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프리카(WA) MCF 현안토의 결과
□ 목적 : 서아프리카 적도기니 MCF 설립관련 현안 토의

□ 일시 / 수단 : 3.13(토) 20:00-21:10(아부자 기준 정오) / ZOOM
□ 참석(총 4명) : MSO 아프리카 팀장 윤문수안수집사 / 차장 이현철장로
Sunday O.N Igwe(WA-MCF VP) / Ishaku Komo(전 VP)
※ Ishaku Komo(전, VP): MEO 참가경험(3회), 적도기니 관련 이해도 높음

□ 회의 영상

전 VP Ishaku Komo

현 VP Sunday O.N Igwe

□ 서아프리카 MCF 현황
● MCF 설립(7개국)(언어)

카보 베르데(제주도 ½크기, 56만명, 18-35세 남/여 의무복무 2년

감비아(영), 기니비사우(포),
시에라리온(영),
라이베리아(영), 가나(영),

나이제리아(영),
카보 베르데(포)
● MCF 미설립(1개국)

적도기니

적도기니 (스페인어)
※

적도기니 현황
- 인구 144만,

- 카톨릭 94%, 이슬람, 토착종교 등

- 언어 :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사용
- 군인 : 2,500명(육군 1,400명, 해군 200명, 경찰 400명, 헌병대 500명)
→ 적도기니가 카메룬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아프리카 MCF에 포함된 이유?
- 서아프리카 VP : 중앙아프리카 지역(불어권 아프리카)으로 분류해 달라고 미국 / 범아프리카
지역 대회시 발의했는데 미 반영(전 VP도 그 전부터 나눠져 있었다는 의견임)

□ 서아프리카 MCF 현안 / 기도요청 내용
1. 적도기니 MCF 설립을 위해 우선 기도로 준비, 향후 방문 준비
- 기도제목: 현지 군인 신자 파악, 스페인어 통역, 비자 및 방문 경비 등
2. 우리나라의 MEO-P 경험공유 요청함(나이지리아 현지로 와서 교육을 해달라는 제안임)
- 나이지리아가 WA-MCF 국가 중 규모가 크고 VP 국가로 서아프리카 국가에 영향이
크다고 사료됨
3. 기니비사우 MCF 건물 건축 경과 공유하겠음. 계속 기도후원 부탁드림
4. 서아프리카 전 VP는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네트워크 또는 웨비나 등) 지원 요청함

- 윤문수 팀장이 연세대 의대에 확인 후 협력 해 주기로 함(중장기 계획으로 접근)

□ 서아프리카 MCF 관련 향후 추진(세계선교국 아프리카팀)
1. 적도기니 MCF 설립위한 노력 강화

- 집중 기도 실시(MSO 모두 동참 건의)
- 접촉점 찾기위한 노력 : 파송 선교사, 인접국 선교사, 대사관 직원 등
2. MEO-P 나이지리아 소개 / 교육관련 추진 방안 검토
- 코로나 등 방문 제한 고려 화상으로 소개 및 자료 송부 방안 검토 건의(사무국, 교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