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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term Mission Application Instruction 

단기선교 서류 제출 안내 

 

 

 

 

How to Submit the Mission Report 단기선교 결과 보고서 제출법 

 

 

 

Due Date 제출 일자 :  

All documentation are due Within 1 Month of the mission arrival date.  

팀장님들은 선교지에서 도착한 1개월안에 모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Where to Submit 어디에 제출 하나요 : 

Please submit your application packet to OMD office at Dream office in person. The address is 

indicated below. Do not mail application packet. 남가주사랑의교회 드림오피스에 위치한 

해외선교개발원 오피스로 직접 제출합니다. 메일은 받지 않습니다.  

 

 

 

OMD Contact Info 해외선교개발원 연락처 : 

 

Sarang Community Church (Dream Office) 

2141 La Palma Ave Suite # 307  

Anaheim CA 92801 

 

Young Park박영춘 간사  

omd@sarang.com  

714-563-204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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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hort-term Mission Information 단기선교 정보   
Short Term Mission Country 단기선교 방문국가 Visited City 방문 도시명 

  

Name of Team Leader 팀장 이름 Number of Participants 단기선교 팀원 참가 인원수 

  

Trip Date of Departure 단기선교 출발일 Trip Date of Arrival 단기선교 도착일 

  

Name of Missionary선교사 이름  

  

 

B. Expense Report for Mission Trip 단기선교 경비 보고 

 
Credit총수입 

 

Expenses 총지출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Per Person 

인당 ($) 

Total 

전체 ($) 
Remarks 비고 

 Team Member Trip Fee팀원 회비    

 Donation 도네이션    

 
Total Support from OMD 

선교부에서 후원된 금액 
   

Total Credit 총 수입 금액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Per Person 

인당 ($) 

Total 

전체 ($) 
Remarks 비고 

101 Lodging 숙박    

102 Transportation 교통비    

102 Travel Insurance 여행자 보험    

103 Communication 통신비    

106 Meals 식사 음식료    

107 Ministry Supplies 사역비 서무비    

119 Gifts 선물비    

     

Total Expense 총 지출 금액   



 Short-Term Mission Report for Team Leader  |  PM-33 

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01 Lodging 숙박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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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02 Transportation 교통비 /  Travel Insurance 여행자 보험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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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03 Communication 통신비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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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06 Meals 식사 음식료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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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07 Ministry Supplies 사역비 서무비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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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증 첨부 양식 

Please make more copies of this page if more space is needed for receipts. 영수증 첨부를 위하여 더 공간이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Budget code 재정코드 Description 내용 

119 Gifts 선물비 

Paste Receipts Here 

여기에 영수증 붙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