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MEO-P 강평

교육실장 최상복 안수집사

기본 계획
 일정: 2022년 6월 20일(월) ~ 6월 27일(월)

* 「6.25 구국 성회」가 포함된 週日 선택
 참가 대상: 10개국 12명(아프리카 4, 유럽/중동 3, 중앙아시아 5)
* 통역(2명, 러시아어/영어), 교재 번역(2명, 아랍어/러시아어)

 과목/강사 편성: 16개 과목 12명 강사(ACCTS 및 MMI 강사 각 1명 포함)
 장소 : 주 강의 및 개ᆞ폐회 예배(해군중앙교회), 숙소(해군/공군호텔),

교회 예배 참석(국군중앙교회, 임마누엘 교회, 신길교회, 구국성회),
전방 견학 및 문화 탐방(판문점, 제3땅굴, 청와대, 경복궁, 진중 세례식)
※ 진행 방식: 대면(Face-to-Face)

추진 경과
 MEO-P ’22 방침 최종 결정: ’21. 11. 25.
 MEO-P ’22 계획 전파/교육생 지원자 모집 공고: ’21. 12. 24.
 교육생 모집 마감/심의(12개국 15명): ’22. 3. 31.
 강사 사전 예행 연습(2회),‘안보 현장 및 문화 탐방 지역’사전 정찰(3회)
 강의 교재 완성 및 배포: 6.13
 MEO-P‘22 계획보고(최종, 10개국 12명 참가) : 6.16
* 3명, 비자 발급 제한국가로 지정 및 비행기 출발 시간 未 도착으로 취소

 시행: 6.20(월)~6.27(월)
 최종 강평: 7.7(목)

※ AMCF Leader Meeting(6.23~24) : AMCF 차기회장, ACCTS 위원장, MMI 위원장 참가

2022년 MEO-P 의의
 올해 4월 초 Covid-19 상황으로 외국인 입국/국제회의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면 프로그램을 시행을 과감하게 결정
 이는 3년 만에 외국 기독 군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시행한 프로그램
 AMCF 차기 회장 및 3 PSO 대표가‘AMCF 리더 미팅’겸 MEO-P 참석
 세계 선교국 팀장이 해당 국가 교육생을 환영∙안내∙환송함으로써, 귀국 후에도 계속적인 추적

∙관리 연계가 가능
 모든 교육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후기(Questionaire)로 차후 MEO-P의 교육생 지원자

증가 예상
 신규 MSO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관광 안내 책자, USB 동영상 개별지급, 영어 통역

등 추가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배가

교육생 모집
 MEO-P ’22 교육생 지원자 모집 어려움

• 1차 마감(2월 말): 4명 지원
• 2차 마감(3월 말): 몽골 15명 지원 의사 표명/취소, 7개국 9명 지원
• 이후 12개국 15명 지원하였으나, 비자 발급 등의 문제로 최종 10개국 12명 참가
 교육생 모집 방식을 현재 방식에 추가하여, MSO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MCF 未 설립 국가를 지정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병행
 「MEO-P 목적」달성 미흡
• MCF 未 설립 국가 초청 / MCF 설립을 지원: 전무(이라크 지원자 한국행 비행기 놓침)
• MCF 활동 미약 국가 주로 참석

참가자 관리
 한국 입국 以前

• WhatsApp 운용(4월 9일~현재, 37명 가입)
- 실시간 정보 교환 및 질의∙애로∙건의 사항 수렴/처리
- 교육준비 사항 사전 공지 및 Pre-Orientation 역할로 교육/입국에 대한 두려움 해소

 한국 체류 中, 한국 문화 적응 및 교육 내용 이해 및 이탈자 방지를 위한 한국인

안내 및 관리자 지정,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입원 조치(카메룬 참가자)
 한국 출국 以後, 자국의 MCF 활동을 위한 지원/관계 유지를 위해 WhatsApp

계속 유지 및 세계 선교국 담당팀장과의 지속적인 접촉/유대 강화
※ 카메룬 참가자(Ambe Ignatius Nsoh): 입원 및 항공권 재발급으로 35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입국 및 출국
 비자 발급 어려움: 비자 제한국가 및 비자 발급 지연

 수 차례 대사관 담당과 무관 협조로 기한 내 발급 가능
 입∙출국 시 세계 선교국 담당 팀장이 직접 환영 및 환송을 실시

 계속적인 관리 및 밀접한 관계유지 가능
 카니발 차량 지원으로 대규모 인원 이동 용이/예산 절약
 항공편이 맞지 않아, 다수 화요일(9일차) 출국
 정부의 백신 정책 완화(6.8일)
* 백신 未 접종자 Soriano 차기 회장 및 Rick Ryles 강사 참가 가능

행사 장소
 해군 중앙교회 이용

• 개∙폐회 예배(본당) 및 주 강의장(비전홀)으로 이용
• 식당, 소그룹 모임, AMCF 리더 미팅 장소로 별도 공간 사용
• 여전도회 및 권사회의 식사 봉사 및 간식 제공
• 해군중앙교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애로사항 현장 해결
 종교 관련행사(MEO-P) 및 종교시설 연계로 교육 훈련 효과 배가, 예산 절감 및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
 계속적으로 해군중앙교회를 이용하여 MEO-P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2023년 6∙25 상기 구국성회: 6.21(수)~23(금) / 오산리 기도원

숙박 및 식사
 숙박: 해군 호텔 및 공군 호텔 사용
 1개 호텔에서 수용할 수 없어 분산 숙박으로써, 이동용 차량 추가 소요 발생 및 분산

관리의 어려움

 식사
•
•
•
•
•

조식: 새벽 배송 업체를 이용한 신선한 continental breakfast 제공
중식∙석식: 다양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의 도시락 주문
환영 오찬∙환송 만찬: 전문 뷔페업체 이용
외식: 통일촌 장단콩 마을, 일품 진진수라(후원) 등 토속적이면서, 한국적인 식당 이용
친교시간을 이용하여 해군중앙교회 간식을 제공
 다양한 메뉴 및 해군중앙교회 여전도회 봉사 제공으로 참가자들을 대단히 만족

강의 내용
 현상
• 有 경험 강사 위주로 편성하였고, 강의 준비 내용 사전 2회 점검(교육훈련 국장주관)

• 새로운 과목 추가: 한국 및 한국군 선교활동, 판문점 견학, Senior Leader들과의 대화 등
좋은 반응
• 참가자 설문서: 대부분 강의가 충분히 이해 가능했으며, 차기 自國 MCF 활성화를 하는데

유익하리라고 판단
* 성경적 리더십, MCF 창설 및 성장, 국가별 발표, 개인 전도/개인 간증, IBS 등 좋은 반응

 보완사항
• 강사들의 강의 기법, 영상 자료 포함 등으로 수준 높은 강의 필요성 제기
• ‘MCF 설립/성장’ 교육 시, MEO-P의 교육내용이 自國 MCF 창설 및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현장 목소리를 담은 동영상으로 제작/상영(크로아티아, 몽골 등)

경건회 및 찬양
 경건회: MSO 사역자에 의해 최초로 3회 실시
 찬양과 말씀, 피아노와 기타를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예배 분위기 유도 필요성 제기
 MSO 사역자에 의한 경건회 계속 발전

 찬양 팀
• 6개 팀: 마나하임 찬양단, 임마누엘 찬양단, 하늘빛워십찬양단, 공군중앙교회 찬양단,

그레이스 찬양단, 해군중앙교회 찬양단
 군 및 후원교회 찬양단의 적극적인 참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동의 분위기 연출

안보 현장 및 문화 탐방
 한국군 군 선교 현장 참관
• 국군 중앙교회 새벽 기도 및 6∙25 구국성회 참관
• 25사단 진중 세례식 참관 및 전방 교회(도라) 방문

 교육생들에게 강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음

 안보 현장 및 문화 탐방
• 판문점, 제3땅굴, JSA, 도라 전망대 방문

• 전쟁 기념관, 청와대, 경복궁 올림픽 공원, 아이파크 몰 등
 MEO-P 교육생 최초 판문점 방문으로, 해외 참가자에게 한반도 안보 인식 공유

예산
구분

계

항공료

식비

숙소

PCR test

버스 렌트비

기타

2022년 실제
6,343만원
(교육생 12명)

3,055만원

852만원

677만원

173만원

150만원

1,436만원

2022년 계획

5,585만원

2,710만원

1,059만원

694만원

194만원

150만원

778만원

2019년 실제
5,596만원
(교육생 23명)

2,600만원

1,082만원 1,082만원

150만원

682만원

X

* 물가/항공료 인상(2~2.5배)
* 취소한 비행기표 환불금액(3백 만원 예상)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

개•폐회예배 및 수료식
 개회 및 폐회 예배

※ 폐회 예배 시, AMCF 차기 회장 및 3PSO 위원장 특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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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사항
 MCF 미 설립국가나 MCF 활동 미약 국가를 위주로 교육생 우선 선발
 MSO 전략지역 국가 MCF지도자, MEO-P 적극 참여 권고
 KMCF 지도자를 MEO-P에 참석하게 함으로써, MCF 발전 및 세계 군선교지도자 양

성 기회로 활용

질의/토의

결론(총평)
2022년 MEO-P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관계자 모
든 분(MSO 임원진, Delegates, 내·외 강사들, 안내,
기타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