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의 혜택 플랜을 운영하며 자격이 되는 가입자에게 은퇴 의료 사망 및
장애 보험을 제공합니다 연금국에서는 또한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및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요약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은 자격이 되는 목회자의 교육비 부채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더 넓은 범위의 직책을 수용하여 목회에 전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격이 되는 목회자는 일 년에
씩 최대 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총액은 년간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는 교육비 부채 전문가인 연금국 파트너 기관의 재정 코치를 받아야 하며 일정액을
정하여 교육비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혜택 플랜에 가입한 미국 장로교 목회자
회의나
실제 급여가
소득 현재

프로그램 을 이수한 목회자
미만이고 가장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한 조정된 총 가구 소득
의 배보다 적음

이 목회자 중위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프로그램을 추구하기 위해 연금국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함
학생 대출 부채 코칭 요건을 충족함
신청자의 실제 급여 및 부채액에 기준하여 산출한 일정액을 매월 상환 보조금 수혜자 교육비 부채 상환 차트
참조
목회자가
보조금을 합한 총액이

프로그램을 통해
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보조금도 받고 있으면 두
입니다

조정된 총 소득 신청자와 배우자가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방 세금 보고 양식
에 보고하는 총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장 자영업 이혼수당 은행 이자에서 공제액이나 조정액을 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참여자 납부액
연금국의 보조금은 년간 한해에
또는 부채 상환이 완료되는 때 중 먼저오는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참여자가 매월 일정액을 대출 기관에 납부하고 연금국과 파트너십을 맺은 재정 복지 교육비 부채 감축 기관인
의 교육비 부채 코치를 받는 조건에 한합니다
참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액수는 아래 표와 같이 신청자의 실제 급여와 교육비 부채액에 기준하여 산출됩니다

개정일

보조금 수혜자가 지불할 교육비 부채 상환금
실제 급여
미만

부채가
이하이면 아래
두 액수 중 적은 액수를 지불

부채가
이상일 때
지불해야 하는 액수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또는

미만

해당 안 됨

해당 안 됨

자세한 내용
매년 제공할 수 있는 자금과 보조금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연금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금국은 신청자의 재정적 자력 부채의 성격과 액수 및 기타 요소를 고려합니다
목회자 교육비 부채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필수 서류와 같이 작성된 신청서를 연금국에 제출하십시오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를 방문하십시오

개정일

으로 전화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