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번호 Pin:  _______________________                                                                                  

                                집전화번호  
       

 
교회설립년도 :                     변경된 전화번호 # ________________ 
    

  

 

 

 

교회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웹 페이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목사 이메일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PLOYED MINISTERIAL STAFF AND POSITION고용된 사역자들과 직분은 연감과 디렉토리 31..에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이름과 직분으로 잘 정리하고 다음 열에 변경된 내용을 나열하십시오. 단축된 직분을 사용하여 포함하십시오. (예 : MIN목사, SR MIN담임목사,  

필요에 따라 ASSOC MIN협력목사, MIN MINUS음악목사, MIN ED교육목사)    (한도 : 고용된 사역자 6명, 필요한 경우 다른면을 사용하십시오.). 

변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TOTAL MEMBERSHIP총회원 - 거주지나 참여 정도에 상관없이,12월 31일까지, 지난__연감에 교회 회원 명단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   ____________                                                                        

2.  PAETICIPATING MEMBERSHIPS참여회원 - 거주지(학교가 멀리 떨어진 학생 및 군복무 중인 사람들 포함)에 상관없이 지난__연감 기간 동안 

                                                                                  교회에 참석하거나, 기부하거나, 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 회원. ____________                

3.  BAPTISMS세례자 – 지난__연감 기간 동안 세례를 받아서 교회에 추가된 총인원  ____________  ____________ 

4.  TRANSFERS전입자 – 지난__연감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이전으로 교회에 추가된 총인원     ____________   

5.  AVERAGE WORSHIP ATTENDANCE평균 예배참석 인원 – 지난__연감 기간 동안, 매주 예배 참석 평균 인원 ____________  ____________ 

6.  CHRISTIAN EDUCATION PROGRAMS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 지난__연감 기간 동안에, 기독교 교육 기회 (주일 학교, 성경공부,  

                                                                                                                   유스그룹 등)에 매주 참여하는 평균 인원 ______________     

7.  DW MEMBERS, DW 회원 - 지난_연감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제자회 여성사역Disciples Women 's Ministry의 여성인원 ____________   

8.  LOCAL OPERATING RECEIPTS 지역 운영 수입금 - 지난_연감기간 동안, 교회, 교회 학교, DW 및 교회 사역을 위한 기타 그룹에 의해서 수령된 금전.  

확장, 리모델링 또는 채무 상환을 위한 교회 기금이나 봉사 활동을 위한 금전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_   

9.  LOCAL CAPITAL RECEIPTS 지역 자본 수입금 - 지난_연감 기간 동안, 지역 교회 자선 기금과 확장,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기금  

그리고 부채 상환(지출 여부와 관계 없음)을 위해 수령된 금전.  차입금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 _______________________                    

10. OUTREACH SENT봉사활동 센트 - 지난_연감 기간 동안에, 교회, 교회 학교, DW 또는 기타 그룹에 의해서, OGMP-재무 서비스 및 다른 세계,  

국가 또는 지역 교회(제자교회와 관련의 유무에 상관없이)에  보내진 금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감(YEARBOOK) 보고서 양식 
_____년도를 포함 last yarbook   

크리스천교회(제자회)의 연감과 디렉토리에 귀하의  yearbook yr 교회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 시키려면  due date 까지 작성하여 이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귀하의 파일에 이 양식을 복사해 놓으세요. 

고용주 신분증 번호: 

 emp_id.. 

주소(교회위치): 
loc_addr1.. 
loc_addr2.. 
loc_addr3.. 
  
변경된 지역주소를 넣으세요:  

전화번호  

지방회:  region_desc.. region.. 
 

변경된 우편주소를 넣으세요: 
  

주소(우편): 
 mail_addr1.. 
 mail_addr2.. 
 mail_addr3.. 
 mail_addr4.. 
 mail_addr5.. 

officer1.. 
officer2.. 
officer3..  
officer4.. 
officer5.. 
officer6.. 

 part_mbrshp.. 

yearbook연감_yr년.. 연감/디렉토리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 요청을위해 이 양식을 넘겨주십시오. 

양식 Form작성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분: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 

year_org.. 


	집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