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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결혼|   *김선영(고신대05) 11.9(토) pm1: 00 / 반여장로교회
            *김다영(부산대01)11.9(토) pm3:00/서울 파티오나인 웨딩홀
            *이인희(동의대03)11.9(토)/파로스빌딩 라스코스 웨딩홀
            *최민근(고신대02)11.16(토) pm2:00/서울 스타시티아트홀
            *김지은(동아대94)11.23(토) pm2:00/땅끝교회(구.영도중앙교회)            
            *최영훈(동의대04), 이선미(동의대06)
            11.23(토) pm12:00/누리엔웨딩홀 5층 스위트가든홀   
             *박현석(부산대98)12.7(토) pm3:00/호산나교회(명지)   
             *송재숙(고신대97)12.28(토) pm2:00/부산서구청   
개원|  *권민정 학사(동아대94) 남편
             동래시장 입구 수안메디컬센터 7,8층 우리비전 내과외과 
             개원감사예배 - 11. 9 pm4:00
돌잔치|  *안성대(동아대94)간사 딸 11.11.(월) pm6:00/범일동 더파티

1. 제5차 중앙위원회
일시: 11.18(월)-22(금)
참석: 박주현 간사

2.센터이전
일시: 11. 20(수) 
장소: 연제구 거제동 파라존빌딩 8층

3.간사전략회의
일시: 12.9(월)-12(목)
장소: 미정

학사님들께 후원을 요청합니다! 
매달 꾸준히 MS해주시는 학사 후원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총 400만원, 인원은 지금보다 100명의 신규 학사 후원자가 
더 필요합니다. 학사님들의 5%(1/20)의 헌신은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
나님 나라를 세우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기도해주세요
부산IVF센터가 수년전 ‘학개프로젝트’를 통해 모금한 센터기금으로 거제동 법원 
앞 56평형 건물(8층)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 되시는 
학사님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센터로서의 공간
활용과 리모델링이 잘 되도록, 20일에 새로운 센터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데 이사할 때 까지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미리보는소식 학사회소식

학사회 정기 소모임

TGIM 

TGIM 울산대점 정한신(010.6556.7373)
TGIM 서면점 송민규(010.6774.5079)

 1.김무영작가와 함께하는 인문학 수다회 “ 그분의 형상, 사람 ”

       저자: 김무영학사(부산대97)
       일시: 11. 29(금) pm7: 20
       장소: 부산IVF선교센터 (거제동)

2.동아대 홈커밍데이
       일시: 11.15(금) pm7: 00
       장소: 동아대 하단캠퍼스 학생회관 3층 세미나실



23th 부산IVF
종교개혁기념 
말씀과 삶 사경회

하승민 동아대 드림지부09

문태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월요일 첫 말씀부터 하나님은 내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하
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묵상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때
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찔렸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리는 나의,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IVF에서 섬기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등의 경건생활이 나의 의
가 되어 있었고, 내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되돌아보며 내
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묵상하며 살아가
는 것이 기쁨임을 다시 깨닫고 마음에 굳게 새겼습니다. 

‘학기 중에 있는 말씀 사경회는 학기 중의 수련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매
일 늦은 시간 피곤했을지 모르는 시간들이지만 그 피곤함마저 날려버릴 그 은혜의 자리
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0.28(월)-31(목)
범천교회
문태언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선화 학사 고신대00 / 카메룬선교사

세월이 흐르는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내면의 무게도 깊고, 무거워졌
었습니다. 그 때 때마침 IVF에서 로마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하여, 마치 깊은 
어둠에 생명줄을 잡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를 하는 범천교회로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십자가, 구속, 은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
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
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빛으로 나아가 숨 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한 학사 부경대00 / (주)드림커넥트 대표이사

제자들 교회 문태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는 도덕주의에 빠져 있는 나 자
신을 완전한 복음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
을 때, 새벽 기도나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지체들의 어려움을 보
고도 도와주지 못할 때,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할 때와 같은 여
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어려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누려할 것은 복음으로 인한 평안함이었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
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늘 거하여 평안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
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
의 긍휼하심과 위대하심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경험하고 싶습니다.



학사이야기

안대진 학사  부산대 98 /아내 주선실 학사(부산대 00) 요한, 요섭, 수민
가을이 되면 가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파 수업을 자체 휴강하고 캠퍼스 여기저기를 방랑(?)했던 공동체 시절이 그
리워지곤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공동체를 떠나면서, 학사가 되면 캠퍼스에서 훈련 받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좌충우돌 우여곡절을 겪으며 만만찮은 학사로서의 삶을 시작한지 10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학사로서의 삶을 실험해 보았던 대학원 시절 3년, 그 3년을 모판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
는 방식들을 적용해보았던 해군 장교 생활 4년,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살아보고자 
준비한 신학대학원 시절 3년... 그 10년의 세월을 동행한 아내와 함께 세 아이의 아빠로, 한 교회의 부교역자로, IVF로 
살았던 시절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학사로, 다시 오실 주님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자주 볼 수 없지만,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학사들이 있음을 믿기
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의 삶도 여전히 의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박은실 학사  신라대 03
저는 양산에서 학생들 각 가정을 방문하며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삶에는 감사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인데 그리스도인인 제가 그 가정의 문턱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믿지 않는 각 가정을 심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더
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에 그 향기가 퍼져나갈 것이라 확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청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월! 청년회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년회 예배를 다시 시
작하기 전 교회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 청년회 예배를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에 대한 갈급
함을 일으켜주신 세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하나님! 시작은 2명.. 현재는 
4명.. 점점 풍성히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나를 연단하시는,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은지 대동대 10
대동대 10학번 황은지라고 합니다. 부산지방회에서는 아마도 가장 최근에 졸업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학사이기도 하겠네
요. 유아교육을 전공하여서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캠퍼스에서 짧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공동체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을 생각하며 ‘졸업 이후의 저의 삶이 과연 그때처럼 
뜨거울까’?, ‘그렇게 살아가자고 훈련했는데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긴 할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처럼 쉽
지는 않았습니다.(눈물, 매우 눈물) 캠퍼스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지금 제 삶에서 풀어내는 것이 쉽진 않네요. 세상 속에서 참 다
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뒤엉켜 살아가면서 뭐가 맞는 것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해야하는
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지만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제 삶이 단 하루라도 기쁘게 쓰여지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쓰여지고 싶다는 소망함이 있습니
다. 그리고 감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가고 싶네요. 왜 살아가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기
대). 다같이 힘내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찡하고, 뜨끈하고, 아름답게 살아보자구요!

신입학사를  소개합니다



박재희 / 부산지방회대표간사 weak76@ivf.or.kr
1. 11월엔 그동안 진행해 온 new센터 이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
제  거제동센터 시대가 열리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리모델링이 잘 
마무리되며 모든 IVF가족들과 평안(샬롬)을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기
도해주세요.
2. 최근에 많은 업무들과 그로 인한 신경씀으로 인해서 비염과 두통이 더
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함(샬롬)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박주현 / 학사회대표간사 starparks@ivf.or.kr
1. 삼위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고 사귐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
도록 기도해주세요.
2. 많은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분주하게 쫓겨 다니지 않고 우선순위
를 정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서현택 / 스터디리브 until33@ivf.or.kr
1. 영어로 수업 따라가는 저와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시길 기도해주세요.
2. 다양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이해
가 깊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정태준 / 부산대, 동아대라파 aaeju@ivf.or.kr
징검다리 수련회와 연이은 말씀 사경회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잘 이해되
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
어나고 있습니다. 만나야할 사람과 도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지만 고된 추수에 더 힘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도
록 기도해주세요. 

양성현 / 동아대하늘가족, 부산교대 mokdongstone@ivf.or.kr
1. 삶과 사역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변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도록 
2. 겨울훈련 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부담이 큽니다. 성령님을 의지하
여 부담을 벗고 소망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송채민 / 부경대 happybridge@ivf.or.kr
1.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관리를 잘 하도록
2. 개인적 경건생활과 말씀 공부에 성실하고 충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3. 11월에 부경대 지부활동이 많습니다. 리더, 멤버들이 마음 모아 함께 
하며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허성은 / 고신대, 해양대 irisse02@ivf.or.kr
1.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세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2. 부산에 거주하는 집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혜진 / 동아대드림, 대동대 rha223@ivf.or.kr

1. 공동체와 나의 삶,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대동대, 동아대 드림지부 공동체가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는 과
정을 통해 참 하나님나라가 공동체됨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손기환 /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hwanki35@ivf.or.kr

1.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해주세요.
2.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
록 기도해주세요.

정복기 / 고신대나음, 부산외대 maha9@ivf.or.kr
1.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정직하게 나의 존재를 살
피고 반성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복음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다음 학기 동역할 리더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
가고자 헌신할 학생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신민경 / 경성대 shinmin@ivf.or.kr
1. 편안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구하는 경성대IVF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지금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호윤 / 신라대 /jhy@ivf.or.kr
1. 하나되는 신라대 지체들,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2. 헌신된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주세요.

배성우 / 신입간사훈련 bswv2002@ivf.or.kr
1. 훈련이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마음껏 사랑하고 정직하게 배
우도록 기도해주세요.
2. 머리로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민감하게 사람들
을 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도해주세요.

권보미 / 사무간사 bs@ivf.or.kr
1. 재정파트에서 일할 새로운 사무간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르
심과 적성이 맞는 사무간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함께 
일을 할 때 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서로 도우며 잘 사역할 수 있도록 
2. 나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
세요.

 지성근 일상생활사역연구소 1391@ivf.or.kr                     
1. 12월 15, 16일 양일간 수영역 엘레브 지하공연장에서 열릴 <미션얼
컨퍼런스2013>을 위해!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들을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교
회가 되는 일을 자극하는 컨퍼런스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과 참석자들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가족들이 사춘기와 사춘기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이 가정에 드러나도록 기도
해주세요. 

박태선 훈련사역부 forkingdom@ivf.or.kr
                               
1. 12월6일까지 신입간사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캠
퍼스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갈 만한 좋은 일꾼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신입간사훈련기간 동안 주말에만 집에 가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가족간의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간사를 위한 기도

부산지방회 출신 간사



● 발행인/김상윤 ● 편집인/박재희 ● 발행일/2013년 11월 18일 ● 발행처/한국기독학생회(IVF) 부산지방회 ● BUSAN IVF MONTHLY NEWSLETTER
● E-mail / bs@ivf.or.kr ● T/070-8275-6381, 631-9222 ● 학사회 T/643-1391
● 주소/부산 서구 동대신동 1가 162번지 1층 부산IVF선교센터

캠퍼스를 향한 5%헌신
당신의 5%(1/20)는 IVF운동을 위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캠퍼스를 위해 기도의5%, 시간의 5%, 물질의 5%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IVF를 섬기는 분들 ● 이사회 김상윤 강경호 강민수 김기주 김명근 김민철 김원식 김성식 김창수 김태규 나경수 박경철 박기섭 박종언 배종욱 심은희 안정용 우타관 이구창 
                                이승헌 이명철 이순흠 이영준 임정연 양성한 여진경 전영욱 정규석 정성환 정인철 최석호 최점일 최홍준 하창완 허무량 홍금희 황인태
                               ● 간사회 박재희 박주현 서현택 정태준 양성현 송채민 허성은 이혜진 손기환 정복기 신민경 정호윤 배성우 권보미 이동현  

부산지방회 후원안내
·우리 1005-001-136782 (사)한국기독학생회
·국민 107-01-0572-639 (사)한국기독학생회 부산지방회
·부산 034-01-051965-9 한국기독학생회 부산지방회
·농협 919-01-208960   한국기독학생회 부산지방회
·우체국 600270-01-002001 한국기독학생회 부산지방회

CMS의 시행 (Cash Management Service)
자금계획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후원자 관리 시스템인 CMS를 도입하게 되었
습니다. CMS는 직접 은행에 가시는 불편 없이(사)한국기독학생회에 <CMS출금이체신
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출금은행에서 (사)한국기독학생회 계좌
에 입금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문의 및 신청: 051-631-9222 , 010-9697-7566 - 권보미 간사

학사후원 : “학사 1,644명 중 321명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경성대(600,000) 87 김의수/김선주 91 김민수 신동환 92 김찬효 93 김경원 이성준/허재영 95 김광현/
전혜연 96 백성호 유낙영 99 김상현 김혜련 정남섭 00 정소망 01 이주은/임의택 02 문지영 임미경 03 박
미혜 07 권은경 *최은정 고신대 (1,173,000) 87 김유현 박선종 88 이원석 89 박기영 91 우미경 92 주성
석 93 김종수/구한나 장진영 94 최선주 하영분 황준섭/조선미 95 권인경 96 여혜경 97 강나영 김희성 이
경아 조용규 98 김경민 김민호/정수미 허민우 99 김정아 이미경 이현아 황정주 00 김은정 박혜경 임영미 
01 장신수 02 강동우 최민근 03 곽성은*2 04 김새로미 김여주 이정태 임지은 홍석만 05 양말희 한소리 
06 이영화 고신의대 (600,000) 97 강효석 최현희 99 김우성 00 지유미 진현정 01 백지은 02 김재진 최
한나 현슬기 03 강정엽 김은 백재은 이형석 04 김나영 05 정민영 대동대 (110,000) 99 황소운 05 장혜
경 09 우요한 동명대 (60,000) 00 심원영 06 강충만 12.526 mm02 이성중 동아대 (1,800,000) 84 박현
순 88 이명준 정연재 89 김경도 윤성호 90 이성현 91 전명환 92 김도중 94 권민정 이광욱 이진성 97 안
해숙 이성실 허영신 98 주희선 최성욱 99 고현민 박유진 이혜경 정한신/한은정 00 김민철 나혜민/최학수 
남기원 황선정 01 최윤철 02 강한아 김령화 김태하 김홍범 김효진 문재준 우윤정 윤태인 천종순 04 서현
진 05 강승우 강유진 우수성 허지선 06 김보영 07 안정민 이에스더 08 정소민 정은주 09 박송 동아의대 
(540,000) 92 손정엽 98 강필제 01 박성민 02 이진혁 04 장은진 05 김하수 06 최정빈 동의대 (180,000) 
91 최무열 98 윤영택 00 이경태 01 강연주 02 최명희 03 박율항 07 서지은 부경대 (1,325,000) 95 김
정완/정효수 김판재 김향연 석지훈 장명숙 최동훈 96 이명희/김보영 97 최소영 한성규 98 송현신 유병수 
이승화 99 김민경 김성훈 김유진 김효진 양현석*2 00 김재한 박선영 이은정 최상민 01 박지은 송민규/
주인영 이재길 02 구혜주/조주호 04 이신애 05 백종호 이순진 06 최충만 08 김설리 *희민건설 부산대 
(4,170,000) 81 지성근/김미혜 83 김진용/이금영 문춘근 유순화 이재선 전경희*2 84 김정현 나임숙 박
철진 하은자 86 김동일 김현미 하정화 87 최영산 88 김명근 서근원 최명길/윤은주 89 강동현 김진우 90 
최현숙 91 김성애 배광득 서동대 서부영 93 박애숙 이정숙 94 김도열/나혜진 김인수 성현철 우명훈 최성
기 95 김상아 이유진 한수진 96 김수산나 김현경 김혜진 97 김남건 김수진 김은정 박선영 박소영 유희순 
이경미 이승걸/박정현 이정미 장경석 황미원 황정민 황정민 98 김종태 99 강수정 오민정 이온유 이진 00 
김맹철 김정현 김지은 이소영 이여진 임의택 정은경 조광제 허홍태 01 손혜원 심용출*2 02 김동욱 박양
민 이순종 03 옥성화 하지혜 04 권시영 김광옥 이승주 05 김숭제 박영찬 서문현 이인실 천성진 최성엽 허
승진 06 김아현 신현지 이태헌 장성완 주영중 07 강헌중 우현제 장현진 부산가톨릭대(50,000) 07 김혜
정 부산교대 (400,000) 88 이재완 90 김정태 91 장미경 95 김영신 97 권영신 98 박미영 박세정 최혁준 
99 김태영 신은선 00 김송희 정혜미 02 이덕희 04 김현승 부산외대 (130,000) 97 김수미 99 박정현 00 
강미선 정혜리 01 차승민  신라대 (530,000) 87 소해주 정수애 89 우선옥 92 고혜진 93 안주연 95 김영
애 서정숙 96 박희 정예진 97 황혜은 98 김성재 한영동 99 이소원 00 전병민 03 박은실 05 임현지 해양
대 (600,000) 98 이용우 정권재 00 박흥국 허수진 01 이승근 임승혁 02 이보미 정선주 허선영 03 김융동 
04 양정은 05 채송화 07 김태진 이학송 08 전재윤
학생후원 : 경성대 40,000(75,000) 고신나음 195,000(180,000) 고신대 70,000(50,000) 대동대 
0(0) 동명대 0(0) 동서대 0(0) 동아드림 98,000(122,000) 동아라파 120,000(96,000) 동아하늘가족 
200,000(131,500) 동의대 97,000(155,000) 부경대 160,000(125,000) 부산가톨릭대 30,000(0) 
부산교대 0(0) 부산대 400,000(350,000) 부산외대 55,000(60,000) 신라대 0(0) 영산대 0(0) 해양대 
45,000(40,000) 특별현금(축구대회) 114,000
* ()는 지난달 지부별 MS금액입니다.

이사후원 강민수 김기주 김민철 김상윤 김성식 김원식 나경수 박경철 박기섭 심은희 안정용 양성한 여진
경 우타관 이명철 이순흠 이승헌 이영준 전영욱 정규석 정성환 정인철 최석호 최점일 최홍준 하창완 허
무량*2 홍금희 황인태
일반후원 박주현 박재희 서현택 정태준 양성현 송채민 허성은 이혜진 손기환 정복기 신민경 정호윤 배성우 권
보미 권연화 무명(부산교대이) 박형철
교회후원 맑은물교회 아름다운교회 양무리교회 진목교회 함께하는교회

당월풀링율 50 % *개인지급률은 “풀링율(이사/학사/학생/일반/교회 후원금 합산지급률)+개인후원모금율”을 말합니다.

박재희 73% 강수정/정종보 김성태 김성훈 김판재 노지영 류나정 박인범 박정헌 신승호 우성관/안정민 

이민정 이소영 이승호 이승화 이정수 임예빈 장명숙 한성규 수영로교회 영안교회

박주현 63%김은경 주은석 부민교회 사상교회 수영로교회

서현택 100% 김재진 김영식 박연자 서용연 손정아/이진혁 송혜영 아시아미션 위현주 이상훈 이솔지/장정욱 

이수진 이영덕/이경숙 이희준 임용원 장미숙 조수영 황화자 부산남부교회청년대학부

정태준76% 강미옥 고애숙 동아의대교수신우회 박치열 이승호 이혜정 동부교회선교회 수영로교회 

예제교회 

양성현 73% 김민규 김호일/조은비 양성범 양승범 정석률 천종순 부산남부교회중고등부 산성교회 삼정교회

송채민69%김예지 배승철 범천교회 부산중앙교회 성민교회제2남선교회 읍포교회

허성은 91% 김나영 류지훈 미사일밴드 박흥국 백성호 이영화 이유진 이학송 채송화 한나작업실 동삼교회 수영로교회

이혜진86% 권보미 권정현 김준태 미사일밴드 박호준 송재두(송부자한의원) 윤석산 윤성열 이언주 이혜숙 

정석률 산성교회 양무리교회

손기환100% 강헌중 곽민욱 김숭제 김선진 김하은 미사일밴드 박미소 손연미 우남관 이은주 조낙훈 동의대교수신우회 

안락교회 온천제일교회

정복기86% 김영준 김민규 김원 김진광가정 서옥자 신지연 안효영 이호건 황상현 양무리교회 진목교회섬김의목장 

흥덕향상교회

신민경85% 김다은 김현경 노준욱 박성진 박제영 손옥성 송원정 우형택 윤성열 이에스더 이지향 이진홍 전

사랑 정민영 정석률 최안나

정호윤 박미혜 박배상 부산IVF 송채민 부일교회

배성우 미사일밴드 부산IVF 이영화 정수정 한희섭

일상생활사역연구소(지성근) 김미경*2 김승중 김의수 모광현 부산IVF 서번산업엔지니어링 심은희 안은

선 최영산 한태섭 남성교회 부산남부교회*2 울산대영교회 주은혜교회 호산나교회

훈련사역부(박태선) 부산IVF 손삼갑 신선자 우타관 이승헌 이지향 임은제 황인태 고현교회 남산제일교

회*2 사귐의교회 향상교회 호산나교회

수입 
학사후원금    11,575,000
학생후원금       1,510,000
개인후원금     4,100,000
교회후원금      2,430,000
이사후원금      3,250,000
특별후원금    814,000
기타수입       1,251,827
            
            

      
        

수입총액      24,930,827
전월이월          76,334
합계          25,007,161

지출 
간사사례비    17,549,500
활동학사사례     750,000
직원사례비       900,000
복리후생비        48,000
사회보험료     1,675,213
소모비품비        -
지급수수료       190,940
지급임차료       73,460
통신비           97,637
홍보비           249,900
교통비            8,000
우편발송비        668,310
간사활동비     1,400,000
사역활동비       220,000
중앙회분담금   1,073,250
해외선교지원     200,000
국내선교지원   1,450,000
지출총액      25,035,210
당월이월         -28,049
합계           25,007,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