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 뉴스레터
제 20-4호 (11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MSO의 세계 군선교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1월 MSO 사역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1. AMCF 세계기도의 날 MSO 기도회 실시(AMCF/ MSO Worldwide Day of Prayer)
10.24.토 07:00~09:30까지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AMCF
세계기도의 날 기도회가 실시되었습니다. MSO 주관으로
MSO 임역원 및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 회원 등
49명이 참가하여, 세계기독군인연합회(AMCF)와 세계 각
지역의 국가에 기독군인회(MCF)가 없는 나라에 MCF를
설립하고, 미약한 국가에는 MCF가 활성화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회장 환송 및 환영오찬 모임 참석
10.23.금 11:50~14:00까지 육군회관에서
한국기독군인연합회(KMCF) 회장 환송 및 환영오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임 KMCF 회장(전 합참의장)
박한기 장군은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을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역임하면서 KMCF 활성화와 장병
신앙전력에 기여 하였으며, 후임 KMCF 회장(현
합참의장) 원인철 장군과 부회장(연합사부사령관)
김승겸 대장은 굳건한 믿음으로 대대급까지
MCF설립 및 활성화를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MSO에서는 유관기관대표로 전 AMCF 회장 이필섭 장로, 전 국방장관이며 초대 MSO 위원장
이준 장로, 현 MSO 위원장 박남필 장로, 사무총장 정봉대 목사가 참석하였습니다.
3. AMCF 서아프리카 기도회 참가(AMCF West Africa Prayer Summit)
10.16.금. 18:00~20:40까지 서아프리카 기도회가 Zoom
Meeting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MCF 서아프리카 지역
부회장인 Son Igwe 주관으로 AMCF 회장 Weerasooriya
장군과 영국 MMI, 미국 ACCTS, 한국 MSO 대표와 서아프리카
각국의 MCF 리더들이 참가하여, COVID-19 상황의 극복과
서아프리카 지역 MCF 활성화를 위해 기도 및 토의가
있었으며, MSO에서는 아프리카 팀장 윤문수 안수집사와 차장 이현철 장로가 참가하여
기니비사우 MCF 센터건립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4. AMCF 인터액션 발전회의 실시(AMCF Interaction Pray & Plan)
10.30.금. 21:00~23:00까지 GoToMeeting 화상회의로 AMCF 인터액션 발전회의를 가졌습니다.
AMCF 인터액션은 제자훈련을 통하여 세계기독군인연합회(AMCF)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시행시기, 담당, 추진방법 등 다양한 토의가 있었으며, 최초로 시행할 AMCF
인터액션은 체코 MCF가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세부사항은 2021년 5월
유럽대회(EMCM)에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 토의에 MSO에서는 사무총장 및 교육실장,
선교실장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5. 중앙아시아지역 영상회의(Stan-Dart)
11월 7일 타지키스탄 MCF 회장 주관으로 40여명이 영상으로 참가하는 Stan-Dart 모임을 실시
합니다. COVID-19로 인하여 지난 7월에 계획되었던 중앙아시아 지역대회(Stan-Dart)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MCF 회원이 모여 기도하면서 COVID-19 상황을 극복하고, 이 지역 MCF 활성화와
MCF가 없는 지역에 MCF를 계속 설립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한국 MSO에서는
상임고문 이갑진장로가 대표로 MSO에서 강사 및 대표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MCF 모임에
참가하는 회원들에게 영상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내 함께 하였습니다.
6. 2020 MEO-P(한국 군선교현장 참관 프로그램)실시
MSO에서는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해오던 군선교현장참관 프로그램(MEO Program)이 올해는
COVID-19로 지난 6월에 취소되었습니다. MSO에서는 대안으로 11월 19일 목요일 국방대 주한
외국군 학생장교를 대상으로 AMCF세계군선교 활동소개와 제자훈련, 문화탐방으로 2020 MEO
Program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귀국 후 자국에서 MCF 활동과 세계 군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MCF 설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젊은 기독군인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7. 2024 AMCF 세계대회 5차 Pray & Plan
2024년 브라질 쌍파울루에서 개최될 세계대회(AMCF World Conference 2024)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는(Pray and Plan) 회의가 11.27.금. 세계기독군인연합회장 Weerasooriya 장군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주최국인 브라질 MCF 회장, AMCF 지역부회장(VP), 3개 주 지원기관(영국
MMI, 미국 ACCTS, 한국 MSO) 대표가 참가하여 세계대회 준비사항과 기도함으로 향후 추진준비
및 계획을 논의합니다.
8.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 제자훈련(키예프)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COVID-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여, MSO
협력선교사가 현지 MCF 회원들과 함께 11월부터 키예프에서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
제자훈련을 실시한다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제자훈련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사역은 하겠지만 협력선교사와 현지 교육인원이 COVID로부터
안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9. 기도제목
• COVID-19 Pandemic 상황에도 타지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중앙아시아 지역대회(Standart)를 위해
• 2020 MEO Program에 참여하는 주한외국군 학생장교가 교육수료 후 자국에서
젊은 기독군인 리더가 되도록
•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 제자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MSO 협력선교사와 MCF 회원들을
COVID로부터 지켜주시기를
• AMCF 회장, 지역 부회장들, 3개 주 지원기관(PSO), 각국 MCF 지도자들의 세계 군선교 활동과
2024 세계대회를 준비 중인 브라질 MCF 준비위원회, 미주지역 부회장, ACCTS를 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 내에 기독군인회(MCF)가 설립되는 그날까지 MSO 사역은 계속됩니다!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AMCF선교협력위원회)
✤기업은행: 057-054670-01-037 ✤우리은행: 1005-100-928357 ✤국민은행: 822401-04-101283 ✤우체국: 011494-01-001584
MSO(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길46, 국군중앙교회 3층 (우 04383)
☎ 02-795-6225, 797-6763/Fax: 02-797-6764 ❚Homepage: www.mso.or.kr ❚E-mail: mso200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