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개체교회에 헌금하는 가구 수 ..........................................................................................................................................................................   61)        
해당 연도의 연간 예산/지출 계획과 구제를 위해 헌금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가구의 수를 여기에 적어 보고한다. 한 가구에서 
따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각 사람을 별도로 계산한다.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한 헌금 
이 섹션에는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한 기금의 수입을 보고한다. 개체교회의 연간 예산/지출 계획에 의한 지출이지 않는 한 (63.a-d 항에 보고하는) 
설비보수나 구입 위해 사용되는 기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개체교회 외부에서 받은 연대 혹은 기관 자금이나 그랜트로 받은 기금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액수는 69.a-c항에 보고한다). 특정 구제/자선 목적으로 지정된 수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이 액수는 63.d항에 보고한다). 
 62.a. 헌금약정을 통한 수령 액수 ................................................................................................................................................................   62.a)      + 

교회의 연간 예산/지출 계획에 맞춰 헌금을 정하는 약정, 헌금추정액수, 또는 다른 약속에 의해 수령되어 지불되는 기금의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교인의 연간 약정에 따른 헌금). 재정 약정캠페인을 하지 않는 교회인 경우에는 이 항목을 건너 
띈다. 

 62.b. 헌금한 사람은 파악되지만 약정 없이 드린 액수...........................................................................................................................   62.b)      + 
연간 예산/지출 계획 지원을 위해 약정이나 헌금추정액수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헌금자가 파악된 금년의 헌금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교회 재정 캠페인에 따라 약정 카드를 제출하지 않은 교인이 드린 개인 수표) 

 62.c. 무기명 헌금 액수 ...................................................................................................................................................................................   62.c)      + 
연간 예산/지출 계획 지원을 위한 헌금으로 헌금자가 파악되지 않은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헌금 바구니에 넣은 
현금이나 동전). 

 62.d. 이자와 배당 수익 ..................................................................................................................................................................................   62.d)      +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연간 예산/지출 계획 기금으로 전환된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교회의 연간예산을 지원에 
사용된 금융시장계정에 투자한 예비 자금에 대한 이자). 

 62.e. 교회 자산 판매로 인한 수익 ...............................................................................................................................................................   62.e)      + 
교회 소유 자산 매매 금액이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된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쓰지 않는 교회 가구 
판매) 

 62.f. 건물 사용비, 기증, 임대로 인한 수익 ................................................................................................................................................   62.f)      + 
건물 사용비, 기증과 임대로 인한 수익금이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된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결혼식장 사용료) 

 62.g. 기금 모금과 다른 소스를 통한 수익 .................................................................................................................................................   62.g)      +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해 특별한 기금 모금행사와 다른 소스로 수령된 기금의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연간 예산 
지원을 위해 사용될 음식 판매 순수익) 

62. 연간 예산/지출 계획을 위한 총 수입. ...........................................................................................................................................................   62)         = 
                   62.a항부터 62.g항까지의 합계를 여기에 입력한다. 

기금 캠페인과 다른 특별 지정 프로젝트를 위한 수령액. 
아래 항목에는 기금 캠페인과 다른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지정된 기금들을 위한 수입을 보고한다. 62a-62g 위의 항목들에 보고된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63.a. 기금 캠페인 ............................................................................................................................................................................................   63.a)      + 

기금 캠페인과 이전 캠페인 잔액에 대한 금년도 이자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건물 보수 기금 캠페인 수입) 
 63.b. 추모, 기부, 유증 수입 ...........................................................................................................................................................................   63.b)      + 

추모, 기부, 유증 수입은 여기에 입력한다. 투자나 예금의 금년 이자나 배당금이 포함된다. 물리적 자산의 임대료가 포함된다.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기금은 포함되지만, 기존의 추모, 기부, 유증 기금을 재투자해 생긴 배당 이자 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예: 유증 계정에 보유된 기부 기금의 이자) 

 63.c. 다른 소스와 프로젝트 수입 ................................................................................................................................................................   63.c)      + 
기금 캠페인과 특정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다른 소스로 수령된 금액을 여기에 입력한다(예: 나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입금된 
교회 소유의 토지 판매 대금) 

63.d. 특별주일헌금, 교단 특별지정선교헌금, 세계봉사특별헌금, 연회특별지정선교헌금과 다른 형태의 지정 구제(자선)헌금으로 수령된  
액수 ......................................................................................................................................................................................................................................  63.d)      + 
개인이 헌금하거나 개체교회에 전달된 특별주일헌금, 교단 특별지정선교헌금, 세계봉사특별헌금, 연회 특별지정선교헌금과 
다른 형태의 지정 헌금을 포함해 구제의 목적으로 수령된 구제기금을 여기에 입력한다. 

63. 기금 캠페인과 다른 특정한 프로젝트를 포함해 지정된 목적으로 수령된 수입 총액. .....................................................................   63)        = 
              항에서 63.d항까지의 합계를 여기에 입력한다. 

지방회, 연회, 지역총회, 교단이나 다른 기관과 같은 개체교회 외부로부터 수령된 금액 
이 기금들은 62.a항에서 62.g 항까지 보고되지 않은 운영과 구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64.a. 교회 혹은 목회자가 받는 공정급여기금 ..........................................................................................................................................   64.a)      + 

교회나 목회자 받는 공정급여기금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 
 64.b. 교회가 받는 특별지정선교헌금, 분담기금, 연대기금 액수 ........................................................................................................   64.b)      + 

교회가 받는 특별지정선교헌금이나 분담기금의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공정급여기금 이상의 연회로부터의 목회자 
급여 지원). 

 64.c. 기관 소스로부터의 다른 그랜트와 재정 지원 액수 ......................................................................................................................   64.c)      + 
다른 소스로부터 수령된 기금 액수를 여기에 입력한다(예: 교회 푸드뱅크 지원을 위해 재단에서 받는 그랜트) 

64. 개체교회 외부의 연대와 다른 기관 소스를 통한 수입 총액. ..................................................................................................................   64)         = 
64.a항에서 64.c항까지의 합계를 여기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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