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COVID-19 Pandemic 선포(2020. 3. 11)이후
선교상황을 분석하여 MSO 차후 사역 방향을 정립
2. COVID-19 PANDEMIC 영향
• 방문 및 대면 선교 제한 및 장. 단기 선교계획 재수립,
비대면, IT 수단 활용한 Online 선교

• 선교사 및 선교기관 활동 및 운영 제한(중동선교, KWMA 등)
교단 및 선교기관 파송 선교사 30~50% 철수/활동제한,
선교비 후원 축소
• 현행 선교방식 및 선교수단 POST COVID-19 적용 제한
Digital Platform (디지털 맞춤형) 선교방식 및 수단 개발
※ IT 및 디지털 적용 선교기관/ 발전, 현 체제유지 선교기관/ 퇴보
ex) 발전: 군목단, 일부 대형교회, 퇴보: 예비역군인회, 미자립 교회

3. MSO / AMCF 사역활동
• MSO 사역활동
- 화요 사무국 기도회: 대면 Online VTC(Video Tele-Conference)
※ 매주화요일 10시, 대면, 아침 6:30 Zoom Online 기도회
- MSO 주간 기도회 및 사역보고 Online VTC
※ 매주 목요일 06:30, 대면 6:30 Zoom Online 기도회 및 사역보고
Ex) 대면예배규모참가및젊은 회원참가증가, 사역토의내실화기여
- 2020 MSO 사역보고 Online 최초 실시: 1,080명 접속(대면 최대 200명)
- 대면을 통한 사역 및 의사결정 사항위주, 대면 모임 최소화
※ 확대임원회 및 임시총회, AMCF 세계기도의 날,
2021 MSO 수련회 및 사역보고, 2020 MEO-P(주한외국군)

• AMCF 사역활동
- AMCF, 3PSO, 14 VP 주관 지역대회 취소 또는
Online 기도모임으로 대체
Ex1)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대회 취소
EX2) MMI수련회, 유럽지역 중보기도회(35개국 95명 참가),
ACCTS수련회 Online 2일 축소 실시,
MSO 수련회 대면실시(100주년기념관)
- WC 2024 P&P, AMCF Interaction P&P, AMCF 및 VP
Online VTC 활성화, MSO 사무국 요원, 교육훈련국, 세계선교국,
국내운영국, 각 팀 참가
- MSO 선교전략 지역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및 구소련 권
Online 체계구축

★ 소결론
- Online 수단으로 회의 및 대회활동 증가와 다변화 추세
- 교육 및 격려 사역활동 대면 및 온라인으로 가능성 확인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AMCF 및 MSO 사역활동이
대면으로만 계획, 준비, 실시함으로 제한사항 있었으나,

발전된 IT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AMCF/MSO사역활동 활성화
☞ 코로나 이후에도 IT 통신수단을 활용한 AMCF/ MSO 사역
지속추진

4. POST COVID-19 이후 IT 수단을 활용 사역계획 발전
가. 화요 사무국 기도회: 대면 Online 및 대면 병행 실시
※ 필요시 사전계획 대면 기도회 추진: 시간, 장소, 주제 사전 선정

나. MSO 주간 기도회 및 사역보고 Online 및 대면 병행 추진
※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06:30, 대면 실시시간 동일

다. AMCF 사역목표에 부합하는 Online 사역 활성화 추진
1) MEO-P 강의 Online 체제 구축: 교과목 및 체계(IT system)
2) MSO 주관 중보기도회: 년 2회/ AMCF회장, 3PSO, 14VP
및 MCF 회원국
3) 세계선교국 주관 각 팀별 중보기도회 : 유럽, 아프리카, 미주,
태평양,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4) 국내선교국 주관 군 선교 유관기관 Online VTC: 년 2회

라. AMCF 회장, 3PSO, 14 VP 및 각 나라 주관
Online VTC 기도회에 MSO 관련요원 적극 참여

5. 추진 방향
가. 1단계: 화요 및 목요기도회 Online 정례화 추진,
AMCF 선교기관 주관 Online VTC에 적극 참여
나. MSO 국 및 팀 Online Program (Zoom, GoToMeeting 등)
적극 지원
다. 각국 및 팀별 Online 능력구축 시, 지역 및 각 나라 대상
Online 기도 및 교류 점차 확대
※ IT 체계를 활용한 디지털 맞춤형 선교모델 개발 :
CONSULTANT 업체선정
6. 기대효과
• MSO 사역환경에 부합하는 Online 및 대면 기도회 / 사역계획 발전
• POST COVID-19 이후 대비 디지털 맞춤식 선교모델 개발
• IT 체계를 사용한 세계선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