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관리 옵션
Investment Management Options
N E W C OV E N A N T T R U S T C O M PA N Y

입증 된 투자
솔루션

PROVEN INVESTMENT

SOLUTIONS

교회 또는 사역의 자산을 투자하려면 목표와 목적을 이해하고 신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관리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장로교 재단은 수천 개의 회중과 2세기 이상 교회 관련
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재단 및 그 자회사인 New Covenant Trust Company와 협력 함으로써 교회를 알고 신앙을 공유하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 관리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 있고 전문적인 투자 및 재무 고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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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 솔루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찾고있는 경우:

장로교 재단과 그 자회사인 뉴 커버넌트

•

트러스트 컴퍼니 (New Covenant Trust

모든 시간 동안 선교 기금을제공하는 기금,

Company) 는 당신을 이 모든 것으로 연결시켜
•

투자를 지켜 보는 세계적인수준의 자금

줄 수있습니다.

관리자,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선교를 위해 기금을
•

교회 선택 투자: 투자 선택,

•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

관리함에 있어 교회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관리
옵션을 설명합니다. 귀하의 자산은 장로교 정치
원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투자되거나 귀하의 특정 관심사에 맞는 맞춤식

200 년 이상의 충실한청지기직을 가진

접근 방식으로 투자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신뢰할 수 있는투자 파트너,

싶으시면 오늘 800-858-6127 로 전화 주시거나
www.presbyterianfoundation.org/invest

•

장로교 신학과 정치를 이해하는동료
그리스도인 들로부터의 인도,

•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 및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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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하여 주세요.

기금 및 투자 관리 옵션
ENDOWMENT & INVESTMENT MANAGEMENT OPTIONS
신규언약기금

New Covenant Funds

최고 계정

신규약 신탁회사
New Covenant
Trust Company

장로교 기증 서비스
Presbyterian
Endowment Service

장로교 기증 기금
Presbyterian
Endowment Fund

$500

제품에 따라 다름

$200,000

$25,000

SEI*

NCTC

Northern Trust

Northern Trust

Self Directed: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균형형 펀드

투자 정책 진술에
맞춤화; 주식, 채권,
ETF,뮤추얼 펀드

기증 모델: 주식,
고정소득, 사모펀드,
부동산

기증 모델: 주식,
채권, 사모, 실제
자산

펀드 선택에 따라
0.80 – 0.97%

포트폴리오의 자금
기준

포트폴리오의 자금
기준

포트폴리오의 자금
기준

N/A

계정 유형별 결정

.99%

.99%

유동성

일일 가격 / 일일
변제 Liquid

일일 가격 / 일일
변제 Liquid

제한된 유동성으로
분기별 평가

분기별 평가 취소
불능

재조정

균형 자금에만 제공

정책 벤치 마크
제공

정책 벤치 마크
제공

정책 벤치 마크
제공

지출 공식
배포판

투자자의 재량
및 시기에 대한
인출

투자 정책 진술에
맞춤형

20/4 분기
평균 4.25 % **

20/4 분기
평균 4.25 % **

네 Yes

선택 Optional

네 Yes

네 Yes

자산의 권리

조직 Organization

조직 Organization

조직 Organization

재단 Foundation

온라인
계정보기

네 Yes

네 Yes

네 Yes

네 Yes

Account Minimum

투자 자문
Investment
Advisor

유산 배당

Asset Allocation

뮤추얼 기금
비용 비율
Mutual Fund
Expense Ratios

고문/관리
수수료

Advisor/
Management Fees

Liquidity

Rebalancing

Spending Formula
Distributions

MRTI 에 따른
사회적 책임
Socially
Responsible
According to MRTI

Title to Assets

Online Account
Viewing

* SEI 투자 관리 공사 (SIMC)는 SEI 투자 유통 Co (SIDCO)가 배포하는 신 규약 기금 (New Covenant Funds)의
자문위원입니다. SIMC 와 SIDCO 는 SEI Investments Company 의 100% 자회사입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포함한
위험이 관련됩니다.
펀드가 귀하에게 적합한 투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투자 전의 투자 목표, 위험 요인, 비용 및 지출을
신중하게고려하십시오. 이 정보 및 기타 정보는 877-835-4531 번으로 전화하여 얻을 수 있는 기금 안내서에
나와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현재 요금. 지출 공식 배포판은 재단 이사회가 매년 결정합니다.
NOT FDIC INSURED | NO BANK GUARANTEE | MAY LOSE VALUE | NOT INSURED BY ANY FEDERAL GOVERNMENT AGENCY | NOT A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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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및 투자 관리 서비스
AN ENDOWMENT & INVESTMENT MANAGEMENT SERVICE
장로교 기증 서비스는 재단의 투자 관리

기금은 장로교 재단 투자 위원회가 수립한

서비스에 대한 기금 또는 기타 장기 기금을

다양한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 장로교 기증

제공합니다. 장로교 기증 서비스는 경험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투자자 만 이용할

풍부한 투자 관리자와 전체 환원 정책에 입각한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관리자를 활용합니다.

지출 공식을 사용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득을 창출하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장로교 기금 서비스는 귀하가 다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

조직 자금에 대한 소유권 유지

•

장로교 기증 서비스에 엑세스 하기

•

다양한 자산 클래스로 다양화

•

지출 공식 지침 및 구현 활용

•

미국장로교의 사회 증인 원리 준수

N E W C OV E N A N T T R U S T C O M PA N Y

200 E 12th Street, Jeffersonville, IN 47130
800-858-6127 presbyterianfoundation.org

장로교 재단과 신 약정 신탁 회사는 법적, 세금 또는 기타 전문 자문 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적 및 재정적
문제에 관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귀하의 독립적인 전문 고문과 상의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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