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실시사항
1. MSO 목요기도회/P&P
○ 일시/장소: 10.22.목. 06:30/사무국+임의 장소
○ 참석(23명): MSO 사무국(3명)+Zoom(20명)
○ 1부: 예배

• 대표 기도: 교육훈련기획팀장 이종구
• 설교(모압과 에돔의 교훈을 명심하라): 정봉대 목사(사무총장)
○ 2부: 주간활동 보고(운영실장 박백만)
○ 3부: P&P 토의결과
• AMCF서아프리카 지역 화상회의 참석결과(아프리카팀장 윤문수)
- 기니비사우 선교건립센터 지원관련 영국MMI와 협력된 지원 필요
• AMCF 세계기도의 날 준비사항 보고(사무총장 정봉대)

- 세계기도의 날은 KMCF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권장

실시사항
2. MEO-P 1차 강사 Workshop 실시
○ 일시/장소: 10.23.금.16:00~20:00
○ 주관/참석: MEO-P팀장 홍성표/ 안대희, 이종구, 황인규, 박재영,

이현철, 박백만 등 7명
○ 진행: MEO-P 일정 및 세부계획토의, 제자훈련 연구강의, 친교활동
○ 주요토의 결과
• 프로그램의 모든 진행은 영어로 실시(환영사도 영어로 준비)
• IBS, CP Demo 영상제작 및 지원이 필요
• 1일차 저녁식사 장소는 공군회관 결정(소감발표 및 수료증 수여)
• 외국군 참석자 현황파악 요구(합동대/국방대 협력관)

• 2차 강사 Workshop실시(11.10.화.신길교회)
AMCF 소개 및 MCF 설립 및 성장 교육자료 추가 검토 필요

실시사항
3. KMCF 회장 환송 및 환영 오찬 / 군선교 유관기관 대표 상견례 참가

○ 일시/장소: 10.23.금.11:50~13:30/육군회관 연제근홀
○ MSO 참석: 상임고문 이필섭, 이준,
MSO 위원장, 사무총장

실시사항
4. 2020 AMCF 세계기도의 날 기도회 실시
○ 일시: 10.24.토.07:00~09:00
○ 장소: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 홀(종로5가)

○ 참석: MSO 임역원 및 KMCF 회원 등 49명
○ 주요내용
• 1부: 개회예배(진행: 사무총장), 기도(세계선교국장), 말씀(전성동 목사)

• 2부: 회개와 감사기도(이종구),AMCF를 위한기도(황인규),
미주(김종수), 유럽/중동(박재영), 아프리카(이현철),
아시아/태평양(박재현), 국가를 위한 기도(남기하),
군을 위한 기도(설용권)

• 3부: 2021년 MSO 사역계획보고(운영실장), MSO 위원장 인사
• 4부: 식사 및 친교활동

기도회시 예배

조식 및 친교

단체사진

위원장 인사말씀

실시사항
5. T국 MCF 회의관련 접수
(Vissarion Kim 협력선교사→MSO/10.26)
○ Tajikistan MCF회장 Peter로부터 받은 내용임
○ 11월 7일 MCF Meeting(Stan-Dart) 약 40명 참석으로 실시
○ COVID-19상황으로 외부 AMCF 대표(MSO) 참가는 어렵지만

○ 영상 인사 및 격려 메시지를 10월30일 까지 보내주시면
○ Stan-Dart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임
☞ MSO조치사항
- T국 MCF 회의 영상 메세지는 상임고문 이갑진 장로가
MSO를 대표하여 보내는 것으로 결정

실시사항
6. MSO 일일 경건회/현안업무 토의
○ 일시/장소: 10.27.화.10:00~11:30/MSO사무실
○ 참석: 사무국 인원

○ 경건회, 주간활동 초안검토
○ 현안업무 토의
• 2020 MEO-P이 주한외국군 학생장교임으로 영어보다는 한글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 및 교재를 한글로 만드는 방안 검토
• 내년부터 MSO교육 및 세미나 프로그램 진행은 다양한 장소를 활용
• 세계기도의 날은 내년부터 KMCF에서도 시행하는 사역 발전
• AMCF Interaction 협력방안 토의(교육실장 최상복/통역팀장 이장송)

실시사항
7. 2020 MEO-P 추진 준비사항
○ 주한외국군 유학생 대상 2020 MEO-P 실시안내 공문 발송
(MSO 위원장→교회 담임목사, 선교담당 /10.23)

- 자운대교회, 국방대교회 담임목사 및 협력관
* 국방대는 안보견학으로 11.19.목. 일정조정을 건의해옴
* 합동대는 합동대 총장 앞으로 추가 공문을 발송 요청
☞MSO조치
- 국방대, 11.19 / 합동대는 11.20~21계획대로 추진
- 국방대 1일차 계획을 수정하여 발송(10.26.월)
- 합동대 총장 앞으로 공문 추가 발송(10.26.월)

○ MEO-P 책자 검토 및 준비(MEO-P팀)
○ 외국군 참석자 현황파악 계속(합동대/국방대 협력관)

실시사항
8. AMCF 활동
○ ACCTS 기도요청 접수(ACCTS 사무국→MSO 10.20)
• 10월 24일 토요일 진행되는 AMCF 세계기도의 날 기도회에
세계 각국 MCF 기독군인과 함께 기도 참여

• 지원기관과 함께 임원회가 개최되는 영국의 MMI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 COVID-19가 급증하고 있는 유럽, 인도, 아메리카 지역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이들 지역의 기독군인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 독일 MCF에 젊은 군인들이 기독군인 리더와 연합하여 MCF가 활성화되고
해외에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실시사항
○ AMCF Interaction P&P계획
(ACCTS Prindle → MSO 사무총장/10.21)

• 10월 30일 P&P 토의 주제와 Link 주소
• AMCF Interaction 의 비전, 절차 등을 제시
• MSO 준비사항
- 관련내용 확인 및 검토(통역팀장 이장송 )
- MSO 발전방안 제시(교육실장 최상복)
- 10.27. 화요기도회 후 P&P에서 관련사항 토의(사무총장 정봉대)

○ AMCF 서아프리카 지역회의 기록영상 접수
(VP Son Igwe→MSO 위원장, 아프리카 팀장/10.23)
• 회의진행 기록영상 및 계속적인 기도요청

실시사항
9.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192만원
• 강한규 장로:

100만원(MSO 선교지원)

• 배현주 선생:

32만원(MSO 선교지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우크라이나 군목지원)

MSO주요사역 일정
2020. 10월
• ACCTS Staff Meeting(10.5.월~10.7.수)
• 동아시아 인터액션 취소(2021년 연기/대만)
• KMCF 6.25 구국성회 취소

• MEO-P 강사 Workshop: 10.23.금.16:00
• AMCF/MSO Worldwide day of Prayer
(10.24.토.07:00/100주년기념관(종로5가)
• KMCF회장환송 및 환영오찬/군선교유관
기관대표 상견례(10.23.금.11:50/육군회관)

• AMCF Africa Prayer Summit(Zoom
Meeting): 10.16..금.18:00~20:40

11월

12월

• 타지키스탄 MCF회의(Standart): 11.7.토
• MEO-P 강사 Workshop(2차): 11.10.화.
16:00/신길교회
• 2020 MEO-P(주한외국군학생장교):
- 11.19.목.신길교회(국방대)
- 11.20.금~21.토.신길교회(합동대)
• AMCF WC 2024 P&P(5차): 11.27.금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11.29.일.11:40/국군중앙교회)

•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제자훈련(키에브)

• AMCF Interaction Prayer & Plan
Meeting: 10.30.금.21:00

• 군선교 유관기관 / 민간교회 방문(국내운영국/사무국)

2021. 1월

2월

• 시무예배(1.7.목.09:30~12:00/양화진)

•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전반기/후반기) TBD

• MSO임원수련회(1.16.토.09:00~16:00/
국군중앙교회)

• 종무예배(12.31)

3월
•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제자훈련(~6월)/
TBD

• 일일 경건회(10:00/MSO사무실)
• MSO 목요기도회(06:30) 사무국+Zoom Meeting 진행, 월 마지막 주 목요일 06:30에
전 임역원 참석하에 실시
• 매월 첫째 주 수요 연합조찬예배 현역 위주로 실시

예정사항
1. 2020 MEO-P 추진 준비사항
○ 전쟁기념관 안내요원 협조/경복궁 안내 협조
○ 참가자 기념티셔츠 제작 주문(긴팔 티셔츠 30개)

○ 참가자 수송을 수송소요 판단 및 버스 예약
○ 개회예배, 환영오찬, 환송만찬 진행순서지 준비
○ MEO-P 책자 검토 및 준비(MEO-P팀)
○ 숙박인원 공군호텔 예약(11.2)
○ 강사 Workshop(2차:11.10.화.16:00/신길교회)
○ 문화탐방 안내요원 코스답사
○ 외국군 참석자 현황파악(국방대/육,해,공군대학 협조관/MEO-P팀)

예정사항
2. AMCF Interaction Prayer & Plan Meeting

○ 일시/장소: 10. 30.금. 21:00/자가
○ MSO 참석: 사무총장 정봉대, 교육실장 최상복, 통역팀장 이장송
3. MEO-P 강사 Workshop(2차)
○ 일시/장소: 11.10.화.16:00/ 신길교회
4. 2020 MEO-P(주한외국군 학생장교)

○ 일시/장소: 11.19.목.국방대/ 신길교회
11.20.금~21.토.합동대/ 신길교회

예정사항
5. AMCF WC 2024 P&P(5차)/ GoToMeeting
○ 일시/장소: 11.27.금/ 자가(MSO 위원장, 상임고문 이갑진)

6.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 일시/장소: 11.29.일. 11:40(3부 예배)/ 국군중앙교회
7. 11월 Newsletter 게재 준비
8. T국 MCF회의(Standart): 11.7.금
○ MSO 대표(상임고문 이갑진) 영상인사 및 격려(메시지) 제작 및

발송:10.30일한

광고사항
1. 전국 거리두기 완화로
- MSO 화요일 경건회(10:00/MSO 사무실/사무국)
- MSO 목요기도회(06:30)/사무국+Zoom
Meeting으로 동시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