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보험 혜택 가입 보조금

이 보조금은 개척교회 목회자가 목회자 보험 혜택

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노회가

개척 교회의 전도 노력을 지원하며 새로운 목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국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회자 교회 직업 코드

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금국 보험 혜택 플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교회설립과
목회를 창출하려는 노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국에서는 노회가 이러한 개쳑 교회 목회자를 고용해서 목회자
보험혜택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목회자 보험 혜택

가입에 대한 보조금은 가족 의료 보험 연금 은퇴 저축 플랜

및 사망과 장애 보험를 포함하며 이러한 보험혜택은

년 월 일부터 시작합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
노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은 최초로 최대

건의 년 보조금 최대 년간

갱신 가능한 보조금을 승인하고 매년 새로운 신청자를 위해 보조금을 확장할지 고려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노회의 보험 비용 청구서

에 월별 크레딧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가입 첫 년 동안은 목회자 보험

혜택 가입의 전체 비용을 보장하며 다음과 같이 년차 및 년차 기간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장합니다


보조금과 보험 혜택 비용은 목회자 혜택 가입에 대한 최소 가입 연봉수준



보조금은 노회의 월별 보험 비용 청구서

으로 계산됩니다

에 크레딧으로 주어지며 보험 비용 청구서에는 승인된

목사자와 보험 혜택 가입의 비용 정보가 제공됩니다


보조금은 아래의 차트에 나온 것과 같이 승인된 개척교회 목회자에게 첫 년 동안 목회자 보험 혜택 비용 전체을
보장하며 년째에는 비용의

년째에는

의 비용을 보장합니다

승인된 개척교회 목회자를 위한 보험
혜택 가입 보조금
보조금 연도

연금국 지급

노회 지급

년차
년차
년차

신청 자격
노회가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대상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당

시간 이상 교회 직업 코드



교회 목회자의 중간 연봉



현재 목회자 보험 혜택

로 노회에 고용되어야 하며

년 중간 연봉

이하의 연봉을 받아야 하고
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거나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이 보조금 신청

전까지 적어도 지난 년 동안 목회자 보험 혜택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연금국에서 은퇴 연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노회는 목회 위원회의 검토와 추천 절차를 걸쳐야 하고 결정된 목회자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해서 연금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국은

년 월

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신청한 노회에게 승인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