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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MCF 未설립 및 미약한 국가의 기독 군인 지도자나 지도 목사

를 초청하여

 한국군 선교 현장참관 및 제자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MCF 신설 또는 MCF 활성화에 기여



일 반 계 획

▶ 일정 : 6월 20일(월)~6월 28일(월), 7박 8일간

구 분 내 용

6월 20일(월) 등록, 오리엔테이션, Ice-Breaker

6월 21일(화) AMCF, 3PSO 소개, 개회예배, 한국군선교발전, 전 AMCF 회장대화

6월 22일(수) 판문점견학, 전방지역방문, 6ᆞ25 구국성회

6월 23일(목) IBS/CP 강의, 개인간증/개인전도강의, MCF 설립및 성장

6월 24일(금) Case Study,  성격적리더십, 국가별발표, 폐회예배/수료식

6월 25일(토) 전쟁기념관, 진중세례식참관, 관광/쇼핑

6월 26일(일) 주일예배(임마누엘교회, 신길교회), 청와대관람

6월 27일(월) 경복궁/청와대관람및 출국







▶ 장소: 해군 중앙교회(개ᆞ폐회예배, 주 강의)를이용하고,

숙소는 해군호텔, 공군 호텔을 이용

해군중앙교회 해군호텔 공군호텔









공군호텔 트윈

공군호텔 더블

해군호텔 트윈

해군호텔 더블

해군호텔 온돌



▶ 참가자 현황

• 교육생 13명(아프리카 4명, 유럽 1명, 아시아 8명)

* 최초 12개국 15명이었으나, 2명은 비자 제한(적도 기니, 인도)으로 현재는 11개국 13명 참가

예정

• 강사 2명(CATT 개념에 의거 ACCTS 1명, MMI 1명)

* 러시아어 통역 1명 참석

• AMCF Leader Meeting: 3명

- 차기 AMCF 회장 Essel Soriano

- ACCTS 위원장 Phil Exner

- MMI 위원장 Roddy Porter





강사 편성

과 목 강 사 과 목 강 사

AMCF 소개 이갑진 장로 ACCTS 소개 Rick Ryles

MMI 소개 Mark H-H MSO 소개 정봉대 목사

KMCF 소개 진철호 대령 군목단 소개 김영호 목사

한국 군선교 발전 조은상 집사 IBS 강의/실습 최상복 집사

CP 강의/실습 Mark H-H 개인 간증 강의/실습 Rick Ryles

개인 전도 강의/실습 김형곤 장로 MCF 설립/성장 윤영수 목사

Case Study 윤영수 목사 성경적 리더십 이갑진 장로

국가별 발표 이장송 장로 MEAK 소개 최세희 간사

16개 과목, CATT 개념에 의해 ACCTS 및 MMI 강사 포함 12명으로 편성



환영ᆞ환송 및 차량운영 계획

▶ 환영ᆞ환송계획

• 교육 참가자에 대해서는담당 세계 선교국 팀장이 주관하여

환영 및 환송을 실시하여, 

• MEO-P 이후에도 계속 연계하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성

▶ 차량 운영 계획

• 개인 차량을 이용, 공항 환영 및 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단체일 경우는 카니발을 이용

• 전방 체험이나문화 탐방시에는버스(45인승)을이용





식사 계획

▶식사 장소: 해군중앙교회식당을이용

• 아침 식사: 쿠팡 등 새벽 배송을이용하여신선하고, 가벼운 Continental

breakfast 준비(7회)

• 점심/저녁식사: 다양한메뉴와저렴한가격의도시락을주로이용(7회)

▶ 환영오찬및 환송만찬: 뷔페업체 이용(2회)

▶ 외식: 향토 음식과한국 전통적인음식 위주로실시(5회)





예산 편성

▶ 세부 내역

▶ 분석(2019년과비교 시)

• 2019년에비해 인원이 10명줄었지만, 항공료 2~2.5배상승및 물가

상승등으로총 예산은거의 비슷한수준

• 2022년은오미크론발생으로인한 추가적인소요발생

구 분 계 항공료 식비 숙소
오미크론

(PCR test 등)
버스 랜트

2022년
(교육생 13명)

55,850,000원 27,100,000원 10,590,000원 6,940,000원 1,940,000원 1,500,000원

2019년
(교육생 23명)

55,960,000원 26,000,000원 9,540,000원 10,820,000원 x 2,550,000원



▶ 개회 및 폐회 예배

▶ 수료식

개•폐회예배 및 수료식

사 회 운영실장 중령(예) 박백반

환영사 위원장 소장(예) 박남필

격려사 전 AMCF 회장 대장(예) 이필섭

대표자 인사 가나 준장(예) 마이크 압파츄







전방 견학 및
문화탐방

판문점

청와대

제3땅굴



경복궁 서울타워

전쟁기념관



질문 및 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