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6.3.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실시사항

1. 교육훈련국헌신예배(온라인)

○ 일시/ 참석: 5.27.목.06:30~08:00/ 47명

○ 1부 예배(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 기도: 이종구 교육훈련국 기획팀장

• 설교(약속의 땅을 그려라): 임광상 목사(순천 드림교회)

• 합심기도: 나라와민족을위하여, 군선교를위하여, 세계선교를위하여

○ 2부: 주간사역보고

○ 3부: P&P(진행 윤영수 교육훈련국장)

• 교육훈련국 팀별 사역보고(MEO팀, 인터랙션팀, 한국어팀, 주한외국군팀)

• MEO-P, FMC-K 후원요청 계획(정봉대 사무총장)



○ P&P 결과(교육훈련국 사역보고, 후원요청 계획)

• 주한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참가자는 비기독군인이라도 전도를 위해

적극 참석하도록 유도

• 한국어 캠프운영은 군교회 및 군자녀가 참가 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

• 주한외국군 인터랙션 프로그램이 MEO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은

올해 인터랙션을 실시해보고 차후에 보완

• 올해MSO 주요사역인MEO-P, FMC-K 후원요청은민간교회/ 군교회에

동시에요청할것이며, MSO 임역원의관심과기도필요





실시사항

2. 주한 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참가자 파악(6월1일 기준)

○ 1차 FMC-K 2021: 온라인(7.24.토/7.31.토), 대면(8.6.금~8.8.일/제주)

구분 국방대 (20명) 육사 (2명) 해사 (3명)

참가자 (25명)
해외 장교 9명,

부인 5명, 자녀 5명, 
한국장교 1명

2명
3명

(한국 1명 포함)

○ 2차 FMC-K 2021: 온라인(8.21.토/8.28.토), 대면(9.3.금~9.5.일/제주)

구분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참가자 (27명)
18명

(가족 7명 포함)
3명

6명
(한국 2명 포함)



실시사항

3. 사무국 화요기도회(영어예배)/ 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6.1.화.06:30/ 자가

○ 참석: 사무국(위원장 주관) 

○ 현안업무 토의

• 교육훈련국 현안(최상복 교육훈련실장)

- 주한 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외국인 참가자 확인

- 주한 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강사, 사무국 인원, 사전준비단 구성 토의

• 6월 뉴스레터 초안 검토(운영실장)



○ 현안업무토의 결과

• 코로나 백신접종이 계속되고 있어 전반기 사업분석 및 후반기

사업계획보고는 대면으로 7월초에 추진

• 각 국별 예하 조직편성은 국장 책임하 임무 및 인원조정 가능

• 주간목요기도회는예배및사역보고로 1부예배마감하고, 

친교시간후임원이참석하는 P&P 계속진행

• 주한외국기독군인인터랙션교육전일정은외국군팀에서책임지고

전체일정진행, 통제, 조정하며분야별책임자임명,누락사항없도록할것

• 주한외국기독군인인터랙션교재는 7월 10일한발간토록준비

• KMCF/ MSO 연합기도회매월마지막주토요일 6시(7.31.토.MSO 주관)



실시사항

10.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 후원 현황: 100만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 (우크라이나 군목 후원)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20만원 (구소련권 후원)

•임철수 장로: 20만원 (MSO 선교후원)

○ 지원 현황: 4,076,000원

•삼성 노트북 2대 구매(5.25): 4,076,000원

(선교실장, 교육실장 업무용)



예정사항

1. 세계한인선교사대회 준비 TF팀 모임(세계선교국)

○ 일시/ 장소: 6.7.월.11:00/ 국군중앙교회신우회실

○ 주관: 장용관 세계선교국장

○ 주요토의내용

• MSO 소개 Script 및 동영상 초안 검토

• 전시실 운용을 위한 홍보자료 검토 및 보완

• 기타 추가사항 토의



예정사항

2.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임원MSO 방문

○ 일시:6.10.목.10:00

○ 방문자: KWMA 사무총장 등 3명

○ MSO 참석: 위원장, 사무총장, 선교국장, 선교실장, 운영실장

☞ MSO 소개 및 세계 군선교 협력을 위한 사역 토의

3. 주한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준비(주한 외국군팀)

○ 참가자 항공권 예약(외국참가자, 강사, 사무국 지원인원 등)

○ 예산소요 판단

○ 인터랙션 교재준비 및 발간



예정사항

4.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준비(6.24.목.06:30)

○ 팀 단위 사역활동 추진 보고

5. MSO 전반기 사역분석 및 후반기 사역계획 준비(7월)

○ 대면 친교 오찬 포함



예정사항

6. 목요기도회설교및대표기도순서

날짜 6.10 6.17 6.24 7.1

설교 손창문 목사 김종은 목사
(2작사 무열대교회)

홍은해 목사
(부평소망교회)

전성동 목사

기도 정완용 자문위원 신동택감사실장 남기하기획팀장 최상복교육실장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MEO-P 2021/ 온라인 교육준비 계속

○ 세계한인선교사대회준비TF팀모임: 6.7.월

○ KWMA 임원 MSO방문: 6.10.10:00

○ KMCF 6.25 구국성회(온라인): 6.24.목~26.토

○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6.24.목.06:30

○ MSO 전.후반기 사역보고(대면): 7월 초

○ 세계한인선교사대회(한동대): 7.13.화~16.금

○ KMCF/MSO기도회(온라인): 7.31.06:00

○ 주한외국장교, 사관생도 제자훈련: 8월.9월

○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9월

○ 인도차이나 제자훈련(캄보디아): 9월

○ AMCF WC 2024 P&P(7차): 6.25.금

○ AMCF 남미대회(브라질):7.1.금~5.월

○ 동아시아 인터랙션: 9.25.토

○ ACCTS 스텝회의: 10.3~8

○ AMCF Interaction: 10.10(일)~14(목)

○ AMCF 기도의 날 : 10월 중



광 고

1. MSO 사무국 화요 기도회(화.06:30), 

목요 기도회/ P&P(목.06:30) 계속하여 온라인 실시



이어서

1. 교제 및 친교

2. P&P 

- 중앙아시아지역 MCF 3차 온라인 회의 결과보고

(안대희 중앙아시아지역 팀장)

- 6월 뉴스레터 보고 (운영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