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지역 회의(Zoom Meeting)



 일시: ‘21. 3. 13. 13:30-15:40

 참석 인원

 미팅 목적

 중앙아시아 각국 MCF군 선교 상황 확인

 2021년 중앙아시아 지역대회(STANDART) 논의

3. 13(토)

 중앙아시아(4): 키르기즈스탄(2),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벡: 인터넷 문제로 당일 불참, 타지키스탄은 별도 전화 중계

 MSO(5): 강태원, 이갑진, 장용관, 박백만, 안대희

중앙아시아 지역 회의(Zoom Meeting)



중앙아시아 각국 선교 상황

 키르기즈스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 안정되었으나 제한은 여전, 국경으로 물자의 통행은 가능

 월1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도 있음

 카자흐스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여전하며 작년 크리스마스에 모임을 가진 바 있음

 격주 월요일마다 줌으로 성경공부 및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있음

 지난 번 MSO에서 간증을 보내준 것에 감사, 성경발간을 위해 자료를 모으는 중(보안 문제 당부)

 타지키스탄

 지난 12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 올 2월부터 교회는 정상 예배 중

 국내 5개 권역으로 지회를 구성하여 MCF를 활성화 중

 작년 11/7일에 자체 모임을 했으며 29명 참가, 이어 12/5일 북부지역의 모임에 24명 참가

 올 1/17일 남부 아프가니스탄 국경부근 모임에 17명 참가(회장대리 참가) 

 아프간 난민 5,000명이 타직에 있으며 난민지역 선교를 통해 아프간군 6명을 전도

 타직에 러시아군 3,000여명이 있으며 러시아 전도자가 귀국, 타직형제가 인수하여 전도활동 중

 재정적인 지원 요청이 이곳저곳에서 들어오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주께 맡기고 기도 중



2021년 중앙아시아 지역 대회 논의

 현재로는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보이나 조만간 카자흐탄 등 인접국가와 육로통행이 허

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어 올해 9월 쯤에 개최 제안(키르기즈)

 상황이 불확실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판단하여 6월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키로 함

 1안: 9월초에 키르기즈스탄에서 주최

 2안: on-line으로 진행

 3안: 2020년과 같이 각 국가별 지역대회를 하고, 국가별 일정에 MSO대표가 참가

※  6월까지 2번의 온라인 미팅 예정: 2차 온라인 미팅 4/10(토) 13:30

 타지키스탄은 확진자가 없으므로 대회 후보군으로 아주 좋을 것 같음(타지키스탄) 

 토의: 현재 외국인 입국 불허, 종교집회에 대한 국가 통제가 심함, 행사 교통지원 경비 문제 등으로 보

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