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1.7.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1. 2020년 종무예배(Zoom Meeting)

실시사항

○ 일시/장소/참가: 12.31.목. 06:30/자가/35명

○ 1부: 예배 및 합심기도

• 대표 기도: 교육훈련국장 윤영수

• 설교(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손창문 지도목사

○ 종무예배 및 기도모임 결과

• 제주도(윤영수 목사), 사천(김형곤 장로) 등 거리를 초월하여

최다인원 참석(35명)/2021년 온라인 회의 활성화 기틀 마련

• MSO상임고문 대거 참석 격려말씀(이필섭, 이준, 윤여일, 이갑진 등)

• MSO 염영진 간사 퇴직/기도(2020.12.31)/ MSO후원협력차장 봉사

• MSO위원장 송년인사/기도(COVID-19상황에도 MSO AMCF활동

사역에 감사, 2021년에도 감격의 MSO 사역이 되도록)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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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장소: 1.4.월. 22:00~24:00/ 자가

○ 참석: AMCF, ACCTS, MMI, MSO대표

- MSO 참석: 사무총장, 교육실장, 선교실장

○ 주요토의결과

• 4개 소그룹(장소, 참가자/멘토, 교육일정, 예산) 편성/ 토의

• 차기회의시 개최지인 포르투갈 MCF 대표 참석요구

• 참가인원수 3~6쌍 부부(6~12명), 멘토지원은 현.전VP중에서 선발

• 교육과목은 기본과목+예배, 제자훈련 지도자훈련, 견학등 포함

• 4차 화상회의 는 3월15일 월요일 실시



(AMCF 인터액션 3차 P&P 모습)



실시사항

3. MSO 일일 경건회/현안업무 토의(Zoom Meeting)

○ 일시/장소: 1.5.화.06:30/ 자가

○ 참석: 사무국(위원장 주관)

○ 경건회 및 합심기도

○ 현안업무 토의내용

• 제3차 AMCF INTERACTION P&P 결과보고(교육실장)

• 21-1호 1월 뉴스레터 검토(운영실장)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신년수련회는 1월16.토→1월30.

토요일로 변경하여 100주년 기년관에서 대면으로 추진

• 1월30일 수련회시 설교는 고문 지도목사 중에서 실시토록 협조

• 전년도 MSO 후원교회 및 후원현황을 뉴스레터에 첨부



실시사항

4. 카자흐스탄 MCF에게 보낼 MSO간증문 발송

(MSO→Vissarion Kim/12.31)

○ 카자흐스탄 MCF에서 중앙아시아지역 국가MCF 전도를 위한

성경 제작에 간증문 포함

○ MSO(7건)/KMCF(3건) 등 총 10건을 영어로 작성하여 송부

○ Vissarion Kim이 러시아어로 번역 후 카자흐스탄 MCF로 제공

☞ MSO간증문 발송관련 답신

(Vissarion Kim → MSO/12.31)

○ 보내준 간증문 잘 받았으며, 번역 후 카자흐스탄 MCF에 보내겠음

○ MSO 모든 임역원에게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



5. AMCF활동

실시사항

○ 기도제목 접수(ACCTS→ MSO/ 12.29)

• 모잠비크: 정부의 군대와 무장세력 충돌로 피해가 증가하는

민간인과 기독군인의 안전을 위해

• COVID-19 백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백신이

가난한 국가에도 우선 배포되도록

•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국,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를 위해

• COVID-19로 인하여 사망한 1,775,000명 이상의 가족들이

위로와 희망을 갖도록

• ACCTS: 2021년을 맞으며 전 세계의 기독군인 사역을 위한

ACCTS와 모든 회원들을 위해



○ 남아프리카 지역소식 접수/ 개선제안

(SA VP Peter→ 선교기획팀장 이현철 / 1.1)

• 2021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COVID-19로 부터 안전하기를

• 2021.10.26~30까지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개최

• MMI 주최 Zoom 화상회의를 남아프리카와 정기적으로 실시중

☞ 아프리카지역과 사역활동을 위한 개선 제안

• MMI 및 아프리카 국가MCF가 참가하는 월간 아프리카 기도 모임에

MSO 아프리카팀 참가하는 방식권유(MSO소식 공유)



6. 기타활동

실시사항

○ 동아시아 지역 현안업무 토의(Zoom Meeting)

• 일시: 1.2.토. 13:30 

• 주관: 동아시아지역 VP Andrew Tzeng

• MSO 참석: 상임고문 이갑진, 선교실장 이장송, 운영실장 박백만

• 주요토의 내용

- 3년마다 개최되는 동아시아지역대회, 2년마다 개최되는

동아시아지역 인터액션은 그대로 유지

-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동아시아지역 인터액션은 COVID상황을

감안 Online 모임도 발전, CATT 개념 적용하여 실시

-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는 분기단위로 실시, 리더교육내용도 포함

- WC 2024 참가자 기준은 자비참가를 원칙으로 함, 자비참가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실시사항

7.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555만원

• 김왕구 안수집사: 500만원(MSO 선교지원)

• 윤영수 목사: 30만원(MSO 선교지원)

•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20만원(구소련권 지원)

• 노신애 목사: 5만원(MSO 선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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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중앙교회 세미나실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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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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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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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CF Interaction P&P(4차): 3.15.월



예정사항

1. 국군중앙교회 정기예배(1.10.주일.10:30/온라인)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 사역보고(인도: 사무총장 정봉대)

- 묵도 / 찬송/성시교독/신앙고백---------------다같이

- 찬송 -------- 550장/시온의 영광이 ----------다같이

- 기도-------------------------국내운영국장 임철수

- 성경봉독/ 찬양---------------------성가대 지휘자

- 설교-----------------------문효빈 MSO 지도목사

- 봉헌찬송------ 505장/온 세상 위하여 ---------다같이

- MSO 사역보고 -----------------MSO 위원장 박남필

- 교회소식/환영/환송/송영-------------------다같이

- 봉헌기도 및 축도 --------------------문효빈 목사

- 애국가 ----------2절-------------------다같이



예정사항

3. 2021 임원수련회

○ 일시/장소: 1.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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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계선교감사/ MSO 사역보고 리허설

○ 일시/장소: 1.7.목.14:00/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

○ 예배순서 및 사역보고 PPT확인



예정사항

4. 21-1호 뉴스레터 발송(한글, 영어)/2020 후원교회 및

후원자 후원금액 포함

5. 2021 1월 목요기도회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날짜 1.7.목 1.14.목 1.21.목 1.28.목

설교 전성동 목사 김종수 목사 박재현 목사 손창문 목사

기도 이필섭 장로 이 준 장로 윤여일 장로 박남필 장로





양화진 동영상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