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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MEO Program(MEO-P) 실시 
   • 지난 11월 19일 목요일 10시부터 20시까지 하루동안 MSO 주관으로 

2020 MEO-P(군선교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서울에 위치한 신길교회 

등 4개 장소에서 한국국방대 안보과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주한외국군 학생장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MEO-P의 목적은 

MCF 미설립 및 미약한 국가 기독군인대표를 초청하여 한국 

군선교현장 참관 및 제자훈련을 실시, AMCF(세계기독군인연합회) 젊은 

리더 양성 및 귀국 후 자국의 MCF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 2005년부터 매년 6월에 실시하던 MEO-P이 COVID-19 Pandemic 

상황으로 취소되었고, 11월에 계획되었던 대안 2020 MEO-P에 한국 합동군사대학 및 국방대학교 

주한외국군 학생장교가 참가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이마저도 COVID-19의 확산으로 제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지난 11월에 실시된 2020 MEO-P에 국방대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프리카지역의 나이지리아, 우간다 출신의 현역 대령 2명이 참가하였으며, MSO에서 강사 

4명이 지원되어 최초로 국내에서 주한외국군 학생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탄생시켰습니다.

   • 프로그램의 일일진행은 개회예배시 서울 신길교회 이기용 담임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 

달성을 위한 가치”로 참가자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교하셨으며, MSO 위원장 박남필 장로는 

AMCF 세계기독군인 리더 교육에 참가한 것을 환영하며, 교육수료 후 자국에서 세계기독군인회 활동 

활성화에 주역이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AMCF 및 MSO 소개를 통하여 세계 군선교 활동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MCF 

설립 및 성장을 통하여 참가자들이 귀국 후에 세계기독군인으로서 아프리카지역의 MCF 활성화 방법을 

전수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MSO의 세계 군선교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12월 MSO 사역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MSO 뉴스레터



   • 환영오찬을 통하여 전 세계기독군인연합회장 이필섭 장로의 격려사와 AMCF 뱃지를 수여하여 참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 오후에는 제자훈련인 귀납적 성경공부(IBS)와 대화식 기도(CP) 강의 및 실습을 통하여 세계기독군인의 

젊은 리더 양성과정을 수료하게 하였습니다.

    

   • 제자훈련 후 이어서 서울에 위치한 신앙 강군의 모체교회인 국군중앙교회와 군종센터를 탐방하였으며,  

전쟁기념관 방문을 통하여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서 오늘의 발전된 역사를 보며, 한국군종역사 및 

한국 MCF 활동의 발전모습을 소개하였습니다.

   

   • 2020 MEO-P을 통하여 참가자에게 세계기독군인회(AMCF) 활동의 새로운 경지를 제공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AMCF 지역부회장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였습니다.

   • MSO에서는 금번 MEO-P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협조를 통하여, 2021년 

주한외국군 학생장교 제자훈련(FMS-K) 및 주한외국 유학사관생도의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내년부터 국내외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기독군인연합회(AMCF) 리더 

양성의 한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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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 내의 기독군인회(M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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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도제목
   • COVID-19로 고통 받는 한국 및 전 세계국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백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 2020 MEO Program에 참여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우간다 대표가 자국에서 세계기독군인회 MCF 

리더가 되도록

   • COVID-19 Pandemic이 사라지고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지역, 구소련권 국가 MCF 제자훈련이 

2021년에 계획대로 실시 할 수 있도록

   • 12월 12일 2024 브라질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동아시아지역 부회장 Andrew Tzeng과 각국 MCF 참가자들을 위해

   • 12월 13일 국군중앙교회에서 실시되는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사역보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 2024 브라질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기독군인연합회 회장 Weerasoorya 및 회장단, 브라질 MCF, 

준비위원회, 3개 주지원기관(미국 ACCTS, 영국 MMI, 한국 MSO)의 협력을 위해

   • COVID-19 Pandemic으로 해외에서 선교사역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캄보디아 이재율선교사, 구소련권 

토마스 강 선교사, 동티모르 이대훈 선교사, 크로아티아 김경근 선교사, 중동의 고바울 선교사를 위해

   • 2020년 MSO 사역이 잘 마무리되고 2021년 세계 군선교 사역이 계획대로 잘 수립되어 시행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