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1호 (1월)

1.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East Asia Regional Zoom Meeting)   
   • 지난 12월 12일 토요일 13:30~15:30까지 세계기독군인연합회 동아시아지역 부회장 Andrew Tzeng(대만) 

주관으로 동아시아지역 각국 MCF 대표가 

참석하는 2024년 세계기독군인대회 준비를 위한 

화상회의가 AMCF 동아시아지역 최초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회의에 참석은 세계기독군인연합회(AMCF) 

회장 Weerasooriya 장군과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한국, 대만 등 각국 MCF 대표 17명이 참가 하였으며, 한국의 AMCF 선교협력위원회 

(MSO)에서는 이갑진 상임고문 등 5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 회의진행은 AMCF 회장의 개회연설 및 기도와 각국 MCF 대표는  최신활동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몽골, 중앙아시아지역 선교사역을 위해 합심기도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동아시아지역 사역활동토의가 

있었습니다.

   • 회의결과 동아시아지역 화상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되 차기회의는 2021년 3월 20일 실시키로 하였고, 

2021년 10월 개최되는 동아시아지역 인터액션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내년 5월쯤 최종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인터액션은 개최국의 부담과 비용을 고려 동아시아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을 

분리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과 3년마다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습니다.

   • 2024년 브라질 쌍파울루에서 개최될 2024 세계대회에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각국 대표가 20명 내외,  

한국은 MSO, KVMCF, KMCF를 포함하여 20명으로 총 4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하였으며, MCF 

활동이 미약한 국가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가리더 참가를 위해 추가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0 종무예배(Closing Worship Service)   
   • 지난 12월 31일 목요일 06:30에 MSO 전 임역원은 매년 

국군중앙교회에서 함께 모여 실시하던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자가에서 각자 Zoom Meeting으로 

종무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 종무예배는 사무총장 정봉대 목사의 인도로 윤영수 

교육국장의 대표기도와 손창문 지도목사의 설교로 

진행하였으며, 윤영수 교육국장은 기도에서 2020년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MSO에서도 계획된 많은 

사역이 취소 및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MSO가 계획했던 모든 사역수행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 손창문 지도목사는 설교에서 코로나19상황에서도 주님의 사역에 뭠춤이 없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2021년 MSO 사역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 MCF를 

설립하는 주님의 사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MSO 전 임역원은 종무예배에서 2020년 MSO 세계 군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선교를 위하여, 세계군선교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MSO의 세계 군선교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1월 MSO 사역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MSO 뉴스레터



3. 2021 시무예배(New Year Worship Service)  
   • MSO에서는 1월 7일 목요일 06:30에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MSO 전 임역원이 Zoom 

Meeting으로 시무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2021년 

한해를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 시무예배는 사무총장 정봉대 목사의 인도로 전 

AMCF 회장 및 현 MSO 상임고문인 이필섭 장로의 

대표기도와 전성동 MSO 지도목사의 설교, 양화진 

소개영상을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전 AMCF회장 이필섭 장로는 기도에서 2021년 한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MSO 전 임역원이 함께 기도하며 

복음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 MSO 지도목사인 전성동 목사는 설교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은 멈출 수 없듯이 2021년에도 MSO 전 

임역원은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신앙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 또한 MSO 전 임역원은 매년 양화진을 방문하여 예배 및 순례하면서 한해 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양화진 동영상 동영상을 대신 시청하면서 우리민족의 험난했던 근대사를 비추어보며, 

2021년 MSO 전 임역원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2021년 MSO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4. 러시아 및 구소련권 복음화 소식(News of Russi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 지난 10월 항공로가 개통되어 러시아 동역교회 방문으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의 만남으로 구소련권 제자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교인은 변함없이 회집하고 

있었으며, COVID가 지나가리라는 희망 속에 믿음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11월 중순부터 12월 18일까지 키에브에서 1대1교재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MCF리더 6명이 양육과정을 수료하여 

현지에서 MCF 리더 양성 수료자가 탄생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MCF 활성화를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 2021년 사역은 COVID-19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역자학교 과정을 현지의 MCF 리더가 진행하도록 

위임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으로 리더훈련 과정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방문 및 격려, 제자훈련, 수련원의 집회활동을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지역 국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5. 후원감사
   •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김정국/서울 송파구에 위치)에서 “캄보디아 MSO협력선교사 마하나임 선교센터 

운영($900/\100만원)선교비”를 2021년 1월부터 임마누엘교회 군선교회에서 정기후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임마누엘교회 후원결정에 MSO 전임역원은 감사드리며, 이 후원이 COVID-19 Pandemic으로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모든 국가에 기독군인회를 설립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MSO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사역훈련을 마치며



6. 2021 MSO 주요사역활동(MSO Major Activity 2021)  

7. 기도제목
   • COVID-19로 고통 받는 한국 및 전 세계국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과 조속한 회복을 위해

   •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MSO 사역보고(1,10,주일.10:30/국군중앙교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 MSO 임원수련회(2021.1.30.토)에 MSO 전 임역원이 참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2021년 세계기독군인 

활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 전반기에 계획된 구소련권 제자훈련, 인도차이나 4개국 제자훈련, 6월에 MEO 프로그램이 COVID-19 

Pandemic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계획되고 준비되도록

   • 2024 AMCF 브라질 세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세계기독군인연합회장 Weerasoorya 및 회장단, 브라질 

MCF, 준비위원회, 3개 주 지원기관(미국 ACCTS, 영국 MMI, 한국 MSO)의 협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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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등 MSO 협력선교사를 위해

   • 일본 MCF 활성화를 위해 군 자위대 군선교 교회가 올해는 꼭 세워 질 수 있도록

   •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2021년 MSO의 세계 군선교 사역과 회원들을 위해

   • MSO의 사역을 위해 기도 및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8. 광고
   1월 1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국군중앙교회에서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MSO 사역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뉴스레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예배에 동참하셔서 세계 군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참가방법: 1.10.주일. 10:30에 유튜브 검색창에 “국군중앙교회 예배” 입력

구분 주  요  활  동 비고

1월
◾1.7.목. 06:30 시무예배(Zoom Meeting) 
◾1.10.주일. 10:30 MSO 세계 군선교 사역 감사예배/사역보고(국군중앙교회/온라인)
◾1.30.토. 10:30 MSO 신년수련회 

◾경건회
(매일 10:00)

◾MSO 목요기도회/  
  P&P(06:30)

◾연합조찬예배/ 
유관기관 협조회의 
(매월 첫째 주 
수요일 /05:30)

◾KMCF/MSO 
연합예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06:00)

2월 ◾1월~3월 구소련권 제자훈련(우크라이나 MCF/온라인)

3월 ◾2021 MEO 프로그램 참가자 최종확인/초청장 발송

4월 ◾4월~6월 구소련권 제자훈련(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MCF)

5월 ◾5월~6월 인도차이나 4국 제자훈련(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MCF)

6월
◾6.21.월~28.월 2021 MEO(군선교현장 참관) 프로그램 
◾6.24.목~6.26.토 KMCF 6.25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

7월 ◾중앙아시아지역 Stan-Dart 대회

8월
◾캄보디아 영어캠프(국군중앙교회, 호주 아이들레이드 교회)
◾주한 외국인 사관생도 전적지 답사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육•해•공군사관학교)

9월 ◾MSO 임원 특별기도회 및 인터액션 ◾ 후반기 구소련권 제자훈련

10월 ◾ACCTS 스텝회의 ◾동아시아 인터액션(대만 청하) ◾ AMCF 세계 기도의 날

11월
◾11.14.주일 MSO 세계 군선교 사역 감사예배/사역보고 
◾주한 외국기독군인 제자훈련(FMC-K)/육•해•공군대학, 국방대학교

12월 ◾12.30.목. 종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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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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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 후원자 명단 (2020.1.~12.)
※ 2020년 1월~12월까지 1년간 후원하신 금액을 합산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정기후원
▮개인▮ [5천] 윤정현  [12만] 한영덕  [2만] 고정호 김병욱  [5만] 이찬우  [6만] 김재권 김재근 배기수 이윤옥 
이장송 이재규 이재영 임미선 임수경  [8만] 허성화  [9만] 김석배  [10만] 김순중 송고성 진미정  [11만] 박용석 
박현진 백송기 백희선 염영진 조순녀 최동근  [12만] 고창석 김국진 김금자 김병현 김수연 김순희 김승남 김연순 
김운기 김위식 김태식 김호영 두은순 명기영 문명숙 박경복 박경진 박범종 박용숙 박재영 박종범 배영희 변명옥 
서권식 신영옥 오문택 오옥녀 위성숙 유관모 윤순덕 윤여장 윤영수 윤종성 윤지영 윤현철 이강대 이동수 이성희 
이숙정 이순옥 이승옥 이영준 이영춘 이은구 이정린 이종구 이종윤 이현종 장상오 장희영 정원호 조경화 조연식 
조원일 주영수 최경선 한상숙 허  육 현은숙(이재덕) 홍정일 황욱정 황익구 황호남  [13만] 조영빈 최수웅  [14만] 
김현기 최상복  [18만] 장용관 정남기  [20만] 김영덕 김재문 오신기  [22만] 김기학 손은자  [24만] 강덕동 강윤자 
권오성 길준석 김  규 김사묵 김태희 김한식 김형곤 박백만 박우주 박정희 박창문 손창문 유  훈 윤문수 윤재관 
이동일 이수호 이원규 이원목 정방호 정완용 정홍용 조용래 하점례 홍성표 황중선  [27만] 박재현 안대희  [29만] 
남기하  [33만] 노한주 박용옥  [36만] 강한규 권오용 김덕중 김동초 김응필 김진영 김진옥 김태실 박병권 배윤규 
오형재 유장열 이의규 임철수 전성동 최영관  [40만] 박해미 박해성 박해진  [50만] 김덕수  [55만] 김종필  [60만] 
권진호 김찬수 박종임 안주섭 이갑진 정봉대 차  윤 황성훈  [90만] 임말희  [120만] 맹청신 윤여일 이  준 이필섭  
[170만] 박남필  [180만] 김무웅

▮교회 및 기관▮ [10만] 필라장로교회(김종수 목사) 오산제일교회(박순대 목사)  [60만] 평강교회(김금동 목사) 
[65만] 삼광교회(심원용 목사)  [70만] 홍릉교회  [120만]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 정윤교회(김영규 목사) 충
만한교회(임다윗 목사)  [130만] 가좌제일교회(이재명 목사)  [240만] 해군중앙교회(정기원 목사)  [270만] 한국
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김광욱 목사)  [360만] 임마누엘교회(김정국 목사)

❖ 특별후원 
▮MSO 선교▮ [10만] 최헌영  [12만] 송재봉 [20만] 강덕동 오형재 윤문수 황상목  [30만] 손창문 신철식 윤영수 
이기용 이현철  [35만] 노신애  [50만] 전성동  [55만] 남기하  [100만] 강한규 박남필 박재현 서일영 여의도순
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올리브나무교회(최숙임 목사) 윤여일 장용관  [120만] 이  준 [200만] 이필섭  [400만] 
정남기  [426만] 배현주  [1,150만] 국군중앙교회(문효빈 목사)  [$300] 미얀마 MCF

▮MEO 프로그램▮ [10만] 최헌영  [30만] 이기봉  [50만] 강덕동 김  규  [80만] 오형재  [100만] 배윤규 박남필 
MEAK대경지회(신현진 목사)  [150만] 시냇가푸른나무교회(신용백 목사)  [300만]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육군본
부교회(김택조 목사) 임마누엘교회(김정국 목사)  [1,500만] 국군중앙교회(문효빈 목사)

▮우크라이나 군목, 구소련권 사역▮ [100만] 배윤규  [110만] 최만수 목사(대구)  [380만]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550만]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650만] 하늘담은교회(남정우 목사)  [720만] (사)코이노니아선교회(김항재 장로)

※ 세계 군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수증을 대신하여 후원

내용을 본란에 싣습니다. 착오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별도의 영수증(기부금 영수증) 또는 본회 CMS 용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795-6225, 이메일 mso2004@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