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MEO Program 계획(국방대)
(Military Evangelism Observation Program)

▣ 목적 

   ○ 각국의 MCF 미설립 및 미약한 국가 기독군인대표를 초청

   ○ 한국 군선교현장 참관 및 제자훈련 실시

   ○ AMCF 젊은 리더 양성 및 귀국 후 자국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

▣ 일시: 2020.11.19.(목)10:00~20:00(1일)

▣ 장소: 신길교회, 공군회관, 전쟁기념관, 국군중앙교회 등 4개 장소(서울)

▣ 대상: 2개국 2명   

   - 나이지리아: 육군대령 Adebowale Oladimeji Ajagbe

   - 우간다: 육군대령 Rogers Dhkusooka Kitwala

   * MSO 교관지원: 6명

▣ 프로그램 진행계획

   

날짜 세부시간 진 행 내 용

11.19
(목)

07:00~10:00 이동 및 집결(국방대⇒서울 신길교회: 25인승 버스)

10:00~10:50 개회예배, 환영인사, 참가자소개, 단체사진 촬영

10:50~11:40 AMCF 소개 및 MCF 설립 및 성장

12:00~13:30 환영오찬(공군호텔)

13:30~15:00 제자훈련(귀납적 성경공부 및 대화식 기도)

16:00~18:00 국군중앙교회 및 전쟁기념관(용산) 견학

18:00~20:00 참가자 소감발표, 수료식, 환송만찬

20:00~ 복귀



▣ Instructors for 2020 MEO Program 

Time Event
Guide/Instructors 

Primary Back Up

07:00~10:00 Arrival at Shingil Church  
(Welcome by MSO Rep.) Hong Seong Ju

10:00~10:50 Opening Worship Service Chung, Bong-Dae Hong, Sung-Pyo

10:50~11:10 Introduction to AMCF Chung, Bong-Dae Choi, Sang-Bok

11:10~11:40 MCF establish and grow Yoon, Young-Soo Lee, Jong-Ku

11:40~13:30 Welcoming Luncheon Hong, Sung-Pyo Ahn, Dae-Hee

13:30~14:00 Inductive Bible Study(IBS) Hwang, In-Kew Choi, Sang-Bok

14:00~14:20 Conversational Prayer(CP) Park, Jae-Young Kim, Hyung-Gon

14:20~15:00 Demo and practice Hwang, In-Kew Park, Jae-Young

15:00~16:00 Moving to Central Military Chapel
Hwang, In-Kew Lee, Jong-Ku

16:00~18:00 Visit to Central Military Chapel and 
the War Memorial of Korea

18:00~20:00 Hot wash and Graduation 
Ceremony / Dinner Ahn, Dae-Hee Hong, Sung-Pyo

20:00~ Moving to Nonsan Hong Seong Ju

▣ 2020 MEO Program 통제 및 지원

Time Events/Subjects Remarks

07:00~10:00
Arrival at SinGil Church  Welcome by MSO Rep(09:50)

* 위원장, 사무총장, MEO팀장

10:00~10:50 Opening Worship Service
신길교회 담임목사 안내 
* 이현철 장로(09:50)
* 단체 사진촬영: 운영실장 

10:50~11:10 Introduction to AMCF
통제 MEO팀장 홍성표

11:10~11:40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MCF

11:40~13:30 Welcoming Luncheon
진행 MEO팀장/차장
격려사/뺏지수여 이필섭장로
* 인원확인/자리안내: MEO차장

13:30~14:00 Inductive Bible Study(IBS)
진행 MEO 팀장/차장14:00~14:20 Conversational Prayer(CP)

14:20~15:00 Demo & Practice
15:00~16:00 Moving to Central Military Chapel 안내: 강사 황인규

      교육기획 팀장 이종구
 *기도/사진촬영(군종센터)
       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

16:00~18:00 Visit to Central Military Chapel and the 
War Memorial of Korea

18:00~20:00
Hot wash and Graduation 
Ceremony / Dinner

참가자 소감발표 / 수료증 수여 (M SO 위원장 )
진행 : MEO차장

20:00~
Moving to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환송: MSO 대표



개 회 예 배

(11.19.(목) 10:00 / 신길교회 중예배실)

사회: 정봉대 사무총장

묵    도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양(1)  ………………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다 같 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기   도 ……………………………………………………… 윤영수 목사(교육훈련국장) 

성경봉독 …………  사도행전 20:23~2493 …………… 이현철 장로(세계선교기획팀장)

특   송 …………You raise me up………………………… 최자영 교수(소프라노)   

설    교  ……Price for accomplishing the goal of Jesus’s great commission ……이기용 목사(신길교회담임)

축    도 ………………………………………………………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담임)

* 환영인사 ………………………………………………… 박 남 필 장로(위원장)

* 참가자 및 MSO 임원 소개(MEO-P 팀장)

* 단체사진 촬영(운영실장)

   ○ 개회예배 참석인원: 32명

      - 신길교회(5): 담임목사, 군선교부위원장, 총무, 사무국장, 이현철장로, 

      - MEO-P 참가자(3), 안내(1) 

      - 강사/지원(9)

      - MSO 임원(4): 상임고문 3, 국장(1)

      - 사무국(4): 위원장, 선교실장, 운영실장, 진간사, 염간사, 

      - 특송(2)

      - 기타(4)



환영오찬

(12:00~13:30/ 공군호텔)

진행: MEO-P 팀장 홍성표(통역포함)

11:40~12:00 이동(신길교회⇒공군호텔)/버스

12:00~12:10 격려사 및 뺏지 수여(전 AMCF회장 이필섭 장로)

12:10~13:00 식사(양식)

13:00~13:20 이동(공군호텔⇒신길교회)/버스

     ○ 오찬 참석인원: 20명(A Group)

      - 신길교회(5): 담임목사, 이현철장로, 군선교부위원장, 총무, 사무국장

      - MEO-P 참가자 및 안내(4)

      - 상임고문(3): 이필섭, 윤여일, 이갑진

      - 사무국(2): MSO 위원장 박남필, 사무총장 정봉대

      - 국장(2): 교육훈련국장 윤영수, 세계선교국장 장용관

      - MEO-P팀(2): 팀장 홍성표, 차장 안대희 

      - 특송 및 매니저(2): 최자영 교수, 이명환 매니저

     ○ 오찬기도: 상임고문 이갑진 장로

     ○ 기타인원 편성(B Group): 12명

        황인규, 박재영, 김형곤, 최상복, 이종구, 이장송,  

        박백만, 진미정, 염영진, 운전기사, (기타2명)

문화관광

(15:00~18:00/ 국군중앙교회, 전쟁기념관(용산)

안내: 강사 황인규, 이종구

15:00~15:40 이동(신길교회⇒국군중앙교회/버스

15:40~16:00 국군중앙교회 견학

              기도/기념사진 촬영(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

16:00~16:30 이동(국군중앙교회⇒전쟁기념관)

16:30~17:30 전쟁기념관 견학               

17:30~18:00 이동(전쟁기념관⇒공군호텔)



소감발표/ 수료식/ 환송만찬

(18:00~20:00/ 공군호텔)

진행: MEO-P팀 차장 안대희

18:00~18:20 참가자 3명 소감발표

18:20~18:30 수료증 수여(MSO 위원장)

18:40~20:00 식사

20:00~ 복귀/ 버스

     ○ 만찬 참석인원: 13명

         - MEO-P 참가자(3), 안내자(1), 운전기사(1)
         - MSO 문화광광 안내(2)
         - MEO-P팀(3)
         - MSO 사무국(4) 
     ○ 만찬기도: MEO 팀장 홍성표

       

기타 지원 및 협력

▣ 행정 

구분 내용 비고

책자편집 및 인쇄
1. AMCF Reference Handbook

2. MEO Program책자

영어본 100부

영어본 30부

수료증 준비 참가인원 3명

코로나19 등록대장 이름, 거주지, 온도 기록 교회제출용

명찰 참가인원, Staff

책상 위 이름표

현수막 신길교회 중예배실 실내1 2020 MEO Program

예배순서지(개회예배) 국방대 각 50부

▣ 기념품  

구분 내용 비고

AMCF 뺏지 5개 준비 뺏지 수여(환영오찬시)

수첩, 볼펜 각 5개

미니 핸드 살균제, 마스크 각 5개

MSO 기념품 KMCF 기본벨트 4개 참가자3, 인솔자1(AMCF가방1)

AMCF Reference Handbook 참가자 배부 4부 참가자3, 인솔자1

여행용 기내가방 3개 인터넷 구매



▣ 다과(카페 이용)/주차

   -MSO 전용 카페Room을 사용

   -MSO 이용자는 데스크에서 기록 및 주문

   -MSO에서 통합 지불

   -자가차량 주차는 사무국 직인 확인 영수증 발급

▣ 연락처

구분 이름 연락처 구분 이름 연락처

신길

교회

최사남 사무국장 010-4779-3630

강사팀

윤영수 교육훈련국장 010-5071-6620

이현철 장로 010-5141-8938 황인규 장로(IBS) 010-6868-6001

길 카페 02-831-1963 부: 최상복 집사 010-5086-2361

MSO

사무국

박남필 위원장 010-2269-6428 박재영 집사(CP) 010-3630-0432

부: 김형곤 장로 010-5072-4159정봉대 사무총장 010-9815-0691

최상복 교육실장 010-5086-2361
합동대

나현곤 교수 010-5878-6398
이장송 선교실장 010-2570-9323 이영관 사무관 010-5076-4426

박백만 운영실장 010-5075-9477 국방대
손경호 교수 010-3956-0205
인솔자 중위 임태빈 010-5717-8210
인솔자 상사 홍성주 010-4264-1142

진미정 간사 010-6374-9799 현수막 박종우 안수집사 010-7223-7074

MEO-P

팀

홍성표 팀장 010-9518-6227 책자인쇄 대한기획 장석기 이사 010-3778-4322

안대희 차장 010-2374-5961 버스렌트 세부고속 이순자 부장 010-3725-4331

식사/숙소 공군호텔(이미애차장)
02-844-0336

02-827-8310
전쟁기념관 김연미 과장 02-709-3073
국군중앙교회 사무장 황익구 장로 010-5080-4500

특 송 이명환 매니저 010-2422-1215

▣ 기타 관심사항

   ◾사진 및 동영상 촬영담당 선정(이종구 교육기획팀장, 진미정 간사, 

     염영진 전산홈페이지 협력관)

   ◾찬양 필요시 사회자가 진행하고, 영문 찬양가사 준비

   ◾전쟁기념관 확인, 군종센터 방문시 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 일정 확인

   ◾논산에서 아침이동시 조식은 휴게소에서 인솔자가 통제(MSO 지원)

   ◾교육지원(오전: 최상복 교육실장, 오후: 이장송 선교실장)

   ◾강사는 주어진 시간을 준수하고 핵심만 강의

   ◾ 환영만찬 및 오찬을 위한 좌석배치도 준비

   ◾ MEO-P 참가자 및 인솔자는 군복착용으로 협조



▣ 발전시킬사항

   ◾MEO-P발전을 위해 합동대 및 국방대 옵서버 참가 추진

   ◾신길교회 담임 이기용목사에게 감사장 및 감사패 전달함으로 후원감사

   ◾영어 IBS, CP 시범영상 제작

   ◾합동대, 국방대 2021년 사업계획에 MSO 제자훈련 반영 방안 



환영오찬 좌석배치도

2020.11.19.(목) 12:00 공군호텔 / 양식

담임목사 

이기용

상임고문 

이필섭 

위원장 

박남필

MEO팀장 

홍성표

우간다

상임고문 

윤여일

상임고문 

이갑진

윤영수국장
신길교회 

부위원장

나이지리아

사무총장

정봉대

최자영교수 이명환

상사 홍성주

장용관국장

이현철장로

MEO차장

총무

사무국장 
신길교

회(5): 
담임목

사, 
이현철

장로, 
군선교

부위원

장, 
총무, 

사무국

장

      

- 

MEO-P 

참가자 

및 

안내(4)

      

- 

상임고

문(3): 

이필섭, 

윤여일, 

이갑진

      

- 

사무국

(2): 

MSO 

위원장 

박남필, 

사무총

장 

정봉대

      

- 

국장(2)

: 

교육훈

련국장 

윤영수, 

세계선

교국장 

장용관

      

- 

MEO-P

팀(2): 

팀장 

홍성표, 

차장 

안대희 

      

- 특송 

및 

매니저

(2): 

최자영 

교수, 

이명환 

매니저

필

1

명

2

명

3

명

4

명



환영만찬 좌석배치도

2020.11.19.(목) 18:00 공군호텔 / 중식

위원장 

박남필

우간다

황인규 상사 홍성주

MEO 팀장

사무총장

MEO차장

안대희

이장송

나이지리아

이종구

운영실장

운전기사 염영진

진미정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