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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른 옵션을 알려주십시오. 

선물  행렬   

장로교 재단  

여러가지 방법  

기 부 
우리  장로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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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랑의 선물 옵션 비교* 
 
 

 

허용된 자산  

투자 관리  

 
수표, 은행송금, 유가 증권, 유동 자산 

 
기부자는 여러가지 투자 옵션을  

 
   수표, 은행송금, 유가 증권, 유동 자산 

 
새로운 계약 신탁 회사가  

 
수표, 은행송금, 유가 증권 
유동 자산   

 

재단은 적절한 장기   

 
 수표, 은행송금, 유가 증권, 유동 자산, 
  개인 은퇴 계좌, 및 생명보험  

수표, 은행 송금, 유가 증권—장기 
보유해야 한다; 세금 면제 증권 없음  

 

재단은 적절한 장기 차량에  

부동산, 사업 이익, 제한된 증권, 생명 보험 증서, 

개인 재산

 권장함 적절한 차량에 투자함 
• IRS 지정 비율 테이블 및  

차량에 투자함  투자함 

 
세금 고려 사항  
 

 
주 또는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지불금 구조에 근거한 소득세 
공제  

• 자본 이득세를 피하거나 
연기 할 수 있음 

• 소득세에 대한 계층화 된 세금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재산세를 최소화 하고 연방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소득 및/또는 재산 및 기부 세금 
공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본 이득을 피할 수 있음 
• 소득세 전액 과세  

• 자본 이득을 줄이거나 없애기도 함 

• 자산의 공정 가치에 대한 세금 공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선 수혜자 
 

기증자 

조언기금 

 

기부 기금  
공동 

소득기금  

 

기증자 

조언기금  

 

기부 기금 
 

자선 신탁 

   지지 수혜   현재 신탁이 종료 된 후  지금과 다음 세대 
 

현재 & 

미래 

미래 소득 이자가 종료 된 후  현재 현재&  
미래 

    수혜자 인원 
 

무제한 무제한 한 명—수입만 분배 됨  
 

다수      하나이지만 
여러 자금을 
설정할 수 
있음 

하나 – 직접 판매 대금, 기증 
또는 DAF 생성 

 
    다수 하나이지만 

여러자금을 

설정할 수 있음 

 
하나 

   변경 옵션  예 예, 합의에 기초하여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 하나 이상의 개인에게 다양한 지불을 
제공 

                      아니오 

 
 
 

중요한 이점들 

• 단일 기금, 복수 수혜자 

• 언제든지 보조금 추천 

•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 

• 간편한 관리 및 추적 

• 모든 501 (c) 3에게 보조금 
권고를 할 수 있음

 

• 하나 이상의 개인에게 고정 
또는 가변 지불을 제공함 

• 남은 원금으로 기금 또는 
기부자 기금을 조성 할 수 
있음 

• 자선 단체에 추가 할 수 있음 

 
• 언제든지 누구든지 
추가 할 수 있음 

• 수혜자에게 영원히 
돈을 지불함 

•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다양한 종류의 자금을 조성 할 
수 있음 

• 기독교 신앙 및 청지기의 
유산을 남기기 

• 언제든지 유증을 바꿀 수 있음

개인에게 더 큰 수입을 얻거나 
장기간에 걸친 원금 / 자선 단체에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택 

• 자선 기금의 안전 - 개인에게 
순소득 만 지급됨 

•   언제든지 추가 할 수 있음 
(최소 2,000 달러) 

 
 
 
자산을 기부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세금을 납부 한 다음 기부 한 
수익금보다 더 많은 세금 공제가 제공됨

예, 보조금 결정에 가족을 

참여시킴  

예, 신탁이 기부자 자문 기금에 

나머지를 받도록 하였다면  

가족 구성원이 추가 할 수 

있음  

예, 기부자 자문 기금이 기부를 받도록 

지명 된 경우  

예, 기금이 기부자 자문 기금에 

나머지를 받도록 하였다면  

 
예, 자산이 기증자 자문 기금을 설립한다면  

 

첫 기부  
최소 금액  

 
$2,500 $100,000 $25,000 최소값 없음 $10,000 사례 별  

 
 

*모든 기부 플랜은 해당 이용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부자 자문 기금 
DONOR-ADVISED FUND 
 

자선 신탁  
CHARITABLE TRUST 

기부 기금 
ENDOWMENT FUND 

자선 단체 또는 수혜자 지정 
CHARITABLE BEQUEST OR 
BENEFICIARY DESIGNATION 

공동 소득 기금  
POOLED INCOME FUND 

비 유동 자산  
NON-LIQUID ASSETS 

현재 

하나 

미래 가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