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약정 금액 49주차 모금액 약정대비 비율 2019 이월잔액 2020 지정헌금

738,733$              688,276$             93% 114,738$             289,637$          1,092,650$       

2020 선교 예산 지출 예산대비 비율

후아레스 신학교  $             211,500  $            209,000 99%  $          318,177 

선교사 지원  $             349,500  $            331,787 95%  $          470,612 

중남미 선교  $               62,000  $              22,628 36%  $            28,008 

해외 선교  $               40,000  $              17,500 44%  $            50,490 

커뮤니티 사역  $               28,000  $              12,598 45%  $            21,132 

행정/관리  $                  9,000  $                 2,778 31%  $               9,370 

합  계  $             700,000  $            596,292 85%  $          897,789 

 49주차 잔액 

 $          194,861 

2020년 선교위 지출내역
선교 약정 헌금 선교 지정 헌금 2020년 지출

(49주차)지정헌금 지출

2020 선교위 수입내역

선교 약정 헌금 선교 지정 헌금 2020년 수입
(49주차)

 $                                              6,592 

 $                                          301,497 

 $                                          109,177 

 $                                          138,825 

 $                                              5,380 

 $                                            32,990 

 $                                              8,534 

63%

27%

10%

2020 선교사역수입비율

약정헌금 지정헌금 2019 이월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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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산 대비비중

후아레스 신학교 $211,500 30%

선교사 및 기관 지원 $337,200 48%

Vision800 사역 지원 $55,000 8%

임팩트 사역 지원 $40,000 6%

홈미션 사역 지원 $35,000 5%

기타 선교 사역 지원 $21,300 3%

총예산 $700,000 100%

<2021년 선교위원회 일반예산>

<선교헌금 약정 방법> 

1. Online 약정 (이메일 주소 필수) 

1) 웹사이트 주소 http://rebrand.ly/anc1를 입력하여 들어가기, 또는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 Code를 Scan하여 들어가기 

           

2. 서면 약정 : 함께 동봉된 종이 약정서를 작성 후에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선교헌금 방법> 

1. 헌금 봉투를 사용 시 : 봉투 맨 아래에 있는 '선교작정헌금' 을 선택해 주십시오. 

2. 온라인 헌금을 이용 시 : h:ps://app.easy?the.com/App/Giving/anc 로 들어가서 ‘Fund’를 'Mission' 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예산 총예산 대비 비중

후아레스 신학교 $211,500 30%

선교사 및 기관 지원 $337,200 48%

Vision800 사역 지원 $55,000 8%

임팩트 사역 지원 $40,000 6%

홈미션 사역 지원 $35,000 5%

기타 선교사역 지원 $21,300 3%

총 예산 $700,000 100%



2021년 선교위원회 Staff 2021년 선교위원회 Staff 
VISION 800 IMPACT

비전800 담당장로 최재영 (신) pwr.jaechoi@gmail.com IMPACT 그룹 이한욱 (신) joehanlee@yahoo.com 

비전800그룹 김형건 starsclinic@gmail.com 키르키스탄팀 민호태(신) evelynk36@yahoo.com

후아레스 신학교팀 김셜리 shirleykim2@gmail.com R팀 허남형 c2huh@sbcglobal.net

Family Mission팀 김경선 N/A 미안마팀 최영일 paulchoi53@gmail.com

여성세미나팀 심벨라 bellahshim@gmail.com 팔레스타인팀 장데비 cho05debbie@gmail.com

비전800글로벌팀 (미정) 몽골팀 신정란 (신) jungrshin@yahoo.com

일본팀 이맹용 usactt08@gmail.com

안산팀 오준용 ojslm777@gmail.com

터키팀 송지호 ynconductor@gmail.com

우크라이나팀 김성혜 seonghye.kim@gmail.com

HOME MISSION 선교지원팀

홈미션 그룹 권대용 (신) kwon.daeyong@gmail.com 선교지원그룹 장제임스 (신) jjang001@gmail.com

다민족교회팀 송제시카 jessipong95@yahoo.com 선교중보기도팀 김신순 kibistw@hotmail.com

전도팀 장영재 jangyj60@gmail.com 선교기획팀 박원천 (신) wonpark@infotourinc.com

교도소선교팀 손정한 james90077@gmail.com 선교미디어팀 이은영 (신) happyjessica622@gmail.com

Eagle Rock 박애나 (신) 7cr744@gmail.com 선교사 Care팀 이영희E (신) yhlee67@hotmail.com

아버지의 창고 손진호 (신) raymond.son@gmail.com 선교의료팀 김용석 chimtm@gmail.com

실버미션팀 민그레이스 (신) gracearky@hotmail.com 선교훈련팀 문성민 (신) smmoon619@gmail.com

소망의 집 (미정)

위원회 서밋 

담당 장로 홍성진 ssh@lhlaw.com

총 무 정철원 (신) vivifyclothing@gmail.com

회 계 김재성 (신) joelkim@gmail.com

서 기 민그레이스 gracearky@hotmail.com

사역자 

책임 목사 이승혁 목사 lee.seunghyuk@yahoo.com

후아레스신학교 학장 Gabriela Tijerina gabriela.tijerina-pike08@aberdeen.ac.uk

비젼800 단기선교 장경호 목사 chkho69@gmail.com

교도소 선교 조희철 목사 lafashionnetwork@gmail.com

비전800글로벌 이준성 목사 Jsmission@gmail.com

홈미션 노빌리 목사 pastorbillyroe@gmail.com

여성세미나 고경호 전도사 kyonghoko@gmail.com

선교중보기도 김윤식 목사 justinkimys@hotmail.com

간사 김은지 mission@anconnu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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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회 Contact
mission@anconnuri.com
이승혁 목사  310-66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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