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3.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실시사항
1. MSO 목요기도회
○ MSO 8월 목요기도회(Zoom Meeting)
• 일시/장소: 8.24. 목. 06:30/자가, 임의장소
• 참석: MSO 위원장,사무총장, 각 국장 및 기획팀장, 실장, 간사 등 8명
• 1부: 예배
- 대표 기도: 국내운영국 기획팀장 남기하 장로
- 말씀(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예배): 정봉대 목사(사무총장)
• 2부: 8월 사역보고: 운영실장 박백만 장로
• 3부: 사업계획 발전토의
- 대표기도: 세계선교국 기획팀장 이현철 장로
- 2021 MSO 사역계획 초안보고: 운영실장 박백만 장로

실시사항
2. MSO 일일 경건회/현안업무토의(Zoom Mtg)
○ 화요기도회(Zoom Meeting)
• 일시/장소: 9.1.화. 10:00~11:30/자가
• 참석: MSO위원장, 사무총장, 교육실장, MEO팀장, 운영실장,
진미정 간사, 염영진 홈페이지 담당관
• 1부: 경건회 및 주간활동 보고
• 2부: 현안업무 토의
• 현안업무 토의내용
- 2021 MSO사역계획 보완사항 토의(사무총장)
- 주한 외국군 학생 대상 MEO-P 2020 진행사항 논의(MEO-P 팀장)

- 9월 Newsletter 한글 게재문 초안 검토(운영실장)
- MSO 홈페이지 개선내용 확인

실시사항
3. AMCF 활동
○ AMCF Africa-Europe-Mideast VP meeting 메일접수

(Phil Exner →MSO위원장, VPs/8.26)
• 9.5.토요일 실시하는 VPs Meeting은 GoToMeeting으로 실시
• AMCF 회장은 아프리카 4명 VPs, 중동, 유럽 2명 VPs와 PSO 초청
• 링크 주소 및 연결전화는 Email에 포함되어 있음

○ 9.5.토 Meeting 참가 통보 (MSO사무총장 → Phil Exner /8.28)
• MSO에서는 사무총장, 선교실장이 참석

실시사항
○ AMCF North-Central-South America 메일접수
(Phil Exner →MSO위원장, VPs/8.26)
• 9.6.일요일 VPs Meeting은 GoToMeeting으로 실시
• AMCF회장은 미주지역 3명의 VPs를 포함 PSO 초청
• 링크 주소 및 연결전화는 Email에 포함되어 있음

○ 미주지역회의 진행순서 접수(AMCF회장 →MSO위원장, VPs/8.26)
○ 9.6.일요일 Meeting 참가 통보(MSO사무총장 → Phil Exner/8.28)
• MSO에서는 사무총장, 선교실장이 참석

○ ACCTS 기도요청 메일 접수(ACCTS→MSO/ 8.25)
• 각국 MCF 지도자와 AMCF, ACCTS, MMI, MSO 지도자들의 리더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 Caribbean: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들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푸레르토리코 등)
•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산불로 심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 벨라루스: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국가가 위기에 놓인 정치, 군 지도자
와 국민이 함께 지혜롭게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 COVID-19가 조속히 치료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한 가족들을 위해
서. 전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 AMCF 세계기도의 날 기도제목 요청접수(ACCTS→MSO/ 8.26)
• ACCTS에서는 10.24.예정인 AMCF 기도의날 기도제목을 접수 중
• 본래 접수마감은 8.24일까지 였지만, 9.7일까지 연장하니 각 국가 및 각기관에
서는 추가적으로 기도제목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 접수된 기도제목은 AMCF 게시판에 게재되고, 인쇄하여 배포 될 것임.

○ 2020 AMCF Reference Handbook 수정메일 접수
(ACCTS→MSO/ 8.26)
• ACCTS에서 수정한 Handbook내용 첨부
• 2019QC Weerasooriya장군이 설정한 VP지역 Cluster개념반영
○ MSO관련 Handbook은 가능한 빨리 수정 및 승인하여 보낼것임
(MSO → ACCTS / 8.26)

○ AMCF Interaction 메일 접수(Phil Exner→MSO,AMCF/ 8.26)
• 현재 AMCF 회장단 대부분 1986~2008년 사이 ACCTS Interaction 수료

• 예산상의 이유로 ACCTS Interaction 프로그램이 중단 된지 12년째임
• ACCTS는 Interaction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해야 할 시점

• AMCF Handbook에 명시된 CATT개념으로 새로이 접근
• PSO, AMCF회장, VP대표, 졸업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제안

○ MMI Roddy→MSO,AMCF/ 8.27
• CATT개념으로 접근하는 ACCTS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 AMCF회장→Phil/ 8.30: 전적으로 동의하며 기도하겠음
○ MSO사무총장→Phil/ 8.30: 미래 인재육성프로그램인 인터액션에
적극 참여 할 것임

○ 미국 ACCTS 주요 활동
• 각 기간 및 AMCF 기도 요청 접수: 9월 7일까지(accts@accts.org)
• Video Conference Staff Meeting: 10.5.월~7.수
• Board Meeting 10.16.금~17.토
• AMCF/ACCTS Worldwide Day of Prayer:10.24.토
• Chaplains Interaction dates to be determined 2021.3.1.월.08:00
• European Military Christian Meeting(EMCM) 2021.5.14.금~17.월

실시사항
4. 기타 활동
○ 2021MSO사역계획 보완
• 사역예산 소요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

○ 9월 Newsletter 초안 작성(한글)
○ Zoom 사용권 구매(1개월간): Zoom Host(사무총장)

5.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110만원
• 최만수 목사(대구):

10만원(우크라이나 군목지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우크라이나 군목지원)
•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40만원(구소련권 사역 지원)

후반기 주요사역 일정
7월
• 중앙아시아지역대회(Stan-Dart) 잠정 연기
• 대안 2020 MEO-P 추진검토
• 2020 MEO-P 계획수립
• MSO 세계선교국 워크숍(7.16)
• MSO 조직개편 및 임역원 편성토의(7.23)
• MSO 목요기도회 간담회(7.30)

• MSO 홈페지 개선 및 보완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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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O 목요기도회(9.24.목.)
• 2021MSO 사역계획 수립 및 P&P승인(9.24)
• 대안MEO-P2020최초보고(9월)

•
•
•
•
•

대안 2020 MEO-P 실무검토회의(8.3~6)
2021 MSO 사역계획 수립(실무토의: 8.25
개선된 MSO 홈페지 운용(한/영): 8월
20-1 Newsletter 게재(한/영): 8월
MSO 목요기도회 (8.27.목)/Zoom Meeting

• AMCF Zoom Meeting(9.5.토.19:30)
• AMCF GoToMeeting(9.6.일. 02:30)

• AMCF Zoom Meeting(8.22.토.15:30)
• 재정 확대방안 추진(국내운영국)
• AMCF와 세계 선교기관 교류확대(세계선교국)

10월

11월

• ACCTS Staff Meeting(10.5.월~10.7.수)
• 동아시아 인터액션 취소(2021년 연기/대만)
• KMCF 6.25 구국성회 취소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11.8/국군중앙교회)

12월
• 종무예배(12.31)

• 2020 MEO-P 실시(주한외국군학생)

• AMCF/MSO Worldwide day of Prayer
(10.24.토)
• 군선교 유관기관 / 민간교회 방문(국내운영국/사무국)

• 일일 경건회(10:00/MSO사무실)
• MSO 목요기도회(10:00) 상근자 위주로 Zoom Meeting 실시하고
후반기 부터 월 마지막 주 목요일 06:30에 전 임역원 참석 하에 실시
• 매월 첫째 주 수요 연합조찬예배 현역 위주로 실시

예정사항
1. 2020 MEO-P 추진 준비(교육국/MEO-P팀)
○ 참석 가능한 주한 외국군인 학생 파악(현재까지)
국방대학교(5명), 자운대 지역 육,해,공군대학(6명)
○ 대안 MEO-P에 부합된 일정, 장소, 프로그램 준비

2. 2021 MSO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 예산소요는 과거 평균 3년치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 중요
○ 2021 MSO 사역계획 보완 및 종합: 9.17.목
○ 사역계획 P&P보고 및 승인: 9.24.목
○ 후원교회 전파 및 홍보활동에 반영: 9월말 이후

예정사항
3. AMCF VPs Zoom Meeting(AMCF 회장 주관)
○ 9.5.토 18:30: 아프리카/유럽/중동 VPs 7명
○ 9.6.일 23:30: 남미/중미/북미 VPs 3명
○ MSO에서 사무총장 및 선교실장이 Zoom으로 참가 및 협력

4. MSO 홈페이지 자료입력 계속
○ 세계선교국 각 팀 기본자료 입력(한글/영어)

5. 20-2호 9월 Newsletter 준비(한글/영어)
○ 최종검토(9.3.목)/ 발송

6. 2020 AMCF Handbook 수정
○ MSO관련내용 수정/보완(9.8)
○ ACCTS에 통보(9.10일 한)

광고사항
1. 국방부 지침과 국군중앙교회 출입자 통제강화조치로

8월 20일부터 MSO 사무국 재택근무 실시
- 연락처:사무실(02-795-6225), 간사 진미정(010-6374-9799)
- 운영실장 박백만 장로(010-5075-9477)

2. 이번주 기도회는 Zoom Meeting으로 실시
- MSO 화요 경건회 및 현안토의(10:00) : MSO위원장, 사무국인원
- MSO 목요기도회(06:30): MSO위원장, 사무국, 각 국장 및
각국 기획팀장, 홈페이지 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