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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한인 세계선교사대회(KWMF)소개

세계 200여개국 28,000여명의 한인 세계선교사들이 매 4년마다

한자리에 모여 성과와 반성을 나누고 선교열정과 전략을 다지며

새로운 선교방향을 모색하는 한인선교사 대회임

1977년 미국 휘튼대학교 개최 이후 지난 40여년 간 미국에서만

개최되다가 45 년 만에 한국(한동대)에서 개최하는 선교사 대회

로 2020년 7월에 계획되었다가 KOVID-19로 연기되어 금년 7월에

대면/비대면으로 개최 예정임

 대면 500-700명, 비대면 1500여명 참가 예상



대회 명칭 : 2021한인세계선교사대회(KWMF)

대회 기간 : 2021년 7월 13일(화)-16일(금) / 3박4일

대회 주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한국선교,성찰과 제안

(Reflections on Korean Missionary Work in Post-Covid Era)

대회 장소 : 한동대학교 (경북 포항시)

참가 대상 : 파송 후 5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및 선교사 자녀

주최(공동) :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 한동대학교

주 관 :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협력 단체 :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C(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K (한인세계선교사자녀회), CTS기독교 TV, 선교한국

2021 KWMF 대회 개요



등록 및 업무협조 담당

등록기간

1차 : 2021.4.5-4.30 (부부15만원,단독 10만원, 비대면 1만원)

2차 : 2021.5.1-5.30 (등록비는 위와 동일함)

대면 참가자는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요함

업무협조 담당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총무 윤한열선교사( kwmf2020@gmail.com )

회장(조직위원장) 최근봉선교사(010-2296-3878), 준비위원장 김수길선교사

한동대학교 대외협력팀 이철규, 김충만(054-260-1062 / sarang@handong.edu)

mailto:kwmf2020@gmail.com


주요일정 / 홍보 포스터

 7.13(화)성찰 : 원형에서 벗어난 한국선교의 개념과 방식을 성찰한다

 7.14(수)통찰 : 위기를 꿰뚫어 보는 통찰로 선교의 새로운 장르와 문법을 찾는다

 7.15(목)제안 :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거기서 희망과 은혜를 찾아낸다

 7.16(금)소망 : Messengers of Hope, The World in GOD’S Story

♣ 7.11(주일)-13(화)일간은 GMS(총회세계선교부)선교사대회 및 정기총회

일정별 주제 설명



7월 13일(화) 성찰 7월 14일(수)  통찰 7월 15일(목)  제안 7월 16일(금)  소망

06:30-07:20

환영 • 등록

&

중식

선교 부흥 기도회

07:20-08:40 조식 & 동역자 간의 교제

08:40-09:00 경배와 찬양

09:00-10:20
기조 발제와 토론 Ⅱ

통찰의 선교적 리더십 (3인)

기조 발제와 토론 Ⅲ

제안의 선교적 리더십 (3인)

기조 발제와 토론 Ⅳ

소망의 선교적 리더십 (3인)

10:40-12:00

휴식

패널토의 Ⅰ(5인)

(필드와 풀뿌리 사역)

패널토의 Ⅱ(5인)

(한국선교와 5M의 역할)

패널토의 Ⅲ(5인)

(새로운 문법과 장르)

중식 & 동역자 간의 교제 Closing Ceremony (회장)

14:00-15:20 Opening Ceremony (총장) 
사역 별 발제 & 토론

(성찰과 제안의 관점) 3인/8개

권역 별 발제 & 토론

(성찰과 제안의 관점) 3인/8개

선교의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선교의 부흥을 소망하며!

15:40 -17:00
기조 발제와 토론 Ⅰ

성찰의 선교적 리더십(3인)

소그룹 나눔

1조 10인/30개 조

교단, 단체별 모임

총회 (일꾼 선출)

17:00-18:10 연구 프로젝트 발표 프레임의 전환 (선택 식 저자 직강) 8개

18:10-19:30 석식 & 동역자 간의 교제

19:30-22:00 저녁 집회 (간증, 선바시, 설교, 찬양, 공연,기도회)

세부일정표



대회를 섬기는 사람들





 MCF 미설립국에는 MCF 를 신규 설립하고 활동이 미약한

국가 MCF 를 성장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에 파송된

한인선교사들과 동역하기 위하여 AMCF와 MSO 사역을

소개하기 위함

 KWMF 대회 대면참여 선교사(약 500명) 및 비대면 참가

선교사들에게(약1500명) MSO 와 함께 세계 군선교 사역에

동역할 MSO 국제 협력선교사를 찾기 위함

MSO 참가목적



MSO 준비 및 참가계획

 준비 TF 팀 구성 (팀장 세계선교국장 장용관)

• 자문 위원 : 손창문 지도목사, 이갑진 상임고문

• 총괄(TF팀) : 선교국장(장용관), 기획팀장(이현철)

• 현장 운영 : 장용관, 임말희, 김우선 선교사 (현장등록참가자)

• 행정 지원 : 운영실장(박백만), 선교실장(이장송)

 MSO 참가 범위

• 첫째날(7.13) 저녁집회시 MSO 소개 5분 (동영상, 이필섭고문 인사말씀)

• 대회기간 중 MSO 홍보전시실 현장 운영



준비 및 추가 검토사항

 MSO 소개 동영상 준비 (4-5분) : 영상전문가 제작의뢰

 MSO 소개판넬 준비 (홍보전시실 비치용)

 MSO 소개, AMCF 소개, MEO-P 소개 팜플렛 준비(한/영)

 소요예산 판단/반영 (동영상, 팜플렛, 참가자 지원소요경비 등)



MSO 추진일정

MSO 소개 동영상 제작 완료 : 6월 19일한

 홍보전시실용 판넬 준비완료 : 6월 19일한

 MSO 소개, AMCF소개, MEO 소개 팜플렛 제작완료 : 6월 19일한

 현장 사전 방문 : 6월 말

 소요예산 판단(동영상, 판넬, 팜플렛, 참가자소요경비) :  5월 말

 최종 보완 후 P&P 보고 : 7월 8일(목)

♣ 추진간 주요 변경사항은 수시로 P&P 보고 예정



결 언

최근에 침체된 MCF 신규설립 방안 모색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참가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준비 TF 팀 전원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