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 분담의 약속
사역분담금은 무엇입니까?
1862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사역은 각자
힘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인식한 북미주 개혁교회 교회들은, 더
많은 사역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재원을 한 곳으로 모아 동역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제도는 아주 경제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단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역을 우리 교단이 수행해 온
비결이 되었습니다.

분담금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미디어 선교부

12.1¢
회중 사역

총회 사무

31.8¢

$1

15.6¢

1.0¢

칼빈 대학교

11.6¢

칼빈 신학교

27.9¢
글로벌 선교부

북미주 개혁교회는 북미주와 전세계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역분담금을
사용합니다. 사역분담금의 매 1달러당 대부분이
교회개척이나 섬기는 지도자 육성, 원목 후원, 회중
지원 그리고 미디어와 전도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사역분담금으로 교단 사역의 모든 지출이 충당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의 많은
부분이 사역분담금에
기초합니다. 선교부들은 수입의 29%를 사역분담금으로
충당합니다. 칼빈신학교는 27%, 그리고 회중을
지원하는 다른 사역들은 62% 정도를 사역분담금에
의존합니다. 국제구제부는 사역분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29%

27%

62%

다양한 선교부들

칼빈 신학교

회중을 돕는 사역들

crcna.org/ministryshares

우리 교회는 얼마나 헌금해야 합니까?
사역분담금은 각 회중이 개별적으로 정한 신실한
헌금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의 사역을
유지하려면, 각 회중이 분담할 분량은 대략 이렇습니다.
등록교인 당 매주 7불.

$18.4 밀리언 달러

$7 = / 주
헌금약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회중은 전체 예산의
십일조를 떼기도 합니다. 다른 회중은 과거 분담금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늘려갑니다. 현재 모든 회중이
약속한 합산금액은 $18.4 밀리언입니다.

회중이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0% 이상의 북미주 개혁교회 회중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역분담금에 참여합니다. 많은 미조직교회와 개척교회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에 동참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만약 교회가 동참하지 않으면, 아래 사역에 더 적은 재원이 배당됩니다:
• 개척교회 지원
• 어린이 사역의 새로운 교재 발간
• 신임 목사와 기존 목회자를 위한 훈련
•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원목/군목 지원
• 회중의 예배 갱신을 위한 자료 개발
• 학대방지 사역, 장애인 사역, 인종관계 사역으로 교회를
구비시키는 일
• 새로운 선교 영역의 복음 전도

80%

여러분의 교회가 사역분담금으로 이들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교회의 집사, 장로나 회계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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