이 지불하는 혜택 플랜 부담금은 여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각 선물의 전액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연금국은 오랜 기간 쌓여온 기부금을 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하기를 원하면, 800-773-7752
(800-PRESPLAN)으로 전화하거나 pensions.org 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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