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5.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실시사항
1. MSO 목요기도회 및 P&P(온라인)
○ 일시/ 참석: 4.8.목. 06:30/ 38명
○ 1부 예배
• 대표 기도: 김진옥 상임자문

• 설교(내 양을 치라): 손창문 지도목사
• 합심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 선교를 위하여, 세계 군 선교를 위하여
○ 2부: 주간사역보고, 현안업무 토의
• 인도차이나 고넬료 제자훈련 코로나 사태로 5월→9월 순연

• 온라인 교육준비를 위해 현지 통신상태 점검 추진(캄보디아)
• MSO 주간기도회는 현행 06:30에 실시하고 1시간 이내 종료 원칙

실시사항
2. 중앙아시아 MCF 2차 회의(온라인)
○ 일시/ 장소: 4.10.토.13:30~15:00/ 자가
○ 참가: 키르기스스탄(3), 카자흐스탄 MCF 회장 및 리더, MSO(6)
☞ MSO 참가: 이갑진, 장용관, 안대희, 여광조, 이장송, 강태원 선교사
○ 회의결과
• 2021년 중앙아시아 지역대회(STAN-DART) 개최방안 논의
• 키르기스스탄에서 대면모임 주관 + 참석가능 국가 대표참가 + 온라인
• 다음 회의 시까지 구체적 계획수립, 대회 회의 주제 제시
• 차기 회의: 5.21(금).21:00

중앙아시아 MCF 2차 회의 모습

실시사항
3. COVID-19 교훈 자료/ 성경 윤리교육 방향 통보(MSO → ACCTS/4.9)
○ 코로나 상황에서 MSO 사역간 도출된 교훈
☞ 세계적인 COVID-19 Pandemic 에서도 MSO는

기도와 예배 사역활동을 온라인으로 극복하였다 등 5개
○ MSO 성경 윤리교육 자료활용 계획

• ACCTS, MSO에서 보유한 윤리 및 리더십 교육자료 웹사이트에 공유
• AMCF 핸드북에 성경윤리 과목 및 교육 표준양식이 확정되면
• MEO-P, 국내 외국인 장교/사관생도 제자훈련에도 적용
☞ 세부내용 한.영 홈페이지 MSO 최신 현황에서 볼 수 있음

실시사항
4. 사무국 화요기도회/ 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4.13.화.06:30/ 자가
○ 참석: 사무국(위원장 주관)

○ 현안업무 토의
• 국제협력선교사 서신 검토(선교실장)
-위촉장은 현지 협력이 필요한 인원에게만 선별하여 보내는 것이 타당
-국제협력선교사 명칭은 통보하는 것 동의
• MEO-P 2021/온라인 교육과목 및 강사결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강의자료는 영어원본으로 5월말까지 접수하여 번역추진

실시사항
5. AMCF 활동

○ 기도제목 접수(ACCTS→MSO/4.6)
• 브라질: 수많은 COVID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이 나라에 현명한
정치적 결정과 평화를 위해

• 모잠비크: 무장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군인의 안전을 위해
• 사역환경 변화: 일부 국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사역조건 완화,
어떤 국가는 코로나 증가로 더욱 봉쇄되어 사역 제한이 가속화,

다양한 조건에 처한 세계기독군인들을 위해 기도

○ AMCF 핸드북 회장 인사말 수정관련(ACCTS→AMCF 회장, MSO/4.9)

• 3PSO 핸드북 편집팀은 2021년 AMCF 핸드북을 업데이트 중
• 온라인 기술 사용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포함
• 성경윤리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추가하는데 동의

• 이러한 측면에서 AMCF 핸드북에 있는 회장 인사말(Foreword)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기존의 회장 인사말을 함께 보냅니다.
○ AMCF 핸드북 수정관련 답신(AMCF 회장 → ACCTS, MSO/4.10)

○ 유럽기독군인회의(EMCM)준비사항(중유럽 VP→신동택 유럽팀장)

• 유럽지역 30개국 MCF 리더 및 VP, PSO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
• 중유럽 VP Mike Terry 진행으로 1일간 실시
• 국가별 최신현황 소개, 친교, 교육 및 격려, P&P 순으로 진행

• MSO에서도 대표1명 참가(유럽팀장)와 P&P 시간 중보기도 요청
• 회의 초청장은 금주에 보내겠으며
• 회의 일정: 4.24.토.17:00~24:00(한국시간)

○ 남아프리카 월간 기도회 참석(온라인)

• 일시/주관: 4.14.수.02:30~03:45/남아프리카 VP Peter Louwrens
• 참석: 마다가스카르, 상투메 프린시페, 남아공 ,독일, 포르투갈 MCF
회장 및 리더, MMI, MSO(이현철 아프리카팀 차장)

• 주요기도내용:
- 코로나 종식과 남아프리카 MCF 활성화를 위하여
- AMCF 회장 및 지역부회장, 각국 MCF 회장의 영적지도를 위해

- 10월 마다가스카르 회의 준비와 WC 2024를 위해

남아프리카 월간 기도회 모습

Southern Africa VP

이현철 아프리카 차장(MSO)

Howell(남아공 MCF 회장)

대령 Meyer(독일)/MMI

중령 Coas(포르투갈)/MMI

Mupondi(아프리카 담당/MMI/총괄)

Ramasitera(마다가스카르 MCF회장)

Mota(상투메 프린시페 MCF 회장)

실시사항
6. 금주 MSO 후원자 및 후원금 현황
○ 후원금 현황: 262만원

• 임마누엘교회(김정국 목사): 100만원 (캄보디아 이재율 목사 선교지원)
•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50만원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 배윤규 장로: 100만원(MSO 선교지원)

• 이재규 장로: 12만원 (MSO 선교지원)

예정사항
1. AMCF 인터액션 준비위원 회의(온라인): 4.19.월
2. MEO-P 2021 준비(교육훈련국/MEO-P 팀)
○ 강의자료(영문 PPT 및 Script) 접수: 5월 25일한
○ 강의자료 번역의뢰
○ 온라인 강의 대비, 통신대체 확인
3. 주한외국군 및 사관생도 제자훈련 준비(주한외국군팀)

예정사항
4. 유럽 기독군인 회의(EMCM): 4.24.토
5. 교육훈련국/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준비
6. 목요기도회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날짜

4.22

4.29

5.6

5.13

설교

김종수 목사

박재현 목사

손창문 목사

전성동 목사

기도

송고성 상임자문 최영관 상임자문 길준석 자문위원 이수호 자문위원

예정사항
7. 주요사역활동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MEO-P 2021/ 온라인 교육준비 계속

○ AMCF 인터액션 준비위원 회의: 4.19.월

○ 중앙아시아 MCF 3차 회의(온라인): 5.21

○ 유럽기독군인 회의(온라인): 4.24.토

○ 교육훈련국 헌신예배: 5.27.목.06:30

○ AMCF WC 2024 P&P(7차): 6.25.금

○ KMCF 6.25 구국성회(온라인): 6.24.목~26.토

○ AMCF 남미대회(브라질):7.1.금~5.월

○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6.24.목.06:30

○ 동아시아 인터액션: 9.25.토

○ 세계 한인선교사 대회(한동대): 7.13.화~16.금

○ ACCTS 스텝회의: 10.3~8

○ 주한외국장교, 사관생도 제자훈련: 8월

○ AMCF 기도의날 : 10월 중

○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9월
○ 인도차이나 제자훈련(캄보디아): 9월

광 고
1. 국군중앙교회는 4월 11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2회 드리며,
2부 예배는 10:30에 1.3.5 지역 성도
3부 예배는 14:00에 2.4.6 지역 성도 대상
☞ 현역성도 및 가족, 신우회와 교회학교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참여

2. MSO 사무국 화요 기도회(화.06:30),
목요 기도회/ P&P(목.06:30) 계속하여 온라인 비대면 유지

2021 MSO 사역활동
1월

2월

• AMCF Interaction P&P(3차): 1.4.월

• MEO-P 2021참가자 확인/접수
• 교육 PPT 강의안 준비(강사팀)
• 교육준비 회의(2.17.수)

• 시무예배(1.7.목.06:30. Zoom)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Online)1.10.
일.10:30/국군중앙교회 )

3월

• AMCF VPs화상회의(2.20/2.27)

• MSO수련회(1.30.10:00 100주년기념관
• MEO-P 2021 안내문 발송(참가자)

•

•
•
•
•
•

MEO-P 2021 강사교육준비

WC 2024주제토의3.6.토.15:30
AMCF Interaction P&P 3.15.22:00
동아시아지역 회의(Zoom)3.20.토.13:30
세계선교국 헌신예배(3.25.06:30)
AMCF WC 2024 P&P(6차)3.26.금.21:00

• 구소련권제자훈련(우크라이나)/온라인(1월~3월)

4월

5월

6월

• MEO-P 2021 온라인 교육준비

• 중앙아시아지역 P&P(온라인)5.21.금

• 국내운영국 헌신예배(6.24.목.06:30)

• 중앙아시아지역 P&P(온라인)4.10.토
• AMCF 인터액션 준비위원회의:4.19.월

• 교육훈련국 헌신예배(5.27.목.06:30)

•

KMCF 6.25 구국성회(6.24~26) 온라인

• 구소련권제자훈련(5월~6월)

• EMCM회의(온라인) 4.24.토

7월
• AMCF’S 남미회의(1일~5일)
• 세계한인선교사 대회(13~16)/한동대

8월
•

캄보디아 영어캠프16년차(TBD)
(KoreaCMC/ Australia Idlelaide Church)

•

주한 외국 기독사관생도 제자훈련

• AMCF Central Am Re Conf(8.27~31)

9월
중앙아시아 지역대회(9.25.토/온라인)

•

• 구소련권 제자훈련(9월~12월)
• AMCF Central Am Re Conf(9.1~3)

•

AMCF 동아시아 인터액션(9.25)

• 인도차이나 제자훈련(캄보디아)

10월

11월

•
•

ACCTS Staff 회의(10.3~8)
MEO-P 2021(10.11~18)

•

•
•
•

크로아티아 Adria Interaction(14~17)
AMCF Prayer Day((TBD)
AMCF 남아프리카 대회(10.26~30)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11.14.주일.14:00/국군중앙교회)
주한 외국 기독장교 제자훈련
(육.해.공군대/국방대)

•

일일 경건회(10:00/MSO사무실/온라인)

•

매주 목요기도회(06:30)/P&P(온라인) or국군중앙교회 세미나실

•

매월 첫째주 수요 연합조찬예배/군선교 유관기관회의(05:30)/국군중앙교회)

12월
•

종무예배(12.30)

• 구소련권 제자훈련 (키에브)

1. MEO-P 2021 참석자 확인(3.15일/참석통보 11개국 18명)
No

Country

Full Name

Rank

1

Azerbaijan

Vagif Bakikhanov

WO, Army

2

Bangladesh

Tusar Shikder

Sergeant, Air Force

3

Cameroon

Gildas Delmas Tchana Temagne

Military Chaplain, Army

4

Ghana

Mike Narkorlie Akpatsu

BG., Army

5

Ghana

Collins Badu Agyepong

Chaplain, Army

6

Greece

Lamprini Nasopoulou

7

Guinea

8

참가자 확인

비고

2.3

O

1.27

O

Capt, Air Force

2.5

O

Ouo-Ouo Dopavogui

Maj, Army

3.12

O

Guinea Bissau

Francisco

Maj, Air Force

9

India

Manav Das

Sqn Ldr, Air Force

2.3

X

10

Iraq

Jamal S.M. Sayyed Karim

Colonel, Police

1.28

O

11

Iraq

Naznin Ibrahim Hamad

Spouse of Mr. Jamal

1.28

O

12

Kazakhstan

Zhenis Baisakalov

Privatem, Army

2.3

O

13

Kyrgyzstan

Ulan Duldaev

Major, Police

2.3

O

Kalmanov Marat
Kalmanov Mairamkul

14

Liberia

Daniel Lewis Joe

Sergeant, Army

2.3

X

불참통보

15

Nigeria

Okechukwu Godson Okoye

GP Capt., Air Force

16

Nigeria

Christian Tsaro Dii

A.V.M., Air Force

17

Nigeria

Gloria Tsaro-Dii

Nurse, Spouse of Mr. Dii

18

Palestine

Kifah Jamal Shaheen

First Lieutenant, Police

19

Palestine

Nancy Boulus Khalilibrahim

Spouse of Mr. Kifah

20

Sri Lanka

Chandana Wimalasiri

COL., Army

2.9

O

21

Sri Lanka

Anthony Venantius Abeyasena

RADM, Navy

2.9

O

22

Tajikistan

Ahror Saydaliev

Sergeant

2.3

O

23

Uganda

David Wakaalo

Brigadier, Army

2.2

O

24

Uganda

Ruth Wakaalo

Spouse of Mr. Wakaalo

2.2

O

25

Ukraine

Petro Melnychuk

LtCol, Air Force

2.5

O

26

Ukraine

Petro Zhezhera

2.5

O

27

Uzbekistan

Nuritdin Bairov

Siuna

LTC, Army

Take with Husband, and Son

불참통보

○ 코로나 백신치료 스펙트럼(ACCTS→ MSO/ 3.11)
빈곤한 지역
및 국가는Poorer
백신 보급이
오래
것입니다
Spectrum
of treatment:
nations더
will
wait걸릴
longer
for vaccine coverage

러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전세계 백신접종은 언제까지 이루어
질까요?
■2021년 말
■2022년 중순
■2022년 말
■2023년 까지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1.1.22)

아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