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your community

총회회비의 용도

2006 총회 개회 예배
총회회비의 용도
(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책자는 총회의 회비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안내 책자이며
총회에서 하는 행사나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총회 수입
부동산과
교회재산수입
2%
연합교회의
투자 이자 수익금
총회상납금
16%
6%

이 그래프는 2007년 7월부터 2007
년 10월까지의 총회 수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2007년과

2008년의

회기년도의

예산은 637만 달러입니다.

기부금 6%

각 교회로부터의 상납금
(전예산의 61%)

보조금 13%

이 금액은 전교회 총회비와 연합교회의
(Cooperative Ventures)상납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교단교회로부터의
총회상납금
55%

사사 수익금
2%

이 총회비는 매 회기년도에 재정부서에서
예산에 따라 결정한 금액입니다.
지난 2년동안 총회비에 평균 금액이 14%에서 11%
로 축소되었습니다.
2006년 총회에서 이 비용을 10%로 줄일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재정부에 의탁했습니다.

보조금과 기부금(19%)
이는 교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기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총회 선교부를 위한 금액입니다.
이는 또한 국내 선교금을 위한

CWM(Council for World Mission)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기타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Synod
of Otago and Southland, the Presbyterian Foundation and Presbyterian Savings and
Development Society, the Kids Friendly project and the Knox Centre for Ministry and
Leadership (교단 신학교)

이자 수익금(16%)
이는 the Presbyterian Investment Fund(장로교회 투자 펀드)에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예금액은
총회, 교단 신학교와 세계 선교부에서 관리합니다. 주 예금액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금액과 이자는 교회가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기타 수입(4%)
이는 재정부와 신학교에 속했던 부동산과 크라이처치에서 가지고 있었던 총회재산, 강의료, 잡지
판매 수입 및 광고 수입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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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비 지출상황
인사부 3%
이

그래프는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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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2007/2008년

회기년도의

예산에 대한 지출은 637만
달러입니다.
예산과 결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장로교회 웹 사이트
(www.presbyterian.
org.nz)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부 3%

행정 1%

장로교 청소년 사업 3%
교회역사문서단 3%
홍보부 4%
장로교
재단사업비 4%

목회자 연금
20%

국내 선교 사업부 5%
교단 신학교
총회
19%
사무 서비스
7%
총회
사업비
8%
재정부
세계 선교부 10%
8%

목회자 연금(20%)
이 금액은 총회비에서 예정되어져서 지출되어지고 있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연금입니다. 이
금액은 목사님들의 사례금 중에서 일정부분 상납되었던 금액에 부합합니다.

Knox Centre for Ministry and Leadership( 낙스 교단 신학교)
(19%)
이 금액은 주로 목회자 양성 교육에 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전 School of Ministry는 그 명칭이
바꿔므로 교육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l 전에는 단과 신학 과정을 마치고 2년 동안 더니든에 살면서
받았던 교육을 이제는 단과 신학교를 마치고 2년 동안 노회 중심으로 인턴쉽 교육과정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임 교수는 줄어든 반면 전문 강사들을 더욱
활용하여 목회자 양성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오클랜드에 한 명의 전임 교수가
상주하며 목회자 양성에 관한 보조와 교육를 원하는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을 돕게 됩니다.

Financial Services Department (재정부) (10%)
이 부서는 각 교회의 재정과 행정의 관해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FSD는 총회와 장로교회 보험
관리 기관과 재정부서와 전교회에게 보고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매년 회계 감사를 거쳐서
재정을 관리하며 예산 설정합니다. FSD는 교회 통계들, 총회에 기본 자료들, 목회자와 교회에
대부금과 예금, 교회의 보험, 목회자를 위한 주유권과 목회자를 위한 연금에 관한 문제들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SD는 각 교회 회계 담당자들이 격는 어려움들; 과다한 업무들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또한 각 교회를 위해 회계, 고용에 관한 문제와 세금에 관한 도움을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8년 회계 위원들을 위한 안내서를 FSD에서 제공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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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상담 서비스를 각 교회에(Asian Council and Pacific Island Synod) 특별히 제공합니다.

The Global Mission Office (세계 선교부 9%)
이 기관의 기금은 각 개인, 단체, 교회와 노회에서 기부한 것입니다. 이 기금은 the Church
Property Trustees에 의해서 관리되고 이 이자를 사용하여 GMO가 제안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에 일부는 분기마다 나오는 노회와 연합교회들에게 무료 배포되는 Global Mission Gazettee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GMO의 기금은 사무비나 정해진 GMO 선교 사업 이외에 어떠한 다른 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GMO는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 수고에 늘 감사합니다. GMO의 운용
방식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은 교단 선교의 대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GMO는 각
개인이나 교회들이 선교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선교지를 방문,후원, 다른 도움)

미얀마의 한 거리의 풍경: 미얀마는 2007년 2008년 세계선교부의 주점 선교지 였다

총회 사업비 (8%)
총회비를 낼 수 없는 교회로 인해 발생되어 지는 금액을 말합니다. 총회의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회비를 증액해야 하고 일부만 냈던 교회들은 전체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총회비를 전납하면 이 지출은 불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는 총회비를
전체다 낼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이해심을 가지며 각 교회에 재정부서에 연락하여 총회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Central Office Services (총회 사무 서비스 7%)
이 비용은 총회 사무실(Terralink House in Wellington)사무 비용(임대료, 컴퓨터, 잡비와
유지비)을 말합니다. 총회는 과거에 소유했던 Laughton House를 팔고 2006년 3월에 현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The National Mission Enabler (국내 선교 사업부 4%)
이는 본 교회에 국내 선교 사업이 운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업 개발하고 현
사업을 활성화 하는 일을 합니다. 주요 교회들과, 노회들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선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현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와 최근 자료 및 비젼을
주는 선교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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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Presbyterian Foundation, PSDS, the Synod of Otago and Southland, and the Council
of Mission, 그리고 각 지역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선교회는 Kids Friendly
프로그램과 Student Soul과 같은 교회 개척 및 아래와 같은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Presbyterian Youth Ministry (장로교 청소년 사업 3%)
PYM은 국내 선교부에 의해서 운영되며 뉴질랜드 전 지역을 위해 4명의 사역자들이 각 교회의
청소년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PYM은 매년 Connet conference를 계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어하고 있습니다.

2007 Connect (청소년 선교 컨퍼런스 )의 청소년들 농구 하는 모습

The Employment Advisor(인사부 2%)
이 부서는 국내 선교팀에 속하여 각 교회 인사건들(목회자 행정의 문제와 주례자 리스트, 또한
이력에 대한 문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또한 전교회를 위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Personnel Work Group(사역지를 찾는데 도움 주는 기관)를
도와 목회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Presbyterian Foundation grants (장로교 재단사업비)(5%)
이 기금은 PF에 저금된 금액의 이자에서 나온 수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 기금은 19만불이며
교회 내외 기관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Communications(홍보부 4%)
이 부서에서는 sPanz 잡지, Bush Telegraph, 이메일 소식지, Candour 목회자 저널지, 그리고 웹
사이트(www.presbyterian.org.nz) 관리비로 사용됩니다.
최근 연도에는 CWM에서 어떻게 언론과 상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워크쉽과 “Standing out in
your community” 위크쉽을 할 수 있도록 보조했습니다. 2006년에 문서부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하였고 Global Mission Gazette의 디자인을 도왔습니다. 이 부서는 총회부에
소식과 내부 문서 또한 총회장과 AES와 각 교회가 언론과 갖는 관계를 조언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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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sembly Exective Secretary( 총무부 3%)
이 부서는 총회 사무부와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서는 총회와 총회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들을 수행하는 일들을 책임집니다.
다른 부서 부서장들과 협조하여 총무부는 총회 위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총무부의 재정에는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비용들도
포함됩니다. 총무부는 본 총회 산하의 교회와 다른 교회 및 국내외 기관의 관계에서 본 교회를
대표합니다.

마우리 교단 지도자들이 2007 망가포하투 Maungapohatu 의 부족의 땅 돌려 받는 날
참석 중

The Archive Office (옛 문서 보관소 3%)
이는 더니든에 있는 낙스 칼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소의 주요 기능은 사진과 문서를
통해서 지속되는 본 교회의 활동, 사역, 선교의 내용 및 본 교회의 과거의 행정과 사무에 관한
기록등이 담겨 있는 문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겨진 기관입니다. 이런 조치는 교회
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847년 전에 있던 일들과 550명의 목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과 교회에 공로가 있는 평신도들에 관한 정보들이 있고 80,500장의 사진들과 2000
건의 오디오 비디오 테입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총회와 the Synod of Otago and Southland
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프로잭트는 여러 다른 단체에서 보조 받습니다.

행정(2%)
이 비용은 총회에서 갖는 여러 미팅 및 활동과 총회의 설정된 두 부서 (Resource and Leadership)
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Task and Work Groups에 보조와 총회장의 활동비가 이
비용에 속하여 있습니다.

기타 (4%)
이 비용은 총회장의 출장비와 Pacific Island Synod(연합회)의 사무비와 오클랜드에 세워진
Pacific Isaland reflection centre 보조비, the Asian Council 보조비, Te Aka Pauaho 사무비
보조, Amorangi Training(마우리 신학교)보조비와 지도자 양성과 워크쉽 보조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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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사모아교회 회의가 2007 웰링턴 PIPC 뉴튼 교회에서 열렸다

The Church Property Trustees(CPT)
이 기관은 자체운영되어지면서 총회 비용과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경험이 많은
사업가들이 자원 봉사하는 식으로 교회 부동산과 현금 자산의 관리 및 장로교 투자 금단과 은퇴금
관리를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두명의 사무원들이 교회들의 재산과 투자금에
관한 일들을 교회와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총회에 활동에 대한 상황과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Bush Telegraph 또는 sPanz, 총회 웹 사이트 (www.presbyterian.org.nz)을 이용해 주시거나
또는 총회 사무실 (04)801 600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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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in you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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