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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회세계선교회 보고

제104회기 총회세계선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직

1) 이사회 조직

• 총      재 : 김종준

• 증경이사장 : 조중기 심재식 김성길 김선규 이춘묵 하귀호 박무용 김재호

• 명예이사장 : 김찬곤                  

• 이  사  장 : 김정훈

• 부  이사장 : 신용기 조승호 이용범

• 서      기 : 조동원 • 부  서  기 : 최상호

• 회      계 : 김용수 • 부  회  계 : 서정수

• 회록  서기 : 박의서 • 부회록서기 : 김장교

• 총      무 : 박춘근

• 감      사 : 남태섭 고영기 이억희

• 권역이사회 : 강    원 – 김창환 경 기 남 – 고창덕   경 기 동 – 최종천   

경 기 북 – 최상태 경 기 서 – 진영화   경    북 – 이호현   

광    주 – 이상복 대    구 – 박경환   대전충청 – 조상용   

부    산 –    서울강남동 – 김관선  서울강남서 – 이덕진

서울강북동 – 김진하 서울강북서 – 한주원   울산경남 – 김종혁   

인    천 – 김태일 전    남 – 김성천   전    북 – 박재신   

제    주 - 박창건     

• 실 행 위 원 : 강진상 고영기 고창덕 권성수 권순웅 길현주 김관선 김광석 김근영 김기철 

김동식 김미열 김상준 김영복 김영삼 김영우 김용국 김용수 김인범 김일수 

김장교 김재철 김재호 김정훈 김종준 김종천 김종혁 김진하 김찬곤 김창수 

김철수 김태일 김한욱 김희수 남태섭 맹일형 문성남 민찬기 박명배 박석한 

박성순 박성일 박승남 박영석 박용규 박의서 박재신 박준유 박창식 박춘근 

박태한 박현식 배재군 배정훈 서정수 성남용 소강석 손동후 송영의 송종완 

송창현 송태근 신동희 신용기 신진호 심욱섭 심충열 양대식 예성철 오정현 

옥성석 유정식 윤영배 이건영 이관형 이규현 이기동 이덕진 이동관 이상복 

이성화 이승희 이억희 이영신 이용범 이정화 이형린 이호현 임재룡 장봉생 

장영일 장창수 전태균 정계규 정병갑 정영교 정영기 정재호 조남용 조동원 

조상용 조승호 조영래 진영화 최남수 최병현 최상호 최재호 하귀호 하재삼 

현상민 홍문수 홍성인 황일동

(총 1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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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1) 전문위원회 임원

① 정책위원회

       위 원 장 : 이성화 부위원장 : 고영기 이석원 서    기 : 강진상

       소 위 원 : 김인범 김장교 박용규 송귀옥 이용범 정계규 조승호 황재열

②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 이호현 서    기 : 김기철

       소 위 원 : 김기선 김용수 박준유 박창식 석찬영 이경조 최남수 최상호 

③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위 원 장 : 최종순 부위원장 : 김재철 이기동 서    기 : 최병효

       소 위 원 : 박만규 박의서 서정수 신용기 이상근 정신길 정영기 현상민 황인철  
④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위 원 장 : 진영화 부위원장 : 맹일형 함성익 서    기 : 윤창규

       소 위 원 : 김용국 김인호 서석수 심욱섭 이단화 이순오 이정화 이종문 전순기 

⑤ 의료·복지위원회

       위 원 장 : 정병갑 부위원장 : 최현범 서    기 : 방성일

       소 위 원 : 김종희 류명렬 송종완 우종욱 이건영 장봉생 조영래 

⑥ 자녀위원회
       위 원 장 : 김미열 부위원장 : 김우일 이상화 서    기 : 하재호

       소 위 원 : 김남준 김대곤 김성원 김영복 김용택 이남국 전웅구

⑦ 여성위원회

       위 원 장 : 김관선 부위원장 : 박재신 이덕진 서    기 : 김동식

       소 위 원 : 권성호 김종원 문성남 신현수 윤영민 조정희 한기승 
⑧ 윤리위원회

       위 원 장 : 강재식 부위원장 : 김용대 류병수 서    기 : 김성천

       소 위 원 : 권호욱 길요나 이상복 이억희 조동원 최광영 황남길 

⑨ 국제위원회

       위 원 장 : 김형국 부위원장 : 김태일 양대식 서    기 : 정영교

       소 위 원 : 고광석 고석찬 길현주 김석호 김선익 성남용 하득희 

⑩ 비즈니스위원회

       위 원 장 : 권순웅 부위원장 : 김진하 조상용 서    기 : 김종원

       소 위 원 : 김재호 남태섭 박윤성 박종희 이성택 이태현 이현재 정남호 

⑪ 문화사역위원회

       위 원 장 : 황석산 부위원장 : 박성규 이기봉 서    기 : 김신근

       소 위 원 : 김상준 김철환 김희수 심권호 이진우 임종구 한근수 한수환 한창호 

⑫ 멤버케어위원회

       위 원 장 : 하재삼 부위원장 : 양대식 이용범 서    기 : 김형찬

       소 위 원 : 고창덕 김찬곤 박용규 배만석 이기동 이억희 정창호 조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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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위원회 임원

① 중국

       위 원 장 : 고창덕 부위원장 : 박창식 박재신 서    기 : 김용국

       소 위 원 : 김미열 고석찬 강재식 김석호 길현주 맹일형 양성태 최상태 

② 일본

       위 원 장 : 황재열 부위원장 : 남태섭 서    기 : 황석산

       소 위 원 : 최남수 김종희 손동후 도수열 서정수 김한욱 옥성석 최상태 고광석 

③ 실크로드

       위 원 장 : 이기동 부위원장 : 김장교 이성화 서    기 : 정현민

       소 위 원 : 민남기 문홍선 이용범 김찬곤 김철수 김봉수 김종혁 조승호 

④ 메콩개발기구

       위 원 장 : 한근수 부위원장 : 하재삼 강재식 서    기 : 임재룡

       소 위 원 : 오성수 최종순 이권희 문찬호 김기철 김관선 정신길 윤창규 배정호  

⑤ 동남아시아

       위 원 장 : 김영복 부위원장 : 장봉생 김태일 서    기 : 김현중

       소 위 원 : 김인범 최남수 고석찬 김구 김성환 모상련 김종혁 

⑥ 서남아시아

       위 원 장 : 박만규 부위원장 : 김재철 민찬기 서    기 : 김영삼

       소 위 원 : 조무웅 김종원 장창수 이승희 길요나 장봉생 홍문수 이덕진 박성기 김용수 

성남용 

⑦ 태평양

       위 원 장 : 이석원 부위원장 : 남태섭 이상복 서    기 : 이억희

       소 위 원 : 김형국 옥광석 고영기 황일동 정중헌 이성택 이용범 이기봉 소강석 

⑧ 유럽

       위 원 장 : 민찬기 부위원장 : 최남수 이덕진 서    기 : 김용국

       소 위 원 : 심욱섭 권성수 유정식 길요나 신진호 박태한 김기철 박성규 

⑨ 유라시아

       위 원 장 : 최병효 부위원장 : 조상용 배재군 서    기 : 김대훈

       소 위 원 : 김미열 송준인 임병선 송영의 양대식 전주남 이기동 이태현 

⑩ 서부아프리카

       위 원 장 : 김영민 부위원장 : 김인식 정재호 서    기 : 이재범

       소 위 원 : 김종민 한성근 홍문수 조영석 양대식 이기동 

⑪ 동남부아프리카

       위 원 장 : 김미열 부위원장 : 송귀옥 황석산 서    기 : 김신근

       소 위 원 : 이정화 김재철 박창식 류명렬 길요나 조남용 신용기 

⑫ 아메리카

       위 원 장 : 오정호 부위원장 : 김희수 권순웅 채규현 서    기 : 고석찬

       소 위 원 : 조동원 박춘근 이관형 박재신 이상화 이진우 박창건 김찬곤 민찬기 

⑬ 한국외국인

       위 원 장 : 이상복 부위원장 : 정중헌 김기철 서    기 : 이억희

       소 위 원 : 조정희 임용주 박성순 예성철 길요나 맹일형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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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중동

       위 원 장 : 정영교 부위원장 : 김관선 서    기 : 김근영

       소 위 원 : 조동원 최병현 이진우 김종준 윤영민 김은호 채규현 이기동 

⑮ 동남아이슬람

       위 원 장 : 배만석 부위원장 : 박승남 김철수 서    기 : 송영의

       소 위 원 : 임재호 박의서 김범선 정병갑 김정화 옥성석 이기동 
    ⑯ 북한

       위 원 장 : 김태일 부위원장 : 심욱섭 김광석 서    기 : 방성일

       소 위 원 : 김서택 박성순 송유하 김석호 김용수 김관선 안중훈

2. 회 의

1) 제1차 정기 임원회

 일    시 : 2019. 9. 10(화) 

 장    소 : 몽골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는 ‘선교사 회비’ 명목을 선교사 행정비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유인

물에 기재된 선교사 회비로 하는 것이 맞다는 보충 설명을 들은 후 아래와 같이 유인물대

로 받기로 하다. 

    (3) 본부 행사일정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4) 각 부서 보고

      ① 사역부 보고를 받기로 하다.

    (5)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바나바관 리모델링 증축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장학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조승호 목사, 서기 조동원 목사, 총무 박춘근 목사로 하기

로 하다.

다. 22회기 실행이사 선정의 건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라. 전문, 지역위원회 조직의 건에 관하여는 우선 선교사 심의·훈련 위원회만 받고 다른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다.

   *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위원장 : 최종순 목사     부위원장 : 김재철 목사 이기동 목사   

서 기 : 최병효 목사

     소위원 : 박의서 서정수 정신길 현상민 정영기 박만규 목사    

      ② 사역부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최헌주(동인도 지부)

            ㈏ 김병석(실크로드 터키 지부)

            ㈐ 김창덕(나미비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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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순(말라위 지부)

          나) 선교지 사직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오유신(태국)

            ㈏ 박주안/이영희(한국)

            ㈐ 조남준/김태연(인도)

          다) 파송교회 후원 중지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이귀범(미국, 소암열린문/이기문 목사)

          라)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주연철 / 신동선(캄보디아, 교하대광/정신길 목사)

          마) 지부명칭 변경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변경 전 지부명 : 치앙라이 화런지부

              변경 후 지부명 : 태국 화런지부

          바) 프로젝트 승인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조용규/신유미(캄보디아, 올리브 선교센터 건축)

나. 행사 청원 중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과 코디네이터 OT&워크샵에 관한 청원은 

받기로 하다.

다. 해외출장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민다나오 지부 및 EMC 신학교 25주년 기념식

라. 기타청원 : OMTC개설 신청의 건과 London City Mission과 MOU 체결의 건은 받

기로 하다.

    (6) 기타 안건

 ① 인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 신용기 목사(부이사장) 위원 : 조동원 박의서 김용수 박춘근

  ②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위 원 장 : 정병갑 목사(의료복지 위원장)

   위    원 : 김용수 목사(회계) 박춘근 목사(총무) 조기산 목사(본부총무) 

전철영 선교사(선교총무) 김창석 선교사(지역대표) 

황바울 선교사(선교사회 회장)    
③ 임원, 지역전문위원회 KAIROS 훈련 실시하기로 하다. 

   임원, 감사가 먼저 훈련을 받기로 하다.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13일(금) 장소 : 선교본부

④ 복지법인 발전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위 원 장 : 이용범 목사(부위원장) 위   원 : 박춘근 목사 이억희 목사

⑤ 교단 총회 시 임시임원회 개최의건은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일시 : 2019. 9. 25(수) 07:00 장소 : 충현교회

⑥ 은퇴선교사 6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되 전례대로 50만원씩 1.1.1운동 기금에서 지

출하기로 하다.  

2) 제1차 임시 임원회

 일    시 : 2019. 9. 25(수) 07: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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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나바관 증축 경과 보고서 : 바나바관 증축(추가 : 선교전략연구소, 위기관리팀, 국제개발

교육원 건은 경비 절감을 위해 GMS내의 건축이므로 전문인 선교사의 재능 기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명 입찰을 유인물대로 보고받고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선교사 퇴직연금 140억원 해지를 위한 소송 보고 및 청원 

사건위임계약서의 추가 비용(일천만원) 청원의 건은 청원대로 받기로 하다. 

소송의 일관성 있는 진행을 위해 임원회 소위원회를 두어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임원 소위원회 : 부이사장 이용범, 서기, 회계, 이사회 총무, 본부총무로 하기로 하다.

    (4) 본부 링링 태풍 피해 복구 공사 계획 현황 보고 : 예비비  2억 가량 증액을 한 것이 있으

므로 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복구비용이 가능하다. 재정위원회에 통과하여 정기임원회에

서 상정하기로 하다.

    (5) 전문, 지역위원회 조직의 건은 별지 보고대로 받되, 12) 멤버케어위원회 : 위원장 : 하재삼

부위원장 : 이용범 양대식  서기 : 정두호  위원회 : 이름은 가나다 순으로 하고 조직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6) 기타

      ① 2020. 10. 10.(목) 09:30 임원회, 11:00 선교사 임명식, 식사 후 13:00 워크샾으로 진

행하기로 하다.

      ② 교단 총회 석상 인사 및 보고를 하기로 하다.  

3) 제2차 정기 임원회

 일    시 : 2019. 10. 10(화) 09: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는 제22회기 제1차 정기 임원회 회의 결과는 그 형식을 지난 회기의 틀에 맞게 

고치고 오, 탈자를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지역대표 전략회의에 후원이 가능한 분들에게 도

움을 요청하기로 하다.

    (3) 각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1회기 제4차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결과는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에서 권고사직의 건은(이정주/안윤

정 선교사) 소속 노회와의 관계가 있으므로 해 노회에 통지하여 조치한 후 공지 하기로 

가결하다.

    (4) 본부 행사 일정

      ① 행정부 행사일정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 행사일정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재정 청구의 건에 본부 사택 수리의 건을 포함해서 받고 총회긴

급구호 기금에 재정청원을 하는 것을 가결하다.

        나. 바나바관 보수공사, 포장, 렉상 공사 재정 청구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



852❙제105회 총회 보고서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의 건은 지부장 청원 조건에서 재정보고를 하지 않은 필리핀 민다

나오 지부의 장성환, 러시아 극동지부의 우종철, 태국남부지부의 권오혁 이상 3명의 

선교사에 관하여는 선교사총장으로 재정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고 2020년부터는 

GMS 규정집에 나와 있는 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결하다.

  나) 선교사 사직 청원의 건은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우도선(인도)

         다) 선교지 변경 청원의 건은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최○민/유○혜(중국 -> 태국)

           ㈏ 안○희B/이○임(중국 -> 태국)

           ㈐ 허인석/양명희(네팔 -> 한국)

         라)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장청익/한다미요꼬(일본, 목포사랑의/백동조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김선중(태국, 소화샘물/채윤병 목사 -> 천안아산주님의/최윤석 목사)

         바) 프로젝트 승인 청원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손인성/김희숙(필리핀, 예배당 및 목회자 훈련원 건축)

       나. 행사 청원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임원, 지역/전문위원장, 본부, 지역대표 기도자 학교

         나) GMTI 100기 해외훈련 및 정탐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22회기 LMTC 원장·실무자 간담회 –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해외출장 청원은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행사명 : 임원, 지역 / 전문위원장, 본부, 지역대표 기도자 학교

       라. LMTC 명칭 변경의 건은 청원한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변경 전 명칭 : 서울신학 LMTC

          변경 후 명칭 : 서울신학 SMTC

    (6) 기타 안건 : 선교사 퇴직연금과 보험회사 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두 사무총장의 보고를 들

은 후 인사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4) 제2차 임시 임원회

 일    시 : 2019. 10. 24(목) 11: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재정복지국장 정지영 장로의 건은 인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조치대

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 직원 자리배치 인사의 건은 인사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재정복지국장 정지영 장로 ----------- 센터개발, 법인, 시설관리 후원개발 팀장으로

행정국 김진미 간사 ----------------- 재정국 선교사재정 담당 선임간사로

선교국 김명택 간사 ----------------- 행정국 사무 선임간사로

훈련국 조영아 간사 ----------------- 선교국 지역담당 간사로

선교국 김미형 간사 ----------------- 훈련국 선임간사로(훈련국 사무간사는 본부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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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 계획에 따른 것임)

재정국 우정인 간사 ----------------- 선교국 지역담당 간사로

※ 청원사항/ 재정복지국장은 본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정복지국 팀장체제로 운영하되 행정국에 결제 라

인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두 부서장의 의견으로 청원합니다. 

   두 사무총장의 청원사항에 “선교사 재정에 사역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교사무

총장 경유, 결제라인을 둔다.”를 추가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3) 선교연구개발원장 추천위원회가 요청한 선교연구개발원장 근무 조건에 대하여 연구원의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원장은 월100만원으로 결정하 으며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에는 거기에 맞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다. 근무 형태는 본부규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한다. 그리고 1년에 몇 건의 연구결과물을 내도록 지시한다.

(4) 일본 미토사랑의교회 MOU 체결의 건은 본회 소속 선교사들의 비자문제를 효과적으로 해

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5) 제3차 정기 임원회

 일    시 : 2019. 11. 07(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2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와 제22회기 제2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

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 제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

계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1차 재정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는 22회기 제2차 임시임원회에서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재확인하다.

③ 제22회기 제2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는 22회기 제2차 임시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안

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재확인하다.

④ 제22회기 제1차 선교연구개발원장 추천위원회 회의결과는 22회기 제2차 임시임원회에서 

처리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재확인하다.

⑤ 제22회기 제1차 퇴직연금 실무위원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받고 정 임원 중에서 퇴직연금 

실무위원 소위원에서 빠진 회록서기 박의서 목사를 추가하기로 가결하다.

⑥ 제22회기 제1차 아메리카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⑦ 제22회기 제1차 유라시아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⑧ 제22회기 제1차 의료•복지역위원회 임원회 회의결과 청원사항에 대하여 받기로 가결하고 

지급근거를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병기하도록 하다.

가. 아이티 정국 혼란과 치안 불안으로 긴급 철수한 김영화/심미례, 강동효/남하얀(자녀 5

명), 강효정 총 3가정 10명(자녀포함), 항공료 18,837,720원에 대하여 GMS 선교사 

상호복지기금에서 일천만원(₩10,000,000)을 지원하기로 하고, 나머지 8,837,720원에 

대하여는 파송교회와 IT선교회에서 담당해 줄 것을 공문을 보내어 요청하기로 하다.

나. 기독신문에 기사화된(2019년 10월 30일) 페루 이춘현 은퇴선교사(86세)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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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리기금에서 치료비 이백만원(₩2,000,000)을 지급을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 지급규정 -

   가) 선교사 행정세칙(제4절 비상사태관리, 제43조 위급한 발병이나사고 발생시, 2항.)

“선교지에서 전쟁이나 재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즉각 안전한 송환을 하도록 강구한다.”

   나) 선교사 행정세칙(제4절 비상사태 관리, 제44조 재원조달, 1항)

“상황이 발생했을 시 심의된 금액을 상호복지기금에서 사용하되 추가 필요시 공동기

금에서 지원한다.”

(4) 본부 행사 일정(안) : 행정부 행사일정과 사역부 행사일정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사역부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LMTC(Local Missionary Training Course) 

에 관한 한국어 명칭을 현 “지역단기선교훈련원”에서 “지역선교훈련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가결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

          가. 행정부에서 청원한 대체인력(계약직) 채용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송영식(네팔지부)

              ㉯ 노상열(남인도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최윤혜(알바니아)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최○철/임○란(중국 -> 대만)

              ㉯ 김○옥(중국 -> 카자흐스탄)

              ㉰ 윤○연(중국 -> 카자흐스탄)

              ㉱ 문○석(중국 -> 태국)

              ㉲ 양회형/백영희(태국 -> 한국)

           라) 파송교회 중지 청원

              ㉮ 송병의/엄한나(인도네시아, 산돌/이성학 목사)

              ㉯ 이종군/김동분(인도네시아, 영광/임용섭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송우석/박영신(영국, 죽산/김종필 목사 -> 광주청사/백윤영 목사)

         나. 행사 청원 : 임원, 지역/전문위원회 KAIROS 훈련

         다. 해외출장 청원

           가) 행사명 : KWMA, KWMC, 한교선 선교리더십 포럼

           나) 행사명 : GMTI 100기 해외훈련(언어훈련, 정탐)

           다) 행사명 : GMTI 100기 해외훈련(정탐)

         라. 기타 청원 

           가) 22회기 지역대표회의 및 수련회 추가 재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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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GMS와 브라질장로교단 공동 교회개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7) 기타청원

       ① GMS와 브라질 장로교단 교회개척 Project는 이사장과 서기, 총무 그리고 두 명의 사

무총장(총 5인)에게 맡겨서 논의케 하고 12월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다.

       ② 동남아․이슬람 지역위원회 위원장 정중헌 목사의 사의로 공석이 된 부분을 처리하기 위

하여 이사장과 서기 그리고 두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을 선

출하도록 하다.

6) 제4차 정기 임원회

 일    시 : 2019. 12. 05(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3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 제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

계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1차 멤버케어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여성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③ 제22회기 제2차 선교연구개발원장 추천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④ 제22회기 제3차 선교연구개발원장 추천위원회 회의결과에 관한보고는 받고 원장으로 지

원한 두 사람에는 자격문제를 통보하고(학위) 양해를 구하기로 가결하다. 

⑤ 제22회기 제1차 GMS와 브라질 장로교단 공동 교회개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회의결과보

고대로 받고 발기인 대회에 임원들이 적극 참석하도록 하다.  

⑥ 제22회기 제2차 퇴직연금 실무임원 소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⑦ 제22회기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결과를 수정하여 받기로 결의하다.  

⑧ 제22회기 제3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받고 추가하여 3가지를 결의하다. 

    (4) 본부 행사 일정

① 행정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다.

② 사역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의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GMS 독신 여선교사 은퇴관 건축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 22회기 코디네이터workshop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가. 총회 GMS지원금 1천만원 지원의 건은 총회의 결의대로 ③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 

청원에만 1천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각하기로 결의하다.

  나. 새안양교회 김한욱 목사, 학익교회 박준유 목사 실행이사 추천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사랑스러운교회 배만석 목사 동남아이슬람 지역위원장 선출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

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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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역부 

  가.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김태숙(북인도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권용단/김수정(인도네시아)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한○기/오문아(인도네시아 -> 카자흐스탄)

      ㈏ 이○배/천○랑(중국 -> 대만)

      ㈐ 정○연/조○나(중국 -> 필리핀)

      ㈑ 현○수/이○희(중국 -> 네팔)

      ㈒ 명○재/홍○희(중국 -> 한국)

    라)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김철수B/황금례(태국, 드림/이철희 목사)

      ㈏ 김○일/김○강(중국, 동부/허평구 목사)

나. 행사 청원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가결하되 가) 캄보디아 전략회의 참

석자에 부이사장을 추가하다. 

    가) 캄보디아 전략회의(수련회)

    나) 제10회 GMS독신여선교사 선교대회   

    다) 아메리카 선교대회

    라) 동남부아프리카 선교대회

  다. 해외출장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행사명 : 홍콩사태 관련 현황 파악

  라. 필리핀 선교사 영성수련회 및 선교사 위로 음악회 추가 재정 청원의 건은 이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에서 행사비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의하다. 

    (7) 기타청원

① 쉐마기독학교 MOU 체결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국제개발대학원에서 요청한 가상계좌 개설의 건은 자체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한시적

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③ 이사회비를 15만원으로 납부한 교회에 대한 건은 해당 교회가 연말까지 정리를 하든

지 실행이사로 추천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재정반납은 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④ 선교사 송금을 달러로 바꾸는 건은 선교사들에게 송금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미리 달

러로 바꾸어서 원달로 환율상승으로 선교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결

하다. 

7) 제5차 정기 임원회

 일    시 : 2020. 01. 09(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4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 제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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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2차 멤버케어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받고 정책포럼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22회기 제2차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 

선교사 훈련에 관한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고, 선교사 심의에 관한 회의결과는 선교사 청

원 및 보고의 건(선교사 은퇴청원 2가정, 원로선교사 추대 2가정, 선교사 순직자 청원 1

인, 선교사 복직청원 1가정)은 허락하기로 가결하고, 선교사 심의  건에 관하여는 심의위

원회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가결하되, 백성기 장로의 명예선교사 자격에 관하여는 규정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지엠에스 규정에 특수전문직에 관하여는 나이를 초과해도 필요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④ 제22회기 제2차 의료.복지위원회 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본부 행사 일정

① 행정부 일정을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임원, 지역/전문위원회 카이로스 훈련(2회)

  나. GMS 홈페이지 리뉴얼

② 사역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청원

       ㈎ 장성영(태국치앙라이지부)

       ㈏ 이준우(리잘지부)

       ㈐ 신헌주(마닐라남부루손지부)

       ㈑ 주우찬(미얀마지부)

    나) 선교사 사직청원

       ㈎ 김정민/오선미(인도네시아)

       ㈏ 김종기/조윤경(미얀마)

    다) 단기사역만료

       ㈎ 이재수/강순덕(호주)

    라) 선교지 변경청원

       ㈎ 강신형/오희자(불가리아 -> 북마케도니아)

       ㈏ 박○민/주○경(중국 -> 싱가폴)

       ㈐ 전현민/홍애라(대만 -> 필리핀)

    마) 파송교회 중지청원

       ㈎ 김정숙(한국, 예담/이억희 목사)

       ㈏ 정규재/이미숙(한국, 대전중부/조상용 목사)

       ㈐ 이강복/정미아(베트남, 은혜샘/김영욱 목사)

       ㈑ 김옥순(중국, 수원제일/김근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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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동파송교회 추가 청원

       ㈎ 이성구/최정례(미얀마)

          공동파송 대표교회 : 광주영광/최영광 목사

          공동파송 교회추가 : 새서귀포/임진성 목사

    사) 지부분립청원

        선    교   지 : 필리핀

        분립전 지부명 : 메트로지부 (44가정 83명)

        분립후 지부명 : ① 리잘지부 (22가정 43명)

                       ② 마닐라남부루손지부 (22가정 40명)

    아) 프로젝트 승인청원

       ㈎ 이보아스/이룻(필리핀, 교사선교사 훈련원 장소구입)

  나. 행사 청원 : 행사청원 보고를 받고 ⑤번은 결정을 유보하고 나머지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가) VMK 겨울수련회
    나) 선교사 재교육(MCEP)

    다) GMS 선교전략 포럼

    라) 브라질장로교단 공동 교회개척 프로젝트 및 카이로스 훈련

    마) GMS 선교전략연구개발원 지역 연구소장 전략회의

    다. 해외출장 청원

    가) 캄보디아 전략회의(수련회)

    나) 동남부아프리카 선교대회

    다) GMTI 102 기 해외선교훈련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
    (7) 기타청원

기타청원에 관하여 1안은 허락하고 2안은 지도하여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3안에 대

하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에 근거하여 임원회가 정리하여 답변 하기로 하다.

       ① G-Mission MOU체결의 건

       ② ‘GMS국내다민족사역연합체 설립 확인서 청원의 건’ 반려

       ③ ‘선교전략연구개발원 본부연구원 선임 통지의 건’에 대한 설명요청의 건(키르기스스탄 최

근봉 선교사 질의) 

8) 제6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20. 02. 06.(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5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 제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

계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1차 기금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2차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 발기인대회 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③ 제22회기 제3차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 위원회 회의결과는 그대로 받기로 하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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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인 명칭 변경의 건은 <브라질 교회개척 프로젝트>로 하기로 가결하다.

④ 제22회기 제1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⑤ 제22회기 제2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GMS 선교

전략포럼 일정(3월 2일-4일)을 선교사무총장에게 맡겨 협의 조정하도록 하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 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 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내부 현황도로 2차 계획을 위한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재정은 재정위

원회로 보내어 처리키로 하다.

나. GMS 정책포럼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다. 위기관리원장 사임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고 후임을 공개 채용하도록 인사 위원회에 맡

겨 진행하기로 하다.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한신(방글라데시지부)

            ㈏ 박동주(브라질 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정규재/이미숙(한국, 파송교회없음)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김○현/이○경(중국 -> 태국)

            ㈏ 조준상/원현숙(인도 -> 한국)

            ㈐ 이종현(몽골 -> 한국)

            ㈑ 김○동/최○정(중국 -> 몽골)

     라)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서강태/박경희(일본, 제자/권호욱 목사 -> 서대문/장봉생 목사)

            ㈏ 박윤석/강영순(일본, 빛과소금/우종욱 목사 -> 서대문/장봉생 목사)

            ㈐ 홍기원/박현주(브라질, 신창/정영훈 목사 -> 양정/박재신 목사)

     마) 선교사 단기사역만료 청원

            ㈎ 김정보/김은숙(아랍에미리트, 장안제일/송일영 목사)

     나. 행사 및 해외출장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계속교육(기도자학교)

     나) 한국외국인선교지부 워크숍

     다) 아메리카 AMTC 및 선교사 임명식
     라) 유럽 선교대회

     마) 유라시아지역 선교대회

     다. 기타 청원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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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메리카 AMTC 훈련 및 재정청원

     나) 2020년 MK 대학 신입생 격려금 지급 청원

9) 제7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00. 03. 05.(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6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1) 제22회기 경상회계,  2) 제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3) 제22회기 선

교사 재정회계에 관한 회계 보고는 회의자료에 안내된 내용에 행정사무총장의 추가 제안

을 수용하여 농협조합배당금 8백만원을 실버적립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실버적립금 가입 

월 8천만원을 포함해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2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일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③ 제22회기 제3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되 코로나

19 사태로 입국하지 못한 3명은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 임명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은 현 상황(코로나19)을 고려하여 임시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은 현 상황(코로나19)을 고려하여 임시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 : 이사장 후보 자격 개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사장 후보 자격에 대하여 기

독신문이 공지한 내용은 개정 전의 것이기 때문에 총회에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고, 이사장 후보에 관한 정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서기부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2020 VMK 겨울수련회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아메리카 AMTC 이사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구성의 건은 이사장에게 맡겨 처리하되, 전 회록서기 이용범 목

사(중부호남)가 현직 부이사장 이므로 중부호남은 2명으로 보충하고 서울서북, 영남 

지역은 각 1명으로 하기로 하다.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김병범(우크라이나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김병남/박성신(몽골, 청량/송준인 목사)

          다) 선교지 변경 청원

            ㈎ 최○식/양○숙(중국 -> 태국)

     라) 프로젝트 승인 청원



 총회세계선교회 보고❙861

            ㈎ 정규진/안사라(인도네시아, 엘사다이 물리아 학교 건축)

        나. 행사 및 해외출장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일본 선교대회

        다. 기타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2020년 MK 대학 신입생 격려금 지급 청원(2차)

          나) 지역선교훈련원(LMTC) 개설청원

          다) 독신여선교사 선교대회 긴급철수 항공료 지원 청원

10) 제3차 임시임원회

 일    시 : 2020. 03. 26(목) 15: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제22회기 제1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2)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 방안의 건은 그대로 받고, 파송교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방역 마스크와 손 세정제와, 환율급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교사 가족당 10만원(개인

선교사 7만원) 지원하기로 하다.  

    (3) 선교사회에서 보내온 “코비드19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지원 요청의 건”문건에 관한 선교

사회의 위치와 권한 정리의 건은 현재 GMS규정에 입각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선교사회 

임원은 본부와 선교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활동하도록 하다. 

11) 제8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20. 04. 09(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7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제22회기 제4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와 2)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계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4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거관리위원 선임 보고 

        나.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일정(안)

②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캄보디아 전략회의(수련회) 보고  

     나. 2020 독신여선교사 선교대회 보고

     다. 선교사 계속교육(기도자학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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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교사 자녀 소천의 건

     마. 코비드19 상황보고 및 대책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GMS 전·현직 리더쉽 워크숍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선교사 사직 청원

            ㈎ 최현주(타지키스탄, 화정목양/이춘봉 목사)

            ㈏ 박상환/김혜성(방글라데시, 예광/조은칠 목사)

            ㈐ 유○용/최○화(중국, 파송교회없음)

            ㈑ 김○호(중국, 파송교회없음)

          나) 선교지 변경 청원

            ㈎ 조이삭(코스타리카 -> 한국)

            ㈏ 이○돌/이○미(중국 -> 태국)

          다)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유○복/전○임(중국, 세곡/박의서 목사)

            ㈏ 임성수/유현숙(인도네시아, 세곡/박의서 목사)

            ㈐ 이○모(중국, 람원/김수환 목사)

            ㈑ 양주림(멕시코, 대길/박현식 목사)

     라) 파송교회 변경 청원

            ㈎ 지정구/김세희(불가리아, 성덕중앙/안준혁 목사 -> 대표교회 성덕중앙/안준혁 목사, 

                                                                      양문/권태수 목사)

            ㈏ 이강복/정미아(베트남, 없음 -> 세곡/박의서 목사)

            ㈐ 이성일/이필선(말레이시아, 없음 -> 세곡/박의서 목사)

            ㈑ 이석주/조영주(터키, 은샘/조승호 목사, 새에덴/소강석 목사 -> 은샘/조승호 목사)

            ㈒ 김인배(온두라스, 없음 -> 광명/최남수 목사)

     마) 지부변경 청원

            ㈎ 박용정/오지영(일본, 관동 중부지부 -> 관동 동부지부)

      ③ 기타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하다.

        가. 캄보디아 성정숙 교통사고 지원의 건

        나. 지역선교훈련원(LMTC) 개설청원 – 경기북부 LMTC

12) 제9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20. 05. 07.(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3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와 2)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계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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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2회기 제3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

  가. 2018년 GMS 선교대회 숙박비 영수증 정산 초지에 대한 내용증명의 건은 위원을 구

성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위원은 서기, 회계, 총무, 그리고 두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나. 선교백서 발간은 속히 보완하여 출간하도록 하다. 

②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2020.05.05. 19:32)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GMS 노회파송이사 자격기준의 건은 총회에 제22회기 GMS 노회파송이사 자격에 대

해 104회 교단총회 총대인지 아니면 105회 총대로 할 것인지 질의하기로 하다.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선교사 사직 청원

            ㈎ 유○복/전○임(중국)

            ㈏ 하은규/박은진(필린)

          나) 선교지 변경 청원

            ㈎ 김종성/명윤영(인도네시아 -> 한국)

          다)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민병윤/김영신(한국, 왕십리/맹일형 목사)

13) 제10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20. 06. 11.(목) 10:0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3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계에 관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2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2회기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③ 제22회기 제1차 2018년 GMS 선교대회 숙박비 내용증명 처리위원 회의결과는 중간보고

로 받고 보완하여 추후(회의내용 포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④ 제22회기 제4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고 기타 안

건 (1)원로선교사의 재산권, 신분(기간)에 관한 점검과 (2)명예선교사의 사역이 GMS와 연

관사역인지 확인을 바라는 요청에 관하여는 정책위원회와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의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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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다. 

⑤ 제22회기 제3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소천의 건

  나. 세계기도자학교 MOU체결 건

  다.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청원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사회복지법인 지엠에스 사회복지재단 재정청원의 건

  나. 화상회의 구축의 건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강재모(인니수마트라지부)

            ㈏ 정순영(비원지부)

            ㈐ 고진석(캄보디아 서북부지부)

            ㈑ 전대식(해피캄지부)

            ㈒ 유명환(인도네시아동부지부)

            ㈓ 조용규(캄보디아 트모다지부)

            ㈔ 안영일(중부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유정미(이집트, 고흥/설성규 목사)

          다) 단기사역만료

            ㈎ 권은경B(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노미경(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문종석/신명랑(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박성업(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박태수(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백창현(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손규용(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안종훈(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이정미D(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최선희B(필리핀, 파송교회없음)

            ㈘ 최은희B(필리핀, 파송교회없음)

     라)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장동익/곽화자(사이판, 창의문/설우창 목사)

            ㈏ 이호선/이미경(레바논, 주례/이광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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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은/김다진(한국, 창신제일/임시당회장 김선종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김의배/정순영(캄보디아, 월내좋은/배정호 목사 ->  대표교회 : 석계/최영만 목사

                                                     공동후원교회 : 월내좋은/배정호 목사

            ㈏ 김병범/김나탈리야(우크라이나, 세계로/임시당회장 김성원 목사 

                                           ->  대표교회 : 세계로/임시당회장 김성원 목사

                                               공동후원교회 : 사랑과평화/김영복 목사

            ㈐ 김인규/양순연(러시아, 없음 -> 장전/이우식 목사)

     바) 선교지변경 청원

       ㈎ 이진수/임은실(인도 -> 한국)

       ㈏ 정○진/박○숙(중국 -> 필리핀)

       ㈐ 신○자(중국 -> 라오스)

     사) 지부변경 청원

       ㈎ 박승남/심영남(감비아, 사하라지부 -> 감비아지부)

     아) 지부명칭 변경 청원

             변경사유 : 서부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경계 지대를 기준으로 지부명의 통일성을 기함

       ㈎ 선 교 지 : 카메룬, 챠드, 니제르, 말리

    변경전 지부명 : 사하라지부 -> 변경후 지부명 : 사헬동부지부

       ㈏ 선 교 지 : 감비아, 기니비사우, 모리타이나, 세네갈

    변경전 지부명 : 감비아지부 -> 변경후 지부명 : 사헬서부지부

       ㈐ 선 교 지 : 가나,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토고  

    변경전 지부명 : 서아프리카지부 -> 변경후 지부명 : 사헬남부지부

   나. 행사청원

     가) 선교전략포럼 

     나) Covid-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다) Covid-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한 디브리핑(위로회)

     라) 한국 선교단체의 상황별 코로나19 위기 대응 웍샵

   다. 기타청원

     가) 명예선교사 임명일 연기의 건

(7) 기타안건 : 기타안건의 선교사회가 질의한 행정사무총장의 총회총무 후보지원에 관한문제

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사안이나 행정사무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하여 임원회 앞에서 유감을 표명하다. 지역대표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선교사무

총장에게 맡겨 답변서를 보내기로 하고, 선교사회의 질의에 관한 부분은 선교사회에서 문

제 제기를 한 선교사들을 귀국하게 해서 대화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풀어나가기로 하다. 

       ① GMS 현안에 대한 14개 지역대표의 입장과 요청의 건

       ② 선교사회 질의 3건

       ③ 1)항, 2)항에 대한 법무법인 변호사 의견서 및 답변서 

14) 제4차 임시임원회

 일    시 : 2020. 06. 20(토) 08:00

 장    소 :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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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사항

    (1) 故 조동진 박사 소천에 따른 선교본부 내 묘지 사용의 건에 관하여는 허락하기로 하다.

    (2) 노회파송이사 활동자격 기준에 대한 총회 답변 보고의 건에 관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故 조동진 박사 조의금은 GMS이름으로 100만원을 하고, 장례(하관)예배는 GMS 주관으로 

하는 것을 허락하고, 장례(하관)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 하다. 

15) 제11차 정기임원회

 일    시 : 2020. 07. 09.(목) 10:30

 장    소 : 선교본부

 결의사항   

    (1) 서기 보고 : 제22회기 제10차 정기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제22회기 제4차 임시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 회계 보고 : 제22회기 경상회계와, 제22회기 선교사 재정회계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3) 각 위원회 결과 보고 

① 제22회기 제5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제22회기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회의 결과 중 정기총회 

총대이사 자격에 관하여 노회파송이사는 총회 총대가 아니더라도 선교에 뜻이 있는 노회

소속교회 담임목사 중에서 총대로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책위원회에 논의를 요청

하는 안을 포함하여 받기로 하다. 

③ 제22회기 제3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오자를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④ 제22회기 제6차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받고 직원사직과 복직은 받고 권고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4) 본부 행사일정

① 행정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② 사역부의 행사 일정(안)을 그대로 받고, 강의는 온라인으로 종강하고 임명식은 추후에 하

는 것으로 가결하다.

    (5) 각 부서 보고

① 행정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개발행위허가 보고

        나. 선교사개인퇴직연금 부당이득반환 소송 진행사항 보고

        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보고 

② 사역부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가. 코비드19 관련 선교사 이동(철수) 현황(2020.07.06. 07:24)

    (6) 각 부서 청원

① 행정부 보고를 받고 게스트하우스 재계약건과 관계하여 향후 교통이 용이한 지역으로 옮

겨서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하는 방안과 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건에 대하여는 이사장, 두 사무총장, 위기관리위원장, 회계 총 5인에게 맡겨서 처리하

게 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다.

        가. 관악게스트하우스 재계약의 건

② 선교사 청원은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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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선교사 청원

          가) 지부장 승인 청원

            ㈎ 강승규(서부지부)

            ㈏ 윤한철(몽골지부)

            ㈐ 선명수(관동 동부지부)

          나) 선교사 사직 청원

            ㈎ 권○훈/이○향(중국, 파송교회없음)

          다) 단기사역 만료 청원

            ㈎ 민경화(말라위, 영광/박광재 목사)

     라) 파송교회 후원중지 청원

            ㈎ 임○묵/양○란(중국, 늘푸른/박규용 목사)

     마) 파송교회 변경 청원

            ㈎ 김영록/정애련(미국, 수원명성/안중훈 목사 -> 영광/신동희 목사)

            ㈏ 이○모(중국, 없음 -> 꿈이있는/김성찬 목사)

     바) 선교지 변경 청원

            ㈎ 이○은/김○(중국 -> 한국)

            ㈏ 임○묵/양○란(중국 -> 대만)

            ㈐ 김대섭(과테말라 -> 미국)

     사) 지부변경 청원

            ㈎ 강진원/문희은(캄보디아, 비원지부 -> 캄보디아 서북부지부)

        나. 행사 청원

          가) Covid-19로 귀국한 독신 선교사들을 위한 디브리핑(위로회)

          나) GMS 리더를 위한 Covid-19 위기 대응 웍샵

        다. 기타 청원

          가) ABBA선교회와 MOU체결의 건

          나) GMS 산하 신학교 표준교재 발간 예산 청원

    (7) 기타안건

      ① 본부의 예배당이 협소하여 총회 장소로 부적합하여 총회장소 문제를 위해서 총무를 포함

한 정임원과 두 사무총장에게 맡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② 지난 회의에 논의된 지난 선교사대회 숙박비 4천만 원을 처리하는 건에 대하여는 지금 

처리하면 감사부의 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안이고 본부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으며 

현임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하에 그대로 보류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기로 하다.  

3. 사업보고

GMS 행사 및 일정 보고 (2019.09~2020.07)

2019. 09. 05 21회기 4차 임시임원회 (선교본부)

2019. 09. 05 22회기 정기총회 (선교본부)

2019. 09. 05–13 22회기 임원수련회 (몽골)

2019. 09. 16 GMTI 100기 정규과정 개강예배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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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9. 19 신임선교사 본부 면접 (선교본부)

2019. 09. 20 22회기 1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선교본부)

2019. 09. 25 22회기 1차 임시임원회 (충현교회)

2019. 09. 26–27 신임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선교본부)

2019. 09. 30–10. 08 지역대표회의 (오스트리아)

2019. 10. 10 22회기 2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19. 10. 10 22회기 1차 재정위원회 (선교본부)

2019. 10. 10 22회기 1차 인사위원회 (선교본부)

2019. 10. 10 22회기 1차 선교사임명식(선교본부)

2019. 10. 14-15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선교본부)

2019. 10. 15  22회기 2차 인사위원회 (광명역)

2019. 10. 17 아메리카 지역위원회 (새로남교회)

2019. 10. 18 22회기 1차 선교전략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선교본부)

2019. 10. 24 22회기 2차 임시임원회 (선교본부)

2019. 10. 24 사회복지법인이사회 (선교본부)

2019. 10. 28 인도네시아 장로교단 목회자 방문 (선교본부)

2019. 10. 29-11. 07 코디네이터 워크샵 (선교본부)

2019. 10. 31 유라시아 지역위원회 소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04 LMTC실무자 간담회 (선교본부)

2019. 11. 06 22회기 2차 의료복지위원회 (서울 팔레스호텔)

2019. 11. 07 22회기 3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19. 11. 08 총회4기관 등반대회 (남한산성)

2019. 11. 12 22회기 1차 멤버케어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12 22회기 2차 선교개발원장 추천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15 22회기 1차 여성위원회 소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18 인도네시아 가나안누산따라 신학교 교수 본부방문 (선교본부) 

2019. 11. 25 22회기 1차 GMS-브라질장로교단 공동개척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서울역) 

2019. 11. 26 22회기 2차 퇴직연금실무임원 소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26 22회기 1차 윤리위원회 (선교본부)

2019. 11. 28 다민족연합체 실행위원 모임 (선교본부)  

2019. 12. 03 22회기 3차 선교개발원장 추천위원회 (선교본부)

2019. 12. 05 22회기 1차 한민족네트워크이사회 (선교본부)

2019. 12. 05 GMS-쉐마기독학교 MOU (총회회관)

2019. 12. 09-11 본부직원 워크샵 (베트남)

2019. 12. 12 2019 한교선 모임 (선교본부)

2019. 12. 16-20 이사 카이로스 훈련 (선교본부)

2019. 12. 19 22회기 2차 멤버케어 위원회 (선교본부)

2019. 12. 23 인준자 본부 면접 (선교본부)

2019. 12. 24 본부 성탄감사예배 (선교본부)

2019. 12. 26 22회기 1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선교본부)

2019. 12. 30 22회기 2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면접 (선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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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본부 종무감사예배 (선교본부)

2020. 01. 02 본부 시무감사예배 (선교본부)

2020. 01. 06 GMTI 101기 특별과정 개강예배 (선교본부)

2020. 01. 06 GMS-오아시스힐링센터 MOU (선교본부)

2020. 01. 07-08 신임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선교본부)

2020. 01. 08 22회기 2차 의료복지위원회 임원회 (서울)

2020. 01. 09 22회기 5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1. 09 22회기 2회 선교사 임명식 (선교본부)

2020. 01. 13 GMS다민족연합체 모임 (충주)

2020. 01. 30 22회기 2차 선교전략개발위원회 (총신대 사당캠퍼스)

2020. 02. 03 22회기 1차 기금관리위원회 (선교본부)

2020. 02. 03 브라질교회개척 추진위원회 (선교본부)

2020. 02. 06 22회기 6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2. 07 GMTI 101기 특별과정 종강예배 (선교본부)

2020. 02. 07 GMS-지미션 MOU (선교본부)

2020. 02. 11-13 캄보디아 전략회의 (캄보디아 씨엠립)

2020. 02. 14 22회기 2차 재정위원회(선교본부)

2020. 02. 18-24 제10회 GMS독신여선교사 선교대회 (이스라엘)

2020. 02. 19 22회기 1차 일본 지역위원회 (선교본부)

2020. 02. 20 22회기 3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면접 (선교본부)

2020. 03. 05 22회기 7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3. 05 22회기 3회 선교사 임명식 (선교본부)

2020. 03. 09-10 외부 감사 (선교본부)

2020. 03. 26 22회기 1차 의료복지위원회 소위원회의 (서울 팔레스호텔)

2020. 03. 26 22회기 4차 선교사 심의훈련위원회 소위원회 (선교본부)

2020. 03. 26 22회기 3차 임시임원회 (선교본부)

2020. 04. 01 GMS COVID-19 대책상황실 설치 (선교본부)

2020. 04. 03 22회기 1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선교본부)

2020. 04. 07 자체 중간감사 (선교본부)

2020. 04. 09 22회기 8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4. 09 22회기 4차 인사위원회 (선교본부)

2020. 04. 10 총회 중간감사 (선교본부)

2020. 04. 23 22회기 3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선교본부)

2020. 04. 28 GMS 정책포럼 (서문교회)

2020. 05. 06 GMTI 102기 정규과정 개강 (선교본부)

2020. 05. 07 22회기 9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5. 07 22회기 2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의 (선교본부)

2020. 05. 11-12 GMS 전,현직 리더십 워크샵 (서울 마포 신라스테이)

2020. 05. 13 22회기 3차 선교전략연구개발위원회 (선교본부)

2020. 05. 15 증경이사장단 모임 (선교본부)

2020. 05. 19 22회기 1차 선거관리위원회 (선교본부)



870❙제105회 총회 보고서

2020. 05. 19 명예선교사회 정기총회 (선교본부)

2020. 05. 21 신임선교사 본부면접 (선교본부)

2020. 05. 25 22회기 4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선교본부)

2020. 05. 25-29 임원,이사 카이로스 훈련 (선교본부)

2020. 06. 10 신임선교사 오리엔테이션 (선교본부)

2020. 06. 11 22회기 10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6. 11 22회기 4회 선교사 임명식 (선교본부)

2020. 06. 11 22회기 5차 인사위원회 (선교본부)

2020. 06. 15-19 GMTI 102기 카이로스 훈련 (선교본부)

2020. 06. 22 한국선교단체 상황별 COVID-19 위기대응 워크샵 (선교본부)

2020. 06. 26 GMTI 102기 종강 (선교본부)

2020. 07. 01-02 선거관리위원회 워크샵 (선교본부)

2020. 07. 02 22회기 3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의 (선교본부)

2020. 07. 06-10 COVID-19 귀국선교사 카이로스 훈련 1차 (선교본부)

2020. 07. 07 GMS 선교전략포럼 (선교본부)

2020. 07. 09 22회기 11차 정기임원회 (선교본부)

2020. 07. 10 22회기 2차 센터후원개발위원회 (선교본부)

2020. 07. 13-17 COVID-19 귀국선교사 디브리핑 (강릉)

2020. 07. 20 22회기 4차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선교본부)

2020. 07. 27-31 COVID-19 귀국선교사 카이로스 훈련 2차 (선교본부)

2020. 07. 27 22회기 1차 GMS 제23회 정기총회 준비위원회의 (선교본부)

2020. 07. 30 22회기 4차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의 (선교본부)  

4. 104회 총회 수임사항 처리 결과

  (1) 총회 제2차 재정부 임원회(2019.9.25.) 결의에 따라 세계선교회(GMS)로 이첩(문서번호 재정 

제104-5호, 2019.11.25.)

    * 제2차 재정부 임원회 결의사항

     ⑬ 대구노회장 장활민 씨가 헌의한 캄보디아 선교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재정청

원의 건과 베트남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 대전노회장 신종철 씨가 헌의한 캄보

디아 사랑의 집(1천만원) 재정청원의 건, 전남노회장 이정철 씨가 헌의한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사역지 뜰라호물꼬교회 재정청원 건은 GMS로 이첩하기로 하다.

 2019. 12. 05.(목) 제22회기 제4차 정기임원회 회의 결과 : ③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청원에만 1

천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나머지 항목은 기각하기로 결의하다. (2020년 7월 21일 송금)

    ① 캄보디아 선교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

    ② 베트남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청원

    ③ 캄보디아 사랑의 집 재정 청원

    ④ 멕시코 임한곤 선교사 사역지 뜰라호물꼬교회 재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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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결산 현황

1) 22회기 경상회계 자금계산서 (2019.08.01.~2020.07.31.)

(1) 수입

계정과목 22회기 예산 22회기 결산

51100 총회지원금 120,000,000 200,000,000

51300 회비수입 2,160,000,000 2,223,562,700

51500 등록금 107,600,000 78,835,400

51600 센타운영수입 96,200,000 65,729,000

51700 후원금 504,269,137 832,608,553

수입 합계 2,988,069,137 3,400,735,653

(2) 지출

계정과목 22회기 예산 22회기 결산
41000 사역부(훈련) 159,100,000 112,527,499
  41100 훈련교육 132,700,000 102,045,659
  41200 관리 21,600,000 7,526,030
  41300 훈련생자녀 4,800,000 2,955,810
43000 사역부(선교) 500,000,000 737,564,417
  43100 선교전략회의지원비 75,600,000 75,717,726
  43200 사역지도비 213,400,000 116,288,460
  43300 MK사역비 80,000,000 25,219,880
  43400 국내사역지원비 61,000,000 126,069,837
  43600 위기관리 70,000,000 394,268,514
44000 행정부 239,206,440 249,425,562
  44100 정기총회 및 회의비 104,746,700 102,244,826
  44400 고정자산 구입비 42,827,110 38,553,750
  44700 특별지출 58,201,876 71,015,776
  44800 선교사 후생비 33,430,754 37,611,210
45000 공동경상관리비 2,110,036,000 2,033,031,369
  45100 급여 830,970,960 830,401,905
  45200 복리후생비 310,194,907 309,966,966
  45300 직원교육 26,400,000 30,099,090
  45400 출장비 14,902,616 12,494,073
  45500 기기유지관리비 25,500,000 24,069,605
  45700 교통통신비 54,317,870 49,442,313
  46300 홍보및출판 69,000,000 68,549,320
  46400 본부서비스 87,303,000 61,179,080
  46500 센터관리 550,227,727 523,302,887
  46600 발송비 53,418,920 52,017,378
  46900 특별프로젝트 87,800,000 71,508,752
  47100 예비비 121,657,560 10,000,000
48000 운영차액대체 　 -226,57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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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사 재정

(1) 대차대조표                                                    2020. 07. 31. 현재

과      목
제22회기 제21회기

금액 금액

자     산

I. 유동자산 (1,897,651,823) (1,633,648,273)

 (1) 유동자금 (1,897,651,823) (1,633,648,273)

   1. 현금

   2. 예금 1,897,651,823 1,633,648,273

II. 기타유동자산 (100,016,262) (191,137,080)

 (1) 기타유동자산 (100,016,262) (191,137,080)

   1. 공동기금 100,016,262 191,137,080

   2. 긴급지원금

III. 특정자산 (31,997,888,621) (30,635,119,164)

 (1) 특정기금 (28,642,918,320) (27,372,097,356)

   1. 퇴직기금 10,638,679,875 9,490,098,972

   2. 안식년 여행기금 3,459,168,207 3,203,247,079

   3. 상호의료기금 1,269,473,332 1,341,747,786

   4. 퇴직연금(KEB하나) 13,275,596,906 13,337,003,519

 (2) 투자기타자산 (3,354,970,301) (3,263,021,808)

   1. 장기대여금선교사-공동기금 1,070,477,061 978,5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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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234,440,780) (234,440,780)

 (1) 유형자산 (234,440,780) (234,440,780)

   1. 토지<퇴직기금> 234,440,780 234,440,780

자산총계 (34,229,997,486) (32,694,345,297)

기      금

I. 기본금

II. 운영차액 (34,229,997,486) (32,694,345,297)

 (1) 운영차액 (34,229,997,486) (32,694,345,297)

   1. 전기이월 운영차액 32,694,345,297 31,956,195,872

  48000 운영차액대체 　 -226,579,670
비용 소계 3,130,000,000 2,915,969,177

    31302 당기운영차액 　 484,766,476
비용 합계 3,130,000,000 3,400,7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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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운용계산서                                                  

                                              기간 : 2019. 08. 01 - 2020. 07. 31. 현재

과      목
제22회기 제21회기

금액 금액

   2. 당기운영차액 1,535,652,189 738,149,425

기금총계 (34,229,997,486) (32,694,345,297)

과        목 
제22회기 제21회기 

금액 금액 

I. 수입 (43,235,125,511) (42,111,080,908)

  (1) 후원금수입 (42,767,398,525) (41,702,731,097)

   1.선교사후원금수입 42,767,398,525 41,702,731,097

 (2) 기타수 입 (467,726,986) (408,349,811)

   1.후원금 이자 수입 14,680,884 21,241,454

   2.퇴직기금이자수입 139,179,027 71,506,031

   3.안식년여행기금이자수입 60,781,734 51,500,647

   4.의료기금이자수입 14,752,758 9,249,188

   5.공동기금이자수입 827,675 2,194,840

   6.지부수수료지원수입 23,568,000 23,720,000

   7.퇴직연금(외환)이자수입 213,235,558 228,933,341

   8.긴급지원금 이자수입

   9.상호복지기금보험환급금 701,350 4,310

II. 비용 (41,699,473,322) (41,372,931,483)

   (1) 선교사지원금 (40,194,321,122) (39,843,296,295)

    1.기 본 후 원 금 (34,954,638,975) (35,241,574,005)

      기본 후원금  송금 28,780,534,428 28,486,220,262

      총  회   연  금 119,406,600 126,000,000

      기  타   송  금 4,957,109,742 5,585,126,460

      대 여 금 상 환 1,009,018,045 955,206,283

      여성 선교사 회비 11,120,000 11,300,000

      선교사 상조비 77,450,160 77,721,000

      지역 선교부 회비

    2.프 로 젝 트 비 (1,332,959,484) (407,027,520)

      프 로 젝 트 비 1,332,959,484 407,027,520

    3.지 급 수 수 료 (39,439,700) (44,061,308)

      가상계좌 수수료 15,871,700 15,508,900

      지부송금수수료지원 23,568,000 2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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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역부 보고(선교국, 훈련국)

1) 선교사 현황

   (1) 조직 – 102개국, 14개 지역선교부, 103개 지부, 13개 협력단체

   (2) GMS 전체 선교사 : 1,415가정, 2,554명

   (3) 선교사 현황

  ◉ 국가별 선교사 현황

과        목 
제22회기 제21회기 

금액 금액 

      외 환 차 손 4,832,408

    4.기 금 인 출 (3,867,282,963) (4,150,633,462)

      ① 퇴직기금 인출 (588,173,324) (845,193,204)

         퇴직금 지급 588,173,324 845,193,204

      ② 안식년 기금 인출 (1,659,437,206) (1,604,964,734)

         여행경비 지급 1,638,467,944 1,566,983,534

         대여금 상환 20,969,262 37,981,200

      ③ 상호의료 기금 인출 (1,295,030,262) (1,318,207,025)

         상호의료 기금 인출 89,838,000 20,724,423

         보험료 (국내,국외) 1,118,173,038 1,189,836,240

         지역의료보험료 2,076,170 2,164,050

         선교사 건강 검진료 33,095,268 50,293,117

         출 산 축 하 금 2,100,000 2,700,000

         비보험 의료비 49,747,786 52,489,195

      ④ 퇴직연금(외환) 인출 (274,642,171) (382,268,499)

         퇴직연금 인출 274,642,171 382,268,499

      ⑤ 긴급지원금 인출 (50,000,000)

         긴급지원금 인출 50,000,000

   (2) 선 행  정 사  무  비 (1,505,152,200) (1,529,635,188)

    1. 행  정 사  무  비 (1,505,152,200) (1,529,635,188)

       월     회      비 1,505,152,200 1,529,635,188

III.당기운영차액 (1,535,652,189) (738,149,425)

순서 국가 가정수 싱글수 선교사계

1 가나 2 4

2 감비아 4 1 9

3 과테밀라 2 3 7

4 그리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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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가정수 싱글수 선교사계

5 기니비사우 1 2

5 나미비아 2 2 6

7 나이지리아 1 1 3

8 남수단공화국 1 2 4

9 남아프리카공화국 18 3 39

10 네팔 12 2 26

11 뉴질랜드 8 1 17

12 니제르 2 2

13 대만 19 4 42

14 독일 7 1 15

15 라오스 24 1 49

16 라이베리아 2 1 5

17 러시아 25 2 52

18 레바논 1 2

19 루마니아 3 6

20 르완다 2 4

21 말라위 5 1 11

22 말레이시아 31 1 63

23 말리 1 2

24 멕시코 5 2 12

25 모로코 2 4

26 모리타니아 1 2

27 모잠비크 2 4

28 몰도바공화국 1 2

29 몽골 13 1 27

30 미국 22 27 71

31 미얀마 35 3 73

32 방글라데시 8 1 17

33 베네수엘라 1 2

34 베트남 31 2 64

35 벨기에 1 2

36 볼리비아 7 2 16

37 북마케도니아 1 2

38 불가리아 5 1 11

39 브라질 20 9 49

40 사우디아라비아 1 2

41 사이판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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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국가 가정수 싱글수 선교사계

42 세네갈 1 1 3

43 수리남 1 2

44 스리랑카 5 10

45 스페인 1 1

46 시에라리온 1 1

47 싱가폴 3 1 7

48 아르헨티나 7 3 17

49 아이티공화국 2 3 7

50 아제르바이잔 2 2

51 알바니아 2 1 5

52 알제리아 1 2

53 에스와티니 3 6

54 에티오피아 3 6

55 엘살바도르 1 2

56 영국 20 40

57 오만 3 1 7

58 온두라스 1 1

59 요르단 5 10

60 우간다 17 4 38

61 우즈베키스탄 1 2 4

62 우크라이나 7 3 17

63 이스라엘 2 1 5

64 이집트 6 1 13

65 인도 29 8 66

66 인도네시아 56 8 120

67 일본 61 9 131

68 잠비아 1 1 3

69 조지아 3 6

70 AX 117 17 251

71 지부티 1 2

72 짐바브웨 1 1

73 챠드 3 6

74 카메룬 1 2

75 카자흐스탄 6 3 15

76 카타르 1 1

77 캄보디아 62 5 129

78 캐나다 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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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파송현황

순서 국가 가정수 싱글수 선교사계

79 케냐 6 2 14

80 코소보 1 2

81 코스타리카 3 6

82 코트디브와르 1 2

83 쿠바 1 2

84 키르기스스탄 19 1 39

85 타지키스탄 2 4

86 탄자니아 12 7 31

87 태국 108 13 229

88 터어키 19 1 39

89 토고 1 1

90 통가 1 2

91 튀니지 1 2

92 파라과이 6 12

93 파키스탄 6 12

94 파푸아뉴기니 2 4

95 팔레스틴 1 2

96 페루 5 2 12

97 프랑스 2 1 5

98 필리핀 91 12 194

99 헝가리 2 4

100 호주 7 14

101 홍콩 1 2

102

한국/특수 24 3 51

한국/외국인 20 15 55

한국/북한 4 1 9

한국/본부 5 1 11

한국/원로 17 4 38

한국/명예 5 55 65

합    계 1,139 276 2,554

파송연도 가정수 상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퇴직선교사

1969 1 1 1 3

12

1970 1 1 1 3

1973 1 2

1974 1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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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연도 가정수 상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퇴직선교사

1976 3 3 6 6

121977 1 1 1 3

1978 3 6

1979 1 3 2 5 7 1

1980 3 2 2 8

1981 5 2 1 3 13

1982 6 5 5 17 2

1983 4 8 2 10 18 2

1984 9 3 1 4 22

1985 5 2 2 12 4

1986 5 1 1 11

1987 12 7 6 13 37 2

1988 5 4 7 11 21 1

1989 15 1 3 4 34 1

1990 23 1 12 13 59 2

1991 29 1 11 12 70 3

1992 36 1 11 12 84 5

1993 40 4 14 18 98 10

1994 55 2 11 13 123 6

1995 45 7 7 97 7

1996 38 3 9 12 88 15

1997 41 3 12 15 97 16

1998 25 9 10 19 69 20

1999 28 10 16 26 82 27

2000 53 4 11 15 121 28

2001 27 5 7 12 66 14

2002 24 1 4 5 53 32

2003 42 10 3 13 97 45

2004 37 8 4 12 86 25

2005 49 4 4 8 106 18

2006 231 20 25 45 507 26

2007 89 17 19 36 214 57

2008 46 5 2 7 99 34

2009 42 6 8 14 98 58

2010 48 3 15 18 114 40

2011 41 2 5 7 89 49

2012 65 14 7 21 15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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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한별 파송현황

  ◉ 대륙별 선교사 현황

지역명 가정수 싱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아 시 아 775 23 79 102 1,652

유 럽 89 3 8 11 189

아 프 리 카 90 6 23 29 209

중 남 미 61 11 14 25 147

북 미 29 22 7 29 87

본 국 75 61 18 79 229

오 세 아 니 아 20 1 1 41

합계 1,139 127 149 276 2,554

파송연도 가정수 상글남자 싱글여자 싱글계 선교사계 퇴직선교사

2013 38 5 2 7 83 37

2014 41 7 5 12 94 31

2015 33 7 4 11 77 44

2016 32 22 12 34 98 41

2017 37 8 6 14 88 45

2018 34 11 7 18 86 59

2019 36 8 5 13 85 88

2020 14 7 5 12 40 48

합계 1,497 252 300 552 3,546 992

파송년도 사역 연한 가정수 상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계 선교사계 퇴직계

1969~1970 50년 이상 1 2

131971~1975 45-49 년 1 2

1976~1980 40-44 년 5 2 3 5 15

1981~1985 35-39 년 16 1 1 2 34 8

1986~1990 30-34 년 32 3 12 15 79 6

1991~1995 25-29 년 122 4 27 31 275 31

1996~2000 20-24 년 136 7 27 34 306 106

2001~2005 15-19 년 139 15 9 24 302 134

2006~2010 10-14 년 347 27 34 61 755 215

2011~2015 10-14 년 194 25 12 37 425 198

2016~2020  1-4 년 146 43 24 67 359 281

합  계 1,139 127 149 276 2,554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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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선교부별 선교사 현황

번호 지역선교부 지부수 가정수 선교사수

1 중 총 공 사 6 158 295

2 일 본 6 70 131

3 메 콩 개 발 기 구 11 125 242

4 실 크 로 드 10 65 121

5 동 남 아 시 아 10 159 302

6 서 남 아 시 아 7 65 119

7 태 평 양 9 124 235

8 중 동 5 30 54

9 유 럽 9 61 114

10 유 라 시 아 4 41 79

11 서 부 아 프 리 카 3 26 44

12 동 남 부 아 프 리 카 6 93 165

13 아 메 리 카 11 144 234

14 동 남 아 이 슬 람 4 100 190

15
본부(한국외국인/북

한/특수)
2 154 229

합    계 103 1,415 2,554

  ◉ 10대 파송국가

국가명 가정수 선교사수

A  X 134 251

태 국 121 229

한 국 154 229

필 리 핀 103 194

일 본 70 131

캄 보 디 아 67 129

인 도 네 시 아 64 120

미 얀 마 38 73

미 국 49 71

인 도 37 66

합  계 837 1,493



성별 선교사수

남 1,266

여 1,288

합계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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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급별

직급 가정수 남자 여자 계

목사 1,166 1,166 1,060 2,226

강도사 1 1 1 2

전도사 93 8 93 101

평신도 155 91 134 225

합계 1,415 1,266 1,288 2,554

  ◉ 장/단기별

구분 가정수 선교사수

장      기 1,401 2,533

단       기 14 21

합  계 1,415 2,554

  ◉ 협력단체별 선교사 수(78가정 144명)

  ◉ 성별 선교사 현황                            ◉ 선교사 결혼 현황

NO. 협력단체 가정수 선교사수

GMS 1,341 2,415

1 KFHI 10 19

2 AFC 1 2

3 AIM 3 5

4 GBT 7 14

5 GMP 4 8

6 GP 11 19

7 HOPE 3 6

8 SIM 13 24

9 WEC 13 24

10 OMF 5 10

11 SEED 1 2

12 인터서브 2 4

13 JDM 1 2

합    계 1,415 2,554

구분 가정수 남 여

기      혼 1,316 1,258 1,197

미      혼 99 8 91

합계 1,415 1,266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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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대별 선교사 현황

연령대 가정수 상글 남자 싱글 여자 싱글 계 선교사계

20세~29세 3.0 1 2 3 9

30세~39세 47.0 3 6 9 103

40세~49세 294.0 14 21 35 623

50세~59세 486.0 21 51 72 1044

60세~65세 230.0 31 36 67 527

66세~69세 52.5 6 22 28 133

70세이상 26.5 51 11 62 115

총 계 1139 127 149 276 2,554

(4) 선교사 사역현황

  ◉ 사역 현황

분 류 건 수 분 류 건 수

언 어 훈 련 73 미 전 도 종 족 105

교 회 개 척 1,382 문 맹 퇴 치 75

신 학 교 265 컴 퓨 터 25

각 종 학 교 322 선 교 전 략 및 기 획 55

지 도 자 양 성 416 탈 북 자 22

사 회 복 지 235 기 타 사 역 232

2) 선교사 변동 현황

(1) 제22회기 선교사 파송 명단

     ① 장기파송 선교사 39가정 62명

번호 성명 선교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1 김남균/김민주 미얀마/미얀마 화목교회 장  훈 2019.10.10

2 김세진/박영순 라오스/란쌍 시민의교회 이종배 2019.10.10

3 김영찬/안숭빈 캄보디아/해피캄 세광교회 임병주 2019.10.10

4 박용정/오지영 일본/관동중부 성문교회 고동훈 2019.10.10

5 신항 태국/동북부 양정교회 박재신 2019.10.10

6 이동훈/은하연 오만/중부 성실교회 김영복 2019.10.10

7 이성구/최정례 미얀마/미얀마 광주영광교회 최영광 2019.10.10

8 진명진/오유리 일본/동북 와~우리교회 박만규 2019.10.10

9 최동화/이자린 미얀마/미얀마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2019.10.10

10 황대연/조혜정 일본/관동중부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2019.10.10

11 윤종오 명예/필리핀 하양교회 김형국 2019.10.10

12 문진세/강연희 라오스/란쌍 북일교회 서석수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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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단기파송 선교사 3가정 3명

번호 성명 선교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1 김현숙 태국/동북부 대전중부교회 조상용 2020. 1. 9

2 정은지 나미비아/나미비아 해전교회 이성진 2020. 1. 9

3 남미화 오만/중부 새가나안교회 이기동 2020. 3. 5

번호 성명 선교지/지부 파송교회 당회장 임명일

13 박수관/김혜정 캄보디아/메콩 삼일교회 송태근 2020. 1. 9

14 백혁/김인숙 태국/동북부 평화교회 김상권 2020. 1. 9

15 변대현/이소망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평화교회 김상권 2020. 1. 9

16 최하영 우간다/우간다 양정교회 박재신 2020. 1. 9

17 권순직 한국/명예 열방교회 이승재 2020. 1. 9

18 김선규 한국/명예 성현교회 최종천 2020. 1. 9

19 이용길 한국/명예 로뎀교회 김진철 2020. 1. 9

20 백성기 한국/명예 부산부전교회 박성규 2020. 1. 9

21 김광현/김미숙 일본/관동중부 성광교회 김정일 2020. 3. 5

22 김현승/이선경 몽골/몽골 대전명성교회 이경성 2020. 3. 5

23 김혜성/안은영 캐나다/캐나다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2020. 3. 5

24 박용성/최예영 베트남/하노이VOV 계성교회 심영기 2020. 3. 5

25 신재규/이미정 페루/페루 광명교회 최남수 2020. 3. 5

26 오병인/한지영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동부 성천교회 김병태 2020. 3. 5

27 황진수/지현숙 터키/실크로드터키 은샘교회 조승호 2020. 3. 5

28 김신혜 아이티공화국/카리브 문당교회 오현석 2020. 3. 5

29 이한별 한국/북한 강일교회 정규재 2020. 3. 5

30 임미성 태국/중부 천안아산주님의 최윤석 2020. 3. 5

31 주은애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동부 세계로교회 정병관 2020. 3. 5

32 최재형 미얀마/미얀마 예수사랑교회 손인식 2020. 3. 5

33 김태연/이선하 캄보디아/트모다 베들레헴교회 최광영 2020. 6.11

34 이희경/김경희 캄보디아/해피캄 칠암교회 조영래 2020. 6.11

35 정성수/김민정 태국/태국남부 인애교회 이용효 2020. 6.11

36 박병권 라오스/란쌍 전주양정 박재신 2020. 6.11

37 이춘복 한국/명예 남현교회 윤영배 2020. 6.11

38 이문희 한국/명예 없음 2020. 6.11

39 이규왕 한국/명예 수원제일 김근영 2020.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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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복직 선교사 3가정 6명

번호 성명 선교지 파송교회 당회장 복직일 비고

1 하재식/김미옥 미국 현대교회 박건욱 목사 2019.10.10 사직후복직

2 함경식/박인자 미국 김제영광교회 하재삼 목사 2019.10.10 사직후복직

3 임형식/전헤정 미국 자비량 2020.01.09 사직후복직

  ④ 사직 선교사 19가정 31명

  ⑤ 단기사역 만료 15가정 19명

번호 구분 성명 선교지 임명일자 사임일자 사임사유

1 사직 오유신 태국 2016. 2.19 2019. 9.10 개인사유

2 사직 박주안/이영희 한국 2005. 1.10 2019. 9.10 국내목회

3 사직 조남준/김태연 인도 2005. 3.14 2019. 9.10 국내목회

4
권고
사직

이정주/안윤정 베트남 2015. 1. 8 2019. 9.10 사역지 무단이탈, 연락두절 

5 사직 우도선 인도 2006. 3.13 2019.10.10
지역 특성상 GMS신분유지의 
어려움

6 사직 최윤혜 알바니아 2005. 3.14 2019.11. 7
타교단 신학대학원 편입을 
위해서

7 사직 권용단/김수정 인도네시아 2007.11. 1 2019.12. 5 국내목회

8 사직 김정민/오선미 인도네시아 2016. 6.16 2020. 1. 9 국내목회

9 사직 김종기/조윤경 미얀마 2019. 3. 7 2020. 1. 9 개인사유

10 사직 정규재/이미숙 한국 2006. 8.17 2020. 2. 6 국내목회

11 사직 김병남/박성신 몽골 2006.11.29 2020. 3. 5 개인사유

12 사직 최연주 타지키스탄 2006.11.29 2020. 4. 9
오랜 질병으로 선교사역을 
지속할 수 없음

13 사직 박상환/김혜성 방글라데시 2004.11. 8 2020. 4. 9 건상상의 이유

14 사직 유○용/최○화 AX 2003. 1.20 2020. 4. 9 국내목회

15 사직 김○호B AX 2006. 7.27 2020. 4. 9
본인의 건강과 재정적 부담
으로

16 사직 유○복/전○임 AX 2005. 6. 9 2020. 5.07 국내사역으로 전환

17 사직 유정미 이집트 2019. 3. 7 2020. 6.11 개인 신병의 사유

18 퇴직 이충원 카타르 2018. 6.16 2020. 6.11 정년으로 인한 퇴직

19 사직 권○훈/이○향 AX 2010. 3.12 2020. 7. 9 국내목회

번호 구분 성명 임명일자 만료일자 선교지

1 단기만료 이재수/강순덕 2015.10. 8 2020. 1. 9 호주

2 단기만료 김정보/김은숙 2016. 2.19 2020. 2. 6 아랍에미리트

3 단기만료 하은규/박은진 2016. 1. 7 2020. 5. 7 필리핀

4 단기만료 권은경 2016. 5.13 2020. 6.11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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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선교사 파면 및 제명 1명

번호 구분 성명 임명일자 일  자 선교지

1 면직/제명 황영국 2006. 7.20 2019.12. 5 일본

  ⑦ 정년은퇴 선교사 12정 21명

(2) 선교사 청원

   ① 지부장 임원 개선  

번호 구분 성명 선교지 임명일자 승인일자

1 정년은퇴 김영철/양성희 인도 2005. 3.14 2019.10.10

2 정년은퇴 박기호/김선기 한국(순회) 1981. 3.23 2020. 1. 9

3 정년은퇴 최영신/이무옥 일본 1989. 7. 9 2020. 1. 9

4 정년은퇴 서정복/김천숙 일본 1995. 2. 5 2020. 3. 5

5 정년은퇴 심양섭/김희숙 터키 1989. 1.12 2020. 3. 5

6 정년은퇴 김정순 멕시코 2003.12.22 2020. 6.11

7 정년은퇴 한옥희 인도네시아 1994. 3.19 2020. 6.11

8 정년은퇴 양춘석/박정열 인도네시아 1994.12. 4 2020. 6.11

9 정년은퇴 김계응/오금희 인도 2006. 1. 6 2020. 6.11

10 정년은퇴 정현식/이해숙 아르헨티나 1987. 5.20 2020. 6.11

11 정년은퇴 김호근/장순영 영국 1984.12. 7 2020. 6.11

12 정년은퇴 김신숙 이집트 1976. 6.18 2020. 6.11

번호 구분 지부 신임 지부장 임원승인일

1 지부장승인 동인도 지부 최헌주 2019. 9.10

2 지부장승인 실크로드 터키 지부 김병석 2019. 9.10

번호 구분 성명 임명일자 만료일자 선교지

5 단기만료 노미경 2016. 5.13 2020. 6.11 필리핀

6 단기만료 문종석/신명랑 2016. 5.13 2020. 6.11 필리핀

7 단기만료 박성업 2016. 5.13 2020. 6.11 필리핀

8 단기만료 박태수 2016. 5.13 2020. 6.11 필리핀

9 단기만료 백창현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0 단기만료 손규용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1 단기만료 안종훈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2 단기만료 이정미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3 단기만료 최선희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4 단기만료 최은희 2016. 5.13 2020. 6.11 필리핀

15 단기만료 민경화 2016. 6.16 2020. 7. 9 말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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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교지 변경 28가정

번호 구분 지부 신임 지부장 임원승인일

3 지부장승인 나미비아 지부 김창덕 2019. 9.10

4 지부장승인 말라위 지부 노영선 2019. 9.10

5 지부장승인 필리핀 민다나오 지부 장성환 2019.10.10

6 지부장승인 러시아극동 지부 우종철 2019.10.10

7 지부장승인 코카서스 지부 문정배 2019.10.10

8 지부장승인 스리랑카 지부 손인웅 2019.10.10

9 지부장승인 베트남 호치민 지부 윤성호 2019.10.10

10 지부장승인 태국남부 지부 권오혁 2019.10.10

11 지부장승인 네팔 지부 송영식 2019.11. 7

12 지부장승인 남인도 지부 노상열 2019.11. 7

13 지부장승인 북인도 지부 김태숙 2019.12. 5

14 지부장승인 태국치앙라이 지부 장성영 2020. 1. 9

15 지부장승인 필리핀 리잘 지부 이준우 2020. 1. 9

16 지부장승인 필리핀 마닐라남부루손 지부 신헌주 2020. 1. 9

17 지부장승인 방글라데시 지부 한신 2020. 2. 6

18 지부장승인 브라질 지부 박동주 2020. 2. 6

19 지부장승인 우크라이나 지부 김병범 2020. 3. 5

20 지부장승인 인니수마트라 지부 강재모 2020. 6.11

21 지부장승인 비원 지부 정순영 2020. 6.11

22 지부장승인 캄보디아 서북부 지부 고진석 2020. 6.11

23 지부장승인 캄보디아 해파캄 지부 전대식 2020. 6.11

24 지부장승인 인도네시아동부 지부 유명환 2020. 6.11

25 지부장승인 캄보디아 트모다 지부 조용규 2020. 6.11

26 지부장승인 러시아 중부 지부 안영일 2020. 6.11

27 지부장승인 러시아 서부 지부 강승규 2020. 7. 9

28 지부장승인 몽골 지부 윤한철 2020. 7. 9

29 지부장승인 일본 관동동부 지부 선명수 2020. 7. 9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변경전 변경후 사유

1 최○민/유○혜 2012. 3. 8 AX 태국/태국화런지부 전략적 재배치

2 안○희/이○임 2004. 9.13 AX 태국/태국중부지부 전략적 재배치

3 허인석/양명희 2006. 6.22 네팔
한국/한국외국인

선교지부
국내 다문화(이주민)사역
과 시니어 동원 사역

4 최○철/임○란 2014. 3. 6 AX 대만/대만지부 전략적 재배치

5 김○옥 2012.11.16 AX 카자흐스탄/북부지부 전략적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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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변경전 변경후 사유

6 문○석 2012. 3. 8 AX 태국/태국화런지부 전략적 재배치

7 양회형/백영희 2010. 7.16 태국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국내 이주민 사역

8 한순기/오문아 2015.10. 8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북부지부 사역지 이동

9 이○배/천○랑 1995. 2.12 AX 대만/대만지부 전략적 재배치

10 정○연/조○나 2017. 1. 5 AX 필리핀/루손북부지부 전략적 재배치

11 현○수/이○희 2000. 3.15 AX 네팔/네팔지부 전략적 재배치

12 신○자 1999. 8. 8 AX 대만/대만지부 전략적 재배치

13 명○재/홍○희 2002. 2. 7 AX 한국/본부
본부 맴버케어팀장으로 
발령

14 강신형/오희자 2007. 1.11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불가리

아지부
사역지 이동

15 김○현/이○경 1995. 6.25 AX 태국/태국화런지부 전락적 재배치

16 조준상/원현숙 1994.12.11 인도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비자발적 철수로 인해 
국내 이국인 사역으로 
전환

17 이종현 1998. 3. 1 몽골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몽골 사역완료, 질병치료, 
국내 외국인 사역의 전환

18 김○동/최○정 2006. 6.19 AX 몽골/몽골지부 전략적 재배치

19 최○식/양○숙 2007.11. 1 AX 태국/태국북부2지부 전략적 재배치

20 조이삭 2019. 2.21 코스타리카 한국/특수 총신신학대학원 학업

21 이○돌/이○미 2003. 3.17 AX 태국/태국화런지부 전략적 재배치

22 김종성/명윤영 1994.10. 9 인도네시아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국내사역으로 전환

23 이진수/임은실 2010. 3.12 인도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국내 외국인 사역

24 정○진/박○숙 2008. 3.13 AX
필리핀/마닐라남부루

손지부
전략적 재배치

25 신○자 2010. 1. 7 AX 라오스/란쌍지부 전략적 재배치

26 이○은/김○ 2013. 1.18 AX
한국/한국외국인선교

지부
전략적 재배치

27 임○묵/양○란 2006. 3.13 AX 대만/대만지부 전략적 재배치

28 김대섭 2018. 2. 8 과테말라 미국/미국특수
미국에서 한인교회사역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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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파송교회 후원중지 20가정

   ④ 파송교회 변경 16가정

번호 선교사명 임명일 선교지 후원중지교회 사유

1 이귀범 1999. 8.15 미국
소암열린문교회/이기문 

목사
지역 재개발로 인해 
교회가 폐쇄됨

2
장청익/한다미

요꼬
2006.11.29 일본

목포사랑의교회/백동조 

목사
계약기간 만료

3 송병의/엄한나 2007. 9.20 인도네시아 산돌교회/이성학 목사 교회 재정상

4 이종군/김동분 2007. 9.20 인도네시아 영광교회/임용섭 목사 교회 재정상

5 김철수/황금례 2005. 6. 9 태국 드림교회/이철희 목사 교회 재정상

6 김○일/김○강 2009. 1. 8 AX 동부교회/허평구 목사 교회 재정상

7 김정숙 2000. 7.23 한국 예담교회/이억희 목사 국내사역으로 전환

8 정규재/이미숙 2006. 8.17 한국 대전중부교회/조상용 목사 교회 정책상

9 이강복/정미아 2006. 6.19 베트남 은혜샘교회/김영욱 목사 교회 재정상

10 김○순 1997. 3.16 AX 수원제일교회/김근영 목사 계약기간 만료

11 유○복/전○임 2005. 6. 9 AX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계약기간 만료

12 임성수/유현숙 2008. 6.12 인도네시아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계약기간 만료

13 이○모 2015.10. 8 AX 람원교회/김수환 목사
교회와 협의로 

후원중지

14 양주림 1994.12.18 멕시코 대길교회/박현식 목사 계약기간 만료

15 민병윤/김영신 2003. 3.17 한국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 계약기간 만료

16 장동익/곽화자 2007. 9.20 사이판 창의문교회/설우창 목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17 이호선/이미경 2007. 9.20 레바논 주례교회/이광주 목사
추방으로 인해 
파송교회 사직

18 김종은/김다진 2019. 6. 7 한국
창신제일교회/임시당회장 
김선종 목사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19 임○묵/양○란 2006. 3.13 AX 늘푸른교회/박규용 목사 계약기간 만료

번호 선교사명 선교지 임명일 변경전 교회 변경후 교회

1 주연철/신동선 캄보디아 2011. 3.10 영암교회/이철 목사 교하대광교회/정신길 목사

2 김선중 태국 2018. 3. 8 소화샘물교회/채윤병 목사
천안아산주님의교회/최윤석 

목사

3 송우석/박영신 영국 2006. 8.24 죽산교회/김종필 목사 광주청사교회/백윤영 목사

4 서강태/박경희 일본 1993. 4.25 제자교회/권호욱 목사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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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지부 변경 청원 3가정

번호 성명 임명일자 선교지 변경전후 지부 변경사유

1 박용정/오지영 2019.10.10 일본 관동중부 ⟶ 관동동부
사역지와 가까운 
지부로 변경

2 박승한/심영남 2010.12. 5 감비아 사하라 ⟶ 감비아
지부내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함

3 강진원/문희은 2007. 1.11 캄보디아 비원 ⟶ 캄보디아서북부 
효율적인 팀사역을 
위해

   ⑥ 원로추대 선교사 6가정 11명

번호 구분 성명 선교지 임명일자 추대일자

1 원로 박기호/김선기 순회 1981. 3.23 2020. 1. 9

2 원로 최영신/이무옥 일본 1989. 7. 9 2020. 1. 9

3 원로 심양섭/김희숙 터키 1989. 1.12 2020. 3. 5

4 원로 김신숙 이집트 1976. 6.18 2020. 6.11

5 원로 김호근/장순영 영국 1984.12. 7 2020. 6.11

6 원로 정현식/이해숙 아르헨티나 1987. 5.20 2020. 6.11

번호 선교사명 선교지 임명일 변경전 교회 변경후 교회

5 박윤석/강영순 일본 2004. 3.15 빛과소금교회/우종욱 목사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6 홍기원/박현주 브라질 2011.11.10 신창교회/정영훈 목사 양정교회/박재신 목사

7 지정구/김세희 불가리아 2005. 9.13 성덕중앙교회/안준혁 목사
성덕중앙교회/안준혁 목사
양문교회/권태수 목사

8 이강복/정미아 베트남 2006. 6.19 없음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9 이성일/이필선 말레이시아 2015. 1. 8 없음 세곡교회/박의서 목사

10 이석주/조영주 터키 2000. 1. 2
은샘교회/조승호 목사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은샘교회/조승호 목사

11 김인배 온두라스 2014. 8. 7 없음 광명교회/최남수 목사

12 김의배/정순영 캄보디아 1999. 3.28. 월내좋은교회/배정호목사
석계교회/최영만 복사(대표)
월내좋은교회/배정호 목사

13
김병범/김나탈

리아
우크라이나 2006. 8.24

세계로교회/임시당회장 
김성원 목사

세계로교회/임시당회장 
김성원 목사(대표)
사랑과평화교회/김영복 
목사

14 김인규/양순연 러시아 1999. 9. 8 없음 장전교회/이우식 목사

15 김영록/정애련 미국 2006. 9.25 수원명성교회/안중훈 목사 영광교회/신동희 목사

16 이○모 AX 2015.10. 8 없음 꿈이있는교회/김성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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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순회선교사 선교사 1가정 2명

번호 구분 성명 선교지 임명일자 추대일자

1 순회 김철수/김만옥 케냐 1989. 6.24 2020. 6.11

   ⑧ 선교사 소천 3명

번호 구  분 성명 선교지 소천일 사유

1 소천 공기원 태국 2019. 9.29 뎅기열

2 소천 조증덕 미얀마 2019.12.23 심근경색

3 소천 김철직 미국 2020. 5.21 Covid-19 감염

3) 위원회 회의 및 행사 보고

(1) 각 위원회 회의

각위원회 일시 장소 안건 비고

22회기 제1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
회 소위원회

2019. 9.20.(금)  10: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4회

22회기 제2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
회 소위원회

2019.12.30.(월) 13: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2회기 제3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
회 소위원회

2020. 2.20.(목) 10: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2회기 제4차 
선교사심의.훈련위원
회 소위원회

2020. 5.25.(월) 10:00 선교본부 신임선교사 인준

22회기 제1차 
아메리카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19.10.17.(목) 11:00 새로남교회 아메리카지역 선교대회 건 1회

22회기 제1차 
유라시아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19.10.30.(목) 11:00 선교본부 유라시아지역 선교대회 건 1회

22회기 제1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2019.11.12.(화) 11:00 선교본부 멤버케어위원회 조직의 건

2회
22회기 제2차 
멤버케어위원회 
소위원회

2019.12.19.(목) 11:00 선교본부 멤버케어위원회 사업계획의 건

22회기 제1차 
윤리위원회 
소위원회

2019.11.26.(화) 11:00 선교본부 일본 황바울(황영국)선교사 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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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교국 행사

4) GMTI 보고 (2019.08-2020.07)

(1) GMTI 훈련현황

과정 훈련인원 훈련기간 수료일 수료인원

제100기
(12주)

정규과정 20명
2019.09.16.-2019.12.06
해외훈련 : 마닐라,바기오

2019.01.09 20명

제101기
(5주)

특별과정 34명
2020.01.06.~2020.02.07 2019.02.28 32명

재훈련 2명

제102기
(8주)

정규과정 23명 2020.05.06.-2020.06.26 2020.06.26 23명

총계 79명 77명

각위원회 일시 장소 안건 비고

22회기 제1차 
일본지역위원회 
소위원회

2020. 2.19.(수) 14:00 선교본부
일본선교대회 준비의 건
위임 : 2명

1회

제목 날짜 장소 참석자

필리핀 선교사 영성수련회 및 
선교사 위로 음악회

2019. 8.12.~12.14 필리핀(마닐라) 필리핀 선교사

22회기 지역대표회의 및 
수련회

2019. 9.30.~10. 8 오스트리아 빈 지역대표 선교사

22회기 제1차 안식년 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2019.10.14.-10.15 선교본부, 제부도 안식년 선교사

코디네이터 WORKSHOP
2019.10.29.-10.31
2019.11. 5.-11. 7

선교본부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

임원, 지역/전문위원회 카이로
스 훈련

2019.12.16.-12.20 선교본부
임원, 
지역/전문위원장 및 
서기

VMK수련회 2020. 2.10.- 2.13 진새골 사랑의집 대학생 MK

캄보디아 전략회의(수련회) 2020. 2.11.- 2.13 캄보디아, 씨엠립
캄보디아 전체 
선교사

제10회 GMS독신여선교사 
선교대회

2020. 2.18.- 2.24 이스라엘
GMS독신여성 
선교사 전체

선교사계속교육(기도자학교) 2020. 2.24.- 2.27 터키
지역대표, 
시니어선교사

선교사 디브리핑(위로회)
2020. 7.13.- 7.15(부부)
2020. 7.15.- 7.17(독신)

경포 하이오션 호텔
Covid-19로 입국한 
선교사 부부 및 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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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련생 직분별 구성

구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사모 평신도

100기(정규) 9 0 0 9 2

101기(특별) 12 1 0 13 8

102기(정규) 8 1 0 9 5

합계 29 2 0 31 15

총계 77명

(3) 훈련생 선교 예정지 현황

지역 선교부 국가 인원

1지역

유  럽
독일 1

몰도바공화국 2

일  본 일본 2

태평양 필리핀 2

한  국 한국/외국인 3

북  미 캐나다 2

2지역

동남부
아프리카

나미비아 1

우간다 2

동남아시아
미얀마 3

태국 9

중남미

멕시코 2

아이티 1

페루 2

유라시아 몽골 3

 

지역 선교부 국가 인원

3지역

동남아
이슬람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3

서남아시아 인도 2

메콩
개발기구

라오스 3

베트남 4

캄보디아 10

실크로드 터키 4

중동
오만 2

이집트 2

4지역 중총공사 대만 2

미정 미정 미정 6

77명

(4) 훈련생 명단

    ①  GMTI 100기 정규과정 (11Units 20명, 남 10명, 여 10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강영진/김영순 목사 미정 팔송정교회/정용식 수료

2 김태연/이선하 목사 캄보디아 베들레헴교회/최광영 수료

3 문진세/강연희 목사 라오스 북일교회/서석수 2020.01.09 수료

4 박수관/김혜정 목사 캄보디아 삼일교회/송태근 2020.01.09 수료

5 백  혁/김인숙 목사 태국 남양주평화교회/김상권 2020.01.09 수료

6 변대현/이소망 목사 말레이시아 남양주평화교회/김상권 2020.01.09 수료

7 오병인/한지영 목사 인도네시아 성천교회/김병태 2020.03.05 수료

8 이명권/신지혜 목사 우간다 상일교회/방병진 수료

9 황진우/박성은 목사 몰도바공화국 덕천제일교회/김대환 수료

10 정은지 평신도 나미비아 드림교회/장순직 2020.01.09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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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GMTI 101기 특별과정 (22Units 34명, 남 18명, 여 16명. 재훈련 2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김현승/이선경 목사 몽골 수원서부교회/이준호 2020.03.05 수료

2 김혜성/안은영 목사 캐나다 원주중부교회/김미열 2020.03.05 수료

3 박용성/최예영 목사 베트남 계성교회/심영기 2020.03.05 수료

4 신재규/이미정 목사 페루 광명교회/최남수 2020.03.05 수료

5 오병규/조선경 목사 터키 대청교회/이석호 수료

6 윤성욱/김선희 목사 캄보디아 부산서동/김명철 장기전환 수료

7 이종은/김애진 목사 멕시코 난곡제일교회/유정식 수료

8 이희경/김경희 강도사 캄보디아 칠암교회/조영래 수료

9 정성수/김민정 목사 태국 인애교회/이용효 2020.06.11 수료

10 주광순/한연자 평신도 한국 이삭교회/정진섭 2020.06.11 수료

11 최성열/정미라 목사 필리핀 광주동명교회/이상복 장기전환 수료

12 황진수/지현숙 목사 터키 은샘교회/조승호 2020.03.05 수료

13 김신혜 평신도 아이티 아이티기쁨교회/김영화 2020.03.05 수료

14 박병권 목사 라오스 전주양정교회/박재신 수료

15 안재령 평신도 몽골 반석교회/안유섭 수료

16 이한별 사모 한국외국인 강일교회/정규재 2020.03.05 수료

17 임미성 사모 태국 천안아산주님의/최윤석 2020.03.05 수료

18 주은애 평신도 인도네시아 세계로교회/정병관 2020.03.05 수료

19 최재형 평신도 미얀마 예수사랑교회/손인식 2020.03.05 수료

20 정성재 목사 말레이시아 장기전환 수료

21 이호종/남미화 평신도 오만 새가나안교회/이기동 2020.03.05 수료

22 임형식/전혜정 목사 미국 없음 재훈련

 

    ③ GMTI 102기 정규과정 (14Units 23명, 남 10명, 여 13명)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1 최하영 평신도(MK) 독일 양정교회/박재신 2020.01.09 수료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1 김나실/최계실 강도사 태국 영광교회/왕재권 수료

2 김폴평화/곽현영 목사 미정 산곡제일교회/이용범 수료

3 김흥수/황소은 목사 캄보디아 대전중앙교회/고석찬 수료

4 이홍규/강인옥 목사 미얀마 고현교회/최창훈 수료

5 정윤호/전혜진 평신도 베트남 광주두암중앙교회/박성수 수료

6 조권상/박윤희 목사 이집트 주님사랑교회/조권상 수료

7 천연호/신양희 목사 일본 남서울교회/화종부 수료

8 최종호/함은경 목사 인도 월드와이드교회/박인용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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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교사 계속교육(MCEP) 보고 (2019.08-2020.07)

(1) 단계별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 연차 적용

초급과정 ELTC (Equipping Leadership Training 
Course)

5년~10년 미만 (2007년-2011년 파송)

중급과정 FLTC (Facilitator Leadership Training 
Course)

11년~15년 미만 (2002-2006년 파송)

고급과정 CLTC (Coordinator Leadership Training 
Course)

15년 이상 (2002년 이전 파송)

(2) 22회기 선교사 계속교육 현황 

No. 과정 지역 도시,국가 교육기간 수료자

1 카이로스 본국 선교본부 2020.07.06-07.10 20

2 카이로스 본국 선교본부 2020.07.27-07.31 28

합계 48명  

6) LMTC 보고 (2019.08-2020.07)

(1) LMTC 수료현황

지역 명칭 교회명(훈련장소)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강원
원주 원주중부교회 12기 2019.08.25 3 22 25

춘천 온누리교회 11기 2020.02.23 3 7 10

광주 광주 광주동명교회 NEW 6, 7기 2020.06.25 8 3 11

경기 서울북노회 일산장로교회 12기 2019.11.02 13 7 20

경남 진주 진주교회 37기 2019.11.19 8 0 8

대구

대구 서부교회 13기 2019.08.04 8 0 8

대구동신 대구동신교회 12기 2019.10.04 50 64 114

영남특수 대구드림교회 6기 2019.08.31 15 15 30

대전 대전 대전중부교회 28, 29기 2019.10.10 4 14 18

번호 이름 직책 파송예정국가 교회 임명일 비고

9 한일수/배정현 목사 대만 세걱교회/박의서 수료

10 송염광 목사 미정 진해우도교회/송봉호 수료

11 양보라 평신도 태국 광주동명교회/이상복 수료

12 양유라 평신도 태국 광주동명교회/이상복 수료

13 임은주 미정 성동교회/이기종 수료

14 윤정이 사모 말레이시아 전주서문교회/김석호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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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TC 수료현황

지역 명칭 교회명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AMTC 아메리카 7기 2020.07.24 8 - 8

합계 8명 8명

(3) SMTC 수료현황

지역 명칭 교회명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SMTC 광신대 광신대 3기 2018.12.10 13 - 13

합계 13명 13명

(4) 22회기 LMTC 원장ㆍ실무자 간담회

    일  시 : 2019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GMS 선교본부

    참석자 : 전국 LMTC원장·실무자

 회의결과

 1. LMTC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

  - ‘지역단기선교훈련원’에서 ‘지역선교훈련원’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

  - 단기라는 단어로 인해 단기선교를 가기 위해 훈련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단기 장기 구

분 없이 선교훈련이라는 것에 집중되기를 원한다.

지역 명칭 교회명(훈련장소) 기수 수료일 수료자 이수자 합계

부산
부산 괴정중앙교회 13기 2019.09.08 23 0 23

영남 평산교회 1기 2020.05.24 35 0 35

서울

관악 왕성교회 17기 2019.11.03 23 4 27

남서울 강일교회 30기 2019.12.15 19 0 19

서울 연희교회 20, 21기 2019.08.04 14 0 14

서울남 서문교회 7기 2019.11.24 8 6 14

울산
울산명성 명성교회 32기 2019.11.28 4 5 9

울산태화 태화교회 34기 2019.12.29 11 8 19

인천 인천 부평갈보리교회 26기 2019.12.05 0 1 1

전북

군산 수송동교회 24기 2020.07.07 8 0 8

김제 김제노회관 11기 2019.12.03 16 0 16

익산 기쁨의교회 22, 23기 2020.04.28 1 34 35

전북 양정교회 35, 36기 2020.07.12 10 13 23

전서 서광교회 14기 2019.12.21 9 1 10

전주 전주에덴교회 4기 2020.03.02 12 9 21

합계 (24지역) 305명 213명 5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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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단기선교 이수에 관한 규제 완화 및 단기선교 방법 강구에 관한 안건

  - 자체적인 관리 및 선교동원의 어려움이 있고, 고연령자 들은 해외 단기선교 참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단기선교 이수에 관한 규제를 완화 해 주었으면 좋겠다.

  - 해외 단기선교 뿐만 아니라 국내 외국인과 이주민 사역에도 관심과 헌신이 필요하다. 

 3. 지역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훈련에 관한 안건

  - 선교 훈련과 동원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먼저 선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선교훈련 후 사후관리에 대한 본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안건

  - 선교훈련 후 선교동원 및 훈련생 관리가 어려운데, 지속가능한 훈련 및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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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3회기 사업 계획서

부서 행정부 사 역 부

월 주 행정국 선교국 훈련국

2020

8월

1

* 정기 임원회

* 정기총회준비

* 제23회이사회총회  

공고(기독신문)

2

* 교단 총회 보고자료

* 임원입 후보자 신상, 

이력홍보 및 우편 배부

* 결산감사(자체/총회)

감사(자체, 총회) 감사(자체, 총회)

3 * 외부 회계감사

4

2020

9월

1
* GMS 정기총회(23회)

* 정기임원회
GMS이사회 총회(9/3일)

LMTC, SMTC 가을학기 

개강 

2
GMTI 103기 

개강(9/14-11/6)

3

Covid-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위한 계속교육 

영상아카데미

4

2020

10월

1
* 교단총회

* 삶과선교 25호제작
1차 선교사 임명식(10/8일)

2 * 정기 임원회 지역대표회의(10/12-15)

3
지역대표및지부장연석회의

(10/19-22)

4 * 규정집 제작
지역선교부 코디네이터 

워크샾(10/26-29)

2020

11월

1 * GMS 수첩제작 LMTC 실무자 간담회(포럼)

2 * 정기 임원회

3
안식년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4

5 * 본부 직원 수련회(MT)

2020

12월

1 군부대 위문품 발송(MK)

2 * 정기 임원회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기념대회

3 MCEP

4 * 본부 직원 성탄 축하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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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행정부 사 역 부

월 주 행정국 선교국 훈련국

2021

1월

1 * 종무식 2차 선교사 임명식(1/7일)
GMTI 104기 

특별과정(1/4-2/5)

2
* 정기 임원회

*2021년시무식

3 * 삶과 선교 26호 제작
안식년선교사 

리오리엔테이션

4

* 후원자 기부금 증명서 

발급기간 (E-mail, 팩스, 

우편)

2021

2월

1

2 VMK 수련회

3 * 정기 임원회 감사(자체, 총회) 아메리카 OMTC

4

2021

3월

1 3차 선교사 임명식(3/11일)

GMTI 105기 정규과정

(3/8-5/28)

LMTC, SMTC 봄학기 개강

2 * 외부 회계감사 자체감사, 총회감사 자체감사, 총회감사

3 * 정기 임원회 한국외국인지부 워크숍

4 * 중간감사(자체/총회) 아메리카 선교대회(3/22-25)

2021

4월

1

2
동남부 아프리카 

선교대회(4/13-26)
MCEP

3
* 정기 임원회

* 목사장로기도회GMS홍보

4 * 삶과 선교 27호 제작
태평양 지역선교부 

전략회의(4/26-29)

2021

5월

1 부모초청행사(5/6일)
GMTI 105기 정규과정 

해외훈련(5/3-28)

2
* 2022년 선교달력 기획 

정리

총신 신대원 GMS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3 * 정기 임원회 유럽선교대회(5/18-20)

4
러시아 선교 30주년 

선교대회(5/25-28)

5

2021

6월

1
* 2022년 선교달력 디자인 

초안 확인

4차 선교사 임명식(6/10일)

일본 선교대회

2
서남아시아 지역선교부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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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행정부 사 역 부

월 주 행정국 선교국 훈련국

3 * 정기 임원회 중총 CDMA 컨퍼런스 LMTC 실무자 교육

4 사모수련회 MCEP

2021

7월

1
*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기독신문)
동남아 불교권 선교포럼 LMTC, OMTC 수료증 발급

2 * 정기 임원회 MK 수련회 LMTC 평신도 단기선교

3

* 2022년 선교달력 디자인 

최종 확인

* 삶과 선교 27호 제작

4

* 각부서 23회기 업무 마감 

및 24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