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8.6.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1. MSO 목요기도회/전반기 사역보고

실시사항

○ 목요기도회

• 일시/장소: 7.30. 목. 06:30/ 신길교회 중예배실

• 참석: MSO 임역원 43명

• 예배인도(사무총장 정봉대)/ 대표 기도(세계선교기획팀장 이현철)

• 설교(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도목사 전성동

○ 전반기 사역보고(국제실장), 재정결산, 확대임원회 결과(사무총장)

○ 인사, 신 편성국장 및 팀장 소개(MSO 위원장)

○ 친교 및 조찬(신길교회 Cafe)

○ 주요안내 및 지원사항

• 신길교회 군선교위원회 안내 및 봉사지원

• 조찬제공: 신길교회 담임 이기용



실시사항

목요기도회예배



실시사항

전반기재정결산보고 전반기사역보고

인사및임원소개 친교및조찬



2. 간담회 / 염영진 간사 환송회

○ 일정: 7.30.목. 11:30 / 육군회관

○ 주관: MSO 박남필 위원장

○ 참석: 10명(전 AMCF회장, 전 MSO 위원장: 2, 현 MSO 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 실장: 3, 간사:2)

실시사항



3. 대안 2020 MEO-P 추진 실무토의

○ 일정: 8.3.화. 10:30 / MSO 사무실

○ 주관: MEO-P 팀장 홍성표

○ 참석: 4명(교육실장 최상복, 교육훈련기획팀장 이종구, 운영실장 박백만)

○ 주요토의 내용

• 확대임원 회의결과(6.18) 3개안 제시

1안: 원격 MEO-P(Skype, Zoom 등)

2안: Mobile MEO-P 선교전략지역으로 이동(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등)

3안: 국내거주 외국군 위탁생, 무관 및 군 출신 외국인 대상 MEO-P

실시사항



• MEO 실무토의 결과/8.3.월 : 3개안 MEO-P 분석

구분 1안(원격MEO-P) 2안 Mobile MEO-P 3안(국내외국군MEO-P)

장점 • 2020참가대상자 19개국 28명
MEO-P 적용

(유럽4개국7명, 아프리카 7개국 17명, 아
시아 8개국13명, 중동2개국4명)
• 별도영상을제작, 각나라에배포

• 선교전략지역으로이동
• 중앙아시아지역
• 인도차이나반도지역
• 중동지역이고려될수있음

• 국내외국군학생대상잔존
• 국방대: 7명
• 자운대지역(육군,해군,공군

대학):25개국 44명
• 국방대교회 6~7명+가족이

가능(주말)
• 자운대교회외국군학생6~7

명+가족가능(평일)

단점 • 원격회의, 회선상태, 단말장비등
IT기술적용제한및곤란

• 현상황에서적용불가, 준비기간필요
• COVID-19가내년에도계속된다면

발전시킬안으로고려해볼수있음

• COVID-19 회복전망이불투명
• 선교전략지역에도 계속적으로
확산되고있는추세

• 현재각국출입국폐쇄조치계속
• 여행자유화시행이불가한상황
• COVID-19가없어지지않을것으로
예상(WHO/8.4)

• 공식적인포교활동은외교
문제야기가능성상존

• 국방부를통한무관접촉불가
• MSO의공식적인문서는학교
기관의부담이클것으로예상

결론 • 대안2020MEO-P 적용불가 • 대안2020MEO-P  10월~12월
적용불가

• 국내거주외국군학생대상
• 교회및개인접촉에의해
추진가능성타진(군종목사)

• 자운대지역합동군사훈련
기간및 11월말졸업전에시행

• 대안2020MEO-P시행추진



• 추가토의내용

- 시기: 자운대 합동군사 훈련기간 11.9~20.사이 1일 적용

- 대안 2020MEO-P 시행 :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교육프로그램 구성: 오전 IBS/CP, 오후 전적지 답사, 저녁만찬

오후에는 쇼핑기회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 시행장소: 국군중앙교회, 신길교회, 육사교회 등

-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 로드맵(8.6/ MEO팀장이 보고)

• 관심요구사항

- AMCF소개, 3PSO소개, MEO-P소개 등 AMCF활동, MSO목적, 

MEO-P에 부합된 프로그램준비

- 개회예배, 환영만찬, 폐회예배, 수료식, 환송만찬 등

축소된 MEO-P 공감대형성이 필요

- 교육과목은 MCF설립 및 성장, IBS, CP, 리더쉽 등 필수과목 선정

- 2020MEO-P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P&P로 추진

(최초보고 8월말, 중간보고 10월초, 최종보고 11월초)



실시사항

4. AMCF 활동

○ ACCTS 기도요청 서신 접수( ACCTS→MSO / 7.28)

• COVID-19: 전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확진자 발생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및 남아프리카를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 미국: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가 평화, 정의, 빛. 희망, 치유가 되도록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향한 수만 명의 시민행진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 중국/미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 이스라엘: 헤즈볼라 무장세력과의 갈등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실시사항

○ AMCF 기도일정 접수(ACCTS→MSO/7.28)

• AMCF 회장 Weerasooriya AMCF 기도의날 10.24.토요일 설정

• AMCF 모든 회원 및 협력기관은 기도의 날을 위해 기도

○ ACCTS Staff, 임원회의 취소 통보(ACCTS→MSO위원장/7.31)

• COVID-19로 10.4~10, WSS에서 계획된 Staff, 임원회의 취소

• 임원회의는 화상회의나 타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방안 계획중

* AMCF회장/부인이 ACCTS Staff, 임원회의 참가희망 통보(7.31)

○ ACCTS Staff, 임원회의 참가요청메일(Phil→AMCF회장,3PSO/8.1)

• 회의기간 중 AMCF 회장 사역에 필요한 토의와 기도시간을 별도 부여 검토

• AMCF 사역과 3PSO 협력에 필요하다면 MSO도 공식참여 통보 검토



실시사항

○ AMCF Handbook Update 의견 접수(ACCTS→MSO/7.30)

• 최신화된 핸드북은 10월에 게시 예정

• 직원목록을 핸드북에 보관하는 것은 관리부담, 

정확한 데이터 유지의 어려움이 있음

• “ACC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ACCTS직원에게

연락하려면 ACCTS사무실에 문의“

• 메일,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로 알려 줄 것이라고

• Handbook에 표기하는 방안을 ACCTS에서 제시함



실시사항

○ 호주MCF서신(Helen Bielenberg→MSO 위원장/7.30)

• 우리 부부는 MSO MEO-P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

• 전년도 성탄절 카드를 이필섭 회장에게 보냈으나 다시 되돌아옴

• 그래서 위원장과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임

• 우리 부부는 지난 10월~11월에 피지와 통가 MCF를 방문

• 회원들과 교제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이에 대한 답신 메일(MSO 위원장 →Helen Bielenberg/8.1)

• 부부가 Australia MCF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COVID로 2020 MEO-P 취소, 기타 사역도 취소 및 연기 상황

• Pandemic이 빨리 종식되어 다음 사역 준비토록 함께 기도

• 세계 모든 나라에 MCF가 설립되고 활성화 되도록 다같이 기도



실시사항
5. 선교활동 사항

○ 동티모르 선교활동 서신 접수(이대훈선교사→MSO/7.12)

• COVID-19 세계의 재앙→교회의 위기→선교의 위기

• 십자가 선교회와 십자가 필라델피아교회 등 밝히기 소개

필라델피아교회십자가네온등 메트로초등학교사역

예일유치원사역

쉐어링돼지농장사역



실시사항

6. 기타활동 사항

○ MSO 홈페이지 개선 및 자료입력

• 국문 홈페이지 검증 후 Open 예정

• 영문 홈페이지 자료 번역 및 입력 계속

○ KMCF 연합조찬예배(8.5.수. 05:30/국군중앙교회)

* MSO 참석: 이필섭 상임고문, 정봉대 사무총장 등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후반기주요사역일정

• 일일경건회(10:00/MSO사무실)
• MSO 목요기도회(10:00) 상근자위주실시
후반기부터월마지막주목요일 06:30에전임역원참석하에실시

• 매월첫째주수요연합조찬예배현역위주로실시

• 동아시아 인터액션(2021년 연기/대만)

• 캄보디아 영어캠프 취소
(Korea CMC/ Australia Idlelaide Church)

• ACCTS Staff 및 임원회의 취소
(대신 화상임원회의 계획 중)

• AMCF Prayer Day((10.24.토)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11.8/국군중앙교회)

• 종무예배(12.31)

• 대안 2020MEO-P 실시

• WC 2024 P&P(4차): 9.25.20:00(AMCF)• 중앙아시아지역대회(Stan-Dart) 잠정 연기

• 대안 2020 MEO-P 추진검토
• 2020 MEO-P 계획수립

• 재정 확대방안 추진(국내운영국)

• AMCF와 세계 선교기관 교류확대(세계선교국)

• MSO홈페지 개선 및 보완

• MSO 세계선교국 워크숍(7.16)
• MSO 조직개편및임역원편성토의(7.23)
• MSO 목요기도회간담회(7.30)

• 대안 2020 MEO-P 실무검토회의(8.3~6)
• MSO 발전토의(8.27. 목)
• 2021MSO사역계획국별토의(8.20.목)
• 신 MSO홈페지 운용개시(한/영):8월
• 20-1Newsletter 게시(8월)
• MSO목요기도회(8.27.목.신길교회)

• 군선교 유관기관 / 민간교회 방문

• KMCF 6.25 구국성회(10.15.목~17.토)
(온라인 또는 화상으로 실시 검토 중)



예정사항

1. 대안 2020 MEO-P 추진 검토회의

○ 일시/장소: 8.6.10:30/ MSO사무실

○ 주관: MSO 박남필 위원장

○ 참석: 사무총장, MEO-P 팀장, 차장, 사무국 실장

○ 보고자: MEO-P 팀장 홍성표

주요보고내용: 실무토의결과 보고, MEO-P 계획, 추진 Road Map

2. 개선된 MSO Website 개방(8월 7일부터)

○ 주소: mso.or.kr

○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보완 할 것임



예정사항

6. 2021 사역계획 수립/ 토의

○ 사무국 토의(8.13.목)

○ 국별 포함 토의(8.20.목)

3. MSO 발전토의(8.27.목)

4. Newsletter(20-1호) 게시 준비
○ 의견수렴: 8.6. 목요기도회 시 참석자

5. 8월 MSO 목요기도회(8.27.목.07:00)



광고사항

1. 국군중앙교회 외부 요원 참가 모임 제한 계속

2. 정부 코로나 통제지침에 따라 MSO 목요기도회

월 1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