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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제105회기 총회세계선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이 사 장 이성화

서    기 최상호

1. 조직

1) 이사회 조직

•총      재 : 소강석

• 증경이사장 : 조중기 심재식 김성길 김선규 이춘묵 하귀호 박무용 김재호 김찬곤

•이  사  장 : 이성화 •명예이사장 : 김정훈

•부 이 사 장 : 박의서 신용기 김미열 •서      기 : 최상호

•부  서  기 : 정남호 •회      계 : 서정수

•부  회  계 : 임재룡 •회 록 서 기 : 김장교

•부회록서기 : 이정화 •총      무 : 정병갑

•감      사 : 강재식 박춘근 김형국

•권역이사회 : 강원 –김창환  경기남 –고창덕  경기동 –김영삼  경기북 –육수복

경기서 –진영화  경북 –이호현  광주 –이상복  대구 –윤성권

대전충청 –조상용  부산 –문상무  서울강남동 –김광석  서울강남서 –이덕진

서울강북동 –김진하  서울강북서 –한수환  울산경남 –김종혁  인천 –배정훈

전남 –홍석기  전북 –박재신  제주 -박창건

•실 행 위 원 : 강송중 강재식 강진상 고석찬 고영기 고창덕 권순웅 권  호 길요나 길현주 

김관선 김광석 김근영 김기철 김대훈 김미열 김상준 김신근 김영민 김영복 

김영삼 김영우 김용국 김용수 김인범 김일수 김장교 김장명 김재철 김정화 

김정훈 김종준 김종천 김종혁 김진하 김찬곤 김창수 김창환 김철수 김태일 

김한욱 김현중 김형국 김형찬 김희수 남태섭 류명렬 류병수 맹일형 문성남 

민찬기 박만규 박명배 박석한 박성순 박성일 박승남 박영석 박용규 박의서 

박재신 박준유 박창식 박춘근 박태한 방성일 배만석 배재군 배정훈 서정수 

성남용 소강석 손동후 송영의 송주현 송태근 신동희 신용기 신진호 심욱섭 

심충열 양대식 예성철 오성수 오성환 오정현 오정호 옥성석 유정식 윤영민 

윤영배 이관형 이권희 이규현 이기동 이덕진 이동관 이상복 이성화 이승희 

이억희 이영신 이용범 이윤찬 이재범 이정화 이진우 이형린 이호현 임재룡 

임재호 장봉생 장영일 장창수 전태균 정계규 정규재 정남호 정병갑 정영교 

정영기 정재호 조남용 조동원 조상용 조승호 조영래 진영화 최광염 최남수 

최병현 최병효 최상호 최재호 최종순 하재삼 하재호 한근수 한창호 현상민 

홍문수 홍성인 황인철 황일동 황재열 (총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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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1) 전문위원회 임원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 : 박용규, 부위원장 : 김광석 남태섭, 서기 :이용범

•소위원 : 김인범 김종혁 오석준 이영신 장봉생 최상호 황재열

② 재정위원회

•위원장 :강진상, 부위원장 : 김기철 이호현, 서기 : 김용수

•소위원 : 김한욱 박준유 박창식 서정수 이현국 정명호 정영기

③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위원장 :최종순, 부위원장 :배재군 김재철, 서기 :황인철

•소위원 : 김영우 박만규 박의서 박춘근 정규재 최병효 현상민

④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위원장 : 김장명, 부위원장 : 윤창규, 서기 :조남용

•소위원 : 김  구 맹일형 이정화 이종문 진영화 함성익

⑤ 의료･복지위원회

•위원장 : 김관선, 부위원장 : 김창환 안기성, 서기 :이장연

•소위원 : 김남준 김장교 류명렬 박영석 오성수 이권희

⑥ 자녀위원회

•위원장 :정영교, 부위원장 : 오성환 화종부, 서기 :하재호

•소위원 : 김종원 김철수 김현중 임병선 임재룡 정운락 천종민 한기승

⑦ 여성위원회

•위원장 : 박재신, 부위원장 : 김봉수 정계규, 서기 : 김정화

•소위원 : 권성호 권호욱 길요나 김미열 남창우 조정희

⑧ 윤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염, 부위원장 : 김창수 류병수, 서기 :조동원

•소위원 :고광석 고석찬 김선익 김영삼 이억희 임재호 정병갑

⑨ 국제위원회

•위원장 : 양대식, 부위원장 : 민찬기 임종구, 서기 : 김석호

•소위원 : 김미열 김윤기 박윤성 성남용 이태현 하득희

⑩ 비즈니스위원회

•위원장 : 권순웅, 부위원장 : 김진하 박창건, 서기 :조상용

•소위원 :강문구 박종희 송주현 송태근 신용기 이성택 이현재

⑪ 문화사역위원회

•위원장 :방성일, 부위원장 : 박성규 황남길, 서기 : 김신근

•소위원 : 김희수 이기봉 이진우 정남호 한근수 한수환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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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멤버케어위원회

•위원장 :하재삼, 부위원장 : 백근기 조현삼, 서기 : 김형찬

•소위원 :고창덕 김상윤 배만석 신용기 이기동 조승호 최남수

(2) 지역위원회 임원

① 중국

•위원장 :이기동, 부위원장 : 김용국 맹일형, 서기 : 김기선

•소위원 : 박지웅 정남호 박창식 박재신 김석호 양성태 서해원 정병갑

② 일본

•위원장 :황재열, 부위원장 : 김한욱 권호욱, 서기 : 손동후

•소위원 :정운락 장영일 옥광석 박만규 서정수 김정민 조현삼 옥성석 김은호

③ 실크로드

•위원장 :한창호, 부위원장 :이용범 김봉수, 서기 :정현민

•소위원 : 김미열 김장교 김성길 맹일형 서정수 정병갑 조승호 김종혁 

④ 메콩개발기구 

•위원장 :이권희, 부위원장 :예성철 윤창규, 서기 : 오성수

•소위원 :강재식 정현민 고문산 최종순 임재룡 한근수 박의서 

⑤ 동남아시아

•위원장 : 김영복, 부위원장 :장봉생 김종혁, 서기 : 김현중

•소위원 :조동원 이관형 방성일 이상복 김  구 최상호 박지웅 

⑥ 서남아시아

•위원장 : 박만규, 부위원장 :이덕진 김용수, 서기 : 김영삼

•소위원 : 김성일 김경택 장창수 임종구 김용기 강송중 양대식

⑦ 태평양

•위원장 :황일동, 부위원장 :이규현 김영삼, 서기 : 김일영

•소위원 : 김동희 하재삼 양혁승 박준유 이기봉 이억희 김진수

⑧ 유럽

•위원장 : 박성규, 부위원장 :최남수 최현범 김기철, 서기 :심욱섭

•소위원 :정명호 여성헌 김용국 이덕진 장순직 류병수 민찬기

⑨ 유라시아

•위원장 :최병효, 부위원장 : 송준인 양대식, 서기 : 김대훈

•소위원 : 김미열 이현국 심욱섭 길요나 임병선 배재군 전주남 이태현

⑩ 서부아프리카 

•위원장 : 김영민, 부위원장 : 김인식 정재호, 서기 :이재범

•소위원 :계성인 김경천 김연섭 김영욱 김종민 박은철 배성현 심수명 양대식 양승철 양우용 

이기동 이찬영 조영석 최남수 한성근 홍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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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동남부아프리카

•위원장 : 박창식, 부위원장 :여찬근 김태일, 서기 : 류명렬

•소위원 : 김미열 이정화 김재철 길요나 고문산 방성일 진영화 정병갑

⑫ 아메리카

•위원장 : 오정호, 부위원장 :조동원 민찬기, 서기 :고석찬

•소위원 :황인철 박춘근 이관형 박재신 이상화 이진우 정영기 권순웅 홍석기

⑬ 한국외국인

•위원장 : 맹일형, 부위원장 : 옥광석 이영배, 서기 : 김근영

•소위원 :조정희 임용주 예성철 서경철 정중헌 이상복 황석산

⑭ 중동

•위원장 : 윤영민, 부위원장 : 김윤기 김철수, 서기 :이진우

•소위원 : 유성택 문홍선 김근영 김관선 박승남 정영교

⑮ 동남아이슬람

•위원장 :배만석, 부위원장 :정중헌 송영의, 서기 :임재호

•소위원 :조상용 박의서 옥광석 김범선 김정화 김정민 신용기

⑯ 북한

•위원장 :정규재, 부위원장 : 김서택 박성순, 서기 : 김영우

•소위원 :심욱섭 송유하 김석호 방성일 김용수 김태일 김관선 안중훈 김광석

2. 회의

1) 제1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9. 3(목) 16: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정기 임원회 : 첫주일 지난 목요일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하기로 하다.

(2) 실행이사회 조직, 지역 및 전문위원회 조직은 이사장, 선임 부이사장(박의서 목사), 정임원회, 

총무, 행정사무총장, 선교사무총장으로 하기로 결의하다.

(3) 제23회기 예산, 사업 계획은 실행이사회에서 인준 받되 실행이사회는 9월 18일 오전11시 

(선교본부)에 소집하기로 하다.

(4) 이사장 이.취임식은 총회장 이･취임식 후 하는 것으로 하되, 차기 임원회에 결정하기로 하다. 

2) 제1차 정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9. 4(금) 11:00

 장 소 :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시무)

 결의사항

(1) 회원점명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6명)가 참석하다.

(2) 성수가 되어 이사장의 기도로 개회하여 회의를 시작하다. 실행이사회는 정관안에 100명 내

외로 되어 있기에 130여명 정도 정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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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3회기 전문위원회를 조직하되 먼저 위원장과 서기를 인선하고, 각 전문위원회에 정･부

임원을 각 소위원회에 배치키로 하다.

(4) 지역위원회 임원

(5) 12개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소위원과 16개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소위원선임은 이사장과 

서기, 총무, 행정사무총장, 선교사무총장이 인선하기로 하고 9월 10일 정기임원회 때에 추

인받기로 하다.

3) 제1차 정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9. 10(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제23회 이사회 정기총회 회의결과는 서기단에서 검토

하여 다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2차 GMS 제23회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2회기 제5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③ 제22회기 제5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제22회기 제2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정갑신을 정병갑으로 자구수정 

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⑤ 제22회기 제2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속회 회의결과는 정갑신을 정병갑으로 자구수

정 하고,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⑥ 제22회기 제2차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⑦ 제22회기 제5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

① 행정부 일정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선교부 일정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선교부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2019년 법인세 환급금(선교사 재정 및 경상회계) 이자분 정리의 건은 유인물 대로 

받기로 하다.

나. 23회기 실행이사 선정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고, 실행이사회비 미납자는 행정사

무총장이 공문을 보내 미납회비 납부의사를 타진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다. 전문･지역위원회 조직의 건은 임시로 받고, 정임원과 부이사장 3인(박의서, 신용기, 

김미열)이 조직하여 다음 임원회에 보고 하기로 하다.

② 선교부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임동호(관동중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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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호(인도네시아서부지부)

㈐ 최석(실크로드 키르키즈지부)

㈑ 정유석(실크로드 코람데오지부)

㈒ 이정우(하노이 VOV지부)

㈓ 윤성환(키르키즈스탄 르호봇지부)

㈔ 이하종(우즈베키스탄팀지부)

나) 사직청원

㈎ 문○식/안○경A(AX)

㈏ 최준희/손영희(인도네시아)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김선근/이정옥(베네수엘라→한국)

라)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 정○진/서○라(AX, 성서중부교회 /정칠식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장동익/곽화자(사이판, 창의문교회/설우창 목사→대표교회 섬기는교회/김종수 목사,

공동후원 송탄영광교회 /박인성 목사)

나. 행사청원

가) 지역대표 회의

나) 지역대표 및 지부장 연석회의

다) 기타청원

㈎ 캄보디아 김진욱/박금영선교사 징계 원인무효 청원의 건    

(7) 기타토의

① 제23회 이사회 정기총회 지출내역 보고(별첨#3)로 받기로 하다.

② 인사위원회, 장학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조직은 전례를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여 다음 임

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③ 선교전략연구개발원장 김철수 선교사 인사를 허락하다.

4) 제2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9. 18(목) 12: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제23회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조직을 검하며 보완하다. 노회이사는 총회 개회 후 천서로 

총대로 확정된 각 위원회에 조직키로 하다. 유럽지역 위원장은 최남수 목사 임명의 건은 이

사장 이성화 목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는 임시보고 받기로 하고 연조 편성은 서기와 두 사무총장에게 위

임하기로 하다.

5) 제23회기 제2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10. 8(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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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감사 박경환 목사를 김형국 목사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1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코비드로 인한 모임의 어

려움으로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을 함께함을 보고하고, 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1차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결과는 1여년 동안 활동치 못하

였으나 이미 브라질 총회에서 20만불로 건축을 진행하는 중에 있으므로 명칭은 브라질 

교회 개척 프로젝트로 명명하되 위원장 명예이사장 김정훈 목사, 본부장 박춘근 목사 위

원회 구성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회로 하되 본부 이사장 이성화 목사 지도하에 구성키

로하다.

③ 제23회기 제1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경상재정 이사선교세미나 예산과 코비

드19 예산 중 일천만원 후원금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고, 두 사무총장 퇴임시 전별금 일

원화의 건은 연임하였을 때(6년) 500만원, 한 임기는 300만원으로 지급하며, 9월 월급은 

지급하기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1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결과대로 받기로 하다.

⑤ 제23회기 제1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는 받기로 하되, 이사장 이･위임식은 2020년 10월 22일 11시에서 14시

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취임식 행사는 선임부이사장과 정임원회 5명이 맡아서 하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가. 권역이사회 위원장 보고의 건은 부산권역 위원장에 문상무 목사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나. 신임이사 보고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되, 임마누엘교회 이은철 목사는 총회 사

무총장으로 봉사함에 따라 당회장직이 상실되므로 선교사 청원의 건에서 당회장이 

될 수 없기에 서기가 총회에 질의하여 확인하기로 하다.

가)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목사 :인도 최종호 /함은경 선교사 파송

나) 영광교회 왕재권 목사 : 태국 김나실/최계실 선교사 파송

다) 임마누엘교회 이은철 목사 :캄보디아 배봉신 /김영우 선교사 파송

라) 만수중앙교회 소평수 목사 :캄보디아 도성욱/박민희 선교사 파송

② 선교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사 소천의 건 -김상천(필리핀)

나.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포스트 코로나 선교방향 및 지원대책을 위한 파송교회 초청 간담회 개최의 건은 이

사장이 인사서신과 선물을 파송이사들에게 일차적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신문과 매

체를 통한 홍보와 영상제작,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다. 파

송이사 초청 간담회는 시간을 두고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다. 

나. 코비드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모금운동의 건(별첨#6)은 허락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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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 제23회기 실행이사 선임 및 사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가) 추가 :서울남교회 강송중 목사(월 20만원 회비납입 중)

나) 사임 :전주서문교회 김석호 목사(교회 사역 형편상) 

② 선교부 청원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지정구(불가리아지부)

나) 사직청원

㈎ 안유리에(아르헨티나)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김재영(페루→브라질)

㈏ 이상덕/권민주(우간다→남아프리카공화국) 

라)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 이웅재 /인미경(방글라데시, 세광교회 /유창진 목사)

(7) 기타토의

① 인사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② 장학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③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 구성은 노회파송이사 명단을 총회로부터 받아 추가하기로 하다.

⑤ 총신 신대원 81회 동문회에서 보내온 공문에 대하여 선교사 웹진문서 조사처리는 윤리위

원회로 넘기고 총신 신대원 81회 동문회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다.

5) 제3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10. 22(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제23회기 GMS 이사장 이.취임식 건/준비위원회가 경과 사항을 보고하고 이취임식 순서와 

순서담당자를 확인하여 그대로 받기로 하고 사례비는 “전례대로”를 “규정대로”로 수정하기

로 하고 선물은 벽시계로 준비한 것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2) 이사들의 업무협조 요청을 위한 선물의 건/넥타이를 선물하기로 하고 1,500개를 제작하여 

이사교회(이사 목사와 선교위원장) 1,200개와 노회 파송이사 150개, GMS 방문자 150개를 

선물하기로 하고 제작비용(1,350만원 / 1500개*개당9,000원)은 이사장과 전체임원들이 반

액씩 분담하기로 하다.

(3) 윤리위원회 보고의 건/윤리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선교회의 웹진에 대한 사

항과 추후 처리에 대해서는 이사장 이성화 목사에게 맡겨서 조치하기로 하다.

6) 제3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11. 11(수) 14:00

 장 소 :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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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① 제23회기 제2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되, (3) 각 위원회 결과보고  

② 제23회기 제1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p.6) 중 “코비드19 위기상황 극복 및 

파송교회와의 간담회 건은 9개 권역모임 시” 예산을 경상재정 이사선교세미나 예산과 코

비드19 예산 중 일천만원 후원금 사용을 허락하기로 하고, 두 사무총장 퇴임시 전별금 일

원화의 건은 연임하였을 때(6년) 500만원, 한 임기는 300만원으로 지급하며, 9월 월급은 

지급하기로 하다로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하고, (5) 각 부서보고 ① 행정부 나. 신임이사 

보고의 건(p.9)은 보고대로 받기로 하되, 임마누엘교회 이은철 목사 당회장권에 대한 문

제는(총회 사무총장으로 봉사함에 따라 당회장직이 상실됨) 원안대로 받되, 서기가 총회

에 질의하여 확인 후로 자구 수정하기로 하며, (6) 각 부서청원 ① 행정부 청원 가. 포스

트 코로나 선교방향 및 지원 대책을 위한 파송교회 초청간담회 개최의 건(p.11)에서 일정

은 삭제하여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3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2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1차 중국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되, 예산은 추후 

검토키로 하고, 서기 변경의 건은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가. 선교사 개인 퇴직연금 확정 판결 보고(판결문 별지)는 기금관리위원장 김미열 목사

의 보고한 그대로 받고, 기금관리위원의 확대에 관한 건은 다음 회의 때에 보완하여 

보고토록 하다.

② 선교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사 소천의 건 -김종선(한국)

나.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고, 마. 임원수련회의 건은 준비위원으로 서기 최상

호 목사와 두 사무총장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가. 지역위원회 임원 변경의 건

가) 추가 : 유럽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

나) 변경 :한국외국인 지역위원회 위원장, 서기 

사유 :김기철 목사 위원장 사임

변경후 :위원장 맹일형 목사(왕십리교회), 서기 김근영 목사(수원제일교회)

나. GMS 2021년도 달력 구입 장려의 건

다. 임원, 지역 /전문위원회 카이로스 훈련

라. 직원연수회

마. 임원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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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송신근(캄보디아 메콩지부)

㈏ 손회실(사헬남부지부)

㈐ 김영섭(사헬동부지부)

㈑ 이성로(아마존지부)

나)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 김현승 /이선경(몽골,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

㈏ 김성재 /신향순(한국, 성문교회 /천종민 목사)

나. 행사 청원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가) 행사명 : 23회기 제1차 안식년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나) 행사명 : 23회기 제1차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 워크샵(화상회의)

다) 행사명 :제2차 귀국자 디브리핑(위로회)

라) 행사명 : 23회기 LMTC 원장 실무자 간담회(화상회의)

다. 기타 청원

가) 수경노회 황바울 선교사 면직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의 건은 선교사 행정

세칙 제3장 제1절 제12조 3항에 의거하여 그 내용대로 두 사무총장이 연명하여 

통보키로 하다.

나) 일본 지역선교부 지역대표 사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7) 기타 토의

① 명예선교사 모임을 12월 2일 후암교회(박승남 목사 시무)에서 하기로 함을 보고 받다.

② 임원회의 시 임원 외 참석자는 미리 임원회에 통지하여 결의로 참석시키기로 하다.

③ 이사교회의 2021년도 예･결산 재정위원회에 맞추어 선교편지를 발송하기로 하다.

7) 제4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12. 10(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① 제23회기 제3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2차 중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되,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소위원회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중국지역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처리하기

로 하고 임원소위원은 김미열, 최상호, 서정수 목사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1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고, 위원 충원 청원의 건은 허락하

기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2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은 그대로 받고,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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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서 보고

① 선교부 보고는 보고대로 받기로 하다.

가. 제23회기 제1차 지역대표 회의

나. 제23회기 제1차 안식년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다. 제23회기 제1차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 워크샵

라.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마. 선교사 소천의 건 -김활영(한국 /원로)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비대면 화상회의 회의여비 지급기준 결정의 건은 5만원으로 결의하다.

②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김용준(아르헨티나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고석찬/오경옥(미국)

㈏ 강일용/강주희(미국)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김경환(미국→한국)

㈏ 김현승 /이선경(몽골→우크라이나)

㈐ 한○훈 /이○숙(한국→AX)

라)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 이○주(AX, 김제노회 남부시찰 /이재호 목사)

㈏ 이시우 /원진우(태국, 이리중앙교회 /조성천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최규환/강영주(벨기에, 없음→서울은현교회 /최은성 목사)

나. 기타 청원

가) 하나 바이블 Family 멤버십 구축을 위한 협조의 건(별첨#1 총회공문)은 번역은 

본부가 하고 비용은 총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총회 교육개발원에 공문을 발송하기

로 하다.

㈎ 2021년 새롭게 출간하는 <하나 바이블> 교재를 해외 선교사 및 주일학교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GMS에서 번역을 맡아서 진행(GMS예산 편성 필요)

㈏ 총회는 번역된 원고를 디지털 교재로 제작하여 해외 선교사 및 주일학교에서 하용

하루 수 있도록 보급(디자인 비용 및 디지털 교재 제작비는 교육개발원 예산 편성, 

GMS 소속 선교사 및 주일학교는 영상 및 앱/웹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 가능)

(7) 기타토의

① 인사위원회는 12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다.

② 임원수련회는 연기하기로 하다.

③ 사랑의교회 선교회와의 MOU 체결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고, 총무가 진행하기로 하다.

④ COVID-19 상황의 장기화에 대해 계속 후원 요청의 건은 사무총장에게 맡겨서 진행하기

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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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0. 12. 29(화) 17:00

 장 소 : 비대면 그룹 카톡 회의

 결의사항

(1) 제23회기 인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사의 건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9) 제5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1. 7(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는 

① 제23회기 제1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1차 중국지역위원회 청원 협의를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

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2차 중국지역위원회 청원 협의를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

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3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와 ⑤ 제23회기 제4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결

과 보고는 받고 선교사들이 보류 요청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사장과 기금관리위원회에 

맡겨서 실시하도록 하다.

⑥ 제23회기 제2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되 

선교사 순직자 청원에서 故김활영 선교사 순직자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⑦ 제23회기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행정부

가. 지역선교부 용 행정프로그램 개발의 건

나. GMTI 온라인 과정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의 건

②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선교지 변경 청원

㈎ 고호익/노정화(라오스→브라질)

㈏ 김미형(GMS본부→한국 /특수)

㈐ 진○선 /김○단(AX→라오스)

㈑ 이○모(AX→나미비아)

나) 파송교회 변경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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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철 /김선옥(필리핀, 삼양교회 /김상준 목사→평택산성교회 /이영철 목사)

㈏ 이상수 /오선희(베트남, 없음→공동후원 대표교회 :성광교회 /김인호 목사

공동후원교회 :원봉교회 /박춘삼 목사, 생명샘교회 /유영범 목사, 

득윤리교회 /김창수 목사

㈐ 이○모(AX, 꿈이있는교회 /김성찬 목사→성문교회 /천종민 목사)

나. 행사 청원

가) 행사명 : 지역선교부 분권을 위한 행정코디 워크샵

다. 기타 청원

가) 모범지부 표창의 건

㈎ 라오스 란쌍지부

㈏ 미얀마지부

10) 제6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2. 4(목) 10:4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① 제23회기 제1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② 제23회기 제3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③ 제23회기 제2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4) 본부 행사 일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선교사 정년은퇴 보고 

가) 배영선(한국)

나) 김영구 /이강옥(이집트)

다) 박○철 /이○자(AX)

라) 정금태/이복래(파라과이(GP))

나. 지역선교부 분권을 위한 행정코디 워크샵

다.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행정부 

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의 건은 이사장에게 맡겨서 조직하기로 하다.

나. 본부 직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청원의 건

다. 선교사 퇴직연금 반환액 지급의 건은 GMS규정대로 실시하기로 하다. 단, 선교사 동

의서와 파송교회 당회장 동의서를 받고 퇴직시에 퇴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는 확인서를 받고 지급하되, 담당 위원으로 김미열, 최상호, 김장교, 서정수, 정

병갑 에게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다. (파송교회 당회장에게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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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청원

㈎ 허준(미얀마화런지부)

㈏ 이상열(캐나다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이○우 /김○미(AX)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김○찬/서○희(AX→탄자니아)

㈏ 홍일순/김춘선(요르단→터키)

㈐ 김규동 /최미정(몽골→대만)

라) 파송교회 변경 청원

㈎ 김정택/유춘희(성현교회 /박춘명 목사→새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

마) 지부 변경 청원

㈎ 임채명 /황창윤(터키, 실크로드 터키지부→터키2지부)

나. 행사 청원

가) VMK 겨울수련회

다. 기타 청원

가) 2021년 MK 대학교 신입생 격려금 지급 청원

(7) 기타 토의

① WKPC에서 보내온 제45차 정기총회(2021.06.01 ~ 03, LA 나성열린문교회)에 GMS 이

사장 및 임원 초청의 건은 참석하기로 하고, 임원수련회를 겸하여 실시하기로 하며 준비

위원으로 정병갑, 최상호, 서정수 목사에게 맡겨서 진행하기로 하다.  

② 총회에서 일금 5억원을 본 GMS에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후원 대상으로 가. 파송이 중단

된 선교사들이 후원교회를 찾도록 지원, 나. 국내에 머무르는 선교사들, 다. 코로나19 확

진 선교사, 라. 어려움에 처한 MK들을 중심으로 하고, 실무위원으로 신용기, 최상호, 김

장교, 서정수, 정병갑 목사로 하고 조기산, 전철영 사무총장이 협력하도록 하다.

11) 제7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3. 11(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고, 총회가 미자립 선교사들을 위해 5억을 지원한다고 보

도가 나간 후 선교사 재정과 경상재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GMS 재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함

으로 이사회비 납부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이사회비 납부에 대하여 공지하였음을 

행정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2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와 청원사항을 받되, 직원의 정년 문제는 

정책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1차 아메리카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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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3회기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되, “전문계약직”에서 “전문”을 삭

제하여 받기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1차 선교사 퇴직연금 반환액 지급에 따른 후속처리 담당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⑤ 제23회기 제3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훈련)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⑥ 제23회기 제3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심의)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⑦ 제23회기 제1차 태평양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가.는 받기로 하고, 나.는 보류하

기로 하다.

⑧ 제23회기 제1차 한국외국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⑨ 제23회기 제3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가.는 이사장, 서기, 회계, 총

무, 부이사장 박의서 목사에게 맡겨 처리하고, 나.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보고의 건

② 선교부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고, 미얀마 사태는 선교사무총장과 위기관리원에 맡겨 처

리하기로 하다.

가. 선교사 정년은퇴 보고 

가) 임창남(필리핀)

나. VMK 겨울수련회

다. 2차 귀국자 디브리핑(위로회)

라. 제34차 아메리카 AMTC 이사회 회의결과

마.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선교사 사직 청원

㈎ 박병주 /이정순(영국)

㈏ 정○진 /남○희(AX)

㈐ 홍기원 /박현주(브라질)

㈑ 이부원(미국)

㈒ 김상준/김가람(코스타리카)

나) 선교지 변경 청원

㈎ 노영철 /김선옥(필리핀→미국)

㈏ 이○우B /김○희E(AX→한국)

㈐ 이정선 /주탄옥(탄자니아→인도네시아)

㈑ 전성호(미국→캐나다)

다)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윤성호 /한유정(베트남,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대구서부교회 /남태섭 목사)

㈏ 임미경(베트남, 없음→수원삼일교회 /송종완 목사)

라)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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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 /오○이(AX, 동산교회 /홍순용 목사)

㈏ 조동현/신한나(남아프리카공화국,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

㈐ 김규동 /최미정(대만,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

㈑ 이정수 /한미자(베트남, 싱가폴 한인선교교회 /임남규 목사)

㈒ 백○옥(AX, 부곡교회 /남진 목사)

㈓ 이승용(싱가폴, 싱가폴 한인선교교회 /임남규 목사)

㈔ 유명종/추혜필(뉴질랜드,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마) 지부 변경 청원

㈎ 황대연 /조혜정(일본, 관동중부 지부→동북 지부)

나. 행사 청원

가) MCEP 온라인 특별 강좌

다. 기타 청원

가) GMTI 105기 특별과정 훈련비 반환의 건

(7) 기타토의

①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금 사용내역,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하다.

② 후원교회가 없는 선교사 후원개발을 위하여 3+1(50만원 3교회) 후원을 전국교회에 적극 

홍보하기로 하다.

③ 선교지로 귀임하는 선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12) 제8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4. 8(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 위원회 보고는 수정 보완하여 받기로 하다.

① 제23회기 제1차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2차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가. 선

정 기준에서 마) 2중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다. 다. 2차 지원 신청 공지내용에

서 ㈐ 코비드19로 인하여 직접적인 질병이나 사고 및 특별한 사항이 있는 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결정하기로 하다를 추가 수정하기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2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1차 조동진 선교학 연구소 업무협약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고 “본 시설을 GMS선교역사관(가칭)으로 추진 청원의 건”은 “본 시설을 GMS 

역사관(가칭)”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 일정(안)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4월 20일(화) 오후 3시 선교본부에서 개최될 총회임원회를 위하여 행정사무총장에게 위

임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4월 20일(화) 오후 2시 임시임원회로 모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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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부서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① 선교사 소천보고 –이정희(일본)

② 선교사 정년은퇴 보고 –황복만 /고영순(캐나다)

③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다. 기타청원 라) 미얀마 지역 선교사 특별재난지

원의 건은 미자립 선교사지원 소위원회에 맡겨서 추진하기로 하고 위원에 박의서 목사를 추

가하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최수명(사헬서부지부)

나) 선교지 변경 청원

㈎ 유○영 /박○희A(AX→태국)

다)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최○현/김○경(AX, 총신88선교회/대표 양은광 목사→성동중앙교회/양은광 목사)

㈏ 홍○셉 /홍○숙(AX, 없음→큰빛교회 /홍성서 목사)

㈐ 임○혁 /조○화(AX, 일산신성교회 /정병갑 목사→대표교회 일산신성교회 /정병

갑 목사 공동후원교회 예수사랑교회 /김진하 목사)

라) 선교지 지부 재편성 청원

안창호 /김희심(말리, 서부아프리카 사헬 동부지부→서부아프리카 사헬 서부지부)

나. 행사 청원

가) 선교사 건강진료(침)

다. 기타 청원

가) 2021년 GMS MK 대학교 신입생 격려금(2차) 

나) 아메리카 AMTC 훈련 및 재정청원

다) GMTI 105기 특별과정 훈련비 반환의 건(추가)

라) 미얀마지역 선교사 특별재난지원의 건

(7) 기타토의

① KWMA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강대흥 선교사의 인사를 받고 협력하기로 하다.

13) 제5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4. 20(화) 14:0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기독신문 활용의 건은 유인물대로 받되,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2) 임원 수련회의 건은 포스트 코비드 대책을 위한 임원 연수회로 하기로 하고 예산은 사모경

비를 포함하여 임원수련회 예산내에서 충당하기로 하다.

14) 제9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5. 6(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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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① 제23회기 제8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5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되, 기독신문 계약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이지만 시행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자구

를 삽입하여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고, 경상회계 지출 계정과목에 계수조정이 필요한 

계정은 재정위원회에 보고해서 계수조정을 하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3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1번 항은 받고, 2번 항은 삭제하여 받

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2차 한국외국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2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고, 2번 항에

서 은퇴한 선교사 부부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은 부부 간의 나이 차로 인한 의료 보험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정책위원회에 시행세칙을 연구하도록 하다.

④ 제23회기 제3차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되 2번 1항에 “위원장님 교회에서”를 “화원교회(위원장 신용기 목사)”로 자구를 

수정하여 받기로 하고, 총회지원금 5억원과 울산 대영교회 1억원 후원금은 사안을 구분

하여 총회와 울산 대영교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⑤ 제23회기 제2차 선교사 퇴직연금 반환액 지급에 따른 후속처리 담당위원회 회의결과는 

참석자에 총무 정병갑 목사 이름을 삽입하여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안)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이시윤(터키2지부)

㈏ 신판호(태국 제1지부)

나) 선교지 변경 청원

㈎ 장길선 /박금만(미국→브라질)

다)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홍진우 /한미숙(이스라엘, 창신제일교회 /담임 목사)

라)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이호선 /이미경(레바논, 없음 → 화원교회 /신용기 목사)

㈏ 황병철 /박순미(엘살바도르, 양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공동파송대표교회 꿈

과사랑의교회 /김동진 목사

공동후원교회 양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

나. 행사 청원

가) 제23회기 제2차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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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3회기 제1차 권역별 멤버케어 세미나 

다) GMTI 106기 공동체훈련 및 정탐훈련

다. 해외출장 청원

가) 아메리카 AMTC 훈련

(7) 기타토의

① 선교 현장에서 인터콥에 대한 교류 금지의 건은 제98회 교단총회 회의 결의사항을 선교 

현장에 보내고 그 결의 사항대로 지도하기로 하다.

15) 제10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6. 10(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서 등록마감일을 7월 30일(금)에서 8월 2일

(월)까지로 수정키로 하고 선관위의 조직보고는 받고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선관위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다.

② 제23회기 제4차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와 청원은 

받기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4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4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훈련)는 받기로 하되 결의사

항 나.에서 GMTI 105기 특별과정 ‘추가’를 삭제하고 조기산 목사 수료에 관한 부분은 

수정해서 받기로 하다.

⑤ 제23회기 제5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심의)는 받기로 하되 나) 순

회선교사 청원에서 파송교회를 남서울중앙교회로 수정해서 받기로 하다.

⑥ 제23회기 제4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⑦ 제23회기 제3차 인사위원회 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안)은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보고는 정기임원회를 오전10시로 수정하고,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

을 위한 소위원회의 일정을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① 행정부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본부 공사 보고의 건

② 선교부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사 소천 보고

가) 故김영화 /故고종옥(아르헨티나)

나) 故박동주(브라질)

나. 선교사 정년은퇴 보고

가) 송진윤/오성혜(브라질)

다. 제23회기 제2차 안식년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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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23회기 제1차 멤버케어 권역별 세미나 행사보고

마. 미주AMTC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

바.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나) 행사 청원 ㈎ GMS 선교포럼은 7월 8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하기로 하다.

① 선교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유명환(인도네시아동부지부)

㈏ 김진곤(중인도지부)

㈐ 박성일(태국 중부지부)

㈑ 김명자(미국 /특수지부)

㈒ 윤상호(태국 화런지부)

㈓ 이준호(태국 북부 제3지부)

㈔ 홍성훈(서유럽동부지부)

나) 지부 변경 청원

㈎ 강석문 /안현숙(인도, 북인도지부→동인도지부)

다)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박영주 /김송희(캄보디아, 전주온누리교회 /정용비 목사)

㈏ 배○봉/서○희(AX,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

㈐ 김철호 /조영남(독일, 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

㈑ 나명균/강삼순(뉴질랜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 황철 /김화(한국,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 양덕훈 /신미숙(태국,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

㈔ 하경남 /심은희(브라질, 한가람교회 /정재호 목사)

㈕ 강영진 /김유진(캐나다,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 함경식 /박인자(미국, 김제영광교회 /하재삼 목사)

㈗ 유정상(우간다,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

㈘ 이남종/전선희(미국, 수원명성교회 /안중훈 목사)

라) 선교지 변경 청원

㈎ 박○배 /이○리(AX→대만)

㈏ 류기종/고유선(미국→캄보디아)

마) 선교사 사직 청원

㈎ 박연수 /나영숙(태국)

㈏ 장○호 /오○이(AX)

바) 파송교회 변경 청원

㈎ 김기선 /임성옥(아르헨티나,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사) 지역선교부 지부 조정 청원

지부명 :코카서스지부(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조정전지역선교부 : 실크로드

조정후지역선교부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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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부 분립 청원

선교지 :미얀마

분립전 지부명 :미얀마지부, 미얀마 화런지부

분립후 지부명 :미얀마 1지부, 미얀마 2지부, 미얀마 3지부, 미얀마 4지부, 

미얀마 5지부

나. 행사 청원

가) GMS 선교포럼

나) 미얀마 리더십 워크샵

다. 기타 청원

가) 가칭 <GMS 스토리 -선교지에서 온 편지> 책자 발간 청원

16) 제11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

 일 시 : 2021. 7. 8(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및 화상회의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3회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워크샵)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3회기 제5차 총회 미자립 선교사 지원을 위한 임원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③ 제23회기 제4차 센터_후원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와 청원사항은 그대로 받고, 재

정은 재정위원회로 넘기기로 하다.

④ 제23회기 제1차 일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안)

① 행정부 일정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선교부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선교사 소천 보고

가) 故박동주(브라질)

나. 선교사 정년은퇴 보고

가) 김일만(뉴질랜드)

나) 이남백/신선용(독일)

다. 미얀마 리더십 워크샵

라.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마. 23회기 정년 은퇴 선교사 보고의 건(15가정)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본부 직원 인사의 건은 사직은 받고,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에서 회의하기로 하다.

② 선교부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되, 가. 선교사 청원에 바) 파송교회 변경청원을 추가하고, 

다. 기타청원 ㈏ 연희교회 담임목사 권오윤에서 박재훈 목사로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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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되, 바. 파송교회 변경청원을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가) 지부장 승인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이철우C(말레이시아지부)

㈏ 박웅현(네팔지부)

㈐ 신요한(루손북부지부)

㈑ 신영희(대만지부)

㈒ 이지연(치앙라이지부)

㈓ 이상석(케냐지부)

㈔ 강성원(미얀마 1지부)

㈕ 안성권(미얀마 2지부)

㈖ 허준(미얀마 3지부) 

㈗ 이상종(미얀마 4지부)

㈘ 임은효(미얀마 5지부)

㈙ 김미숙(태국 동북부지부)

㈚ 손영란(미국 /특수)

나) 프로젝트 승인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이창기 /이영숙(말라위. Aliyense 선교센터 건립)

다) 선교지 변경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이성욱/김은경(모로코→레바논)

라) 지부 분립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선교지 :미국

분립전 지부명 :미국 /특수

분립후 지부명 :미국서부지부, 미국동남부지부

마) 선교사 사직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박종희 /윤여선(나미비아)

바) 파송교회 변경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 계성혜(라오스, 없음→맑은샘교회 /임재룡 목사)

나. 행사 청원

가) 행사명 : VMK 여름수련회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나) GMS 선교포럼 및 본부연구원 수련회(예산 수정)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다. 기타 청원은 그대로 받고, 나) 연희교회 담임목사 권오윤에서 박재훈 목사로 자구수

정하여 받기로 하다.

가) 20년 근속선교사 명단(기념패) (30가정 56명, 장기회비미납자 제외)

나) 20년 근속선교사 20년 파송교회 명단(감사패) 17교회

다) 중동지역 선교사 위로금 지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라) GMTI 정규과정 훈련비 상향조정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다.



652❙제106회 총회 보고서

3. 사업보고 

날자 내용

2020년

  8월 10일~ 12일 외부감사(선교본부)

  8월 10일, 13일 GMS 리더를 위한 Covid-19 위기대응 워크샵(선교본부)

  8월 14일 자체감사(선교본부)

  8월 20일 시니어선교사 모임(선교본부)

  8월 21일 총회감사(선교본부)

  9월 18일 23회기 제1차 실행이사회(선교본부)

 10월  5일

GMTI 103기 정규과정 개강

GMTI 104기 특별과정 개강

LMTC 본부특별과정 6기 개강

 10월  8일
23회기 제1회 선교사 임명식(선교본부)

LMTC 본부특별과정 6기 종강

 10월 13일~ 15일 23회기 제1회 지역대표회의(선교본부 - 화상회의)

 10월 15일 GMS 전,현직 리더쉽 모임(선교본부)

 10월 22일 이사장 이.취임식 감사예배(선교본부)

 10월 30일 총회 산하기관 등반대회 - 기관별 자체행사(의왕)

 11월  6일 GMTI 104기 특별과정 종강(선교본부)

 11월 24일~ 26일 코디네이터 훈련(선교본부 - 화상회의)

 11월 27일 GMTI 103기 정규과정 종강(선교본부)

 12월  3일 31차 LMTC 원장실무자 간담회(선교본부 - 화상회의)

 12월 14일 지역대표회의(선교본부 - 화상회의)

 12월 18일
지부장 회의(선교본부 - 화상회의)

아메리카 코디 회의(선교본부 - 화상회의)

2021년

  1월  4일 GMTI 105기 특별과정 개강(선교본부 - 온라인강의)

  1월  7일 23회기 제2회 선교사 임명식(선교본부)

  1월 25일~ 29일 행정코디네이터 교육(선교본부)

  2월 16일~ 18일 제2차 귀국자 디브리핑 (강원도)

  2월 17일 외부 감사 (선교본부)

  3월 2일~ 4일 GMTI 105기 특별과정 공동체 훈련 (선교본부)

  3월 4일 GMTI 105기 특별과정 종강 (선교본부)

  3월 8일 GMTI 106기 정규과정 개강 (선교본부)

  3월 11일 23회기 제3회 선교사 임명식 (선교본부)

  3월 23일 23회기 중간 자체 감사 (선교본부)

  3월 26일 105회 총회 중간 감사 (선교본부)

  5월 10일~ 13일 코비드 대책을 위한 임원 연수회

  5월 20일~ 21일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선교본부)

  5월 25일 23회기 제1회 권역별 멤버케어 세미나 (김제영광교회)

  5월 26일 23회기 제1회 권역별 멤버케어 세미나 (대전중앙교회)

  5월 27일 GMTI 106기 정규과정 종강 (선교본부)

  6월 22일~ 24일 미얀마 리더십 워크샵 (선교본부)

  7월 8일 GMS 선교전략포럼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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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3회기 예･결산 현황

1) 경상회계 자금계산서(2020. 8. 1 ~ 2021. 7. 31)

(1) 수입

계정과목 23회기 예산 23회기 결산

51100 총회지원금 200,000,000 160,000,000

51300 회비수입 2,160,000,000 2,090,590,359

51500 등록금 115,100,000 68,855,000

51600 센타운영수입 96,200,000 46,050,000

51700 후원금 623,569,893 435,817,039

51800 특별수입 600,000,000 600,000,000

수입 합계 3,794,869,893 3,401,312,398

(2) 지출

계정과목 23회기 예산 23회기 결산
41000 사역부(훈련) 164,100,000 81,508,087

  41100 훈련교육 130,200,000 74,162,257

  41200 관리 29,100,000 6,204,330

  41300 훈련생자녀 4,800,000 1,141,500

43000 사역부(선교) 753,012,251 473,362,396

  43100 선교전략회의지원비 77,000,000 25,849,860

  43200 사역지도비 210,500,000 71,564,760

  43300 MK사역비 65,000,000 34,848,370

  43400 국내사역지원비 66,000,000 20,362,755

  43600 위기관리 324,511,251 310,736,651

  43800 선교기타 10,001,000 10,000,000

44000 행정부 212,000,000 204,071,626

  44100 정기총회 및 회의비 123,800,000 117,710,780

  44400 고정자산 구입비 26,000,000 25,132,746

  44700 특별지출 62,200,000 61,228,100

45000 공동경상관리비 2,769,351,883 2,574,586,356

  45100 급여 848,022,080 815,697,306

  45200 복리후생비 403,869,120 379,527,725

  45300 직원교육 36,000,000 25,050,105

  45400 출장비 18,000,000 4,153,236

  45500 기기유지관리비 22,000,000 20,491,780

  45700 교통통신비 51,000,000 44,723,265

  46300 홍보및출판 70,000,000 63,110,080

  46400 본부서비스 58,000,000 43,388,767

  46500 센터관리 402,000,000 391,414,510

  46600 발송비 52,576,693 47,168,700

  46900 특별프로젝트 807,883,990 739,860,882

  47200 선교사후생비 24,000,000 23,237,540

  47900 예비비 17,535,866 15,350,600

48000 운영차액대체 -14,559,020

  48000 운영차액대체 -14,559,020

지출 소계 3,940,000,000 3,357,557,585
    31302 당기운영차액 43,754,813

지출 합계 3,401,312,398



654❙제106회 총회 보고서

2) 선교사 재정

(1) 대차대조표(2021. 7. 31 현재)

과목
제23회기 제22회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947,419,158) (1,897,651,823)

  (1) 유   동   자   금 (1,947,419,158) (1,897,651,823)

   1. 현         금

   2. 예         금 1,947,419,158 1,897,651,823

II.  기 타 유 동 자 산 (256,969,098) (100,016,262)

  (1) 기 타 유 동 자 산 (256,969,098) (100,016,262)

   1. 공   동   기   금 256,969,098 100,016,262

   2. 긴  급  지  원  금

III. 특   정   자   산 (32,800,506,332) (31,997,888,621)

  (1) 특   정   기   금 (29,477,712,551) (28,642,918,320)

   1. 퇴   직   기   금 11,659,970,232 10,638,679,875

   2. 안 식 년 여 행 기 금 3,674,360,158 3,459,168,207

   3. 상 호 의 료 기 금 1,403,632,615 1,269,473,332

   4. 퇴 직 연 금(KEB하나) 12,739,749,546 13,275,596,906

  (2) 투 자 기 타 자 산 (3,322,793,781) (3,354,970,301)

   1. 장기대여금선교사 - 공동기금 1,038,300,541 1,070,477,061

   2. 장기대여금경상 - 여행기금 1,500,000,000 1,500,000,000

   3. 사회복지법인대여금 - 의료기금 600,000,000 600,000,000

   4. GMS 경상대여금 - 의료기금 184,493,240 184,493,240

IV.  유   형   자   산 (234,440,780) (234,440,780)

  (1) 유   형   자   산 (234,440,780) (234,440,780)

   1. 토   지<퇴직기금> 234,440,780 234,440,780

자   산   총   계 (35,239,335,368) (34,229,997,486)

기             금

I.   기   본   금

II.  운   영   차   액 (35,239,335,368) (34,229,997,486)

  (1) 운   영   차   액 (35,239,335,368) (34,229,997,486)

   1. 전기이월 운영차액 34,073,951,798 32,694,345,297

   2. 당 기 운 영 차 액 1,165,383,570 1,535,652,189

기   금   총   계 (35,239,335,368) (34,229,997,486)

(2) 자금운용계산서(기간 : 2020. 8. 1 ~ 2021. 7. 31)

과목 
제23회기 제22회기

금액 금액 

I.  수              입 (43,600,569,413) (43,235,125,511)

  (1) 후 원 금 수 입 (43,326,808,664) (42,767,398,525)

    1. 선교사후원금수입 43,326,808,664 42,767,398,525

  (2) 기  타  수  입 (273,760,749) (467,726,986)

    1. 후원금 이자 수입 11,370,123 14,68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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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제23회기 제22회기

금액 금액 

    2. 퇴직기금이자수입 157,318,662 139,179,027

    3. 안식년여행기금이자수입 49,678,146 60,781,734

    4. 의료기금이자수입 20,231,041 14,752,758

    5. 공동기금이자수입 591,783 827,675

    6. 지부수수료지원수입 21,016,000 23,568,000

    7. 퇴직연금(외환)이자수입 213,235,558

    8. 긴급지원금 이자수입

    9. 상호복지기금보험환급금 13,554,994 701,350

II. 비              용 (42,435,185,843) (41,699,473,322)

   (1) 선 교 사 지 원 금 (40,936,075,484) (40,194,321,122)

    1. 기  본  후  원  금 (36,473,494,464) (34,954,638,975)

       기본  후원금  송금 29,498,119,402 28,780,534,428

       총   회   연   금 116,451,000 119,406,600

       기   타   송   금 5,643,218,942 4,957,109,742

       대  여  금  상  환 1,125,804,120 1,009,018,045

       여 성 선 교 사 회 비 11,022,000 11,120,000

       선 교 사 상 조 비 78,879,000 77,450,160

       지 역 선 교 부 회 비

    2. 프  로  젝  트  비 (578,285,578) (1,332,959,484)

       프  로  젝  트  비 578,285,578 1,332,959,484

    3. 지  급  수  수  료 (37,714,600) (39,439,700)

       가 상 계 좌 수 수 료 16,698,600 15,871,700

       지 부 송 금 수 수 료 지 원 21,016,000 23,568,000

       외 환 차 손

    4. 기   금   인   출 (3,846,580,842) (3,867,282,963)

      ① 퇴 직 기 금 인 출 (729,955,905) (588,173,324)

         퇴 직 금 지  급 729,955,905 588,173,324

      ② 안 식 년 기 금 인 출 (1,574,009,413) (1,659,437,206)

         여 행 경 비 지급 1,574,009,413 1,638,467,944

         대 여 금 상 환 20,969,262

      ③ 상 호 의 료 기 금 인 출 (1,162,813,852) (1,295,030,262)

         상 호 의 료 기 금 인 출 -2,271,500 89,838,000

         보험료 (국내, 국외) 1,092,186,282 1,118,173,038

         지 역 의 료 보 험 료 225,000 2,076,170

         선 교 사  건 강 검 진 료 33,532,950 33,095,268

         출  산  축  하  금 1,200,000 2,100,000

         비 보 험 의 료 비 37,941,120 49,747,786

      ④ 퇴 직 연 금(외환) 인 출 (379,801,672) (274,642,171)

         퇴 직 연 금 인 출 379,801,672 274,642,171

      ⑤ 긴 급 지 원 금 인 출 () (50,000,000)

         긴 급 지 원 금 인 출 50,000,000

   (2) 선 행 정 사 무 비 (1,499,110,359) (1,505,152,200)

    1. 행  정  사  무  비 (1,499,110,359) (1,505,152,200)

       월   회   비 1,499,110,359 1,505,152,200

III. 당기운영차액 (1,165,383,570) (1,535,65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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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교부 보고(사역원, 훈련원)

1) 선교사 현황

(1) 조직 : 101개국, 14개 지역선교부, 107개 지부, 13개 협력단체

(2) GMS 전체 선교사 : 1,419가정 / 2,562명

(3) 선교사 현황

◉ 국가별 선교사 현황

국가명 부부 독신 선교사계

가나 2 4

감비아 4 1 9

과테말라 2 3 7

국외특수 24 4 52

그리스 1 2

기니비사우 1 2

나미비아 2 1 5

나이지리아 1 1 3

남수단공화국 1 2 4

남아프리카공화국 19 3 41

네팔 12 2 26

뉴질랜드 8 16

니제르 2 2

대만 20 4 44

독일 6 2 14

라오스 24 1 49

라이베리아 2 1 5

러시아 24 2 50

레바논 2 4

루마니아 3 6

르완다 2 4

말라위 5 1 11

말레이시아 31 1 63

말리 1 2

멕시코 6 2 14

모로코 1 2

모리타니아 1 2

모잠비크 2 4

몰도바공화국 2 4

몽골 11 2 24

미국 19 23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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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부부 독신 선교사계

미얀마 36 3 75

방글라데시 8 1 17

베트남 32 2 66

벨기에 1 2

볼리비아 7 2 16

북마케도니아 1 2

불가리아 5 1 11

브라질 18 10 46

사우디아라비아 1 2

사이판 2 4

세네갈 1 1 3

수리남 1 2

스리랑카 5 10

스페인 1 1

시에라 리온 1 1

싱가폴 3 1 7

아르헨티나 7 2 16

아이티공화국 2 3 7

아제르바이잔 2 2

알바니아 2 1 5

알제리아 1 2

에스와티니 3 6

에티오피아 3 6

엘살바도르 1 2

영국 19 38

오만 3 1 7

온두라스 1 1

요르단 4 8

우간다 17 2 36

우즈베키스탄 1 2 4

우크라이나 8 3 19

이스라엘 2 4

이집트 5 2 12

인도 31 7 69

인도네시아 58 9 125

일본 62 9 133

잠비아 1 1 3

조지아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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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부부 독신 선교사계

AX 110 16 236

지부티 1 2

짐바브웨 1 1

챠드 3 6

카메룬 1 2

카자흐스탄 7 3 17

카타르 1 1

캄보디아 67 6 140

캐나다 6 3 15

케냐 5 2 12

코소보 1 2

코스타리카 2 4

코트디브와르 1 2

쿠바 1 2

키르기스스탄 19 1 39

타지키스탄 2 4

탄자니아 13 8 34

태국 109 13 231

터키 20 1 41

토고 1 1

통가 1 2

튀니지 1 2

파라과이 5 10

파키스탄 6 12

파푸아뉴기니 2 4

팔레스틴 1 2

페루 5 1 11

프랑스 2 1 5

필리핀 92 11 195

한국 (내국인) 23 18 64

한국 (명예) 6 60 72

한국 (본부) 6 1 13

한국 (원로) 22 2 46

헝가리 2 4

호주 7 14

홍콩 1 2

합계 1,143 276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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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파송현황

연도 남자 여자 파송계 남자 여자 사임계

1969 2 1 3

10 2 12

1970 2 1 3

1973 1 1 2

1974 3 1 4

1976 4 2 6

1977 2 1 3

1978 3 3 6

1979 4 3 7 1 0 1

1980 5 3 8

1981 7 6 13

1982 11 6 17 2 0 2

1983 12 6 18 2 0 2

1984 12 10 22

1985 5 7 12 3 1 4

1986 6 5 11

1987 19 18 37 2 0 2

1988 9 12 21 1 0 1

1989 16 18 34 1 0 1

1990 24 34 58 2 0 2

1991 30 40 70 2 1 3

1992 36 47 83 2 3 5

1993 44 54 98 5 5 10

1994 57 66 123 3 3 6

1995 45 51 96 3 4 7

1996 41 47 88 5 10 15

1997 43 52 95 8 8 16

1998 34 35 69 10 10 20

1999 38 43 81 13 14 27

2000 57 64 121 10 18 28

2001 32 35 67 6 8 14

2002 26 28 54 15 17 32

2003 52 45 97 21 24 45

2004 45 41 86 12 13 25

2005 53 53 106 9 9 18

2006 251 256 507 12 14 26

2007 106 108 214 27 3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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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별 파송현황

연도 남자 여자 파송계 남자 여자 사임계

2008 51 48 99 16 17 33

2009 49 51 100 28 30 58

2010 50 63 113 18 22 40

2011 43 46 89 25 24 49

2012 79 72 151 17 20 37

2013 43 40 83 16 19 35

2014 48 46 94 14 17 31

2015 40 37 77 24 20 44

2016 54 44 98 22 19 41

2017 45 43 88 20 23 43

2018 45 40 85 29 30 59

2019 44 42 86 43 45 88

2020 32 27 59 33 31 64

2021 21 18 39 17 19 36

합계 1,781 1,820 3,601 509 530 1,039

파송년도 사역 현황 가족 싱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1966 ~ 1970 50년 이상 1 2

1971 ~ 1975 45 ~ 49년 1 2

1976 ~ 1980 40 ~ 44년 6 3 3 15

1981 ~ 1985 35 ~ 39년 15 30

1986 ~ 1990 30 ~ 34년 30 3 10 13 73

1991 ~ 1995 25 ~ 29년 119 4 27 31 269

1996 ~ 2000 20 ~ 24년 137 7 26 33 307

2001 ~ 2005 15 ~ 19년 139 13 10 23 301

2006 ~ 2010 10 ~ 14년 341 26 33 59 741

2011 ~ 2015  5 ~ 9년 190 24 12 36 416

2016 ~ 2020  1 ~ 4년 150 45 24 69 369

2021 ~ 1년 미만 14 7 2 9 37

합계 1,143 129 147 276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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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별 선교사 현황

지역명 가족 싱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아시아 781 22 79 101 1,663

유럽 88 4 9 13 189

아프리카 91 6 21 27 209

중남미 57 11 13 24 138

북미 25 20 5 25 75

본국 81 66 20 86 248

오세아니아 20 40

합계 1,143 129 147 276 2,562

 

◉ 지역선교부별 선교사 현황

번호 지역선교부 지부 수 가정 수 선교사 수

1 중총공사 6 151 282 

2 일본 6 71 133 

3 메콩개발기구 11 132 255 

4 실크로드 9 62 117 

5 동남아시아 13 161 306 

6 서남아시아 7 66 122 

7 태평양 9 123 235 

8 중동 5 28 50 

9 유럽 10 67 123 

10 유라시아 4 39 74 

11 서부아프리카 3 26 44 

12 동남부아프리카 6 92 165 

13 아메리카 12 132 214 

14 동남아이슬람 4 103 195 

15 본부(한국외국인/북한/특수) 2 166 247 

합계 107 1,419 2,562 

◉ 10대 파송국가

국가명 가정 수 선교사 수

한국 166 247

AX 126 236

태국 122 231

필리핀 103 195

캄보디아 73 140

일본 7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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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직급 가정 수 남자 여자 계

목사 1,166 1,166 1,061 2,227

강도사 2 2 2 4

전도사 90 8 90 98

평신도 161 96 137 233

합계 1,419 1,272 1,290 2,562

◉ 장/단기별

직급 가정 수 인원

장기 1,406 2,542

단기 13 20

합계 1,419 2,562

◉ 협력단체별 선교사 수(69가정 130명)

NO. 협력단체 가정 수 인원

GMS 1,350 2,432

1 KFHI 10 19

2 AFC 1 2

3 AIM 3 5

4 GBT 7 14

5 GMP 4 8

6 GP 10 17

7 HOPE 3 6

8 SIM 11 21

9 WEC 11 20

10 OMF 5 10

11 SEED 1 2

12 인터서브 2 4

13 JDM 1 2

합계 1,419 2,562

국가명 가정 수 선교사 수

인도네시아 67 125

미얀마 39 75

인도 38 69

베트남 34 66

합계 83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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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선교사 현황 ◉ 선교사 결혼 현황

성별 가정 수 구분 가정 수 남 여

남 1,272 기혼 1,320 1,263 1,200

여 1,290 미혼 99 9 90

합계 2,562 합계 1,419 1,272 1,290

◉ 연령대별 선교사 현황

연령대 가족 상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계 선교사계

20세~ 29세 2.5 1 1 2 7

30세~ 39세 36.5 3 6 9 82 

40세~ 49세 273 13 18 31 577 

50세~ 59세 483.5 17 54 71 1,038 

60세~ 65세 246 31 38 69 561 

66세~ 69세 69.5 17 21 38 177 

70세 이상 32 47 9 56 120 

합계 1,143 129 147 276 2,562 

(4) 선교사 사역현황

◉ 사역 현황

분류 건 수 분류 건 수

언어훈련 73 미전도종족 105

교회개척 1,375 문맹퇴치 75

신학교 263 컴퓨터 25

각종학교 322 선교전략및기획 54

지도자양성 416 탈북자 22

사회복지 236 기타사역 232

2) 선교사 변동 현황

(1) 제23회기 선교사 파송 명단

① 장기파송 선교사 28가정 45명

번호 성명 국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1 김흥수 /황소은 캄보디아 /비원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2020.10.08

2 배봉신 /김영우 캄보디아 /비원 임마누엘교회 이은철 2020.10.08

3 이홍규 /강인옥 미얀마 /미얀마 고현교회 최창훈 2020.10.08

4 최종호 /함은경 인도 /중인도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2020.10.08

5 김나실 /최계실 태국 / 태국 북부제1 영광교회 왕재권 2020.10.08

6 도성욱 /박민희 캄보디아 /비원 만수중앙교회 소병수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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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기파송 선교사 4가정 6명

번호 성명 국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1 박민규 /선우영학 일본 /동북 수원삼일교회 송종완 2021.01.07

2 강점석 탄자니아 / 탄자니아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2021.03.11

3 오○섭 /한○순 카자흐스탄/북부 순천새중앙교회 김원영 2021.06.10

4 정진석 한국 /한국외국인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2021.06.10

③ 복직 선교사 3가정 5명

번호 성명 국가 파송교회 당회장 복직일자 비고

1 최○현 /김○경 AX 성동중앙교회 양은광 2021.01.07 사직후 복직

2 민○준 /양○향 베트남 평화교회 김상권 2021.03.11 사직후 복직

3 홍동희 이집트 주영광교회 김주석 2021.06.10 사직후 복직

번호 성명 국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7 김재호 한국 /명예(순회) 동산교회 백병기 2020.10.08

8 길자연 한국 /명예 왕성교회 길요나 2020.10.08

9 이한수 한국 /명예 2020.10.08

10 우예덕 한국 /명예 혜성교회 정명호 2020.10.08

11 신동진 /정지현 인도네시아 /인니서부 열린교회 김남준 2021.01.07

12 이명권/신지혜 우간다 /우간다 평서노회 유병기 2021.01.07

13 이화섭 /이미자 인도네시아 /인니서부 산동한인교회 정종근 2021.01.07

14 장석희 /김경남 필리핀 /마닐라남부루손 새가나안교회 이기동 2021.01.07

15 홍현기 /김현 탄자니아 / 탄자니아 용인제일교회 임병선 2021.01.07

16 황종승/신미숙 필리핀 /리잘 소명교회 신용하 2021.01.07

17 황진우 /박성은 몰도바/우크라이나 미스바교회 김정동 2021.01.07

18 안재령 몽골 /몽골 전주제일교회 최성진 2021.01.07

19 이은아 나미비아 /나미비아 성문교회 천종민 2021.01.07

20 박현식 한국 /명예 대길교회 백훈기 2021.01.07

21 이희묵 /오지은 필리핀 /마닐라남부루손 금천양문교회 이훈구 2021.03.11

22 정준용 /윤진주 캄보디아 / 트모다 평택세교중앙교회 김호성 2021.03.11

23 이명자 캄보디아 /해피캄 새순교회 이문수 2021.03.11

24 이상돈 명예 군포영광교회 신동희 2021.03.11

25 황윤수 명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2021.03.11

26 이종은 /김애진 멕시코/멕시코 가수원교회 이광진 2021.06.10

27 박순호 /신은선 일본 /관서
서울비전교회(대표), 

서문교회

이요한

이성화
2021.06.10

28 조기산 한국 /본부
원주중부교회(대표), 

산정현교회, 양정교회

김미열

김관선

박재신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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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직 선교사 14가정 26명

번호 구분 성명 국가 임명일자 사임일자 사임사유

1 사직 문○식 /안○경 AX 2006.08.24 2020.09.10 국내목회

2 사직 최춘희 /손영희 인도네시아 2006.01.06 2020.09.10 코로나사태와 개인사유

3 사직 안유리에 아르헨티나 1999.08.29 2020.10.08
故안승렬 선교사 소천 후 

GMS와 관련 없는 사역진행

4 사직 고석찬/오경옥 미국 2016.01.28 2020.12.10 국내 담임목회

5 사직 강일용 /강주희 미국 2012.05.25 2020.12.10 국내 담임목회

6 사직 이○우 /김○미 AX 2006.08.24 2021.02.04 국내 목회

7 사직 박병주 /이정순 영국 2012.04.27 2021.03.11 건강 문제

8 사직 정한진 /남은희 AX 2012.10.26 2021.03.11 국내 목회

9 사직 홍기원 /박현주 브라질 2011.11.10 2021.03.11 국내 목회

10 사직 이부원 미국 2017.03.02 2021.03.11
코로나19로 인한 

사역철수

11 사직 김상준 /김가람 코스타리카 2019.03.07 2021.03.11 국내사역

12 사직 박연수 /나영숙 태국 2016.02.19 2021.06.10 국내 담임목회

13 사직 장○호 /오○이 AX 2007.03.08 2021.06.10
미국 이주로 실제적인 

선교사 사역불가

14 사직 박종희 /윤여선 나미비아 2014.01.09 2021.07.08 부모님 간병

⑤ 휴직 선교사 5가정 10명

번호 구분 성명 임명일자 휴직일자 휴직사유

1 휴직 김영호 /박진 2012.03.08 2020.09.10 장모님 병환 간병 위함

2 휴직 반기동 /송권숙 2008.10.09 2021.01.07
주 키르기스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담당 영사로 재직

3 휴직 강창섭 /지숙화 1991.01.14 2021.03.11 재정적인 어려움

4 휴직 한호진 /백준경 2017.03.09 2021.03.11 자녀의 언어치료

5 휴직 임성수 /유현숙 2008.06.12 2021.06.10 국내사역으로 전환

⑥ 정년은퇴 선교사 19가정 30명

번호 구분 성명 국가 임명일자 승인일자

1 정년은퇴 임선희 나미비아 1987.10.25 2020.09.10

2 정년은퇴 홍기영 /오혜숙 러시아 1993.12.07 2020.09.10

3 정년은퇴 방선이 인도 1998.02.09 2020.09.10

4 정년은퇴 박은수 이스라엘 1976.09.15 2020.10.08

5 정년은퇴 고종옥 아르헨티나 1983.02.11 2020.10.08

6 정년은퇴 이명시 우간다 1992.08.17 2020.10.08

7 정년은퇴 박동실 /홍성애 브라질 1985.06.11 2020.10.08

8 정년은퇴 이재환 /선우순애 미국 1982.06.29 2021.01.07

9 정년은퇴 김주경 /양천근 순회 1984.07.02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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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사 청원

① 지부장 임원 개선

번호 구분 성명 국가 임명일자 승인일자

10 정년은퇴 김신호 /문옥남 일본 1984.05.03 2021.01.07

11 정년은퇴 배영선 한국 1987.05.27 2021.02.04

12 정년은퇴 김영구/이강옥 이집트 1992.06.12 2021.02.04

13 정년은퇴 박○철 /이○자 AX 2006.11.26 2021.02.04

14 정년은퇴 정금태/이복래 파라과이 1994.03.19 2021.02.04

15 정년은퇴 임창남 한국 2006.08.17 2021.03.11

16 정년은퇴 황복만 /고영순 캐나다 2007.03.27 2021.04.08

17 정년은퇴 송진윤 /오성혜 브라질 1988.11.13 2021.06.10

18 정년은퇴 이남백 /신선용 독일 1982.12.27 2021.07.08

19 정년은퇴 김일만 뉴질랜드 2007.11.01 2021.07.08

번호 분류 지부 신임 지부장 임원승인일

1 지부장승인 일본 관동중부 임동호 2020.09.10

2 지부장승인 인도네시아서부 김덕호 2020.09.10

3 지부장승인 실크로드 키르키즈 최○ 2020.09.10

4 지부장승인 실크로드 코람데오 정○석 2020.09.10

5 지부장승인 베트남 하노이VOV 이○우 2020.09.10

6 지부장승인 키르키즈스탄 르호봇 윤○환 2020.09.10

7 지부장승인 우즈베키스탄팀 이○종 2020.09.10

8 지부장승인 캄보디아 메콩 송신근 2020.11.11

9 지부장승인 사헬남부 손회실 2020.11.11

10 지부장승인 사헬동부 김영섭 2020.11.11

11 지부장승인 브라질 아마존 이성로 2020.11.11

12 지부장승인 아르헨티나 김용준 2020.12.10

13 지부장승인 미얀마화런 허준 2021.02.04

14 지부장승인 캐나다 이상열 2021.02.04

15 지부장승인 사헬서부 최수명 2021.04.08

16 지부장승인 터키2 이시윤 2021.05.06

17 지부장승인 태국제1 신판호 2021.05.06

18 지부장승인 인도네시아동부 유명환 2021.06.10

19 지부장승인 중인도 김진곤 2021.06.10

20 지부장승인 중부 박성일 2021.06.10

21 지부장승인 미국 서부 김명자 2021.06.10

22 지부장승인 태국화런 윤상호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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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교지 변경 22가정

번호 분류 지부 신임 지부장 임원승인일

23 지부장승인 태국북부제3 아준호 2021.06.10

24 지부장승인 서유럽동부 홍성훈 2021.06.10

25 지부장승인 말레이시아 이철우C 2021.07.08

26 지부장승인 네팔 박웅현 2021.07.08

27 지부장승인 필리핀 신요한 2021.07.08

28 지부장승인 대만 신영희 2021.07.08

29 지부장승인 태국 이지연 2021.07.08

30 지부장승인 케냐 이상석 2021.07.08

31 지부장승인 미얀마1 강성원 2021.07.08

32 지부장승인 미얀마2 안성권 2021.07.08

33 지부장승인 미얀마3 허준 2021.07.08

34 지부장승인 미얀마4 이상종 2021.07.08

35 지부장승인 미얀마5 임은효 2021.07.08

36 지부장승인 태국 동북부 김미숙 2021.07.08

37 지부장승인 미국 동남부 손영란 2021.07.08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변경전 변경후 사유

1 김선근/이정옥 2007.01.11 베네수엘라 GMS본부 본부 훈련원 팀장 발령

2 김재영 2006.06.19 페루 브라질
새로운 사역 및 공동체 생활과 

훈련을 위해

3 이상덕 / 권민주 2003.06.30 우간다 남아공

우간다에서 진행되고 있는 

BEE목회자 이동 교육을 

남아공에서 개척하고자 함

4 김경환 2019.02.21 미국 한국 국내 다민족사역(중독자)

5 김현승/이선경 2020.03.05 몽골 우크라이나
코로나19로 몽골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선교지 변경

6 한○훈 /이○숙 1997.03.02 한국 AX 전략적 재배치

7 고호익/노정화 2019.03.07 라오스 브라질
GMS 파송 전 사역했던 

브라질 사역을 위해

8 김미형 1999.03.07 GMS본부 한국 GMS본부 사역 종료

9 진○선 /김○단 2006.11.29 AX 라오스 전략적 재배치

10 이○모 2015.10.08 AX 나미비아 전략적 재배치

11 김○찬/서○희 2007.09.20 AX 탄자니아 전략적 재배치

12 홍○순 /김○선 2004.09.13 요르단 터키

요르단 입국 및 비자가 어렵고, 

터키에 사역 가능한 이란인과 

시리아 난민이 많음

13 김규동 /최미정 2006.06.19 몽골 대만
코로나19로 인해 몽골 입국 

불가, 대만 현지교회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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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송교회 후원중지 25가정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변경전 변경후 사유

14 노영철 /김선옥 1991.11.10 필리핀 미국
뉴욕의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

15 이○우 /김○희 2007.03.08 AX 한국 전략적 재배치

16 이정선 /주탄옥 1996.12.15 탄자니아 인도네시아 비자발급 거부

17 전성호 2016.01.28 미국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 지역으로

사역 변경

18 유○영 /박○희 2000.03.05 AX 태국 전략적 재배치(WEC)

19 장길선 /박금만 2015.05.19 미국 브라질 브라질 현지 사역을 위해

20 박○배 /이○리 1999.06.05 AX 대만 전략적 재배치

21 류기종 /고유선 2015.05.19 미국 캄보디아
캄보디아 서북부 

지부지역에서 사역

22 이○욱 /김○경 2007.01.11 모로코 레바논 비자발적 철수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국가 후원중지교회 사유

1 정○진 /서○라 2012.11.08 AX
성서중부교회 

정철식 목사
교회재정상의 이유

2 이웅재 /인미경 1992.12.13 방글라데시
세광교회 

유창진 목사
교회재정상의 이유

3 김현승/이선경 2020.03.05 몽골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목사

코로나19 장기화와 선교사 

개인의 일신상 이유

4 김성재 /신향순 2017.03.09 한국
성문교회 

천종민 목사
계약기간 만료

5 이○주 1996.07.30 AX
김제노회 남부시찰 

이재호 목사
계약기간 만료

6 이시우 /원진주 2013.10.24 태국
이리중앙교회 

조성천 목사
계약기간 만료

7 장○호 /오○이 2007.03.08 AX
동산교회 

홍순용 목사

선교지 변경으로 교회의 

선교 방향과 불일치

8 조동현 /신한나 2014.06.08 남아공
새누리교회 

김정훈 목사
계약기간 만료

9 김규동 /최미정 2006.06.19 대만
여수제일교회 

김성천 목사
계약기간 만료

10 이○수 /한○자 2012.11.08 베트남
싱가폴한인선교교회 

임남규 목사
교회재정상의 이유

11 백○옥 1999.04.25 AX
부곡교회 

남진 목사
계약기간 만료

12 이승용 2009.03.05 싱가폴
싱가폴한인선교교회 

임남규 목사
국내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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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송교회 변경 15가정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국가 후원중지교회 사유

13 유명종 / 추혜필 2014.08.07 뉴질랜드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교회재정상의 이유

14 홍진우 /한미숙 2011.01.11 이스라엘
창신제일교회 

담임 목사
재정사정상

15 박영주 /김송희 2006.08.24 캄보디아
전주온누리교회 

정용비 목사
교회분립

16 배○봉 /서○희 2006.09.14 AX
가창교회 

박용규 목사
국내사역

17 김철호 /조영남 1985.01.15 독일
기쁨의교회 

박윤성 목사
후원 중지

18 나명균 /강삼순 2013.01.18 뉴질랜드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한인목회

19 황철 /김화 2013.01.10 한국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목사
교회사임

20 양덕훈 /신미숙 1997.10.16 태국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
기타사유

21 하경남 /심은희 1998.03.05 브라질
한가람교회 

정재호 목사
한인교회목회로 계약해지

22 강영진 /김유진 2000.04.19 캐나다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
계약기간 만료

23 함경식 /박인자 2006.03.13 미국
김제영광교회 

하재삼 목사
재정 사정상

24 유정상 2014.08.09 우간다
성문교회 

고동훈 목사
계약기간 만료

25 이남종 /전선희 2015.05.19 미국
수원명성교회 

안중훈 목사
계약기간 만료

번호 선교사명 국가 임명일 변경전 교회 변경후 교회

1 장동익/곽화자 사이판 2007.09.20
창의문교회 

설우창 목사

섬기는교회 김종수 목사(대표교회)

송탄영광교회 박인성 목사(공동후원)

2 최규환 /강영주 벨기에 2012.04.27 없음 서울은현교회 최은성 목사

3 노영철 /김선옥 필리핀 1991.11.10
삼양교회 

김상준 목사
평택산성교회 이영철 목사

4 이○수 /오○희 베트남 2003.01.20 없음

성광교회 김인호 목사(대표교회)

원봉교회 박춘삼 목사(공동후원)

생명샘교회 유영범 목사(공동후원)

득윤리교회 김창수 목사(공동후원)

5 이○모 AX 2015.10.08
꿈이있는교회 

김성찬 목사
성문교회 천종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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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부 변경 3가정

번호 성명 임명일자 선교지 변경전후 지부 변경사유

1 임○명 /황○윤 2011.11.10 터키
전 :실크로드터키

후 :터키2

원활한 소통 및 효율적인 

팀사역을 위해

2 황대연 /조혜정 2019.10.10 일본
전 :관동중부

후 :동북
사역지 이동

3 강석문 /안현숙 2014.01.09 인도
전 : 북인도

후 :동인도
사역지 이동

⑥ 원로추대 선교사 7가정 11명

번호 구분 성명 국가 임명일자 추대일자

1 원로 방선이 인도 1998.02.09 2020.09.10

2 원로 박은수 이스라엘 1976.09.15 2020.10.08

3 원로 고종옥 아르헨티나 1983.02.11 2020.10.08

4 원로 박동실 /홍성애 브라질 1985.06.11 2020.10.08

5 원로 이재환 /선우순애 미국 1982.06.29 2021.01.07

6 원로 김주경 /양천근 순회 1984.07.02 2021.01.07

7 원로 김신호 /문옥남 일본 1984.05.03 2021.01.07

번호 선교사명 국가 임명일 변경전 교회 변경후 교회

6 김○택 /유○희 AX 1994.08.28
성현교회 

박춘명 목사
새가나안교회 이기동 목사

7 윤성호 /한유정 베트남 2012.06.07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대구서부교회 남태섭 목사

8 임○경 베트남 2008.01.10 없음 수원삼일교회 송종완 목사

9 최○현 /김○경 AX 1998.11.25
총신88선교회 

양은광 목사
성동중앙교회 양은광 목사

10 홍○셉/홍○숙 AX 1993.02.14 없음 큰빛교회 홍성서 목사

11 임○혁 /조○화 AX 2014.01.09
일산신성교회 

정병갑 목사

일산신성교회 정병갑 목사(대표교회)

예수사랑교회 김진하 목사(공동후원)

12 이○선 /이○경 레바논 2007.09.20 없음 화원교회 신용기 목사

13 황병철 /박순미 엘살바도르 2005.06.09
양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

꿈과사랑의교회 김동진 

목사(대표교회)

영곡제일교회 임재호 목사(공동후원)

14 김기선 /임성옥 아르헨티나 1996.11.24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15 계○혜 라오스 2010.01.07 없음 맑은샘교회 임재룡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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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기전환 4가정

번호 성명 국가 임명일자 승인일자

1 김성열 /도은희 캄보디아 2017.07.06 2021.03.11

2 강영미 미얀마 2017.01.05 2021.03.11

3 전주영 캄보디아 2017.07.06 2021.03.11

4 김성재 /신향순 한국 2017.03.09 2021.06.10

⑧ 타단체 탈퇴 2가정

번호 성명 단체 국가 임명일자 승인일자

1 강진숙 SIM 나이지리아 1994.12.24 2021.03.11

2 최훈재 /임부영 WEC 미얀마 2006.01.06 2021.06.10

⑨ 선교사 소천 7명

번호 구분 성명 국가 소천일 사유

1 소천 김상천 필리핀 2020.09.12 폐렴으로 급성 호흡부전

2 소천 김종선 한국 / 북한 2020.10.27 폐암(호흡부전)

3 소천 김활영 원로 2020.11.15 지병으로 소천

4 소천 이정희A 일본 2021.03.26 유방암

5 소천 김영화 원로 2021.05.20 COVID-19

6 소천 고종옥 원로 2021.05.10 COVID-19

7 소천 박동주 브라질 2021.06.06 COVID-19

3) 위원회 회의 및 행사 보고

(1) 각 위원회 회의

각위원회 일시 장소 안건 비고

22회기 제2차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2020.8.18(화)

11:00
선교본부

일본 황바울(황영국), 

일본 장청익 선교사의 건

3회
23회기 제1차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2020.10.15(목)

11:00
선교본부 일본 황바울(황영국)

23회기 제2차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2021. 8. 3(화)

13:30
선교본부

파푸아뉴기니 이현호 / 박순남 

선교사의 건

22회기 제5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0.8.25(월)
11: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6회

23회기 제1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0.9.24(목)

11: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3회기 제2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0.12.22(화)
10: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3회기 제3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1.3.2(화)
13: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672❙제106회 총회 보고서

(2) 사역원 행사

제목 날짜 장소 참석자

23회기 제1차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2020.11.11 ~ 11.12 선교본부, 제암리, 융건릉 안식년 선교사

VMK 겨울수련회 2021.02.15 ~ 02.17 온라인 ZOOM 대학생 MK

2차 귀국자 

디브리핑(위로회)
2021.02.16 ~ 02.18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 호텔

Covid-19로 

입국한 선교사

23회기 제2차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2021.05.20 ~ 05.21 선교본부, 융건릉 안식년 선교사

23회기 제1차 멤버케어 

권역별 세미나
2021.05.25 ~ 05.26 김제영광교회 /대전중앙교회 안식년 선교사

미얀마 리더십 워크샵 2021.06.22 ~ 06.24 선교본부
지부장, 

코디네이터

VMK 여름수련회 2021.07.26 ~ 07.30 증도 문준경 순교기념관 대학생 MK

각위원회 일시 장소 안건 비고

23회기 제4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1.5.27(목)

13:00
선교본부 훈련생 수료사정

23회기 제5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2021.6.3(목)
10:3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3회기 제1차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 위원회

2020.9.25(금)

10:00
선교본부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의 건 1회

23회기 제1차 중국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0.10.27(화)
11:00

선교본부 총신대 중문부 M.Div 과정의 건

2회
23회기 제2차 중국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0.11.19(목) 

11:00
왕십리교회

AX 지역선교부 분권화, 

총신대 중문부 M.Div 과정의 건

23회기 제1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2020.12.10(목)
11:00

선교본부 23회기 멤버케어 사업계획의 건

2회
23회기 제2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2021.4.1(목)

11:30
선교본부

멤버케어 및 위기관리 세미나 

준비의 건

23회기 제1차 
아메리카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1.2.18(화)
10:00

새로남교회 아메리카 지역선교부 분권의 건 1회

23회기 제1차 태평양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1.3.8(월)

11:00
성진교회 지역선교부 분권의 건 1회

23회기 제1차 
한국외국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1.2.9(화)
11:00

수원제일교회
한국외국인지부 사업계획 보고 및 

GMS 다민족 사역연합체의 건
2회

23회기 제2차 

한국외국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1.4.20(화)

11:00
왕십리교회

한국외국인지부 현황 보고 및 

기타 안건

23회기 제1차 일본 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1.7.6(화)
11:00

선교본부
일본 지역대표 사임 승인에 대한 

철회 탄원서 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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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MTI 보고 (2020.08 ~ 2021.07)

(1) GMTI 훈련현황 

과정 훈련인원 훈련기간 수료일 수료인원

제103기(8주) 정규과정 9명 2020.10.05 ~ 11.27 2020.12.22 9명

제104기(5주) 특별과정 8명 2020.10.05 ~ 11.06 2020.12.22 8명

제105기(5주)

특별과정 23명

2021.01.04 ~ 02.05 2021.03.02 28명재교육 3명

재훈련 2명

제106기(12주) 정규과정 24명 2021.03.08 ~ 05.27 2021.05.27 24명

총계 69명 69명

(2) 훈련생 직분별 구성

구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평신도 계

103기(정규) 2명 1명 2명 4명 9명

104기(특별) 4명 4명 8명

105기(특별) 11명 11명 6명 28명

106기(정규) 11명 1명 11명 1명 24명

합계 28 2명 0명 28명 11명

총계 69명

(3) 훈련생 선교 예정지 현황   

지역 지역선교부 국가 인원

아시아

중총공사 AX 4

일본 일본 7

메콩개발기구

캄보디아 6

베트남 4

라오스 2

실크로드 파키스탄 2

동남아시아 미얀마 4

서남아시아 네팔 1

중동
팔레스타인 1

이집트 1

동남아 이슬람 인도네시아 6

한국
본부 1

국내외국인 2

오세아니아 태평양 필리핀 8

아프리카 서부아프리카 라이베리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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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훈련생 명단

① GMTI 103기 정규과정 (7Units 9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홍현기 /김현 목사 탄자니아 용인제일 /임병선 2021.1.7 수료

2 신동진 /정지현 목사 인도네시아 열린 /김남준 2021.1.7 수료

3 김영수 평신도 일본 빛과소금 /우종욱 수료

4 남웅현 목사 팔레스타인 대전남부 / 류명렬 수료

5 호경도 평신도 AX 금천 /박병호 수료

6 이은아 평신도 나미비아 주안에하나 /강금우 2021.1.7 수료

7 권아솔 평신도 브라질 상리 /홍석기 수료

② GMTI 104기 특별과정 (4Units 8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최명성 /김영란 목사 AX 제일평화 /조남용 수료

2 황종승/신미숙 목사 필리핀 남양주소명 /신용하 2021.1.7 수료

3 장석희 /김경남 목사 필리핀 새가나안 /이기동 2021.1.7 수료

4 이화섭 /이미자 목사 인도네시아 산동한인 /정종근 2021.1.7 수료

③ GMTI 105기 특별과정 (13Units 23명, 재교육/ 3명, 재훈련/ 2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이기면 /정경례 평신도 남아공 양문 /이영신 수료

2 김성열 /도은희 목사 캄보디아 서부 /남태섭 장기전환 수료

3 최민철 /서은경 목사 베트남 창신제일 /주호영 수료

4 이희묵 /오지은 목사 필리핀 금천양문 /이훈구 2021.3.11 수료

5 김상재 /박주연 목사 미정 초청 /이기봉 수료

6 정준용 /윤진주 목사 캄보디아 평택세교중앙 /김호성 2021.3.11 수료

7 장대광 /이석경 목사 필리핀 예정 /설동욱 수료

8 손동철 /정술람미 목사 미정 온양삼일 /최동훈 수료

9 유지용 /최성숙 평신도 라오스 흩어진화평 /최상태 수료

10 이명자 평신도 캄보디아 새순 /이도광 2021.3.11 수료

지역 지역선교부 국가 인원

동남부아프리카

탄자니아 4

나미비아 1

남아공 2

아메리카 아메리카
브라질 1

니카라과 2

미정 미정 8

총계 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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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GMTI 106기 정규과정 (13Units 24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김규승/홍한나 목사 일본 남흥 /석진옥 수료

2 노항구/이은주 목사 인도네시아 산수 /임춘수 수료

3 김혁준 /이진아 목사 국내외국인 안양석수 /김찬곤 수료

4 서경수 /김남주 목사 미얀마 왕성 /길요나 수료

5 김승호 /한아르미 목사 탄자니아 용인제일 /임병선 수료

6 조성용 /신지원 목사 미정 성광 /최종순 수료

7 이지훈 /김이슬 목사 미얀마 사랑과은혜 /정원준 수료

8 문성국 /윤부연 목사 파키스탄 참사랑 /한성철 수료

9 이슬기로 /최현정 목사 일본 미정 수료

10 이상희 /윤사랑 목사 니카라과 수지에덴 /윤명수 수료

11 박순호 /신은선 목사 일본 온세계 /홍명기 2021.6.10 수료

12 김홍렬 목사 AX 안양석수 /김찬곤 수료

13 전미경 목사 네팔 혁신중앙 /이충현 수료

5) 선교사 계속교육(MCEP) 보고

(1)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 연차 적용

초급과정 ELTC(Equipping Leadership Training Course) 5년~ 10년 미만 (2011년~ 2015년 파송)

중급과정 FLTC(Facilitator Leadership Training Course) 11년~ 15년 미만 (2006 ~ 2010년 파송)

고급과정 CLTC(Coordinator Leadership Training Course) 15년 이상 (2006년 이전 파송)

(2) 23회기 선교사 계속교육 현황 (2020.08 ~ 2021.07) - 온라인

번호 일시 제목 참가인원

1 2020. 3.30 / 4. 1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후 설계 85

2 2020. 4.13 / 4.15 개발협력으로 동역하는 선교 72

3 2020. 4.27 / 4.29 선교지에서의 미디어 활용 79

4 2020. 5.11 / 5.13 펀드레이저 모금 기획 및 기술 60

5 2020. 5.25 / 5.27 Untact 시대의 Intact 선교 53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1 전주영 평신도 캄보디아 원주중앙 /오성수 장기전환 수료

12 최석수 /김윤혜 목사 미정 진건늘푸른 /이석우 수료

13 조기산 목사 본부 원주중부 /김미열 2021.6.10 수료

재교육 홍동희 평신도 이집트 주영광 /김주석 수료

재교육 민○준 /양○향 목사 베트남 남양주평화 /김상권 수료

재훈련 박원정 /신요안나 평신도 라이베리아 미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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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MTC 보고

(1) LMTC 수료현황 (2020.8 ~ 2021.7)

지역 명칭 교회명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강원
원주 원주중부교회 13 ~ 14기 2021.04.11 15 57 72

춘천 온누리교회 12기 2021.07.13 6 6

경기

경기북부 광명교회 1기 2021.06.19 29 5 34

관악 왕성교회 18기 2020.11.01 6 22 28

본부특별 GMS 선교본부 6기 2020.10.08 9 9

광주 광주 광주동명교회 NEW 8기 2020.10.22 1 3 4

울산 울산명성 울산명성교회 33기 2021.05.20 5 5

인천 인천 부평갈보리교회 27기 2021.05.13 1 1 2

전북
익산 기쁨의교회 24기 2021.03.31 1 9 10

전북 양정교회 37기 2021.03.28 9 3 12

합계 71 111 182

(2) SMTC 수료현황 (2020.8 ~ 2021.7)

지역 명칭 교회명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광주 광신대 광신대 5기 2020.12.11 18 18

합계 18 18

(3) OMTC 수료현황 (2020.8 ~ 2021.7)

지역 명칭 교회명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미주 아메리카AMTC LA열린문교회 8기 2021.6.10 9 9

합계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