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라디아서 6:9~10
할지니라.

재정의 샬롬
목회자를 지지하고 돕기
shalom@crcna.org
1-616-224-5877 Ext. 2877

샬롬이란 보편적인
번영과 온전함, 기쁨, 즉
자연적인 필요가 만족되고
자연적인 은사가 충만한
모든 사물의 풍성한
상태를 뜻하며, 창조주와
구세주가 문을 활짝 열고
그의 창조물을 기뻐하며
반기시듯이 기쁨이 가득한
경이를 불러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이란 본래 사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를
뜻합니다.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Jr.

재정의 샬롬은 무엇인가?
북미주 개혁교회는 언약 가족으로서 모든
목회자가 건강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건강은
감정, 신체, 정서, 영적 그리고 재정적인 건강을
포함합니다.
재정의 샬롬은 모든 우리 목회자의 재정적인
웰빙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목회자를 돕고,
훈련과 도구, 자원을 통해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교육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을
위한 릴리 재단의 국가 주도 기금이 제공하는
백만불의 보조금으로 운영됩니다.

재정의 샬롬이 목회자인 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재정의 샬롬은 나와 내 교회를
어떻게 돕는가?

재정의 샬롬은 북미주 개혁교회 내의 당장
개인의 웰빙과 사역에 재정적인 위기에 직면한
말씀 사역자와 기관 사역자를 돕기 위해 존재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재정적인 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샬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정의 샬롬은 아래의 영역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장기적인 재정 교육과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1. 학 생 대 출 지 원 금

학생 대출 빚이 상당한 목회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재정 지원 금

병원비 청구서, 의료 응급비, 모기지, 빚, 혹은
기타 재정적인 위기와 같이 구체적인 재정적
짐을 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재정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재정의

샬롬이 여러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3. 은퇴계획 지원금

북미주 개혁교회는 403(b)(9)은퇴연금을
만들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관목회자 및
기타 교회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샬롬은 착수비용과 참여교회가
첫 해에 부담할 경비를 보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crcna.org/retirement로
방문하십시오.

훈련

• 무료 재정 상담: 안수받은 북미주
개혁교회 목사와 신학생은저희와 협력하는
LSS 재정상담센터 통하여 훈련된 재정
카운셀러에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 청지기 훈련: 바나바 재단을 통하여 각
교회에 무료로 제공합니다.
• 온라인 재정 스터디: 크라운 재정사역의
성경적 재정교육을 모든 북미주 개혁교회의
교회와 목회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원

• 위의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재정의 샬롬
웹사이트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한 다양한 도구와 글이 있습니다.
crcna.org/FinancialShalom 으로 접속하시거나
shalom@crcn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4. 이중직 사역자 지원금

이중직 목회자 혹은 교회에서 이중직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목회자들은 종종
구체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격이
되는 목회자들은 이 기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와 지원 방법은저희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부담이
줄어든다면 위의 어떤 지원금이든 신청하시기
권합니다.

신청 혹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을 방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