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 분담금 알아보기
사역 분담금이란 무엇인가?

1862년 북미주 개혁교회의 지역 교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감당하는 몇몇 사역기관들이 자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다양하고 훌륭한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비용을
같이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행되는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이로써
북미주 개혁교회 같은 규모의 교단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분담금은 어디로 가는가?

행정
홍보
복음선포와 예배

10.3¢

14.0¢

5.2¢

11.8¢
9.0¢

자비와 정의

신앙교육

$1
43.7¢

6.0¢

섬기는 지도자

북미주 개혁교회는 사역분담금을 사용하여
북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역을 돕습니다. 대부분의 사역분담금은 교회
개척, 섬기는 지도자 훈련, 기관목회자 후원,
개교회 지원 및 방송 및 선교를 통한 이웃에게
다가가는 데에 쓰입니다.

세계선교

사역분담금으로 교단이 하는 모든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의
기초가 됩니다.
사역분담금은 선교부 (국제구제부 제외) 예산의
34%를 제공합니다. 칼빈신학교 예산의31%, CRC교회를
후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위한 예산의 평균 76%를
감당합니다. 국제구제부는 사역분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34%

31%

76%

선교 기관들

칼빈신학교

회중을 위한 사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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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분담금이 재정을 모으기 정말 좋은 방식인가요?

예.
사역 분담금
모금비용

사역 분담금 2,200만 달러를
모으는데 대략 50,000
달러가 소요됩니다.

2,200만 달러

사역분담금은 우리가 함께 사역하도록
해주는 놀랍고 효과적이며, 신실한
청지기의 방식입니다. 수 년 간, 총회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모든
교회가 재정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역분담금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역이 진정으로 우리의 공동 사역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내야 합니까?

$7 = /매주

현재는 대략 등록교인 한 명이 1주 7달러의 헌금이면
금액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3,700만 달러

만약 모든 CRC 교인과 교회가 전액을 낸다면, 3700만 달러가 모여
지역과 전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역을 돕게 됩니다.
2019년 총회는 우리의 언약을 계속할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교인당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신 각 교회가 기도하면서 공동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헌금할 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각 교회는 요청된 금액의 60%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사역을 위한 재정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개척 지원
어린이 사역의 새로운 교재 계발
신임목사 훈련 및 목사 재훈련
위기에 처한 회중을 섬기는 기관목회자 후원
교회 재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대 방지, 장애인 의식 고취, 인종간 화해 문제를 위해 교회를
구비시기는 사역
• 새로운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기
•
•
•
•
•
•

60%

2019년 총회에서 제안된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각 교회들이 서약한 규모에 맞춰 교단사역의 예산을 수립합니다. 이 금액이 현재
사역분담금에서 보조받는 금액보다 적다면, 중요한 사역들은 중지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집사, 장로, 재정부에게 우리 교회가 사역분담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헌금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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