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10.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1. MSO 목요기도회/P&P

실시사항

○ 일시/장소/참가: 12.3.26.목. 06:30/자가(19명 Zoom Meeting)

○ 1부: 예배 및 합심기도

• 대표 기도: 세계선교국장 장용관

• 설교(믿음의 결단): 정봉대 목사(사무총장)

○ 2부: 주간활동보고 및 P&P 

• 2020 MEO-P 결과 보고(MEO 팀장 홍성표)

• WC 2024 주제 검토 MSO에서 추가제안 필요

• 브라질 MCF에서 제안한 WC 2024 기도제목 11가지 공유가 필요

• 12월 12일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에 사무총장 및 운영실장 참관요구

• 국방대, 육해공군대학, 각군 사관학교에 MSO 협력관 지정 필요

• 주한 외국군 교육에 무관을 포함시키는 방안 고려



실시사항

2. MEO-P 2020 결과 보고(MEO-P 팀장)

○ 일시: 12.3.목.P&P

○ 주요 토의결과

- 금번 MEO-P 2020 최초 계획시 학교기관에 공식적인 공문서

협조는 지휘관에 부담으로 해당교회로 참가자 유도 및 협조

- MEO-P의 강사 및 스텝들의 군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 워크숍 필요

- 확대된 주한 외국군 및 사관생도 교육을 위해서 제3의 장소 요구

- 연초부터 각 대학교 및 사관학교에 협조 MSO 교육 담당관 임명

- 내년 주한 외국군 및 사관생도 교육은 주한외국군 팀에서 담당



3.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 계획접수
(EA VP Andrew Zteng→MSO 위원장/12.6)

실시사항

○ 화상회의는 12.12.토.13:30 (Taipei 12:30) 실시

○ 회의진행순서

• 각국 MCF 최신 활동보고

• 동아시아지역 사역활동 토의(분기 1회 화상회의?, 

매 3년 동아시아지역대회 개최? 기타활동 또는 인터액션?)

• WC 2024 참가자토의(자비참가자 32~40?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가?)

• 차기 회의 일정?

• 화상회의를 위한 링크주소, PW, ID 이메일 참조

• Vissarion Kim과 지난주 목요일 화상테스트 실시, 양호

• 사전에 화상테스트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연락주기바람



실시사항

4. MSO 일일 경건회/현안업무 토의

○ 일시/장소: 12.8.화.10:00~11:30/온라인(Zoom)

○ 참석: 사무국 인원(MSO 위원장 등 6명)

○ 경건회 및 합심기도

○ 현안업무 토의

• WC 2024 주제(Theme)선정: 목요기도회 후 추가의견 수렴

• MSO 정관 개정관련 검토

- 정관을 문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추가보완이 필요

- 사용되는 용어는 통일하고 약어집 추가수록

- 각조직의 임무와 편성은 다음주까지 작성하여 2021년 사역계획 반영



5. AMCF 활동

실시사항

○ ACCTS 기도요청 접수(ACCTS 사무국→MSO 12.1)

• 에티오피아: 내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인, 군인의 안전을 위해

• 일본: 자위대 MCF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 카자흐스탄: MCF가 중앙아시아 국가의 기독군인 활성화의 성지가 되도록

• 키르키즈스탄: 인구의 약 15%인 이 나라의 기독교인을 위해

• 크리스마스 사역: 전세계의 군 기독교인들이 COVID-19 

Pandemic에서도 그리스도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 WC 2024 주제 선정관련 내용 접수(MMI Roddy→이갑진/12.2)

• 자국 전도의 중요성(창의 끝): 브라질 MCF, 인도 MCF 등

• 전 세계 MCF를 사용하는 목적이 WC 2024에 있다고 생각함

• 이런 맥락에서 MMI에서는 이사야 60:1(Arise, Shine for they light 
has come--)이 가장 적절

• 너무 많은 주제를 제시하지 않기 바라며, Zoom으로 함께 기도시간 마련



실시사항

○ WC 2024 주제 선정관련 내용 답신(이갑진→MMI Roddy/12.4)

• MSO에서도 주제검토 후 알려주겠으며, 가까운 시일내 Zoom Meeting

○ WC 2024 주제 선정관련 내용 답신

(AMCF 회장 Weerasooriya→ MMI Roddy/12.3)

• WC 주제에 대한 의견에 감사

• 아프리카 지역 주님을 향한 공동비전도 2014년 글로벌 인터액션 P&P

기간이었습니다, Zoom Meeting으로 기도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 WC 2024 주제 선정관련 내용 답신

(브라질 MCF Reberio→ Weerasooriya, Roddy/12.4)

• 우리가 세계대회를 준비함에 더 강력한 힘과 도전이 필요하며

• 주제와 관련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다같이 기도



실시사항

○ 12월호 Newsletter 답신(MMI→MSO/12.4)

• 영국에는 평년보다 일찍이 눈이 내렸습니다

• 세계가 COVID-19로 모든 사역이 제한 받는 상황에서 MSO뉴스레터에
MEO-P실시라는 것을 보고 고무적,MSO와 MEO-P팀에게
수고의 말씀전함

• MMI에서도 나이지리아, 우간다 MCF를 활성화하기 위한 Staff 있음

• 나이지리아:WA Eddy Amponsah, 우간다: Max Mupondi

• MMI 스텝들은 그들 나라 장교들이 어떻게 MSO MEO-P에 참가했는지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 MSO에서 허락한다면 나이지리아, 우간다 참가자 이름 및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MMI 스텝과 연결하겠습니다

•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2021년에 MSO사역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 MSO 조치: MEO-P 2020 참가자 정보제공(MSO→MMI/12.6)



실시사항

○ 12월호 Newsletter 답신(AMCF Weerasooriya→MSO/12.5)

• MSO에서 뉴스레터 12월호를 공유해주셔서 감사

• MSO가 주한 아프리카 현역장교 대상으로 MEO-P실시에 하나님께 찬양

• MSO의 활발한 해외 사역과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심에 감사

• 뉴스레터에서 제기한 모든 기도제목은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 12월호 Newsletter 답신

(ESC VP Mike Terry→지역스텝 및 국가 MCF 리더, MSO/12.5)

• 최근 MMI, ACCTS 뉴스레터와 기도제목 전달, MSO MEO-P레터 보냄

• MSO MEO-P은 각국의 잠재적 기독교 지도자들이 AMCF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 하나님이 수년 동안 군대에서 주님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향후 이 과정을 위해 여러분의 지역 및 나라에서 잠재적 리더를 찾기 바람



실시사항

○ 12월호 Newsletter 답신

• 사모아 이창식 선교사→MSO/12.4: MEO-P 성공적 사역에 감사

• AE VP Wakaalo→MSO/12.4: MEO-P 사역에 감사

○ 브라질 긴급 기도요청 접수(ACCTS →MSO 12.9)

• Cap Andre Cardoso가 COVID 양성으로 확진

• 그는 오늘오후에 기절했고, 촬영결과 폐가 25%나 감염되었음

• 현재 약을 먹고 치료 중이지만, 부인 Paula도 증상을 보이고 있음

• 하나님의 강권으로 두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Cap Dierson(SA 협조관)과 아내도 COVIC확진

• Dierson은 상태가 나아지고 있지만 아내는 폐의 간염과 합병증우려

• 이 두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6. 기타 활동

실시사항

○ 20-5호 12월 Newsletter 발송 및 게재 (한글, 영어)

○ MSO 정관개정 작업 / 조직도 편성 준비

○ KVMCF 대표 동아시아 지역 화상회의 참가 협조

7.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110만원

•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100만원(MSO 선교지원)

• 최만수 목사(대구): 10만원(우크라이나 군목 지원)

○ 12.12.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 AMCF회장 참석 메일접수(AMCF

회장 Weerasooriya→EA VP Andrew, MSO 위원장)/12.9)



MSO주요사역 일정

• 일일 경건회(10:00/MSO사무실/자가 Zoom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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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월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 시무예배(1.7.목.09:30~12:00/양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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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TBD)

•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제자훈련(~6월)/ TBD

• 구소련권 국가 MCF 순방제자훈련(키에브) 

• AMCF Interaction P& P(3차): 1.4.월.21:00

• AMCF WC 2024 P&P(6차): 3.26.금

• 종무예배(12.31)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1.10.일.10:30/국군중앙교회)

• AMCF WC 2024 P&P 동아시아 지역 화상
회의: 12.12.13:30/동아시아지역VP주관

•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TBD)



예정사항
1.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

○ 일시/장소: 12.12.토.13:30/자가(Zoom Meeting)

○ 주관: 동아시아지역 VP Andrew Tzeng

○ 참석: 한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대만 MCF 대표, AMCF회장

○ MSO 참가: 상임고문 이갑진, 동아시아지역 팀장 황인규, 

중앙아시아지역 팀장 안대희, 선교실장 이장송, 운영실장 박백만

○ MSO보고 및 토의 담당:

• KMCF 최신활동사항(운영실장 박백만)

• 동아시아지역 사역활동/ WC 2024 참가자토의/차기일정

인터액션 시행주기 등(상임고문 이갑진)

• 기타 의견제시(MSO참가자)



예정사항

3. 2021 주한외국군 제자훈련(FM-K) 사역발전

○ 국방대, 육,해,공군대학 외국군 학생장교

○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생도

4. 2021 임원수련회 준비

○ MSO 정관 개정 및 조직표 편성

○ 2020 사역결과 및 2021 사역계획 수립

○ 임원수련회 진행계획 수립 및 특강강사 협조 중

2. 카자흐스탄 MCF의 MSO 간증 요청에 대한 준비

○ 간증문 작성: 예비역6명, 현역6명이 작성 중

○ 12월19일까지 작성 및 번역완료 예정



예정사항

6. 2021  MEO-P 준비

○ 2021 MEO-P 기본계획 발송(2021. 1월)

5.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사역보고 준비

○ 일시/장소: 2021.1.10.주일. 10:30/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

○ 1부: 감사예배(사회:사무총장)

대표기도: 전 후원국장 강한규 장로

설교: 문효빈 목사

특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MSO 임역원 전원)

○ 2부: 2020 MSO 사역결과보고 실시(MSO 위원장 박남필)



광고사항

1. COVID 상황의 전국적 악화와

수도권 및 군의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국군중앙교회 통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MSO 상근인원을 제외하고는

MSO 어떤 인원도 국군중앙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SO 화요기도회(10:00), MSO 목요기도회(06:30) 

모두 당분간 화상회의(Zoom Meeting)만 실시합니다.



이어서

11월 재정결산 보고 (사무총장)



1. WC 2024 주제(Theme) 검토

P&P

○ WC 2024 주제(Theme) 검토

• AMCF 회장단 제시 주제

1. Tend my sheep(John 21: 16.2)

2. Care for and Disciple My Children

3. Arise, Shine for your time has come(Isaiah 61)

• MMI 주제 검토결과: Isaiah 61/12.2

• MSO 주제

1. Arise, Shine for your time has come(Isaiah 61)

2. Here am I, Send me, Lord(Isaiah 6:8)

3. Receive Power, and Be My Wittness(Act 1:8)



2. 연말 연시 행사계획
종무예배 시무예배 MSO세계군선교

감사예배/사역
보고

MSO임원수련회

• 12.31.목.06:30 • 2021.1.7.목.09:30 • 2021.1.10.
주일. 10:30

• 2021.1.16.
토.09:00~16:00

• 국군중앙교회
/Zoom Meeting

•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교회(양화진)
/Zoom Meeting

국군중앙교회 • 국군중앙교회

• 사회: 사무총장정봉대

• 대표기도: 
교육훈련국장윤영수

• 설교:  손창문목사

• 사회: 사무총장 정봉대

• 대표기도: 상임고문이필섭

• 설교: 외부목사(조직개편후)
임마누엘교회?

• 1부: 개회예배
- 사회: 사무총장정봉대
- 기도: 
전후원국장강한규

-성경봉독:
중앙아시아지역팀장
안대희

-설교: 문효빈목사
(국군중앙교회)

• 2부: MSO사역
결과보고

(MSO위원장 박남필)

• 1부: 개회예배
- 사회: 사무총장정봉대
- 기도: 국내운영국장?
- 성경봉독: 
국내운영기획팀장남기하장로

-설교: 문효빈목사(국군중앙교회) 

• 2부: 특강
- 강사: 주성준목사(주안장로교회)

• 3부: 사역보고/폐회예배
- 사회: 선교국장장용관
- 기도: 선교기획팀장이현철
- 성경봉독: 
교육훈련기획팀장이종구

- 사역보고/예산사용결과보고
- 설교: 박재현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