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당회 연례 통계 보고를 위한 지침
이 책자는 G-3.0202f 에 따라 여러분이 노회에 제공해야 하는 통계 정보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회 통계 보고서는 매년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에 의해
준비되며, 여러분이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 장로교에 속한 다른 교회들의 정보들과 함께 “장로교
총회 사무처 통계”(OGA Statistics)가 될 것이며, 이것은 매년 총회록 (General Assembly

Minutes, Part II, Statistics)에 기재될 것입니다.
노트: 당회는 2016 년 12 월 31 일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 보고서를 승 인 해 야 합 니 다 .
이것은 당회 보고서이기에 공동 의회의 승인을 받 아 야 하 는 것 은 아 닙 니 다 .

이 책자의 사용법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당신의 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노고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하는 질문
1.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웹싸이트 주소가 무엇입니까?
웹싸이트 주소는 http://oga.pcusa.org/stats 입니다. 온라인 통계보고 부분은 2015 년
12 월 4 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웹 브라우저들 중 하나에서
가장 잘 실행될 것입니다: Firefox, Safari, 혹은 Chrome.
만약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한다면, 웹싸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Internet Explorer toolbar 메뉴에서 “tools”(alt+t)을 선택합니다.
‘Compatibility View Settings’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페이지 주소가 박스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add’를 선택하세요.
2. 마감일이 언제입니까?
마감일은 각 노회가 정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해 여러분의 노회로 연락바랍니다.
3. 내 사용자명(username)과 비밀번호(password)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밀 번호는 소문자 대문자를 구분해서 넣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파벳
‘O’와 숫자 ‘0’를 혼동합니다. 둘 중 하나가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넣어 보세요. 세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 시스템이 당신의 사용자명에 잠금장치 (lock)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금 장치가 걸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자주 그것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4. 내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그것들을 모른다면 혹은 잊으셨다면 여러분의 노회로 연락하세요. 장로교 총회
사무처는 이 이슈에 대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5.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입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마감일 까지 혹은 ‘submit’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언제든지 웹싸이트에
오가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 년 내내 사용할 수 있지만, 약 2 달 동안
혹은 당신이 ‘submit’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만 통계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6. 아무런 정보도 입력하지 않은 채 실수로 ‘submit’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회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어떤 정보도
입력하지 않았다면 쉽게 ‘submit’한 것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7.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다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은 일년 내내 이용가능합니다. 1 년 내내 여러분의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합니까? 혹은,
마감일을 마출 수 없거나, 마감일이 지났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다른 방식을 위해 여러분의 노회에 연락하세요. 장로교 총회
사무처가 아니라 당신의 노회에 그것을 제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통계를 제출했는데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submit’ 버튼을 눌렀다면, 수정을 하기 위해 여러분의 노회에 연락해야 합니다.
장로교 총회 사무처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보고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 교회 주소를 업데이트했지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바꿀 때에는 주소를 바꾸고 싶다는 것을 OGA 에 알려야 합니다. OGA 는 매일
제출된 변화 목록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한 후에 바뀐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48 시간 이내에 바뀐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10 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10 분 후에 질문이나 문제나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OGARecords@pcusa.org.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 이것은 단지 1 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기 본 적 교 회 정 보 (Basic Church Information)
이것이 당신이 로그인 하신 후 시작해야 할 부분입니다. 페이지 상단에는 이 프로그램 여기
저기를 옮겨다닐 수 있는 다양한 탭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교회 주소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주소 (Mailing 과 Physical)를 수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참고: Mailing address 는 교회 우편물이 가는 주소 [PoBox 나 다른
곳]이며, Physical address 는 교회의 실제 주소를 의미함). 수정하기 위해 “Edit Mailing”이나
“Edit Physical” 선택 사항을 이용하세요.
당신은 전화/팩스 번호, 웹싸이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교회 이름 뒤에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은 메일 발송 및 다른 목적들을 위해 교회 이름 뒤에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당신 교회의
공식 명칭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노회 사무실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Password 를 바꾸려면 Change User Password 항목을 선택하세요.
올 해의 보고서를 인쇄하려면 ‘PDF’라고 쓰여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PDF 형태의
보고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다운로드 하려면 “Reports”항목을 누르세요. 그 후에 일련의 항목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거나 인쇄하려면 “Church Report”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당신이
보고자 하는 년도를 묻는 창이 뜰 것입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이 박스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첫 페이지를 보기 위해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는 페이지 상단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세요. 페이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Select a Format”이라 쓰여진 박스를 이용하세요.
선명한 보고서를 위해 Acrobat(PDF)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포맷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Export 버튼을 누르세요.

“Clerk”탭을 누르면 당회 서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Edit Mailing”입니다. Physical 주소를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회 서기들은 또한 원한다면 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Intentionally Blank

“Tasks”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는 입력을 요하는 다양한 통계 페이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Accept”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Ending
Active Membership (결산 후의 활동 교인 수)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수와 감소한 숫자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성도 수에 대한 지침들
2015 년 12 월 31 일 기 준 성 도 수 (Beginning Balance). 시작 숫자(Beginning
Balance)는 작년 12 월 31 일 기준 활동 교인 수를 의미합니다 (G-1.0402). 이것은 2015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Part II, Statistics 에 나와있는 공식 성도수입니다.

이

숫자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 2016 년 1 월 1 일 기준 실제 성도 숫자가 Beginning
Active membership 란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와 다르다면, “다른 증가” (Other Gains) 혹은
“다른 감소” (Other Losses)란에 알맞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증 가 된 교 인 수 (M embership Gains)
신 앙 고 백 , 신 앙 의 재 확 인 , 회 복 . 올해 처음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의 재확인을 통해,
혹은 회복을 통해 활동 교인명부 (G-1.0303 a & c)에 기재된 성도수를 입력하세요.

증서 (Certificate). 다른 교회들로부터 이명 증서를 통해 활동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성도 숫자를 입력하세요 (G-1.030b).
다른 증가 (Other Gains). 다른 모든 형태로 인해 증가된 수를 입력하세요.
총 증 가 수 (Total Gains). 이 숫자는 증가된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 소 된 성 도 수 (M embership Losses)

증서 (Certificate). 이명 증서를 받아 다른 교회로 이전한 성도 수를 입력하세요 (G3.0204a).
사망 (deaths). 사망으로 인해 교인 명부에서 삭제된 성도 수를 입력하세요 (G3.0204a).
다른 형태의 감소 (Other). 활동 교인 명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거나 혹은 제명된
성도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형태로 인해 감소한 수를 입력하세요 (D-12.0105).
총 감 소 수 (Total Losses). 이 숫자는 감소된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총 결 산 활 동 교 인 수 (Total Ending Active M em bership. 12/31/2016). 시작
숫자와 총 증가 수를 더한 후에 총 감소 수를 감하세요. 그러면 이 숫자는 활동 교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 수 (남자 및 여자)와 일치할 것입니다. (상회비는 이 숫자에 기초합니다). 이
숫자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여 성 성 도 수 (Female M embers). 총 활동 교인 수 안에 포함된 여성 성도 수를
입력하세요.

세 례 교 인 (Baptized M embers). 세례 교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 수를 입력하세요.
세례 교인은 세례의 성례를 받았으며 당회에 의해 세례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교인입니다 (G-1.0401).
기 타 참 석 자 들 (Other participants). 기타 참석자 명단에 기재된 성도 수를 입력하세요.
미국 장로교의 회원이 아니거나, 활동 교인으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환영을 받으며, 교회
생활과 예배에 참석하면서 목회적 돌봄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성 도 수 (Total Adherents). 이 숫자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총 결산 활동
교인수와 세례 교인을 더한 수입니다.

다 양 한 정 보 (MISCELLANEOUS INFORMATION)
활 동 교 인 의 연 령 분 포 (Age Distribution of Active M embers). 각 항목에 활동 교인
수를 입력하세요. 이 숫자는 총 활동 교인수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평 균 예 배 참 석 (A VERAGE A TTENDANCE AT W ORSHIP ).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평균 수를
입력하세요.
관 련 교 인 (Affiliate M embers). 관련 교인 명부에 나와있는 교인 수를 입력하세요. 관련
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의 교인이거나 혹은 다른 교단이나 기독교 조직에 속한 회원인데,
소속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임시로 이사 온 사람으로서 소속 교회의 공의회나
치리회로부터 무흠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고 당회에 의해 관련 교인으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G-1.0403). 이 항목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학생들 및
피한(避寒)객들입니다.
연 령 별 기 독 교 교 육 참 석 자 (Christian Education Attendance by Age Group).
2015 년 동안 기독교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를 각 항목에 맞게 입력하세요. 총 합계에는
성경 공부, 영성 훈련 그룹 (spiritual formation), 유쓰 그룹과 같은 소그룹이 포함되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합계는 ‘Accep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여름 성경 학교 (VBS)는 포함시키지 마세요.
세 례 (Baptisms). 2016 년에 세례 받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어린이 (유어 세례자 및 17 세 미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은 자들)
활 동 제 직 (Active Officers). 2016 년 12 월 31 일 현재 활동 중인 제직 숫자를 입력하세요.
‘Accept’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활동 제직

M en

W omen

Session (사역 장로)
Deacons(집사)
당회가 교회의 이사회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네/아니오

인종 및 장애에 관한 정보
장 애 인 (Persons with a Disability). 장애인들에 관해 모아진 통계는 미국 장로교의
프로그램 및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 해당 기관들과 위원회들이 사용하여 규례서에 나와있는
포용성에 대한 위임사항을 실행할 것입니다 (G-3.0103 & F-1.0403).
이 항목을 채우기 위해 당신 (서기나 목사)은 회중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개별적
장애에 대한 본인의 지식에 의존하면 됩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채택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상 당 히 (substantially)제한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들입니다.

청각 장애 (Hearing Impairment). 청력에 심각한 이상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
이동성 장애 (Mobility Impairment). 이리 저리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 사람.
여기에는 관절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 및 지팡이나 목발이나 휠체어와 같은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포함됨.
시각 장애 (Sight Impairment). 심각한 정도로 시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
기타 (Other). 심장병, 당뇨병, 간질 혹은 정신병과 같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

인 종 분 포 (Racial Ethnic Composition of the Church)
제 202 차 미국 장로교 총회 (1990)는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에 인종 분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inutes, 1990, Part I, p. 282). 포용성은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 장로교는 그 구성원들 안에 풍부한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도래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더 큰 포용성을 보장해 줄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G-4.0403).
이 정보는 다양한 방식들로 사용됩니다. 이 정보가 사용되는 방식들 중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08 차 미국 장로교 총회 (1996)는 “1. 타인종 성도수를 2005 년까지 미국 장로교
성도수의 10 퍼센트까지 그리고 2010 년까지는 20 퍼센트까지 증가시키는 목표를
확증하는” 추천 사항을 통과시켰습니다. (Minutes, 1996, Part I, p. 378).
(2) 장로교 총회 대표 위원회 (COR)은 이 데이터를 2 년마다 열리는 대회 대표 위원회 훈련
워크샵에서 사용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에 각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주의하세요. Native
American 의 범주에는 American Indians 및 Eskimos 가 해당됩니다. 교인 수 (Active) 총
합계로 입력된 숫자는 Membership Statistics 페이지란의 총 활동 교인수 란에 입력한 숫자와
동일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총 장로 수 및 집사 수는 활동 제직란에 입력한 숫자와 동일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비 율 이 아 니 라 실 제 수 치 를 사 용 하 세 요 .
여성 관심사 옹호 위원회 (ACWC)는 제 219 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0)에 다음의 사항들을
추천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처(OGA)에 African, African American, 그리고 Middle
Eastern 의 카테고리들을 당회 연례 통계 보고서 (SASR)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할 것.
카테고리 전체 목록:
Asian, African, African American, Black, Hispanic, Middle Eastern, Native American, White,
Other

인종에 관한 이 페이지 정보는 회원수 통계(Membership Statistics)와 다양한
정보(Miscellaneous Information)페이지에 입력된 숫자와 비교됩니다. 활동 교인 (Active)수는
회원수 페이지의 ‘Total Ending Membership’과 동일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당회 (Session) 및
집사 (Deacons) 란은 다양한 정보 페이지의 ‘Total Session’ 및 ‘Total Deacons’수와
동일하거나 적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항목들은 각 열의 숫자들을 합계하는 별도의 수치들입니다.

재 정 정 보 입 력 에 대 한 지 침 (Financial Instructions)
당신이 제공하는 재정 정보는 교회 안의 동향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받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 장로교 총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헌금을 받고 지출하는 오직 몇 가지
방식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대차 대조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받고 사용하는 모든 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보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두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1) 지역 프로그램 (Local Program), 지역 선교 (Local Mission), 공식적 선교 (Validated
Mission), 다른 선교 (Other Mission): 누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지역 프로그램: 당회가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일반 운영 비용
지역 선교: 선교비를 지원받는 지역 단체가 (예: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단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공식적 선교: 대회, 노회, 혹은 총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합니다.
다른 선교: 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룹들. 당신이 아프리카로 직접 선교비를 보냅니다.
2) 투자 수익 (Invest Income)/투자 비용 (Invest Expend)
여러분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한 것 중 어떤 것이라도 현금화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투자 수익에 포함됩니다.

어떤 새로운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투자 비용이 됩니다. 교회의 투자
가치를 보여주지 마세요. 이 수치는 교회가 투자한 것에 일어난 어떤 변화들 (예, 이익의
손실)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잠 재 적 기 부 단 위 (Potential Giving Units): 회중의 가구 수
예 산 수 입 및 예 산 지 출 . 이 범주들은 교회의 예산에 관한 일반적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오직 지출 예산만 가지고 있거나, 수입과 지출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이 액수를 가지고 일해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믿음 예산’
(Faith Budget)을 가지고 일하는데, 그 말은 한 해동안 오직 예산 지출만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수 령 (Receipts)

기부금 (Contributions). 모든 회계들 (교회의 회계, 이사회들의 회계, 교회 기관들의 회계)이
받은 것으로서 성도들이 작정한 금액 모두(이행한 금액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 고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헌금 (현금 또는 체크), 특별 헌금을 입력하세요. 자본 및 건축
자금, 투자 소득, 유물, 기타 소득, 원조와 보조금은 포 함 하 지 마 세 요 .
자본 및 건축 자금 (Capital and Building Funds). 자본 목적, 특별 수리, 건축 자금, 그리고
3 년을 초과하는 예상 수명을 지닌 장비를 위해 받은 모든 금액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투자 및 기본자산을 통한 수입 (Investment and Endowment Income).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기타 투자 및 기본 자산으로부터 반환된 금액 (예: 이자 및 배당금)을 모두
입력하세요. 또한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판매 수익금을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보유할 투자 자산의 현금 가치나 원금은 포함시키지 마세요.
유산 (Bequests). 1/1 부터 12/31 일까지 교회가 새롭게 받은 모든 사유 재산들 (estates)의 총
화폐 가치를 입력하세요. 유산 (bequests), 계획적 선물 (선물 연금 [gift annuity], 자선 신탁,
생명 보험), 주식, 부동산, 혹은 다른 비 화폐 선물들과 같이 교회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포함하세요.
기타 수입 (Other Income). 교회 부지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들로부터 얻은 임대료나 기타 상환
비용와 같은 기타 다른 모든 수입을 포함하세요. 여기에는 Day Care)나 교회내 학교를 위한
수업료/비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보조금 (Subsidy or Aid). 지역 선교 및 프로그램을 위해 다른 교회들 혹은 노회, 대회, 혹은
총회 기관들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지 출 (Expenditures)

지역 프로그램 (Local Program). 교회 운영을 위해 지출한 모든 돈의 총합계를 입력하세요.
예를 들면, 사례비 및 임금, 연금 및 사회 보장 수당, 인쇄비, 우표값, 재료비,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빌린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역 선교 (Local Mission). 당회에 의해 승인되고 지시된 지역 선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모든 금액 및 지역 에큐메니칼 단체에 기부한 모든 돈.
자본 지출 (Capital Expenditures). 부동산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개선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예를 들면, 건물 신축, 기존 건물의 특별 수리나 보수 공사, 3 년을 초과하는 예상
수명을 지닌 장비 구입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투자 지출 (Investment Expenditures). 한 해 동안 저축 (Savings)이나 투자 계좌 (예: CD
[Certificate of Deposit], 주식, 채권, 금융 시장 계좌, 배당금 재투자)에 새롭게 들어간 총
금액을 입력하세요. 여기에는 또한 신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혹은 브로커 수수료나 은행
수수료와 같이 기존 투자나 기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투자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회비 (Per Capita Apportionment). 대회와 노회와 총회에 할당된 금액의 합계.
공식적 선교비 (Validated Mission PCUSA). 대회와 노회와 총회 기관들을 위한 선교비를
포함하여 이 기관들에 보낸 금액의 총 합계. 노회나 대회에 보내는 특별 헌금 뿐만 아니라,
총회에 보내는 특별 헌금 (One Great Hour of Sharing, Christmas Joy, Peacemaking,
Witness. 기타 다른 헌금)도 포함하세요. 미국 장로교와 관련이 있지만 지역 선교로 보고하지
않은 선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위한 총 비용도 포함하세요.
총회 신학 교육 기금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EDUCATION FUND). 각 교회는 지역
선교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을 11 개의 장로교 신학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의 몫으로
여기면서 자원하여 기부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신학생을 직접 돕는다거나, 어떤 신학교에
직접 보내는 기부금, 혹은 신학 교육과 관련된 다른 선물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선교 (Other Mission). 미국 장로교와 관련되지 않으며 또한 지역 선교에 포함되지 않은
선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여성 관심사 옹호 위원회 (ACWC)는 제 219 차 미국 장로교 총회 (2010)에 다음의 것을
행하라고 추천했습니다:
장로교 총회 사무처 (OGA)에 지시하여 연령과 성별과 인종에 관한 세분화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당회 연례 통계 보고서를 변경할 것.
연령/인종 성별 페이지의 정보는 인종에 관한 정보 페이지에 입력된 숫자와 비교됩니다. 이
숫자들은 ‘활동교인’(Active)란에 입력된 숫자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실례: 당신이 Asian 란에 남자 5 명 여자 5 명을 입력하여 합계가 10 명이라면, 10 명이나 그
이상이 인종에 관한 정보 페이지의 Asian Active 란에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