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독군인 선교협력위원회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for AMCF )

1. 조직기구 조직 변경 및 신설(11.18 국.실장 간담회)
○ 목적: 온라인 회의 및 교육증가로 사역활동 효과증대
세계선교국

교육훈련국

국내운영국

세계선교기획팀

교육훈련기획팀

국내운영기획팀

미주팀

MEO-P 팀

예배/찬양팀

유럽팀

인터액션팀

중보 기도팀

강사팀

친교/봉사팀

통역팀

후원협력팀

한국어 캠프팀

IT 운용팀

주한 외국군팀

여성 운영팀

동북 아프리카팀
서남 아프리카팀
동아시아팀
동남아시아팀
중앙아시아팀
남아시아팀
중동팀

태평양팀

2. 세계선교국 편성 변경
2022년 개선(변경)

2021년
• 아프리카 팀장 윤문수 안수집사
차장 이현철 장로

• 동북아프리카 팀장 윤문수 안수집사
차장
• 서남아프리카 팀장 이현철 장로
차장

• 동남아시아 팀장 박재현 목사
차장 최신일 안수집사

•

동남아시아 팀장 최신일 안수집사
차장 신홍규 장로

• 남아시아 팀장 전성동 목사
차장 임여교 안수집사

•

남아시아 팀장 김형곤 장로
차장 김인수 장로

• 중동팀장 박재영 안수집사
차장 설용권 장로

•

중동팀장 김형원 목사
차장 박재영 안수집사

• 미주 팀장 김종수 목사
차장 장영철 목사

•

미주 팀장 김종수 목사
차장 이기남 안수집사

3. 교육훈련국 편성 변경
2021년

2022년 개선(변경)

• 교육훈련국기획 팀장 이종구장로
차장 최승우 집사

• 교육훈련기획 팀장 이종구장로
차장

• MEO-P 팀장 홍성표 안수집사
차장 안대희 장로

• MEO-P 팀장 홍성표 안수집사
차장 최승우 집사

• 강사팀으로 과목별 편성

• 강사팀(MEO팀, FMC-K팀으로 분리)

• 통역팀장 장영철 목사
• 네팔어 통역 김금숙 선교사

• 통역팀장 이장송 장로
• 네팔어 통역 최희철 선교사

• 한국어 캠프 팀장 연승학 장로
• 한국어 캠프 팀장 연승학 장로
차장 장용관 안수집사
차장 최상복 안수집사

4. 국내운영국 편성 변경
2021년

2022년 개선(변경)

• 예배 팀장 배정천 안수집사
찬양 팀장 남동현 목사

• 예배/찬양 팀장 최병갑 장로
차장 김우선 선교사
차장 김형국 안수집사
차장 남동현 목사
차장 최현순 집사

• 선교기관 협력팀장 양태호 장로
후원협력 팀장 배윤규 장로

• 후원협력 팀장 황인규 장로
차장 김덕수 목사
차장 최경선 장로
차장 김봉겸 장로
• IT운용팀 팀장 김찬수 장로
차장 염영진

5. 향후추진
○ 2022 MSO 조직기구 및 편성 변경

○ 2022년 사역보고 책자에 반영(1월)
6. 용어사용 변경 알림 / 11.18 국.실장 간담회
○ MSO 조직기구 편성에 팀장. 차장으로 편성
☞ 이는 조직 편성 용어상 호칭 부적절, 팀장. 부팀장으로 호칭 적절
○ 사무국 검토결과: 2022년 MSO 사역계획 책자에는 호칭을
팀장, 부팀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토록 결정
(현안업무토의 시/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