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통계 Membership Statistics
초기 교인수는 작년 12 월 31 일 현재 교회의
정회원을 보여줍니다 (G-1.0402). 이것은
총회(xxxx), 2 부, 통계에 나타난 공식
교인수입니다. 이 숫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xx 의 실제 교인이 표시된 숫자와 다른
경우 "새 교우"를 입력하여 시작 발란스를
수정하십시오.
다른 교회 (G-1.030b)에서 전출한 증명서로
xxxx 해에 받은 교인수를 정회원으로
기입하십시오.
신앙고백을 통해 xxxx 해에 받은 17 세 및 그
이하의 사람 수를 입력하십시오.
(첫 번째) 신앙 고백 (18 세 이상) 또는 재확인
(G-1.0303a 및 c)을 통한 xxxx 해의 교인 수를
입력하십시오.
전출 증명서가 발급 되어 다른 교회로
xxxx 해에 기각 된 사람 수를 입력하십시오
(G-3.0204).
사망으로 인해 xxxx 해에 명부에서 삭제 된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G-3.0204a)
xxxx 에 일시적으로 제외되거나 정회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사유 (D-10.0300)를 포함한
기타 모든 감면 (G-3.0204a) 사항을
입력하시오.

초기 교인수 Beginning Membership XXXX
새 교우 New Starting Membership XXXX

증가 Gaines
증명서 증가 Certificate Gaines

XXX

신앙고백 청소년 Youth Professions of Faith XXX
신앙고백 및 재확인 Professions of Faith and
Reaffirmations XXX
감소 Losses
증명서 감소 Certificate Losses

XXX

사망 Deaths xxx
다른 이유로 명부에서 삭제됨
Deleted from the roll for any other reason XXX

초기 교인수 (또는 신규 회원 자격이 수정 된
경우), 총 이익을 합산한 다음 총 손실을
뺍니다. 이 숫자는 활동교인 목록에 나타난
사람의 수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노회의
상회비 숫자입니다.)

12/31/xx 기준으로 정교인 종료
Ending Active Membership as of 12/31/xx

전체 결말 정교인수에 포함 된 여성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여성 교인수 Female Members

xxxx

종료되는 정교인은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변경 사항을 저장하려면 페이지의
합산이 맞아야 합니다.

XXXX

회중의 삶 Congregational Life
세례 Baptisms:
다른 이가 청원함 Presented by Others XXX

xxxx 에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청원한 유아와
어린이 세례 수를 입력하십시오.
견진/입교시 xxxx 에 세례를 직접 요청한
견진/입교시 At Confirmation XXX
사람들의 수를 입력하십시오.
xxxx 에 세례를 신청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수를 기타 All Other XXX
입력하십시오.
모든 정기적인 예배의 주간 평균을
입력하십시오.

주간 예배 평균출석 Average Weekly Worship
Attendance XXXX

이 교회의 삶과 예배에 참여하는
미국장로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

회중의 친구들 Friends of the Congregation
XXXX

12/31/xx 현재 당회에 봉사하고 있는 사역장로의 당회 사역장로 수 Number of ruling elders on
Session XX
수를 입력하십시오.
집사가 있습니까?

예/아니오 Yes/No

각 카테고리의 정교인 수를 입력하십시오. 이
수치는 정교인 종료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교인의 나이 Age Distribution of Members:
25 세 미만 XXXX
26 – 40 XXXX
41 – 55 XXXX
56 – 70 XXXX
71 이상 XXXX
합 (자동 합산) XXXX

연령층 별 기독교 교육 출석. Xxxx 에 대한 교육
기록에 따라 각 카테고리의 인원수를
나열하십시오. 이 합계에는 성서 연구, 영성
형성 그룹 및 청년 그룹과 같은 소규모 그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합계는 '수락' 버튼을
누를 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여름성경 학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교육 그룹의 연령 분포 Age Distribution
of Christian Education Groups:
(현재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쓰고 싶은
교사/임원들)

장애 및 인종 구성 Disability and Racial Composition
장애인 Persons with a Disability. 장애인에 관한 통계는 단체와 위원회가 미국장로교회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되며, 따라서 규례서(G-3.0103 & F-1.0403)에 포함 된
포괄성에 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조항을 완성하기 위해 귀하(서기 또는 목사로서)는 개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에 의존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채택한 정의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 활동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어 하나
이상의 인생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요 청력 상실이나 결핍이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 이것은 관절염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지팡이, 목발 또는
휠체어 등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심각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
심장 질환, 당뇨병, 간질 또는 정신 상태와
같이 덜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 장애 Hearing Impairment
활동 장애 Mobility Impairment

XXX
XXX

시각 장애 Sight Impairment XXX
기타 장애 Other Impairment XXX

교회의 유색인종 구성 Racial Ethnic Composition of the Church

제 202 차 총회 (1990)는 총회 사무국에 인종 구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1990, 1 부, 282 면) 포괄성은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장로교회는 교회 내에서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완전한 표현을 제공해야 하며, 출현하는 삶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포괄 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G-4.0403)
이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이 정보가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208 차 총회(1996)는 "1. 유색인종 가입률을 2005 년까지 미국장로교 교인의
10%, 2010 년까지 20%로 증가시키는 목표를 확증했다. "(회의록, 1996, Part I, p.
378).
2) 총회 대표위원회(COR)는 2 년마다 열리는 대표성 훈련 워크샵에 관하여 대회
대표위원회의 자료를 사용한다.
이 범주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때 개인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 안내하십시오.
성도의 합계로 입력한 숫자는 회원 자격 페이지의 Total Ending Active Membership 에
표시된 숫자와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각 카테고리의 활성 회원 수를
입력하십시오. 이 숫자는 귀하의 엔딩
액티브 멤버십 이하여야 합니다.
흑인 아프리카에서 유래 한 자.

회중 Congregation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하와이, 사모아, 괌, 태평양
신탁 통치 구역 또는 북 마리아나 출신자.
티베트,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중남미 국가 (멕시코, 중미, 남미, 카리브
해) 출신 인종, 문화 및 국적을 가진 자.
아메리칸 인디언, 에스키모 또는 알류트
(Aleut) 출신으로, 각자가 속하였다고
주장하는 공동체에 의해 간주됩니다.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수단,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터키,
아랍 에미리트 연합 및 예멘.
유럽 원주민의 기원을 가진 사람.
나열된 둘 이상의 인종 그룹의 자손.

Asian/Pacific Islander/South Asian XXXX

Black/African American/African XXXX

Hispanic/Latino-a XXXX
Native American/Alaska Native/Indigenous XXX

Middle Eastern/North African

White XXXX
Multiracial XXXX

XXXX

재정적 데이터 Financial Data
기부자의 재정적인 선물; 임대료; 수수료;
투자 및 기부 소득. 특별 제공; 범용 모금
활동가; 보조금 또는 그랜트. 자본금, 유증
또는 신탁등의 선물을 포함하십시오.
인사, 건물 유지 보수, 프로그램, 사명 및
행정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행 교회 운영을 위한 모든 지출액의
합계. 또한 특별 헌금, 교단에 대한 기부금
(노회, 대회 또는 총회), 직원 연금, 급여세
공헌, 공과금, 보험, 이자 지불 및 차용에
관한 원금이 포함됩니다. 자본 지출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미국장로교와 관련이 없는 지역 또는 국가
수준, 에큐메니칼 기관 또는 선교에 관한
선교 관련 활동에 주어지는 기금의 총액.
급여, 수당, 급여 세금 공헌, 근로자 보상,
은퇴 및 건강 보험 기부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직원(안수 및 비 안수)을
위한 모든 지출액의 총액.
회중이 예배, 교육 및 영적 양육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와 관련된 지출의
총합계.

연간 수입 Annual Income XXXXXXX

연간 지출 Annual Expenses XXXXXXX

선교비 Mission XXXXXXX
(연간 경비의 하위 집합)
인건비 Personnel XXXXXXX
(연간 경비의 하위 집합)

시설 Facilities XXXXXXX
(연간 경비의 하위 집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