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30(토) 10: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임철수
국내운영국장

김우선
예배차장



찬양순서

•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네

•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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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
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
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
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
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 특강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 일시: 2021. 1. 30.

총회세계선교부 총무 홍경환 목사





평양장로회신학교 전경



평양장로회신학교 1회 졸업생
1907년 6월 20일 졸업식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송린서,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한국교회 첫 중국선교사들: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포스트코로나

Ad Fontes (다시 복음으로)

뉴노멀 (New Normal)



Ad Fontes(근원으로, 본질로)로부터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은혜 Sola Gracia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If everything is mission, then 
nothing is mission.

만약 모든 것이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Stephen Ne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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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MSO 사역결과I

예 산 결 산II

사역평가 및 결 언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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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환경

 2020 사역 개요

 사역 목표 / 중점

 주요사역 결과



제 3대 MSO 위원장 및 사무총장 교체(1.17)

MSO 정관개정 및 조직개편

 3국 1실 개편, 3실장 1간사, 2명 상근(운영실장, 간사)

국장, 실장, 각국 팀장 임원 개선(8.1)

정보통신수단(IT)활용한 MSO사역확대

한글 및 영어 홈페이지 개선/ 뉴스레터 매월 발간 및 배포

COVID-19 Pandemic으로온라인및 화상회의사역발전

군 및 민간교회 후원교회 확대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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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계 모든 나라에 기독군인회(MCF) 설립, 활성화

101

사역 중점

세계 기독군인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추진

세계 군선교 확장을 위한 협력/지원활동을 강화

MSO 교육훈련 사역 확대 및 효율성 제고

MCF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중보기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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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예배 사역은 COVID-19로 3월 이후 화상회의실시

 COVID-19로전도/방문, 대회/회의는 대부분취소

MEO-P, 인도차이나4국, 중앙아시아지역제자훈련등 교육은제한적

영어캠프(8월,12월),  동아시아 인터액션(10월) 등은 완전 취소

홈페이지, 뉴스레터등 교통/친교, 협력/지원, 기타사역활동활성화

구분 계
6대 사역활동

기도/예배 전도/방문 대회/회의 교통/친교 교육/격려 협력/지원

계획 25 5 3 5 3 5 4

실시 12 4 0 1 3 2 2

미실시 13 1 3 4 0 3 2

% 48 80 0 20 100 40 50





매일 경건회: 사무국 업무 시작 전(10:00)

주간: 목요 임원기도회와 P&P (pray & plan)

(COVID-19 상황으로 3월부터 ZOOM으로 화상모임)

월간: 군선교 유관기관 합동 조찬예배

연간: 특별 기도회

신년 시무예배 (1.2.)  양화진 선교사 묘역

임원수련회 (1.17.) 국군중앙교회

 AMCF 세계 기도의 날 기도회 (10.24.) 100주년기념관

성과: 경건회, 목요기도회 화상모임 기틀마련

(최초5명→42명:시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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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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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수련회신년 시무예배 (외국선교사 묘역)

MSO 목요기도회 (화상)세계 기도의 날 기도회



 인도차이나 고넬료 제자훈련 (11년 차)

 목적: MCF의 믿음 성장과 리더십 육성
 실시횟수 / 기간 (지역별 20~30명)

※ COVID-19로 3월 이후 제자훈련 모두 취소
 내용: 성경강해, IBS, CP, 성경적 리더십
 지도 강사: MSO 이갑진,이재율, 최상복/ACCTS Rick
※ MSO: 각국 고넬료 제자훈련 소요경비 지원 ($5,916)

 성과: IT(정보통신) 교육훈련 모델 개발 필요성 제기

국 가 미얀마/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계획 전.후반기 연 2회

실시 2월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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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이나(2개국) 고넬료 제자훈련 모습

미얀마 제자훈련

IBS/CP 강의 및 실습 성경신학 강의

라오스 제자훈련

AMCF 소개 및 CP강의 MCF성장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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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소련권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가 제자훈련

 목적: 순회방문/제자훈련으로 MCF 리더육성 및 활성화

 대상지역: 구 소련권 및 중앙아시아지역

 교육내용: 성경강해, 성경적 리더십

 교육방법: 국가별, 지역별2~3개월간순회방문 (1:1  제자양육)

- 전반기(2월~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 COVID-19로 순회방문 /제자훈련 3월 이후 취소, 

국가별 모임 전환

- 후반기(11월~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제자훈련

 교육성과: 현지 MCF 리더양성, 2021년 온라인 교육

여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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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련권 MCF 순방 제자훈련 모습

우크라이나 제자훈련 수료식러시아 사역자 학교

키르기스스탄 MCF 일일세미나 우크라이나 키예프 갱신자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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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O Program (15년 차)

 세계 각국 MCF 미설립 및 활동 미약국가 기독군인
지도자 초청, 군선교 기관 현장방문, 제자훈련, 
MCF설립/성장교육 실시

 계획/장소: 6.22.(월)~6.29.(월)/ 오산리 기도원 영산수련원

 3월 초청확정: 18개국 29명

(초청: 16개국 23명, 강사: 미,영 6명)

 주요 내용: 군선교 기관 현장 방문, 제자훈련, MCF 설립/성장 등

※ COVID-19 Pandemic으로 6월 취소, 10월로 연기

(대안발전)

 대안 MEO-P(국방대 주한 외국군 학생장교): 

11.19.목./신길교회



 대안 2020 MEO-P (국방대)

 목적: MCF의 리더로 양성, 자국에서 세계기독군인회 활동 계속

 일시: 11.19.목.10:00~20:00

 장소: 신길교회 등 4개소(1일)

 참가자: 2개국 현역 2명

☞ 최초 합참대(6명) 국방대(5명) 참가자 파악이 되었으나

최종 2명 참석(COVID-19 상황악화 및 학교일정 고려)

구분 계급/성명

나이지리아 육군대령 Adebowale Oladimeji Ajagbe

우간다 육군대령 Rogers Dhkusooka Kitwala



 MEO-P 2020 성과

 세계기독군인회를 위한 MSO 젊은 리더양성 교육프로그

램인 MEO-P을 COVID-19상황에도 실시

 2개국 2명의 참가자에게 AMCF 세계군선교의 새로운

경지를 제공

 전산 및 영어능력 강사들의 참여로 제자훈련 강사확충

 2020 MEO-P 통하여 주한외국군 “기독사관생도”, 

“기독장교 제자훈련 (FMC-K)”의 기틀을 마련



2020 MEO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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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송

개회예배 (이기용 목사 설교)단체사진

이기용 목사 설교
환영오찬 (AMCF 뱃지 수여) 환송만찬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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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Stan-Dart Conference) 

 계획/장소: 7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스파센니예 교회)

※ COVID-19로 취소, 각국 MCF 활동으로 전환

 카자흐스탄 MCF대회(Stan-Dart):11.7.토/40여명참석

알마티스파센니예교회 : MSO에서영상격려메시지전달

 동아시아 인터액션 (10월/대만) 

※ COVID-19로 10월 실시 취소, 2021년으로 연기



중앙아시아 지역 MCF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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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CF 2024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P&P

 5차에 걸친 WC2024 P&P 화상회의 실시

 2024년 세계대회 10월에 브라질 쌍파울로 실시하기로 결정

 필수인원 300 여명으로 판단, 각 지역 VP별 참가인원

지속 파악

 AMCF 회장 주관 중보기도회 (Zoom Meeting)

 기간 : 6.6.20:00~22:30

 참가인원: AMCF 회장, 14명 지역부회장, 3PSO 대표

 지역, 국가의 모임 취소로 단절된 각국 MCF의 원활한

활동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세계 기독군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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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태평양 지역 VP 화상회의

 일시 : 8월 22일 (AMCF회장주관)

 대상 :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지역 VP

 내용: 각 지역 활동보고, WC 2024 준비 관련

 MSO에서는 사무총장, 선교실장 참석

 동아시아 지역 화상회의

 일시 : 12월 22일 (동아시아 VP주관)

 대상 : AMCF 회장,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대만MCF 회장등

 내용 : 각국 MCF활동, WC2024 준비사항, 
향후 회의일정 등

 MSO에서는 이갑진 장로 외 3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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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TS Staff Meeting 화상참가(GoToMeeting)

 기간/장소: 10.5.월~6.화 (매년 계획된 회의, 화상실시)

 대상: ACCTS Staff 인원, AMCF 회장, 3PSO 대표

* MSO 참가: 사무총장 정봉대, 선교실장 이장송

 주요내용

- 2020 ACCTS 사역결과 보고

- 세계 군선교 사역발전 토의(AMCF 회장, MMI)

- 2020 MSO 사역결과 및 2021 사역전략 보고

(사무총장)



화상회의(Zoom Meeting/GoToMeeting)

MMI 주관 중보기도회 AMCF 회장 인사AMCF 2024 세계대회 4차 준비기도회

ACCTS STAFF 수련회 MSO 현황보고 아시아태평양지역 VP 화상 회의



AMCF Reference Handbook 최신화

 세계기독군인회 교육자료 제공(MSO/AMCF홈페이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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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F Interaction P&P팀 구성/ 발전회의

 AMCF 인터액션:제자훈련으로세계기독군인젊은리더양성

 P&P팀 구성 및 준비 P&P 3회 실시: 

2020년 : 1차(10.30), 2차(11.23)

2021년 : 3차(1.4), 4차(3.15예정)

 회의참가: CATT개념에 의한 AMCF, 3PSO가 참여

*MSO참가:사무총장, 교육실장, 선교실장

 2021년 후반기 최초 AMCF 인터액션 시행목표



MSO 홈페이지 개선 및 보완: 세계 선교사역 정보교류 확대

 한글 홈페이지(개선)/영어 홈페이지(신설): 

2020년 8월 운용

 MSO 사역활동정보 신속제공

 MSO 소개, 세계선교국 활동, 교육훈련, 국내운영, 

새소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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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MSO 뉴스레터 발간 개선: 정보공유의 신속성 추구

 연 2회(전반기,후반기) 한글 발간→매월1회 한.영 발간

 한글 뉴스레터: 

MSO 임역원, 유관기관, 해외협력선교사, 후원교회 등

 영어 뉴스레터: 

AMCF 회장 및 14명 지역부회장, ACCTS, MMI 임원 등



홈페이지(한.영)

122



뉴스레터(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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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대 MSO 위원장 및 사무총장 교체(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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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 각국 및 실업무 전문화 추구

 5국 → 3국 (세계선교국, 교육훈련국, 국내운영국)

 4명 상근요원 → 2명 상근요원으로 개편(운영실장, 간사)

국장, 실장,각국팀장 임원개선 ⇒ 젊은 리더 양성 노력

 전산 및 외국어 능력보유자, 소명과 장기봉사 가능 자

 육.해.공군 균형편성 및 민간교회 소속회원 확대

 세계선교국 각 팀장 및 강사요원 잠재능력자 발굴



사무국

• 선교실장 • 교육실장

• 운영실장 • 사무간사

 MSO 조직/ 편성

세 계 선 교 국 교 육 훈 련 국 국 내 운 영 국

고 문

지 도 목 사

특별위원회

운영협력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자문위원

감 사 실

협 조 관



 MSO 국/팀 편성

세계선교기획팀

미 주 팀

유 럽 팀

아프리카팀

동아시아팀

동남아시아팀

중앙아시아팀

남아시아팀

중동팀

태평양팀

세 계 선 교 국(10)

교육훈련기획팀

MEO-P 팀

인터액션팀

강사팀

통역팀

한국어 캠프팀

주한 외국군팀

교 육 훈 련 국(7)

국내운영기획팀

예배팀

중보 기도팀

찬양팀

친교/봉사팀

선교기관 협력팀

후원 협력팀

여성 운영팀

국 내 운 영 국(8)



일시: 매년 11월1주차 ⇒코로나로 연기 2021. 1.10.10:30

(국군중앙교회 주일 낮 예배 병행실시)

사역보고 진행(인도 사무총장)

• 대표 기도: 국내운영국장 임철수

• 설교(내 증인이 되리라): 문효빈 담임목사(국군중앙교회)

• MSO소개 동영상 시청(5분), MSO 사역보고: MSO 위원장

☞ 국군중앙교회성도/기타인원 참석: 780가정/조회수 1,083

☞ 세계선교에 부합되는 말씀 선포(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역배경)

☞ Online 예배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표준모델로 정착, 국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선교동참 권면



설교: 문효빈 목사 MSO 사역보고: 박남필 위원장

인도: 정봉대 사무총장 기도: 임철수 국내운영국장 MSO 소개영상(고넬료의 후예들)



 2020 사역예산 총괄

 2020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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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6대 사역활동

관리/
운영

소계
기도/
예배

전도/
방문

대회/
회의

교통/
친교

교육/
격려

협력/
지원

계획 건수 25 25 5 3 5 3 5 4

실시 건수 12 12 4 0 1 3 2 2

미실시 13 13 1 3 4 0 3 2

계획(만원) 26,282 16,882
1,88

8
800 3,240 233

8,30
5

2,41
6

9,40
0

사용(만원) 13,715 5,156 432 0 0 148
1,19

3
3,38

3
8,55

9

% 56% 38% 62%

2020 사역예산사용

총괄



수입 지출 과부족
전년도
이월금

잔액

1억 6,077 1억 3,716 2,361 1억 675 1억 3,036

 수입내역 (1억 6,077만)                            (단위: 만원)

특별후원 (9,104) 정기후원 (5,721)
기타

선교지원 조찬 MEO-P 교회/기관 개인

5,854 180 3,070 1,575 4,146 1,252

*기타수입: 결산이자, 사역지원금 반환 등

 예산 총괄 (원화 환산 / 단위: 만원)



구분
특별후원 정기후원

기타
선교지원 조찬 MEO-P 교회/기관 개인

2019년 2,986 880
8,530

(개인 46, 교회 17,
기관 3)

1,455
(11)

4,044
(은행 32,
CMS 149)

1,830

2020년 5,854 180
3,070

(개인 7, 교회 5,
기관 1)

1,575
(12)

4,146
(은행 34,
CMS 135)

1,252

증감 ▲2,868 ▼700 ▼5,460 ▲120 ▲102 ▼578

전년대비
분석

개인▼39, 교회▼12,
기관 ▼2

▲1
임마누엘교회

은행▲2
CMS▼14

 전년도 대비 수입현황 분석 (원화 환산 / 단위: 만원)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목적헌금(4곳 1,970만원)으로
선교지원금 증가

코로나19로 인하여 MEO-P 후원 대폭 감소
CMS 후원자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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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전도/방문, 대회/회의는 대부분 취소

MEO-P, 인도차이나 4국, 중앙아시아 지역 제자훈련 등

교육은 제한적

영어캠프(8월,12월),  동아시아인터액션(10월)등은완전취소

상근봉사료 감소: 

기존 4명(국내, 국제실장, 간사 2명)+파트 1명(오형재)

⇒ 3명(운영실장1, 간사 2명) ⇒ 2021년 상근 2명 운영

염영진간사퇴직금 집행(약 1,500만원 /12월)으로관리/

운영비 지출증가

★ MSO 2020 감사결과(2021. 1. 12) 보고에 세부내용명시

예산사용 분석

향후 발전사항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강구 필요

(후원교회,기관, 개인후원확보를위한연결활동적극추진)

MSO 사역지원을 위한 목적헌금 실시



제 3대 MSO 위원장 및 사무총장 교체(1월)
⇒ COVID-19 Pandemic 상황 하 선교사역 환경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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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 각국 및 실 업무 전문화 추구

 5국1실→3국 1실(세계선교국, 교육훈련국, 국내운영국, 
감사실)

 4명 상근요원→2명 상근요원으로 개편(운영실장, 간사)

국장, 실장,각국팀장 임원개선 ⇒ 젊은 리더 양성 노력

 전산 및 외국어 능력보유자, 소명과 장기봉사 가능자

 육.해.공군 균형편성 및 민간교회 소속회원 확대

 세계선교국 각 팀장 및 강사요원 잠재능력자 발굴



정보통신수단(IT) 활용 ⇒ 교류 협력 활성화

 AMCF 회장, VPs, PSO, 각국 MCF 교류 확대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중보기도 등

 한.영 MSO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매월 1회 한.영 Newsletter 발간 및 배부

 정보통신수단 활용하여 업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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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Post 대비 ⇒ 사역환경 변화 대처능력 확보

 MSO 화상회의 체제 구축으로 Online 사역 확대

 선교전략지역 정보공유 및 기도회 및 세미나 활동 활성화

 WC2024 준비를 위한 AMCF 활동에 적극 참여



Ⅲ . 결 언

136

COVIC-19 Pandemic 상황 속에도, MSO 사역을 인도,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물질로 적극 후원해주시는 회원님과 후원교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MSO부여한 소명과 AMCF 

Vision 달성토록 MSO회원님들의 기도, 후원 과 헌신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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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주요 사역계획I

MSO 예산편성II

결 언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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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 추진전략

 사역 목표 / 중점

 2021 사역 총괄

 사역 세부 계획

 연간사역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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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CF, 3PSO 등 협력/소통으로 세계군선교 사역 성장추진

 MSO의 모든 교육 및 훈련은 6대 사역 중심으로 계획/준비

각 기관 및 각국에서 주최하는 대회 및 회의, 교육에 적극참여

 MSO가 선정한 전략지역에 우선 지원 및 후원

*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중동, 태평양지역과

MCF 미설립 및 미약국가

사역변화 환경에 적극 대처(IT기술 적극 활용)

 MSO 사역활동 소개 노력으로 후원교회 및 후원자 확보



목표

세계 모든 나라에 기독군인회(MCF) 설립

기 설립된 국가의 MCF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 협력

148

중점(6대 사역 중심)

기도/ 예배 : 세계기독군인회 회원들을 위한 기도 및 지원

전도/ 방문 : 각국 MCF설립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회의/ 대회 : AMCF 세계대회, 지역대회 참가 및 방문

교통/ 친교 : AMCF 회장단, 각국 MCF 및 회원들간의 소통확대

교육/ 격려 : AMCF 및 각국 MCF 지도자 양성체계 구축

협력/ 지원 : 세계각국 MCF 및 국.내외 유관 선교기관들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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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6대 사역활동

기타
기도/예배 전도/방문 대회/회의 교통/친교 교육/격려 협력/지원

총 사역 44 8 5 9 5 9 3 5

예산 23 5 2 6 2 6 2

비예산 21 3 3 3 3 3 1 5

 AMCF 및 범 세계기도회에 적극 참여
MCF설립/활성화 위한 전도/방문활동 적극지원

(지역대회, 인터액션)

 AMCF 주 협력기관 간 Meeting으로 세계 군선교 발전/

협력체제 강화
세계선교국 지역팀과 각국MCF 교통/친교활동 강화
MEO-P 시행, 주한외국군 교육 신설 추진

(각군 사관학교, 각군 대학/국방대)





중점: 중보/공동기도 조직 활성화, AMCF 기도회 적극참여

일일 기도회: 상근요원 업무 개시 전 경건회(10:00)

주간: MSO 목요기도회, P&P(06:30)

월간: 매주 군선교 유관기관 연합 조찬예배(05:30)

연간: 특별 기도회

 신년 시무예배 (1.7.목.06:30)  Zoom Meeting

 임원수련회 (1.30.토.10:30) 100주년 기념관

 AMCF 세계 기도의 날 기도회 (10.2.토.07:00)국군중앙교회

 2021세계군선교감사예배/보고회(11.14.주일/국군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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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MCF 설립과 활성화을 위한 선교요원 방문활동 지원

AMCF 회장 해외방문/ 선교활동 지원(매년 $5,000)

MSO 임원 해외 선교현장 전도 및 방문활동(강사지원)

인도차이나 4개국 제자훈련(전반기, 후반기)

구 소련권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가 제자훈련(전, 후반기)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방문(7월 중)

 2024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지역대회(7월 남미)

 AMCF 인터액션(후반기) / 동아시아지역 인터액션(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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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교회/ 선교기관 방문(연중 방문)



AMCF 지역대회/인터액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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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개최일정 개최국가 비고

AMCF 인터액션 후반기 포르투갈 MCF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Stan-Dart)

TBD 카자흐스탄 알마티

남미 지역대회 7월 브라질 WC 2024 준비

동아시아 인터액션 10월 대만

AMCF 주 협력기관회의 참가

대회명 개최일정 개최국가 비고

MMI 주말수련회 3월 영국(솔즈베리)

ACCTS Staff 회의 10월 미국(펜실바니아주) WSS

중점: 지역대회/국가대회참가를통한MCF 설립및활성화지원



 2024 AMCF 세계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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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2024 준비 TF 구성(MSO, KVMCF, KMCF)

 AMCF P&P/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분기 1회)

아시아지역참가자협력을위한화상회의(동아,동남,서남,태평양)

세계대회분담금예치및자비참가불가국가 후원교회확보

일시/장소: 2024.10월(2박3일)/브라질쌍파울루

주관: AMCF/브라질 UMCEB(준비위원회)

참가예상인원: 250~300명(AMCF 부회장, 각국리더, 3PSO 부부)

한국참가인원: 20명내외로제한 (MSO,KVMCF, KMCF 포함)



AMCF 주 협력기관/국내유관기관 간 교통 활성화

 Newsletter 발간 및 전파(한글/영어: 월 1회)

 E-mail, Facebook, WhatsApp 등 SNS 매체 활용
각종 회의를 통한 상호교류 및 친교활동 강화

155

MSO 홍보활동을 통한 교통 강화

MSO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한글, 영어)

* MSO 소개, 최신활동, 각국 MCF활동소개 등 게재
소개 영상물 제작, 책자 활용 홍보
각국 파송 민간선교사를 통한 협력 및 선교활동 연결

AMCF 유관기관, 각 지역 VPs, 각국 MCF들과 IT(정보통신)으로
원활한 교통과 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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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각국 MCF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을 살며, 영적인 체험을 나누도록 교육 및 훈련

MSO 교육훈련계획(TEPs/Training & Education Programs) 

적극 추진 및 지원

MCF 미 설립 46개국 및 활동이 미약한 국가의 기독군인

지도자 양성에 주안



구 소련권/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제자훈련

우크라이나: 1~3월(Online)

러시아, 카자흐스탄: 4~6월

키르기스 스탄(비슈케크): 9~10월

키예프: 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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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이나 4개국 제자훈련(각국 MCF회원) 

구분 개최일정 장소 강사지원

캄보디아 5월/11월 프놈펜
- 현지: 이재율 선교사
- MSO: 이갑진, 최상복
- ACCTS: Rick Ryles

라오스 5월 비엔티엔

미얀마 5월 양곤

베트남 5월 호치민

☞ 강태원 선교사 자체 후원교회 확보

☞ MSO 후원협력 및 강사지원



 MEO-P 안내문(1월), 기본계획발송(2월)

참가자최종확인/초청장 발송: 3월

비자발급및항공권예매 : 4월~5월

MEO-P 2021  6월시행불가시 : 10.11.월~18.월(재경지역에서)  

158

2021 MEO-P (16년차) : 2005~2020년까지163개국252명초청

 목적: 세계각국 MCF 미 설립 및 활동 미약국가기독군인초청, 

군 선교기관현장방문, 제자훈련, MCF설립및 성장교육 실시

일시/장소: 6.21.월~28.월(7박8일)/오산리영산수련원등 9개소

주관: MSO

참가: 20개국 27명

(확정국가: 18개국25명, 해외강사 MMI 1명, ACCTS 1명)



영어캠프

일시/장소: 8월, 12월/ 캄보디아

주관: 국군중앙교회, 호주 아들레이드교회

대상: 도서방어 사령부

해병사령부 해병여단 군인 및 가족,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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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CF 지도자인터액션준비:  1.4(3차), 3.15(4차) : 분기1회

동아시아인터액션준비: 3.20(2차)/분기1회/EA VP Andrew Tzeng

AMCF 인터액션

 AMCF 주관 지도자 양성 인터액션: 후반기 / 포르투갈

동아시아지역 인터액션: 10월/대만(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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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 기독군인(FMC-K) 교육

주한외국 기독생도 제자훈련

- 대상: 육∙해∙공군사관학교 재학중인 외국기독생도

- 일시: 8월(2박3일/ 하기휴가 기간 중)

- 장소: 해군호텔, 공군호텔 중 선정

 주한외국 기독장교제자훈련

- 대상: 육∙해∙공군대학, 국방대 재학중인 외국 기독장교

- 일시: 11월중2박3일(야외전술종합훈련시/ 외국장교미참가)

- 장소: 해군호텔, 공군호텔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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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AMCF 3대 협력기관 간 협력강화

 AMCF 회장(Weerasooriya) 방문활동비지원(매년 $5,000)

 Newsletter, AMCF Handbook 발간 및 협력지원

선교전략지역 MCF 국가지원

 AMCF WC 지원 및 지역대회 참가 협력

MEO-P, 영어캠프, 인도차이나 제자훈련 지원

해외선교사 파송 기관 및 선교사 활동 협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MEO-P(6.17~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MSO 연간 사역

• 일일경건회(10:00/MSO사무실/Zoom Meeting)

• 매주 목요기도회(06:30)/P&P(이어서)/국군중앙교회세미나실 및 Zoom Meeting(국별헌신예배/분기1회)

• 매월첫째주 수요 연합조찬예배/군선교유관기관회의(05:30)/국군중앙교회)

• MEO-P2021실시(6.21~28)

• KMCF 6.25 구국성회(6.24~26)

• 중앙아시아 지역 Stan-Dart 대회(TBD)

• AMCF 동아시아인터액션(10월/대만)

• 캄보디아영어캠프16년차(TBD)
(KoreaCMC/ Australia Idlelaide Church)

• ACCTS Staff 회의(10.3~8)

• AMCF Prayer Day((TBD)
• MSO 세계군선교감사예배/사역보고

(11.14.주일.14:00/국군중앙교회)
• 종무예배(12.30)

• MSO 임원 특별기도회 및 인터액션

• MEO-P 2021 참가자확정/초청장발송

• 주한외국 기독장교제자훈련
(육.해.공군대/국방대)

• 시무예배(1.7.목.06:30. Zoom)

• AMCF Interaction P&P(3차): 1.4.월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Online)1.10.일.10:30/국군중앙교회 )

• MSO수련회(1.30.10:00 100주년기념관

•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2): 3.20.토.13:30

• AMCF WC 2024 P&P(6차): 3.26.금

• 주한외국 기독사관생도제자훈련

• MEO-P 2021 참가자 Visa 발급/항공권예약(3월~5월)

• 구소련권 제자훈련(러시아, 카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4월~6월

•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미얀마,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구소련권 제자훈련(9월~12월)

• 구소련권 제자훈련 (키에브)

• AMCF Interaction P&P(4차): 3.15.월

• AMCF’S 남미회의(2일~5일)

• 세계한인선교사 대회(13~16)/한동대

• AMCF 남아프리카대회(10.26)

• MEO-P 2021 안내문 발송(참가자)

• MEO-P 2021참가자 확인/접수
• 교육 PPT 강의안 준비(강사팀)
• 교육준비 회의(2.17.수)

• 구소련권제자훈련(우크라이나)/온라인(1월~3월)

• AMCF VPs화상회의(2.20/2.27)



 2021 사역예산

 사역예산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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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사역활동
관리/
운영

예비
비소계

기도/
예배

전도/
방문

대회/
회의

교통/
친교

교육/
격려

협력/
지원

건수 23 23 5 2 6 2 6 2

계획
(만원) 22,400 15,900

1,70
0

600 3,100 300
8,20

0
2,00

0
5,000 1,500

% 100% 71% 22% 7%

예산편성은운영예산과 사역예산으로구분 편성

세계 군선교사역목적으로외국출장시 자비참가를원칙

대회 및 회의에 MSO 대표로 참가 시 본인에게만항공료 지원 원칙

 AMCF회장, VPs, 각국MCF로부터지원요청시MSO P&P검토후지원

예산판단 기준 및 지원방침

2021 사역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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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후원금축소로재정적어려움에직면 (개인/교회정기후원해마다감소)

지난 3년 수입, 지출 분석 결과 지출대비 연간 4,400여 만원 부족

(3년 평균수입 1,800만원에 평균지출 2억 3천여 만원) 

수입 대비 상근인원 4명 인건비 과다지출로 상근인원 축소 불가피

※ 상근요원 4+1명에서 2명 축소로 3,800만원 예산 감소

예산 확보방안
개인 정기후원자 증원

- 현재개인후원169명(은행34명, CMS 135명) 중66명이MSO 임원

- 미 참여 MSO 임원의 100% 후원동참 및 지인연결 독려

- 종료된 후원자 재 연결 노력 필요

-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 하여 후원금은 월 3만원 이상 하도록 권장

- 각 임원이 연간 1명 이상의 CMS 후원회원을 확보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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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방안(계속)

교회/기관 정기후원 발굴

- 현재 12개 교회(일반 11, 군1) 후원 중이나 재정상 이유로 감소

- 후원 중단된 교회 다시 Contact 및 새로운 교회를 방문하여

MSO 사역보고 및 홍보 등을 통해 정기후원 발굴노력 필요

- MSO 회원 소속 민간교회 MSO후원 우선동참, 군목출신 교회 및

군출신이 다니는 민간 중형교회 후원확보노력경주(모든회원노력)

특별후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 MEO-P를위한각교회의예산편성및후원장려를위해방문, 서신

및 전화/이메일를 통한 지속적인 접촉 필요

- MSO 사역선교사 지원을 위한 일반교회 연결, 지정 목적헌금 추진

- 각나라MCF 후원을위한맞춤식후원추진(각교회별관심국가파악)

- 특별기도회 및 예배시 목적헌금 실시



Ⅲ .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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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MSO주신 사명 “세계군인들의 복음화”와 목표

“모든 나라에 기독군인회 설립 과 기 설립된 국가의 MCF 

육성, 발전 지원 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달성 (마 28:19)”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과, 기도(P&P)로 MSO 

사역을 수행하며,

MSO 모든 회원, 한국교회, AMCF회장단, 3PSO 후원과

협력으로 2021년 사역과 AMCF Vision 달성





세계기독군인 선교협력위원회



 코로나19 팬데믹(2020.3.11.) 선포 및 AMCF 선교환경 변화,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 MSO 상임고문단 간담회(’20.5.28.)

- 조직개편을 위한 확대임원회의 실시(’20.6.18.)

 제 29조 (회칙개정) 

MSO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확대임원회(임역원회)에서 수정하고,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개정 추진



 확대임원회 결의 및 승인( 2020. 7. 30)

 대안 2020 MEO-P 발전 ⇒ 국내 외국군 초청 MEO-P

 조직개편 및 편성 승인 : 3국 1실, 상근요원 감소

 조직개편 및 편성 시행 : 2020.8.1.

 정기총회 추인

1) 조직개편 관련 사항 : 기 보고 및 시행 사항의 추인요청

2) 기타 내용 수정사항 위주로 보고 및 승인 요청

정관개정 추진(계속)



정관 현행 정관 개정 정관 비 고

제 5조

(기능)

본회는 기도, 전도/방문, 

회의, 교통, 교육/격려,

협력의 6대 기능을 통하여

MSO는 기도/예배, 전도/방문, 

대회/회의, 교통/친교, 

교육/격려, 협력/지원의 6대

기능을 통하여

제5조

5-라항

-교육,격려

필요시 한국에 유학하거나

방문하는 외국군에게 성경

가르치고 돕는 일에 참여한다.

필요시 각국의 MCF 설립을

돕거나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해당 국가의 MCF 지도자급을 초

청하거나 주한 외국군인 학생 및

무관 등을 초청하여 교육하는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정관 현행 정관 개정 정관 비 고

제 15조

(기능

제15조2)

각 국실은 감사실, 지역국, 

교육국,선교협력국,후원국, 

여성국 등을 둔다.

각 국은 세계선교국, 

교육훈련국, 국내운영국

등을 둔다.

3국으로

개편

제15조

3-가항

사무국 기능

생략 생략

제15조

3-나항

세계선교국

생략 생략



정관 현행 정관 개정 정관 비 고

제15조

3-다항

교육훈련국

생략 생략

제15조

3-라항

국내운영국

생략 생략

제16조

4-가항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動議 와 再請.











오찬 및 친교
(100주년기념관 2층 네오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