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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군선교회 보고

제105회기 총회군선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회  장 강진상

서  기 안재훈

1. 조직

1) 중앙회 운영이사회 : 이사장 오정호, 서기 김동식, 회계 최수용

2) 중앙회

•명 예 회 장 : 오정현

•회     장 : 강진상

•수석부회장 : 임흥옥 

•부  회  장

(목  사) 김동식 김장교 임용택 김종혁 권성오 조정희 박정동 박순석 조칠수 최남수 이철휘 

현석환 장재헌, 

(장  로) 송정현 조원태 권영근 박요한

(권  사) 김태희 김혜정 유화림 정순옥 조순이 이숙자 장상희

(지회장) 김귀식 장성진 박성규 이광우 한수욱 김봉엽 양건상 정중헌 전상호 심재학 권순웅 

김중남 김철환 강성오 박창건 김용대 이성화 문세춘 

•명예사무총장 : 최수용 •사 무 총 장 : 황성준 

•서       기 : 안재훈 •부  서  기 : 남송현

•회 의 록 서 기 : 최상호 •부회록서기 : 장성진 

•회      계 : 임병태 •부  회  계 : 고선귀

•수 석 총 무 : 박장희 •총      무 : 주연종, 우재혁, 이인순

•부  총   무 : 신동신 권규훈 이재천 이종득 김시영 박성희 김선임

•감        사 : 전정수 류성고 이희중

•군선교 정책실장 : 주연종 •군 목 지 원 부 장 : 김종천

•군선교사 관리부장 : 유기종 •사 무  국  실  장 : 오희준

•군선교 지원부장 : 조정희 •군선교 발전연구실장 : 남송현 

•문 화  홍보실장 : 하정민 

•협   동   총   무 : 태성 한상봉 이춘수 김홍진 권순성 천태근 조성제 박영수 이용제 안병태 

마철규 강성오 강기옥 이은수 서만종 김길수 유범환 남재현 

3) 각 지회 조직(지회장 상임총무 서기 회계 순)

 대구지회 : 김귀식 박장희 김진혁 김태양 경북지회 : 장성진 한상봉 강전우 이준욱 

 부산지회 : 박성규 최병일 박근래 이춘수 울산지회 : 이광우 김홍진 장현우 전정수 

 경남지회 : 한수욱 김외식 함용규 권순성 전북지회 : 김봉엽 박정동 오동혁 진수만

 대전지회 : 양건상 천태근 김익수 김옥문 동부지회 : 정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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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회 : 전상호 조성제 신동신 백광수 남부지회 : 권순웅 송종현 오희준 남재현

 북부지회 : 심재학 우재혁 유창경 양숙미 경인지회 : 이성화 김길수 김갑식이만용 

 강원지회 : 김철환 마철규 김창성 마형진 영동지회 : 최승천 노인국 이상용 김용호

 제주지회 : 박창건 강기옥 김경태 박병해 충남지회 : 김중남 이은수 남종수

 충북지회 : 문세춘 박순석 양영지 유범환 전남광주지회 : 김용대 박요한 서만종 오광춘

2. 결산

1) 수입 (2020. 2. 1 ~ 2021. 1. 31)

구분 적요 23회기 결산

전회기 이월금 8,256,978

군

부

대

행

사

지

원

건

축

1. VISION 2020 기념교회 예배당 신축 / 건축 헌금 39,000,000

소계 39,000,000

상

회

비

1. 임원 및 각 지회 연합수양회(부부) 0

2. ① 군목수양회 ② 군선교사수양회 ③ 군선교사조찬기도회 3,500,000

3. ① 육군훈련소세례식 ② 부사관학교 ③ROTC찬양예배 2,000,000

4. ① 사랑의온차지원 ② 해외파병행사 15,500,000

소계 21,000,000

임

원

회

비

1. ① 운영이사장 ② 증경회장(10명) ③ 명예회장(1명)×월30만원 19,600,000

2. ① 회장(1명)×월100만원 / 각종행사비 400만원 12,000,000

3. ① 수석부회장(1명)×월50만원 / 각종행사비200만원 5,400,000

4. 부회장(14명)월10만 목사, 장로, 권사(지회별1명이상) 13,000,000

5. 사무총장(20만) 서기, 회계, 회록서기, 총무4명(10만) 8,400,000

6. (13명) 월7만원

부임원, 감사
4,410,000

7. 협동총무(15명)월5만원 /군선교지원부 3명 월7만원 2,090,000

8. 전년도 미납금 / 24회기 선납금 10,010,000

소계 74,910,000

각

지

회

월

상

회

비

지회별 월상회비

01. 대구지회 200,000원 2,400,000

02. 경북지회 200,000원 2,400,000

03. 부산지회 200,000원 2,400,000

04. 울산지회 200,000원 2,400,000

05. 전북지회 200,000원 2,400,000

06. 대전지회 200,000원 1,800,000

07. 동부지회 미결성 0

08. 서부지회 200,000원 2,400,000

09. 남부지회 200,000원 1,200,000

10. 북부지회 200,000원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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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1) 직접선교비
(2020. 2. 1 ~ 2021. 1. 31)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23회기결산

지

원

Ⅰ

1. 예배당 건축 - 2군단교회 교육관신축 1,500,000

2. 부대교회 지원 200,000

3. 해외파병 - 한빛, 동명, 아크, 청해 0

4. 진중세례식지원 4,000,000

5. 군부대 비품 지원금 0

소계 5,700,000

지

원

Ⅱ

파송찬양예배 1. 찬양예배 지원(ROTC, 육군훈련소, 부사관학교)

군목
1. 군목단 운영비 0

2. 군목단 수양회 지원 0

군선교사

1. 군선교사 운영비지원금 1,000,000

2. 군선교사 수양회지원금 2,000,000

3. 군인교회 선교비지원1(퇴직적립금 포함)

(광현, 선한이웃우리, 하양, 새로남,염창중앙)
135,660,000

구분 적요 23회기 결산

11. 경인지회 200,000원 1,000,000

12. 충남지회 100,000원 0

13. 충북지회 100,000원 1,200,000

14. 경남지회 100,000원 0

15. 강원지회 100,000원 0

16. 영동지회 100,000원 0

17. 광주전남지회 100,000원 0

18. 제주지회 100,000원 0

소계 22,000,000

각

종

후

원

금

1. 군선교사 후원금(광현, 선한이웃, 새로남, 하양, 염창중앙) 135,660,000

2. 개교회 회비 및 개인회비 3,810,000

3. 정기총회 헌금 및 식대찬조 7,006,000

4. 기타후원금 /해외군선교 / 4대기관통합/이자 3,048,743

5. 수련회, 군부대방문후원, VISION2020 1,000,000

소계 150,524,743

수입 누계 307,334,743

전년도 이월금 8,256,978

총계 315,5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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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선교비
(2020. 2. 1 ~ 2021. 1. 31)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23회기결산

군선교회 1. 중앙회임원 및 지회연합수련회(임원회 결정에 의함) 0

소계 138,660,000

비

전

계

획

조찬기도회 1. 군선교사연합회 3,100,000

발전연구비 1. 총신 군선교훈련원 지원 및 발전연구비 0

지회설립비 1. 지회 설립비용, 지회관리 125,500

소계 3,225,500

방

문

선

교

부대 위문 

1. 합동측 군목근무부대위문(사랑의온차전달)등 12,000,000

2. 국내부대 위문 0

3. 밀리터리 성경 보급 0

소계 12,000,000

양

성

선

교

꿈나무양성
1. 입대전 청년 영성 수련회(홍보물제작지원) 0

2. 인쇄비, 발송비 0

발간비 1. 군선교 홍보물 0

문화선교비 1. 영상물 제작등 0

소계 0

직접 선교비 합계비율 72.73 % 156,585,500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23회기 결산

회

의

회의비

1. 정기총회 / 공로패. 추가식대 50만, 크리스챤 10,024,110

2. 각지회 순회방문, 회의(년6회) 200,000

3. 실무임원회 800,000

4. 각종 회의 - 실행위원회 3회(새로남교회대납) 3,000,000

소계 14,024,110

선 

교

운

영

활동비

1. 회장 활동비(임원격려금 및 선물대) 2,935,000

2. 사무총장 업무추진비(12개월) 2,200,000

3. 군선교회 사무실관리비1(1,300,000원×12개월) 15,600,000

4. 군선교회 사무실관리비2(200,000원×12개월) 2,400,000

소계 23,135,000

관

리

관리비

1. 통신비(전화료, fax 등), 우편료 487,810

2. 사무실운영비(상근자 후생비 포함) 900,000

3. 사무행정비(집기류 699390 및 발송비 262970) 962,360

4. 사무실 임대료(148,500원×12개월) 1,782,000

5. 사무실관리비(210,000원×12개월) /전기세 3,356,490

소계 7,48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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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보고

1)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세례식

•일시 : 2020. 2. 14 (토) •장소 :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세례 : 3800명 •지원 : 200만원

2)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진중세례식을 위한 기도회 

•일시 : 2020. 2. 14 (목) •장소 : 종로 5가 여전도회 회관

•협력 : 북부지회, 서부지회, 남부지회

3) 육군 의무사령부 구리병원 위문

•일시 : 2020. 3. 9 (화) •장소 :구리시

•주관 :서부지회(햄버거, 콜라 각 300개)

4) 육군 의무사령부 춘천병원 위문

•일시 : 2020. 4. 13 (월) •장소 : 춘천시

•주관 :남부지회(햄버거, 콜라 각 350개)

5) 육군 의무사령부 성남병원 위문

•일시 : 2020. 4. 13 (월) •장소 :성남시

•주관 :대전지회(햄버거, 콜로라 각 350개)

6) 육군 의무사령부 성남병원 위문 및 신풍군인교회 건축 1주년 감사예배

•일시 : 2020. 4. 23 (목) •장소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645-1, 홍천병원

•지원 : 북부지회(햄버거, 콜라 각 300개)

구분 사업명 사업내역 23회기 결산

일

반

일반행정비

1. 여비 및 교통비 2,502,000

2. 홍보비 (광고비 - 정기총회) 1,045,000

3. 경조비 1,130,000

4. 행사 및 접대비(사랑의온차등) 2,720,000

5. 인쇄비 및 비품구입비, 표창패등 2,249,600

6. 예비비 4,331,450

소계 13,978,050

간접선교비 합계 27.27% 58,725,820

총 지출(잔액 : 100,280,401) 215,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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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자 222차 연합조찬기도회

•일시 : 2020. 5. 13 (수) •장소 : 종로 5가 여전도회 회관 2층 루이시실

•인원 : 180명 •지원 :대전지회 200만원

8) 군선교기관 통합을 위한 4대기관 제 1차 연합회의 

•일시 : 2020. 7. 9 (목)  •장소 :총회회의실

•참석 : 11명 •결의 :정관을 제정하여 105회 총회에 상정키로 하다

9) 군목수양회 

•일시 : 2020. 7. 28 •장소 :지상작전사령부

10) 군선교기관 통합 정관제정을 위한 위한 모임 

•일시 : 2020. 8. 7 (금) 11:00 •장소 :총회회의실

•참석 :부회장 김동식, 사무총장 황성준, 서기 안재훈, 군목부 담당 오광중 

•결의 :상정할 정관 검토- 8월 13일 4대기관 연합회의에 상정키로 하다

11) 군선교기관 통합을 위한 4대기관 제 2차 연합회의 

•일시 : 2020. 8. 13 (목) 11:00 •장소 :새로남교회 

•참석 : 13명

•결의 :정관과 더불어 군목부 폐지, 총회규칙수정등을 105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12) 논산 연무대 군인교회 5000명 간식비 지원

•일시 : 2020. 9. 4 •지원 : 450만원

13) 사랑의 온차 전달식 

•일시 : 2020. 12. 3 (목) 12:00 •장소 :총회회관

•인원 : 15명 참석

14) 2군단교육관 건축헌금 송금

•일시 : 2021. 2. 8 (월) •금액 : 60,000,000원

•내역 :총회군선교회 3000만원(대구지회, 경북지회, 울산지회, 부산지회, 대전지회, 전북지회, 

충북지회, 서부지회, 남부지회 –각 100만원), 새로남교회(오정호) 3000만원, 

15) 상무대교회 지원

•일시 : 2021. 3. 10 •금액 : 5,000,000원

•내역 :신임장교환영예배 1700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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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회별 사업보고

• 대구지회(2020. 1. 1 ~ 12. 31)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김일영 •회       장 : 김귀식

•수석부회장 : 박기준

•부  회  장 : 박영찬 전승덕 장성봉 임종혁 정명철 장창수 김서택 이동관 박경환 정도영 오현태 

김성일 강승구 이윤찬 박윤수 이관형 석진욱 김세흥 정정태 윤철주 홍석환 임광기 

최해량 김수복 김위경 조신자 이상란 전영숙 이희원 김태생 박경숙 김옥희 임종성 

정미숙 민효숙 천남이 정월늠 서국희 김안나 김종희 이경태 김성덕 유명옥 서정희

•상 임 총 무 : 박장희 •총       무 : 이인순

•부  총  무 : 정재훈 이성덕 김종순 김진희

•서       기 : 김진혁 •부  서  기 : 이수형

•회 록 서 기 : 김일수 •부회록서기 : 지웅재 

•회       계 : 김태양 •부  회  계 : 지근호

•감       사 : 김동욱 김태희 

2) 사업보고

(1) 진중세례 및 새생명축제 : 총 33회 중 8회 실시(재정지원 : 13회, 취소 : 12회)

• 50사단 신병교육대 강철새빛교회 22회 중 3회 실시(재정지원 : 11회, 취소 : 8회)

•제2수송교육연대 이수교회 4회(새생명축제) 중(재정지원 : 1회, 취소 : 3회)

• 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1회(재정지원) ★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1회(재정지원)

•공군교육사교회 1회(재정지원) ★ 해병대교육훈련단 세례1회(재정지원)

•해군교육사교회(해군병,해경) 1회(재정지원)

• 501여단 반석교회 2회 중(재정지원 : 1회, 취소 : 1회)

(2) 부대교회 찬양예배 : 총 87회 중 9회 실시(재정지원 : 55회, 취소 : 23회)

• 50사단 신병교육대 강철새빛교회 29회 중 3회 실시(재정지원 : 17회, 취소 : 9회)  

•제2수송교육연대 이수교회 12회 중 1회 실시(재정지원 : 9회, 취소 : 2회)

•영천2탄약창 한마음교회 12회 중 1회 실시(재정지원 : 4회, 취소 : 7회)

• 1117공병단 충성교회 6회 중(재정지원 : 5회, 취소 : 1회)

• 501여단 반석교회 26회 중 3회 실시(재정지원 : 19회, 취소 : 4회)

• 21항공단 창승교회 2회 중 1회 실시(재정지원 : 1회)

(3) 3사관학교 입학･진학 감사예배, 영성수련회 및 위문, 비전트립, 후속선교 지원

•입학, 진급 감사예배(3. 6(수), 충성교회 재정지원)

•공군교육사교회 부사후 임관감사(4. 22(수), 삼덕교회 부활절계란 지원)

•전반기영성수련회(5. 6(수), 코로나로 취소)

•공군교육사교회 학사후 임관감사(5. 20(수), 대구동신교회 재정지원)

• 2학기 개강예배(9. 9(수), 본회 이사장 김종대목사 만민교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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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교회 시설 보수, 건축 및 성물 지원

•육군 3군단 3군수지원여단 신풍교회 신축(총 1억 1천 4백만원)

건축지원 -대구중노회여전연합회, 박성순목사(봉덕교회), 김귀식목사(충일교회), 동부교회, 

김태희권사(팔달중앙교회), 김태양장로(팔달중앙교회), 이화자권사(대봉제일), 군선교대경지회, 

류하남권사(칠곡중앙교회), 김인자권사(하나되게하소서), 김태생권사(대구동부교회) 

•성물 지원 : 경북여전연합회 커피머신 등 500만원

(5) 어머니사랑 성경･찬송 보내기 사업 실시 - 군사학교(괴산) 300권 / 5군수지원사령부 50권 지원

(6) 군선교사 사역교회(14개 부대교회) 선교 지원 

(7) 헌신예배 실시 : 5회

(8) 제11회 나라사랑 민･군연합대성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

•일시 : 2020. 6. 07(주일) ~ 08(월) 19 : 00

•장소 : 범어교회 대예배실

(9) 군선교를 위한 기도후원회(PSAMM) 운영

•일시 :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

•장소 : 군선교회의실(서현빌딩 802호)

•회장 김봉자 권사의 인도로 20명 회원이 군복음화를 위한 기도에 열중함.

(그 중 1회는 회장 김봉자 권사의 후원으로 영천2탄약창 한마음교회(김태식목사)서 기도회를 가짐, 

식사 제공

(10) 사랑의온차 전달식 - 대구･경북지역 군부대 사랑의온차 전달감사예배 : 12월 15일(화) 11시 

(장소 : 만민교회)

•육군 제25사단 사랑의온차 전달감사예배 : 12월 23일(수) 3시(장소 :서현교회)

•전달감사 예배 후 택배로 육군25사단 발송하여 각 부대에 전달토록 함

(11) 성탄절에 교회 및 개인의 후원으로 50사단 신병교육대교회 및 대구･경북지역 9개 군부대 교회 

위문금 지원

3) 재정보고

(1) 수입

순번 적요 결산

1 전회기 (전월) 이월금 9,643,760

2 군 교회 건축헌금 132,100,000

3 교회 시설보수 헌금 0

4 사랑의 온차 헌금 1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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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

① 직접선교

구분 사업명 번호 내용 결산

건

축

사

업

건축사업보조

시설유지.보수

및 성구지원

1 부대교회, 소초교회 건축 131,000,000

2 찾아가는 교회 0

3 각부대교회보수, 성구지원(기타지원) 2,100,000

소계 133,100,000

세

례

지

원

세례식

4 육군훈련소 1회 지원 6,000,000

5 50사단 신병교육대 4,647,850

6 3사관학교 3,000,000

7 해군교육사 /해병대훈련소 4,000,000

8 대대급교회(이수교회, 501여단, 2탄약창 등) 2,550,000

소계 세례식(33회)     20,197,850

찬
양
예
배
지
원

찬양예배

9 50사단 신병교육대 7,097,910

10 육군3사관학교 2,000,000

11 대대급교회(이수교회, 501여단, 2탄약창 등) 11,600,000

소계 찬양예배(78회) 20,697,910

순번 적요 결산

5 교회 및 기관 헌금 82,800,000

6 개인 후원 헌금 25,500,000

7 군선교 헌금(비주기적) 26,300,000

8 군선교사 후원금 69,850,000

9 세례식 지원헌금 26,368,850

10 찬양집회 지원헌금 28,643,000

11 임관･파송예배 지원헌금 12,000,000

12 헌신예배 헌금 5,554,000

13 어머니사랑 성경헌금 18,598,000

14 부대교회(장병)위문헌금 12,900,000

15 간부영성수련회 헌금 0

16 군선교 수련회 헌금 250,000

17 민군성회 헌금 0

18 기 타(정기총회헌금, 예금이자, 기타수입) 3,782,018

19 전년도 미납 현금 100,000

20 차용금 0

합계 467,08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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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접선교

구분 사업명 번호 내용 결산

운
영
관
리
행
정

선교 운영 30 선교활동 및 직원급여 66,289,400

회의, 관리 31 회의 및 관리, 유지 26,938,440

일반, 행정 32 일반 및 행정 8,717,610

선교운영 및 관리(22.45%) 101,945,450

총계 : 12월 31일 현재결산 : 467,089,628 – 454,056,710 = 13,032,918

간접선교비 및 행정비는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사업명 번호 내용 결산

파송

예배

지원

임관 및 세례식 12 공군교육사령부 기지교회 9,000,000

소계 파송예배 1회 파송인원 9,000,000

지

원

선

교

군목 및

군선교사

13 군목 지원 및 군부대지원 10,935,300

14 군선교사 지원(9명) 76,500,000

15 군목단수련회 지원(년1회) 0

16 군선교회 수련회 지원(년1회) 2,100,000

성경･찬송  및

물품지원

17 성경･찬송지원(3사관. 공교사, 파병부대) 18,598,000

18 사랑의온차(대구경북지역+전방1개사단) 12,700,000

비전지원

19 부대교회 각종행사지원 9,500,000

20 생도단기선교 지원 0

21 간부영성수련회지원 0

22 군선교 유관기관 지원(AMCF. KMCF등) 1,000,000

23 MEAK지원(월1,000,000원) 13,200,000

24 총회군선교중앙회 상회비(회비, 행사지원) 6,983,800

소계 151,517,100

위

문

선

교

위문 및

재생산

25 군부대 위문 3,906,000

26 3사관학교 전도 집회 및 유격장 2,000,000

27 6.25상기 민･군 성회 지원 0

28 일반사업 보조금(순회헌신예배. 선교후원) 4,800,000

29 정책활동, 후원협력비 6,892,400

소계 17,598,400

직접 선교 합계(77.55%) 352,1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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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회(2020. 1. 1 ~ 12. 31)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장성진 •회     장 : 박신득

•수석부회장 : 우봉석

•부  회  장 : 박병석 정옥현 김종원 정래화 장재덕 정순봉 김상원 설정수 안영환 김용수 

김성수 석광희 강전우 임윤건 박영만 안상헌 천주용 박춘길 박경일 권택성 

박창곤 박대연 이상우 하은수 이진태 박찬규 손영헌 김영태 권기현 이순우

•상 임 총 무 : 한상봉

•부  총  무 : 김재석 민길성 김종언 박희태 이상직 이관희 장재철 김성태 한상화

•서       기 : 남세환 •부  서  기 : 정신덕

•회 록 서 기 : 곽병구 •부회록서기 : 최철호

•회       계 : 이준욱 •부  회  계 : 이태걸

•감       사 : 박상렬 권오수 서정식 정해영

2) 사업보고

일시 사업내용 예산 및 비고

2020년중 진격교회(박호기목사) 월20만원 보조

2020년중 자인진중교회(서영태목사) 월10만원보조

2020년중 21항공대 창승교회 월10만원 보조

2020년중 임마누엘동도교회(김영철목사) 월10만원보조

2019년 12월 05일 제17회기 정기총회 포항큰숲교회(회장 장성진목사)

2019년 12월 12일 이수교회 찬양예배 이진태장로 주관 설교 윤잠식목사 

2019년 12월 15일 50사 새빛교회 진중세례식 주관 :경북지회 인동교회 

2020년 01월 05일 50사 새빛교회지웜 경북지회

2020년 02월 09일 진중교회 찬양예배 및 붕어빵파티 주관 : 구미애향교회(정순봉목사) 참석인원 : 200명

2020년 01월 08일 제1차 순회헌신예배 상주제일교회(안상현목사) 설교 :최재덕 목사

2020년 06월 17일 제2차 순회헌신예배 북삼제일교회(우봉석목사) 설교 :장성진 목사

2020년 05월 31일 501여단 반석교회 찬양예배지원 경북지회 지원

2020년 06월 14일 501여단 반석교회 찬양예배지원 경북지회 지원

2020년 06월 21일 제3차 순회헌신예배 구미옥계교회(박신득목사) 설교 :장성진 목사

2020년 07월 12일 제4차 순회헌신예배 포항큰숲교회(우봉석목사) 설교 :박신득 목사

2020년 09월 06일 제5차 순회헌신예배 구미송정교회(최문선목사) 설교 :우봉석 목사

2020년 10월 10일 2군단 한빛교회 건축지원 섬김 :이진태장로(선산제일교회)

2020년 10월 25일 제6차 순회헌신예배 선산제일교회(박태경목사) 설교 :김의수목사

2020년 11월 01일 제7차 순회헌신예배 구미새로남교회(김용은목사) 설교 :김의수목사

2020년 11월 20일 50사단 진중세례식지원 인동교회지원(김성길목사)

2020년 11월 30일 사랑의 온차 지원 경북지회

2020년 12월 10일 18회기 정기총회 장소 : 구미옥계교회(박신득목사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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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회(2020. 1. 1 ~ 12. 31)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김종희 •회      장 : 박성규

•상임부회장 : 김영길 •사 무 총 장 : 최병일

•총     무 : 임재운 •서      기 : 박근래

•부  서  기 : 황한열 •회 록 서 기 : 우지성

•회     계 : 임현호 •감      사 : 김충식 권영일

2) 재정보고

•총수입 : 60,202,823, 총지출 : 40,857,500, 이월금 : 7,721,134, 잔액 : 19,345,323

3) 사업보고 및 지출내역

(2019.12 ~ 2020. 11)

항목 행사명 지출금액

군민목지원

민목간담회 997,000

53사 군목지원 해사교회 2,000,000

박행수 2,200,000

박장일 2,200,000

통일전망대교회(동해) 2,400,000

류호근 2,200,000

김두현 500,000

소계 12,497,000

부대시설지원
소초전도영상기기구입 1,450,000

소계 1,450,000

진중세례식

39사 신교대 세례식 2,500,000

53사 신교대 세례식 3,600,000

해군교육사령부 세례식 1,500,000

공군교육사령부 세례식 1,000,000

소계 8,600,000

찬양예배 53사 신교대 찬양예배 1,650,000

소계 1,650,000

부대위문지원

공군 준사관 임관 2,000,000

해군부대위문 2,300,000

연무대교회 간식지원 2,000,000

공군교육사지원 1,000,000

사자, 초소등 446,000

소계 7,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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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회(2020. 1. ~ 2021. 1.)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강진상 •회       장 : 이광우

•차 기 회 장 : 조  운 •부  회  장 : 김덕환 조현우 

•상 임 총 무 : 김홍진 •협 동 총 무 : 권성오 권규훈 양성태 박문환

•서       기 : 장현우 •부  서  기 : 오석주 

•회 록 서 기 : 김효범 •부회록서기 : 황병화 

•회       계 : 전정수 •부  회  계 : 이명진 

•감       사 : 박수열 장재헌

2) 사업보고

일시 항목 장소 지출 비고

20년 1/22 년차총회 복된교회당 1,560,000 전회원

1월~ 12월 군목 지원 월20만×12 2,400,000 강우일 군목 

1월~ 12월 군선교사지원 월20만×12 2,400,000 박승훈 선교사

5월  총회군선교 정기총회 서울 사랑의교회당 1,000,000 임, 역원

9월 특별 군부대지원 15사단 동도교회 1,500,000 김영철선교사

10월 군선교 일일찻집 울산 강남교회당 500,000 한국군선교

10월 군부대위문 울산 공군포대 500,000 부대원 특별훈련

10월 군인교회건축 전방 2군단 1,000,000 2군단교회

11월 임원수련회 청송/영덕 1,500,000 임 원

12월 군부대 온차전달 총회군선교 1,000,000 총회중앙회

12월 온차전달 전방15사단 500,000 김영철선교사

12월 온차전달 울산공군포대, 2대대,4대대 1,500,000 각50만×3

21년/1 년차총회 복된교회 1,500,000 1월 20일 예정

항목 행사명 지출금액

기타

제22차 총회경비 1,270,000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 326,000

총회 군선교 분담금 2,400,000

부산 지회기 제작 320,000

본부총회참석 498,000

사랑의 온차 전달식 2,000,000

경조비 100,000

본부지원 2,000,000

소계 8,914,500

총계 40,857,500



246❙제106회 총회 보고서

3) 재정보고(2020. 1 ~ 2020. 12. 31)

•총수입 : 26,046,028, 총지출 : 22,997,000, 현잔액 : 3,049,028 

(1) 수입 및 지출

구분 항목 예산 결산 비고

수

입

이월금 3,395,170 3,395,170 전년도 이월금

회비 20,000,000 17,050,000 각 교회

회비 4,800,000 4,600,000 울산노회, 남울산노회

특별회비 1,000,000 1,000,000 회장(발전기금)

기타 4,830 858 통장이자 등

합계 29,200,000 26,046,028 

지

출

정기총회비 1,500,000 1,560,000 군선교 울산지회

총회회비 3,400,000 3,400,000 지회회비 및 특별회비

총회부담금 4,000,000 2,000,000 진중세례,수양회,온차보내기

선교사지원금 4,800,000 4,800,000 박승훈, 강우일(각20만×12)

수련회 및 세미나 2,500,000 1,384,000 임원수련회 

회의비 1,300,000 1,250,000 임, 역원회

총회 행사참석 4,600,000 3,400,000 전국총회, 세미나, 회의, 각종행사

사무비 500,000 230,000 인쇄, 공문, 통신, 감사

특별 지원비 3,500,000 3,000,000 
지역부대 방문 및 행사 

(공군포대, 연대, 2대대, 4대대)

특별행사비 2,500,000 1,683,000 진중세례, 특별행사

기타예비비 600,000 290,000 신문광고, 경조 등

합계 29,200,000 22,997,000 

• 전북지회 (2020. 1. ~ 2020. 12.)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이남국 •회       장 : 김봉엽

•부  회  장 : 백종성 공정용 김화중 국정례 나경숙 

•총       무 : 박정동 •서       기 : 오동혁

•회       계 : 진수만 •부  회  계 : 이정부

•감       사 : 김정식 임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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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보고

사업명 내용

정기총회 2020. 1. 22 군산성림교회

총회군선교회 중앙회 총회 2020. 5. 26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

충용대 교회 세례식 및 파송예배지원 2020. 7. 16 육군부사관학교 500만원 후원

제28사단 방문 2020. 8. 경기도 연천

2군단교회건축비 2021. 1. 강원도 춘천

3) 재정보고(2020. 1 ~ 2020. 12. 31)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고 항목 금액 비고

전회기이월 17,519,394 군선교사사례비

2020.1월 2,664,375 회의비(정기총회) 838,000

2020.2월 1,438,580 회의비(임원) 1,186,670

2020.3월 860,000 경조사비 250,000

2020.4월 760,000 사무행정비 400,000

2020.5월 720,000 후원자위로 및 선물 976,000

2020.6월 1,270,000 총회군선교회의 240,000

2020.7월 2,620,000 총회군선교회상회비 2,400,000

2020.8월 1,970,000 총회군선교정총 908,600

2020.9월 770,000 선교비(28사방문)

2020.10월 1,720,000 선교비(105연3대)

2020.11월 670,000 선교비(부사관학교) 6,004,200

2020.12월 2,170,000 선교비(35사충경)

2021.1월 670,000 2군단교회건축비 1,000,000

2021.2월 620,000

식사찬조금 200,000

260,000

합계 36,902,349 합계 14,203,470 22,698,879

• 총수입(36,902,349) - 총지출(14,203,470) = 잔액(22,69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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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회(2020. 1 ~ 2020. 12.)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김원필 •회    장 : 양건상

•수석부회장 : 김인호 •서    기 : 김익수 

•회 록 서 기 : 한규덕 •총    무 : 천태근

•회      계 : 김옥문 

2) 사업보고

일시 항목 장소 참석 비고

04. 13 국군 수도병원 장병위문 수도통합병원 8명 햄버거,음료수 각 350개 전달

04. 13 임원 단합 남한산성 등산 성남 8명 

05. 12 군선교사회 조찬기도회 여전도회관 7명 200만원지원

05. 25 군목 원로목사회 지원금 전달

08. 17 후원회원 위로회 밤 구암약선오리

08. 20
대전지회 홍보전단지 배포 

(대전, 서대전, 동대전제일, 대전중앙, 중부노회）
대전

08. 23 8월 헌신예배 새힘교회 류재이 목사설교

09. 15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장병 간식비 지원 논산 8명 150만원

10. 26 임원부부수양회 1박2일 춘천  12명

2군단 한빛교회 교육관 건축헌금 춘천 100만원

서대전노회 군경목부 전방부대 방문 지원 20만원

11. 16 증경회장단 위로회 구암약선오리 10명

12. 01 장로회원 위로회 구암약선오리 8명

12. 05 사랑의 온차전달식 총회 100만원

3) 재정보고(2020. 1 ~ 2020. 12.)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이월금 -243,502 월례, 조찬 헌신 1,786,000

회비 29,500,000 진중세례식 2,700,500

후원금 17,740,000 총회회비 2,400,000 월 20만

헌신예배헌금 1,003,000 총회행사지원 9,290,710

사무실임대료 4,000,000 동대전위문 88,700

기타 230,000 통신비 938,970

사무실관리비 5,765,750

목양일념광고비 1,200,000

임원회 활동비 9,9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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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회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최상호 •회    장 : 전상호

•수석부회장 : 김부일 •부 회 장 : 김봉수 윤동윤 최성은

•상 임 총 무 : 조성제 •부 총 무 : 김창대 최성헌 윤상덕 

•서     기 : 신동신 •부 서 기 : 장동휘 김상윤

•회     계 : 백광수 •부 회 계 : 김춘수 김명식

•감     사 : 고선귀 노호곤 문희

2)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2019. 12. 1 ~ 2020. 11. 30)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간사사례 1,000,000

요람편집발행 445,000

수수료 24,470

사무실난방 100,000

총회준비 320,000

증경회장격려 1,140,000

노회장연찬회 900,000

사무용품 329,000

회원격려식사 768,000

추석선물 2,054,000

수양회 준비 /임원 3,200,740

수해위로금 1,000,000

경조비 1,270,000

합계 52,229,498 합계 46,625,340

• 총수입 : 52,229,498   총지출 : 46,625,340   잔액 : 5,604,158

수입 지출

년월일 내역 금액 년월일 내역 금액

19/11 전년도 이월금  8,852,521

19/12

① 제15차서부지회정기총회 -3,000,000

② 감사비 및 화환대 등 -700,000

③ 임원회의비 -622,000

④ 분담금 및 월회비(12) -800,000

⑤ 지방세, 소득세 -810

5,122,810

19/12 회비 19교회 2,600,000

20/01 회비 16교회 2,200,000 20/01
① 조직광고비 기독신문 -1,980,000

② 임원회의비 -500,000
2,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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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지출

년월일 내역 금액 년월일 내역 금액

 ’02 회비 20교회 2,350,000 ’02

① 총회군선교회 참석경비 -200,000

② 행정사무비 -29,470

③ 임원회의비 -58,500

287,970

 ’03 회비 20교회 2,350,000 ’03

① 경조비 -100,000

② 코로나 장병위문지원 -1,600,000

③ 분담금 및 월회비(2, 3월) -800,000

2,500,000

 ’04 회비 19교회 2,150,000 ’04 분담금및월회비(월분) 400,000

 ’05 회비 21교회 2,450,000 ’05

① 군선교사역자조찬예배 -600,000

② 총회군선교회중앙회총회 -550,000

③ 분담금 및 월회비(5월) -400,000

1,550,000

 ’06 회비 20교회 2,350,000 ’06

① 군선교사부부초청위로회 -1,400,000

② 경조사비 -100,000

③ 분담금 및 월회비(6월) -400,000

④ 지방세, 소득세 -590

1,900,590

 ’07 회비 20교회 2,350,000 ’07 분담금및월회비(월분) 400,000

 ’08 회비 21교회 2,450,000 ’08
① 임원회의비 -600,000

② 분담금 및 월회비(8월) -400,000
1,000,000

 ’09 회비 21교회 2,450,000 ’09

① 경조 및 행정사무비 -200,000

② 연무대군인교회지원금 -2,000,000

③ 임원회의비 -850,000

④ 분담금 및 월회비(9월) -400,000

3,450,000

 ’10 회비 21교회 2,450,000 ’10

① 56사성림교회건축지원 2,000,000

② 경조및임원회비 -700,000

③ 서울남전연군부대위문 -600,000

④ 분담금 및 월회비(10월) -400,000

3,200,000

 ’11 회비 21교회 2,450,000 ’11

① 증경및임원워크샾 -1,700,000

② 2군단교회건축지원 -1,000,000

③ 총회사랑의온차지원 -1,000,000

④ 전형위원회및실행위원회 -700,000

⑤ 경조비 -100,000

⑥ 분담금 및 월회비(11월) -1,000,000

5,500,000

 기타 은행이자(2회)     9,170

수입계 28,690,170 지출계 27,791,370

이월금  8,852,521 현잔액 9,670,321

총합계 37461,691 총합계 37,4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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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회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김재철 •회       장 : 권순웅

•수석부회장 : 황성준 류성고 •총       무 : 안재훈 송정현

•서       기 : 오희준 •회 록 서 기 : 우남호

•회       계 : 남재현 •감       사 : 박승호 이재천 임병태

2) 사업보고

일시 행사명 장소 참석인원

1 4월 13일 국군의무 사령부 춘천병원위문 강원도 춘천 5명

2 6월 25일 17사단 위문(오희준 목사시무) 김포시 통진 23명

3 6월 26일 7사단 신교대 진중세례식 지원 강원도 화천 4명

4 12월 3일 사랑의 온차 전달식 총회회관 6명

3) 재정보고(2020. 2. 1 ~ 2021. 1. 31)

수입부 지출부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전년도 이월금 1,469,626
군선교사 지원금(30만×12개월)

오희준목사 박현일목사 천석봉 목사
3,600,000

회비 수입 20,290,000 총회군선교회 중앙회 회비 1,200,000

이자 수입 1,343 춘천 의무사령부 위문 2,867,500

정기총회헌금 155,000 총회군선교회 실행위원회 560,000

남서울노회 군경선교회 찬조금 2,000,000 군선교 연합회 총회 참석 210,000

남서울노회 남전도연합회 1,000,000 총회군선교회 중앙회 총회(사랑의교회) 420,000

남서울노회 여전도연합회 300,000 17사단(하성) 위문(오희준 목사 시무) 3,740,900

수입계 25,215,969 7사단(화천) 신병교육대 진중 세례식 경비 2,500,000

군목 지원금 1,000,000

21사단(양구) 진중세례식 지원금 150,000

2군단교회(춘천) 교육관 건축비 지원금 1,000,000

전방 철책선 부대 사랑의 온차 지원금 1,300,000

업무비 958,000

경조비 및 위로 방문비 1,110,000

회의비 / 식대 / 행사교통비 2,920,000

감사준비모임 366,000

수입누계 27,035,595 지출누계 26,276,270

누계(이월금포함) 27,035,595 잔액 75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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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회

1) 조직보고 

•명 예 회 장 : 차은일 •회       장 : 심재학

•상 임 총 무 : 우재혁 •총       무 : 이희중

•서       기 : 유창경 •회 록 서 기 : 김  신

•회       계 : 양숙미 •부  회   계 : 정유석

2) 사업보고

일시 항목 장소 후원

2월 진주 공군 교육 사령부 부사관 졸업식 거제도 200만원

2월 논산 육군 훈련소 세례식 논산훈련소교회  1000만원

3월 포사랑교회 후원 여의도/영등포진지 20만원

4월 홍천 국군 의무 사령부 교회 위문 홍천 50만원

6월 21사단 진중세례식 양구 200만원

8월 해외 파병 장병 후원 국평단교회  150만원

8월 특별 지역 선교 수도 경비부대 40만원

9월 전남 미사일부대 헌당 예배 순창 200만원

10월 보병 7사단 진중 세례식 150만원

12월 백두산 부대 사랑의 온차 전달식과 예배 양구 600만원

12월 56사단 성림교회 리모델링 후원

3) 재정보고(2020. 1. 1 ~ 2020. 12. 31)

수입부 지출부

항목 결산 항목 결산

전년이월금 6,179,717 세례식 및 군부대지원 41,264,700

총회헌금 527,000 사무통신비 300,000

헌신예배(미사일기지건축헌금) 46,635,000 중앙회(온차, 군목수련회) 3,000,000

후원 및 특별선교헌금 47,380,000 회의비 385,000

기타수입 5,767 경조비 360,000

   총회비 700,000

  인쇄비 683,850

기지교회건축 45,000,000

예비비 4,207,800

잔액 4,826,134

합계 100,727,484 합계 100,72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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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회 보고  

1) 조직보고

•회      장 : 문세춘 •차 기 회 장 : 박종운

•부  회  장 : 권태형 김홍용 박완영 정갑수 김현기 박상준 양병만 조용준 손대현 이선우 서성원

김흥주 이강일 김만종 조세동 박성훈 류삼환

•사 무 총 장 : 박순석 •서       기 : 양영지

•회    계 : 유범환 •부  회  계 : 유병재 목사

•회 록 서 기 : 박종도 •부회록서기 : 허정집 목사

•감     사 : 강석일 구자훈 목사

2) 사업 보고

(1) 매월 천군군인교회 지원(1 ~ 12월)

(2) 3월 37사단 및 기타 군인 교회 KF94 마스크 4,000장 전달(2,000,000원)  

(3) 6월 8285부대 교회 제습기 2대 전달(1,000,000원)

• 경인지회 보고

1) 조직보고

•회      장 : 이성화 •상 임 회 장 : 김태일

•부  회  장 : 정용식 이병현 이웅세 이덕근 이기봉 

•사 무 총 장 : 김길수 •총       무 : 심권호

•서      기 : 김갑식 •회       계 : 이만용

• 광주전남지회

1) 조직보고

•회      장 : 김용대 •상 임 총 무 : 박요한 

•서      기 : 서만종 •회       계 : 오광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