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연금국은 목회자가 학자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은 연 최고 $5,000 이며 최대
5 년 동안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은 5 년 동안 최고 $25,000 입니다.

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 소개
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은 목회자가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액
보조금은 연 $5,000 이고, 5 년 동안 최고 $25,000 까지 지급됩니다.
매년 보조금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은 연금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금국은
신청자의 재정 상태, 부채의 성격과 액수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참고: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보조금; 신학교 부채 지원금 (Seminary Debt Assistance -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의 이전 명칭); 또는 새로운 보조금인 목사 부채 경감 보조금 (Minister Debt Relief) 을
받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Pastor's Participation 또는 Minister's Choice 에 가입된 교단 목사이어야 하고,

•

CREDO, Healthy Pastors Healthy Congregations 프로그램을 수료했거나 또는 온라인 학습
과목인 Terms of Call 및 Personal Financial Planning 를 이수해야 하며,

•

실제 급여가 $80,000 미만이고, 최근 세금 보고에서 실제 총 가구 소득*이 목회자 중간
연봉의 2 배(2022 년 $124,200)보다 적어야 하며,

•

현재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

연금국이 설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Peoplejoy 가 무료로 제공하는 학생 대출 부채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실제 급여 및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일정액을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수혜자 교육비 부채 상환 차트 참조)

•

위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들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ㅏ.

*조정된 총 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가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방 세금 보고 양식 1040 에 보고하는 총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봉, 자영업 이익, 이혼 위자료, 은행 이자 등이 포함되며, 주택 수당 또는 조정액을 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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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
(Minister Educational Debt Assistance)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 지침
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 신청자는 CREDO 컨퍼런스를 수료하는 대신 Board University 를 통해 Terms of Call 및
Personal Financial Planning 온라인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 포털 사이트인 Benefits Connect 를 통해 elearning 과목들과 Board University e-러닝 콘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과목들을 수강한 후, 수료 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목회자 학자금 부채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Board University e-learning 콘텐츠 라이브러리의 상단 메뉴 바에서 Achievements 를
선택하십시오. 현재까지 수료한 모든 과정과 학습 경로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학습 경로 타일 오른쪽에 있는
녹색 텍스트로 된 Download certificate 를 클릭하여 수료 증명서 PDF 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이 수료증서를
신청자 이름으로 저장하고 목회자 학자금 부채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청자의 대출상환 및 코칭
연금국에서 보조금을 5 년 동안 매년 $5,000 를받는 기간 또는 학자금 부채가 청산되는 시점 중 먼저도달한
시점까지 신청자는 매월 특정 금액을 대출 기관에 상환해야 하고 연금국의 제휴회사이자 재정적 웰빙/학자금
부채 삭감 회사인 PeopleJoy 의 학자금 대출 부채 코칭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실제 급여와 학자금 부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보조금 수혜자가 납부할 교육비 부채 상환금
부채 ≤ $28,000

부채 > $28,000

아래 두 액수 중 적은 액수를 납부:

납부해야 하는 액수:

< $40,000

3% 또는 MMP*

MMP

$40,000-$49,999

4% 또는 MMP

MMP

$50,000-$59,999

5% 또는 MMP

MMP

$60,000-$69,999

6% 또는 MMP

MMP

$70,000-$79,999

7% 또는 MMP

MMP

> $80,000

자격 안 됨

자격 안 됨

실제 급여

*MMP = Minimum Monthly Payment (최소 월 상환 금액)
연금국은 수혜지 상환금을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목회자 교육 부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

작성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연금국으로 제출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memberservices@pensions.org)

•

연방 정부에서학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다음 방법에 따라 My Student Data 파일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연금국 800-773-7752 (800-PRESPLAN) 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