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월별 12 지출 잔액
전기이월 - -30,697,063

2019년01월 78,666,801 -24,330,810
2019년02월 215,734,930 -23,995,122
2019년03월 259,697,686 112,110,665
2019년04월 245,029,895 -43,231,559
2019년05월 210,699,448
2019년06월 202,766,312
2019년07월 407,285,855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9.3.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기본사항
1 법인명 （사）동서문화개발교류회 2 사업자등록번호(고 106-82-31393
3 대표자 성명 이재훈 4 기부단체 구분 지정기부금단체
5 전자우편주소 ecc@eccngo.org 6 사업연도 2019-12
7 전화번호 02-3785-0931 8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09-30
9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비전빌리지)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1 수입 13 잔액 월별 수입 지출
- 18,020,410 ######## 167,359,332 128,922,023

54,931,479 -5,714,912 ######## 172,680,844 166,314,591
294,712,595 73,262,753 ######## 229,543,898 229,208,210
183,559,499 -2,875,434 ######## 256,184,985 120,079,198
262,246,448 14,341,119 ######## 194,605,951 349,948,175
165,941,357 -30,416,972 합계 2,553,101,155 2,614,353,124
176,800,780 -56,382,504 차기이월 - - -43,231,559394,533,987 -69,134,372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2019-01 사례비 및 운영비 25 33,468,954
2019-02 사례비 및 운영비 25 43,331,444
2019-03 사례비 및 운영비 25 48,900,109
2019-04 사례비 및 운영비 25 61,925,947
2019-05 사례비 및 운영비 25 38,146,143
2019-06 사례비 및 운영비 25 40,622,080
2019-07 사례비 및 운영비 25 37,409,921
2019-08 사례비 및 운영비 25 45,157,030
2019-09 사례비 및 운영비 25 34,170,194
2019-10 사례비 및 운영비 25 38,714,187
2019-11 사례비 및 운영비 25 47,832,427
2019-12 사례비 및 운영비 25 80,855,923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19

퇴직금 3 20,752,060
4대보험 12 21,985,656
교육비지원 2 1,200,000
스텝의료비 5 2,507,268
교통비지원 12 12,268,580
우편물발송 등 50 4,422,216
수리비 등 지급 20 1,006,500

2,830,235

법인차량 관리유지비 20 22,458,115
스텝교육훈련지원 20 3,980,000

각종 사용 수수료지급(정수기 등) 100 9,209,937

사무실 도서구입 500 5,348,680
사무용품구입 20



3 17,000,000
100 7,978,240

5 11,797,412
7 3,642,160

500 4,700,000
1,000 20,041,110

150 25,894,258
7 16,400,000

100 16,092,350
100 39,393,950
200 6,859,800
150 16,812,915
12 255,952,917

합계 3,098 550,534,359

24 지출월 25 국가명 26 지급목적 27 지급건수
28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9 금액

2019-01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CA 500,000
2019-01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2 7131700 7,131,700
2019-01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29,546,132
2019-01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2,184,345
2019-01 중국 사역자 의료비 5 김화수 외 4,814,170
2019-01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1,021,500
2019-02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CA 6,294,090
2019-02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2 강한대 17,503,292
2019-02 감비아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교육 1 정인순 1,487,694
2019-02 탄자니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영재 2,780,843
2019-02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2 이정로 외 6,680,890
2019-02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박재성 6,809,061
2019-02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5,577,520
2019-02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2 박영근 외 3,147,045
2019-02 파키스탄 기술학교 1 김진남 3,261,483
2019-02 타지키스탄 지부 운영 및 여자 재봉학교 1 타직 ECC 4,463,082
2019-02 터키 한국 문화센터 및 어학당 3 손동현 외 5,637,216
2019-02 요르단 음악관련 문화센터 및 학원 1 이정우 9,732,952
2019-02 코트디부아르 어린이 교육 1 김성윤 4,554,632
2019-02 이스라엘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오영은 1,653,057
2019-02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역 1 서인석 8,010,660
2019-02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5,006,663
2019-02 방글라데시 어학당 1 유충선 1,007,054
2019-02 베트남 학교운영지원 1 권태일 12,130,428
2019-02 미얀마 지역 개발 훈련 1 이상오 1,716,570
2019-02 캄보디아 지역 아동 교육 1 민성기 1,888,227
2019-02 베트남 기숙사를 통한 청소년 양성 1 임성호 2,860,950
2019-02 네팔 어린이, 여성 및 지도자양성 2 김영미 외 6,294,090
2019-02 필리핀 지역 공동체 사역 1 남미선 1,218,765
2019-02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3 강미선 외 9,050,901
2019-02 일본 지역 공동체 모임지원 1 이도현 5,149,710
2019-02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1,602,132

사역자 국내 숙소지원

신입사역자 훈련진행비
사역자 자기개발지원
단체회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단원동원
본부사역자 지원비

(단위 : 원)

사역자 국내 입국 지원
사역자 부모 케어 지원
사역자 자녀 케어 지원
사례비

4.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2019

조사연구 지원비
탕비실 물품구입비



2019-02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3 박성주 6,533,265
2019-02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16,984,479
2019-02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871,435
2019-02 중국 사역자 의료비 10 김화수 외 9,798,200
2019-02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1,697,100
2019-03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1 ANII 38,624,000
2019-03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1 TIMI 5,015,440
2019-03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1 강한대 9,964,110
2019-03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2 박재성 20,342,022
2019-03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2 이석희 20,776,365
2019-03 베트남 학교운영지원 1 권태일 5,680,000
2019-03 베트남 지역 아동 교육 1 TBC 9,951,360
2019-03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1 강미선 858,285
2019-03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3,433,140
2019-03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5,719,000
2019-03 캐나다 원주민 지원 1 이석천 5,680,000
2019-03 미국 미주 지부 운영 및 시설 1 TIMA 40,033,000
2019-03 미국 본부현장방문 1 도육환 5,379,980
2019-03 레바논 리더십현장방문 1 송순동 1,960,469
2019-03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24,783,201
2019-03 중국 사역자 의료비 5 김화수 외 3,688,380
2019-03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6,631,050
2019-04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CA 2,860,950
2019-04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FA 3,433,140
2019-04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1 ANII 5,600,000
2019-04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2 강한대 18,853,661
2019-04 탄자니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영재 1,853,896
2019-04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2 이정로 외 6,909,766
2019-04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이석희 5,577,520
2019-04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2 박영근 2,002,665
2019-04 타지키스탄 지부 운영 및 여자 재봉학 1 타직 ECC 5,836,338
2019-04 터키 한국 문화센터 및 어학당 2 손동현 외 10,184,982
2019-04 요르단 태권도 교육 4 최희영 5,378,586
2019-04 코트디부아 어린이 교육 1 김성윤 846,841
2019-04 이스라엘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오영은 1,102,038
2019-04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3,747,845
2019-04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역 1 서인석 2,288,760
2019-04 방글라데시 어학당 1 유충선 1,007,054
2019-04 캄보디아 지역 아동 교육 1 민성기 1,888,227
2019-04 베트남 기숙사를 통한 청소년 양성 1 임성호 2,288,760
2019-04 네팔 어린이, 여성 및 지도자양성 1 김영미 13,389,246
2019-04 필리핀 지역 공동체 사역 1 남미선 1,218,765
2019-04 일본 지역 공동체 모임지원 1 이도현 5,149,710
2019-04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1,602,132
2019-04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3 박성주 7,422,448
2019-04 중국 리더십현장방문 1 윤정로 387,886
2019-04 대만 리더십회의 1 도육환 18,330,279
2019-04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36,285,164
2019-04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723,220
2019-04 중국 사역자 의료비 5 김화수 외 7,189,990



2019-04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2,622,790
2019-05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1 강한대 5,700,000
2019-05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박재성 50,000,000
2019-05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1,000,000
2019-05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개발 및 지도자 양성 1 이교자 2,288,760
2019-05 페루 도서, 출판 사역 1 정진모 2,860,020
2019-05 요르단 본부현장방문 1 송순동 외 6,147,311
2019-05 레바논 리더십현장방문 1 서인석 555,369
2019-05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95,397,400
2019-05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2,213,735
2019-05 중국 사역자 의료비 8 김화수 외 5,113,390
2019-05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1,277,320
2019-06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1 강한대 7,324,032
2019-06 탄자니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영재 2,780,843
2019-06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박재성 19,397,952
2019-06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1,000,000
2019-06 타지키스탄 지부 운영 및 여자 재봉학 1 타직 ECC 6,065,214
2019-06 터키 한국 문화센터 및 어학당 2 손동현 외 2,460,417
2019-06 요르단 음악관련 문화센터 및 학 1 이정우 9,732,952
2019-06 코트디부아르 어린이 교육 1 김성윤 846,841
2019-06 이스라엘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오영은 1,653,629
2019-06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3,747,845
2019-06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1 강미선 5,590,296
2019-06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1,602,132
2019-06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3 박성주 2,780,843
2019-06 네팔 남아시아회의 1 도육환 외 25,237,098
2019-06 일본 본부현장방문 1 도육환 외 1,338,899
2019-06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50,193,174
2019-06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507,755
2019-06 중국 사역자 의료비 5 김화수 외 9,690,220
2019-06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9,194,090
2019-07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CA 2,860,950
2019-07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FA 3,433,140
2019-07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1 ANII 41,467,800
2019-07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1 TIMI 5,150,981
2019-07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2 강한대 132,390,241
2019-07 감비아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교 1 정인순 801,066
2019-07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1 이정로 1,945,446
2019-07 일본 일본 지부 운영 및 시설 1 김인경 26,400,000
2019-07 인도네시아 지도자 양성 교육 1 이은준 4,859,915
2019-07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박재성 12,292,551
2019-07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7,980,718
2019-07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1 박영근 514,971
2019-07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개발 및 지도자 양성 1 이교자 1,092,750
2019-07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5,833,500
2019-07 방글라데시 어학당 1 유충선 1,007,054
2019-07 베트남 지역 아동 교육 1 TBC 12,130,428
2019-07 미얀마 지역 개발 훈련 1 이상오 858,285
2019-07 캄보디아 지역 아동 교육 1 민성기 1,888,227
2019-07 베트남 기숙사를 통한 청소년 양 1 임성호 1,716,570



2019-07 네팔 어린이, 여성 및 지도자양성 1 김영미 3,204,264
2019-07 필리핀 지역 공동체 사역 1 남미선 1,218,765
2019-07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3,433,140
2019-07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1 박성주 3,752,422
2019-07 캐나다 원주민 지원 1 이석천 5,930,000
2019-07 아랍에미리트 중동회의 1 송순동 외 10,583,423
2019-07 터키 현장자체회의 1 손동현 외 13,801,413
2019-07 아랍에미리트 리더십현장방문 1 도육환 1,922,680
2019-07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47,839,709
2019-07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848,505
2019-07 중국 사역자 의료비 12 김화수 외 10,433,650
2019-07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5 사무엘 외 1,283,370
2019-08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1 강한대 686,628
2019-08 인도네시아 지도자 양성 교육 1 이은준 119,610
2019-08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1,000,000
2019-08 라오스 지역 아동 지원 1 정덕천 6,408,528
2019-08 베트남 학교운영지원 1 권태일 17,165,700
2019-08 베트남 지역 아동 교육 1 TBC 10,024,769
2019-08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1 이정로 2,334,535
2019-08 필리핀 지역 공동체 사역 1 남미선 1,225,631
2019-08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1 강미선 1,746,455
2019-08 일본 지역 공동체 모임지원 1 이도현 5,149,710
2019-08 미얀마 본부현장방문 1 도육환 1,376,660
2019-08 캄보디아 리더십현장방문 1 송순동 외 2,617,760
2019-08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0 김성태 외 21,326,292
2019-08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392,745
2019-08 중국 사역자 의료비 12 김화수 외 9,165,420
2019-08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2,024,550
2019-09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CA 2,860,950
2019-09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 CFA 3,433,140
2019-09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2 강한대 14,739,420
2019-09 감비아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교육 1 정인순 3,433,140
2019-09 탄자니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영재 3,707,792
2019-09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1 이정로 3,089,826
2019-09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 박재성 13,000,000
2019-09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1 박영근 514,971
2019-09 터키 한국 문화센터 및 어학당 3 손동현 외 12,194,497
2019-09 요르단 태권도 교육 1 최희영 1,373,256
2019-09 이스라엘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오영은 2,203,504
2019-09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역 2 서인석 5,721,900
2019-09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5,006,661
2019-09 캄보디아 지역 아동 교육 1 민성기 1,888,227
2019-09 네팔 어린이, 여성 및 지도자양성 1 김영미 4,234,206
2019-09 케냐 지역 아동 교육 1 김현우 1,613,576
2019-09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2 박성주 2,780,845
2019-09 인도네시아 본부현장방문 1 도육환 외 6,889,138
2019-09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5 김성태 외 29,282,068
2019-09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758,860
2019-09 중국 사역자 의료비 10 김화수 외 5,219,800
2019-09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7,198,620



2019-10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1 강한대 11,451,035
2019-10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개발 및 지도자 양성 1 이교자 3,324,768
2019-10 페루 도서, 출판 사역 1 정진모 3,127,659
2019-10 타지키스탄 지부 운영 및 여자 재봉학 1 타직 ECC 6,294,090
2019-10 코트디부아르 어린이 교육 1 김성윤 829,676
2019-10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1 박영근 457,752
2019-10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1 이정로 3,478,915
2019-10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1 강미선 4,642,750
2019-10 일본 일본 지부 운영 및 시설 1 김인경 1,716,570
2019-10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1 박성주 5,513,783
2019-10 미국 미주 지부 운영 및 시설 1 TIMA 29,949,271
2019-10 아랍에미리트 중동회의 1 도육환 외 17,636,474
2019-10 일본 본부현장방문 1 도육환 외 935,579
2019-10 레바논 리더십현장방문 1 도육환 외 7,162,588
2019-10 아랍에미리트 리더십회의 1 도육환 외 22,194,813
2019-10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5 김성태 외 63,301,830
2019-10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436,750
2019-10 중국 사역자 의료비 5 김화수 외 4,239,720
2019-10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1,800,000
2019-11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5,463,082
2019-11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3,433,140
2019-11 모로코 여성 문화교육 1 이연순 6,866,280
2019-11 캄보디아 본부현장방문 1 송순동 외 2,267,931
2019-11 미얀마 리더십현장방문 1 도육환 외 2,657,096
2019-11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3 김성태 외 44,504,342
2019-11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5 유현희 외 1,967,410
2019-11 중국 사역자 의료비 10 김화수 외 3,557,960
2019-11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1 사무엘 외 1,529,530
2019-12 카자흐스탄 여성 문화교육 1 김아미 12,588,180
2019-12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2 박재성 7,549,381
2019-12 중국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 이석희 1,144,380
2019-12 라오스 지역 아동 지원 1 정덕천 11,443,800
2019-12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1 김창규 10,000,000
2019-12 모로코 여성 문화교육 1 이연순 2,860,950
2019-12 레바논 시리아, 쿠르드 난민 지원 1 박정대 100,572,842
2019-12 미얀마 지역 개발 훈련 1 이상오 50,000,000
2019-12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1 이정로 5,517,056
2019-12 일본 지역 공동체 모임지원 1 이도현 781,612
2019-12 요르단 중동회의 1 송순동 1,680,000
2019-12 터키 본부현장방문 1 송순동 외 3,709,475
2019-12 레바논 리더십현장방문 1 서인석 외 1,669,188
2019-12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2 김성태 외 38,144,648
2019-12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 유현희 외 1,556,810
2019-12 중국 사역자 의료비 7 김화수 외 10,559,600
2019-12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7 사무엘 외 9,314,330

30 연도별 31 국가명 32 지급목적 33 수혜인원
34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35 금액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100 CCA 15,376,940
니카라과 학교시설 및 운영 50 CFA 10,299,420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350 ANII 85,691,800
스리랑카 학교시설 및 운영 70 TIMI 10,166,421

2019



몽골 어학원 및 중독회복 500 강한대 218,612,419
감비아 유치원을 통한 어린이 교육 100 정인순 5,721,900

탄자니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00 이영재 11,123,374
인도 우수학생 교육지원 30 이정로 외 29,956,434
일본 일본 지부 운영 및 시설 100 김인경 28,116,570
일본 지역 공동체 모임지원 50 이도현 16,230,742

카자흐스탄 여성 문화교육 30 김아미 12,588,180
인도네시아 지도자 양성 교육 50 이은준 4,979,525
인도네시아 현지 지도자 양성 100 박재성 129,390,967
인도네시아 방과 후 어린이 교육 100 이석희 56,651,285
스리랑카 고아원사역 100 박영근 6,637,404
파키스탄 기술학교 30 김진남 3,261,483
라오스 지역 아동 지원 70 정덕천 17,852,328

도미니카 공화국 지역개발 및 지도자 양성 15 이교자 6,706,278
페루 도서, 출판 사역 150 정진모 5,987,679

타지키스탄 지부 운영 및 여자 재봉학교 100 타직 ECC 22,658,724
터키 한국 문화센터 및 어학당 100 손동현 외 30,477,112

요르단 태권도 교육 50 최희영 6,751,842
요르단 음악관련 문화센터 및 학원 50 이정우 19,465,904
요르단 시리아 난민 사역 500 서인석 16,021,320

코트디부아르 어린이 교육 70 김성윤 7,077,990
이스라엘 방과 후 어린이 교육 20 오영은 6,612,228
러시아 문화, 출판, 도서지원 2,000 김창규 42,494,654
모로코 여성 문화교육 30 이연순 9,727,230
레바논 시리아, 쿠르드 난민 지원 500 박정대 100,572,842

방글라데시 어학당 30 유충선 3,021,162
베트남 학교운영지원 100 권태일 34,976,128
베트남 지역 아동 교육 500 TBC 32,106,557
베트남 기숙사를 통한 청소년 양성 20 임성호 6,866,280
미얀마 지역 개발 훈련 300 이상오 52,574,855

캄보디아 지역 아동 교육 200 민성기 7,552,908
네팔 어린이, 여성 및 지도자양성 1,000 김영미 27,121,806

필리핀 지역 공동체 사역 50 남미선 4,881,926
중국 어린이, 청소년 교육 500 강미선 외 28,009,976
케냐 지역 아동 교육 500 김현우 13,286,252

멕시코 지도자 양성 교육 100 박성주 28,783,606
캐나다 원주민 지원 250 이석천 11,610,000
미국 미주 지부 운영 및 시설 50 TIMA 69,982,271

요르단 중동회의 20 도육환 외 29,899,897
네팔 남아시아회의 30 도육환 외 25,237,098
터키 현장자체회의 20 도육환 외 13,801,413

미얀마 본부현장방문 45 도육환 외 29,044,973
캄보디아 리더십현장방문 30 도육환 외 18,933,036

대만 리더십회의 50 도육환 외 40,525,092
중국 사역자 개인후원금 120 김성태 외 497,588,439

베트남 월간도서지원비 450 유현희 외 21,739,345
중국 사역자 의료비 500 김화수 외 83,470,500
인도 현지인 사역자 지원 50 사무엘 외 45,594,250

합계 10,430 2,063,818,765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