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12.31.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1. MSO 목요기도회/P&P(Zoom Meeting)

실시사항

○ 일시/장소/참가: 12.24.목. 06:30/자가/24명

○ 1부: 예배 및 합심기도

• 대표 기도: 교육훈련기획팀장 이종구

• 설교(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정봉대 목사(사무총장)

○ 2부: 주간활동보고, P&P 

• MSO 정관수정, 조직편성 토의(사무총장)

• P&P회의 시 정회원 포함 확대된 인원 참석 요구

• 국내 및 국제협조관에 편성된 인원에게 안내 협력서신 필요

• MSO 파송 선교사 명칭은 기준 및 역할에 맞는 명칭으로 재검토 요구

• 주한외국군교육(FMS-K)→주한외국기독군인교육(FMC-K)로 수정



실시사항

2. MSO 일일 경건회/현안업무 토의(Zoom Meeting)

○ 일시/장소: 12.29.화.06:30/ 사무실 및 자가

○ 참석: 사무국

○ 경건회 및 합심기도

○ 현안업무 토의내용

• MSO 주간활동, 2020 사역결과 / 2021 사역계획 토의

• 지금부터 MSO목요기도회는 Zoom 화상회의를 하더라도 전 임역원이

참석토록 홍보활동 강화(SNS, Email로도 링크주소 전송)

• 사무국 화요경건회도 Zoom Meeting시는 06:30에 실시

• 2021년부터 뉴스레터 영문발송 및 응답은 선교실장이 직접담당하고

• 세계각국 SNS 및 Email 송신 및 수신도 세계선교국 각팀장이 적극 추진



실시사항

3. 카자흐스탄 MCF에게 보낼 간증문 완성(총10건)

○ 이필섭 : 주님의 은혜로

○ 김영덕 :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 이갑진 : His blessing for Stan-darts Conference

○ 윤여일 : 교회의 종소리

○ 손창문 :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 장용관 : 우리모두는 선교사

○ 안대희 :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 대령 한현진(육군) : Trust Him and give my life to Him, He will do for us

○ 대령 박홍갑(해병대) :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 대령 오순근(해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실시사항

4. 캄보디아 군선교사(이재율 목사) 정기후원 청원 결정

○ COVID-19로 인하여 MSO 후원이 제한 받고 있어서 MSO가 매월

$900(약 100만원)씩 정기지원 하던 캄보디아 선교비를 임마누엘

교회에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청원(MSO위원장→ 임마누

엘교회 담임목사 김정국/ 11.23)

○ 임마누엘교회 군선교부에서 내년 2021년 1월부터 매월 100만원 을 후

원키로 결정, 예산편성 완료되어 계좌번호가 기재된 공문을 다시 보내

줄 것을 요청(임마누엘교회 군선교부 총무 박종우 권사→MSO/12.25)

○ 계좌번호 송부(MSO→임마누엘교회 군선교부 박종우 권사/ 12.28)

○ 2021년 1월부터 캄보디아 군선교사(이재율 목사) 정기후원은

임마누엘교회에서 담당



5. AMCF활동

실시사항

○ 성탄인사(ACCTS Phil Exner→ MSO 위원장/ 12.24)

• 세계 기독군인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분에게

• 그리스도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 축복을 전합니다

○ 우크라이나 기도요청 관련(ACCTS→ MSO/ 12.24)

• 군종장교 관한 법 제정이 정부 및 국회 투표를 통해 통과하도록

• 군종목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도록

•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 군인과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6. 선교사 통신

실시사항

○ 네팔 사역활동 소식(최희철 선교사→ MSO/ 12.24)

• 복된 성탄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2주전 2천명대 COVID 확진자 발생 추이가 지금 700명 대로 감소

• 네팔정부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제한 입국 정책을 유지

• 72시간 내의 음성판정서, 여행자보험증서(500만원 정도), 

자가격리 확보된 장소 증명서류 제출시 관광비자 발급 시작

• 신실하신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 내년에는 모든 사역이 현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지기를



담요 나눔 현장

치뜨완바스거리교회 치뜨완버여우다라교회

머꽌뿌르럭시랑교회 다딩너망교회



7. 기타활동

실시사항

○ 성탄 및 신년 카드 발송 답신(MSO 위원장, MSO회원 앞으로)

• 스페인 Salvador. 부탄 Dhan, 미얀마 Mang Pi,

• 파키스탄 Col Azim, 인도 Ashok Vasudeva

• 서아프리카 VP Son Igwe, 브룬디 MCF Sylvestre Nimubone

○ 선교후원 종료안내에 대한답신(MSO위원장→부천삼광교회/ 12.28)

• 그동안 기도와 후원감사, 매월 뉴스레터를 통한 사역활동 공유 계속

○ 부천 삼광교회 선교후원 중단 공문 접수

(군선교 담당 이희영→MSO/ 12.26)

• 저희 교회는 2~3년 주기로 선교후원 종료하고 다른 기관 후원방침 적용

• 금번 12월에 MSO는 마지막 후원임(2013년 9월부터 매월 5만원)



실시사항

○ 성탄카드 발송관련 답신(박재영 중동팀장→파키스탄 Col Azim)

• COVID-19로 부터 안전하기를 기도함

• 작년 MEO-P 홈스테이를 함께하던 추억이 새로움

• MSO에서는 중동지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POC를 찾고 있음

• MSO와의 연계된 사역을 협력하기 위해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들에게 AMCF사역을 소개해주기 소망

• 현지 POC와 MSO는 무슬림 국가에서 MCF를 설립하고 활성화 기여

• MSO는 COVID가 사라진 후 평소와 같이 2021년 MEO-P를 계획

• 중동지역에서 누군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주시면 감사



실시사항

○ 성탄카드 발송관련 답신(파키스탄 Col Azim→박재영 중동팀장

/12.28)

• MSO와 당신의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쁨

• Homestay에서 당신의 가족과의 만남은 주님의 축복

• 나는 MEO-P이 내 멋진 삶의 좋은 경험이었음

• 지난 메일에 언급된 중동지역의 POC는 계속 발굴토록 하겠으며

• 2021 MEO-P 정보를 계속 알려주시면 참가 자격이 있는

군인도 찾도록 노력 할 것임

• 여기도 COVID-19 2차 대유행으로 모든 교육기관 및 기능이 폐쇄

• COVID-19 상황이 한국에서도 조속히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실시사항

8.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160만원

• 올리브나무교회(최숙임 목사): 100만원(MSO 선교지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우크라이나 군목 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MEO-P(6.17~2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MSO 사역활동

• 일일경건회(10:00/MSO사무실/Zoom Meeting)

• 매주목요기도회(06:30)/P&P(이어서)/국군중앙교회세미나실및 Zoom Meeting(국별헌신예배/분기1회)

• 매월첫째주수요연합조찬예배/군선교유관기관회의(05:30)/국군중앙교회)

• MEO-P2021실시(6.21~28)

• KMCF 6.25 구국성회(6.24~26)

• 중앙아시아지역 Stan-Dart 대회(TBD)

• 동아시아인터액션(TBD/대만)

• 캄보디아영어캠프16년차(TBD)
(KoreaCMC/ Australia Idlelaide Church)

• ACCTS Staff 회의(TBD)

• AMCF Prayer Day((TBD)

• MSO 세계군선교감사예배/사역보고
(11.14.주일.14:00/국군중앙교회)

• 종무예배(12.31)

• MSO 임원특별기도회및인터액션

• MEO-P 2021 참가자확정/초청장발송

• 주한외국군학생장교제자훈련
(육.해.공군대/국방대)

• 시무예배(1.7.목.06:30Zoom Meeting)

• AMCF Interaction P&P(3차): 1.4.
월.22:00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Online)1.10.일.10:30/국군중앙교회 )

• MSO임원수련회(1.16.토.10:30~12:00/
100주년기념관

•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2): 3.20.토.13:30

• AMCF WC 2024 P&P(6차): 3.26.금

• 주한사관생도제자훈련(육,해,공군사관)

• MEO-P 2021 기본계획 발송(1월~2월)

• 구소련권제자훈련(우크라이나)/온라인(1월~3월)

• MEO-P 2021 참가자 Visa 발급/항공권예약(3월~5월)

• 구소련권 제자훈련(러시아, 카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4월~6월

•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미얀마,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구소련권 제자훈련(9월~12월)

• 구소련권 제자훈련 마감(키에브)



예정사항

1. AMCF Interaction 3차 P&P(GoToMeeting)

○ 일시/장소: 1.4.월. 22:00/ 자가

○ 참석: AMCF, ACCTS, MMI, MSO대표

- MSO 참석: 교육실장, 선교실장

2. 2021년 시무예배(Zoom Meeting)

○ 일시/ 장소 : 1.7.목. 06:30/ 자가

○ 사회: 사무총장 정봉대

○ 대표기도: 상임고문 이필섭

○ 설교: 전성동 지도목사

○ 양화진 소개 영상 시청



예정사항

3.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 사역보고(온라인)

○ 일시/장소: 1.10.주일.10:30/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

○ 1부: 감사예배(인도:사무총장 정봉대)

대표기도: 국내운영국장 임철수

설교: 문효빈 국군중앙교회 담임목사

○ 2부: 사역보고(MSO 위원장 박남필)/10분(PPT)

☞ 예배참가자: 위원장, 사무총장, 국내운영국장, 운영실장, 간사

COVID-19 상황 적용 예배표준 모델 적용

유튜브 시청 및 참가 방법: 통합전파



예정사항

4. 2021 임원수련회

○ 일시/장소: 1.16.토.10:30~12:00/100주년기념관

○ 1부: 개회예배(사회: 사무총장)

기도(세계선교국장), 성경봉독(교육기획팀장),  설교: (협조 중)

* 선교보고 강태원 선교사

○ 2부: 정기총회/사역보고/폐회

☞ 100주년기념관:개회예배,정기총회,사역계획 보고, 중식 후 해산

☞ Zoom 화상회의 시작: 10:30 개회예배, 정기총회, 사역계획

☞ 교재는 개별송부(MSO 정관은 교재에 포함)



예정사항

5. 21-1호 뉴스레터 준비(한글, 영어)

6. 2021 1월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1.7(목) 1.14.목 1.21(목) 1.28.목

전성동 목사 김종수 목사 박재현 목사 손창문 목사

이필섭 장로 이 준 장로 윤여일 장로 박남필 장로



광고사항

1. COVID-19 상황의 전국적 악화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리두기 강화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한 상황 계속

국군중앙교회 시설도 2021년 1월말까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2. MSO 화요기도회(06:30), MSO 목요기도회(06:30)는

화상회의(Zoom Meeting)만 실시합니다.

3. CMS 후원자님들께 후원금 출금일자에 맞춰 출금예정, 출금완료, 

미출금 안내문자가 발송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사무실 대표전화(02-795-6225)로 문자가 발송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COVID-19

멈춰선 2020 군 선교사역

그리고 1년

(MSO)



2020년 1월 2일 MSO 모든 임역원들이 모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고

MSO를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 MCF를 설립하고

활성화하며

세계모든 나라의 기독군인에게 복음전하는 사명으로

출발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및 예배 사역은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비대면모임, 재택근무, 미실시, 취소, 연기등의사역으로대행



MSO 교육 및 훈련사역도, 대회 및 방문사역도,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연기, 취소, 미 실시로 우울한 2020년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MSO는 COVID 사역환경에 잘 적응하여

 AMCF 활동을 IT를 사용하여 온라인 사역을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MSO는 COVID 사역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MSO 조직개편으로 사역활동 전문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영 홈페이지 운영으로 각국 정보공유 확대와

매월 뉴스레터를 한영으로 발간하여 MSO사역활동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하여 계획된 6월 MEO-P을 취소하고

11월에 국방대학교를 대상으로 대안 MEO-P을 실시함으로

2021년부터 주한외국군,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놀라운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에 MSO사역을 인도하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물질로적극적인후원과, 각종사역에직접 봉사하며

헌신하여주신MSO 임역원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MSO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에

힘입어 COVID-19 Pandemic 상황이 계속되는

2021년에도 중단 없이 AMCF Vision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SO 위원장 송년인사 및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