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7.8.목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실시사항

1. MSO 주간기도회(온라인)

○ 일시/ 참석: 7.1.목.06:30~08:00/ 43명

○ 1부 기도회(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 기도: 최상복 교육실장

• 설교(당신은 누구입니까): 전성동 지도목사

• 합심기도: 나라와민족을위하여, 군선교를위하여, 세계선교를위하여

○ 2부: 주간사역보고/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 3부: P&P(대표기도: 임철수 국내운영국장)

• MSO 전반기사역감사예배순서지검토(정봉대사무총장)



실시사항

2. 전반기 사역감사예배/ 전.후반기 사역보고(대면모임)

○ 일시/장소/참가: 7.3.토.07:00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87명

○ 1부 감사예배: 인도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 기도: 문성철 주한외국군팀 차장

• 설교(주여 나를 떠나소서): 김정국 목사(임마누엘교회 담임)

• 특송: MSO남성 중창단, 솔리데오 남성찬양단

• 합심기도: 나라와민족을위하여, 군선교를위하여, 세계선교를위하여

○ 2부위원장인사(박남필위원장), 전.후반기사역보고(정봉대사무총장) 

○ 3부조찬친교/ 각국모임





실시사항

3. 동아시아인터랙션 P&P(온라인)

○ 일시/장소: 7.3.토.13:30~15:30

○ 주관/ 참가: EA VP Andrew Tzeng/ 일본(2), 대만(2),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MSO(이갑진, 황인규, 이장송)

○주요토의내용

• 각 지역별 주요사역 활동 보고

• 금번동아시아인터랙션참가자는 50명내외로제한

• 인터랙션 교재는 사전 배포하여 참가자 숙지

• 사전국가별팀구성하여기배포된질문에대한해법을인터랙션당일토의

• 차기회의는 9.25일인터랙션후실시



실시사항

4. 주한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준비(주한 외국군팀)

○ 인터랙션 교재 자체검토/발간준비를 위한 편집

○ FMC-K 2021 인터랙션에 국군중앙교회 대외협력국(청년국) 참여요청

서신 발송(MSO사무총장→대외협력팀장 임성빈 집사/ 7.3)

○ 국군중앙교회 청년부 FMC-K 참가 협조(양병희 주한 외국군팀장)

☞ 청년부 10명 내외, 단장(청년국장 위승호 장로), 교회예산으로 참가

○ FMC-K 2021 인터랙션 예배설교 요청

(MSO 사무총장→이희찬 군종목사단장/ 7.4)



실시사항

5. 한인세계선교사대회(7.13~16/ 한동대) 준비

○ MSO 소개 동영상 제작, Banner, 팜플렛 인쇄의뢰

○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참가비용 판단

○ 한동대 총장 접견(7.13.16:30~17:00: 이필섭, 박남필, 이갑진)

○ MSO소개 일정(7.13.화.19:30~19:40/교회본당: 이필섭 상임고문)

○ 1차 전시부스 운용인원 이동: 7.12.월, 11:00

(장용관, 임말희, 김우선, 이장송, 최상복, 이갑진)

○ 2차 이동: 7.13.화,08:00(이필섭 상임고문, 박남필 위원장)



실시사항

6. 사무국 화요기도회(영어예배)/ 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7.6.화.06:30/ 자가

○ 참석: 사무국(위원장 주관), 오형재 고문

○ 현안업무 토의

• FMC-K 세부추진 일정보고(교육실장)

☞ 국군중앙교회청년부 10명은 FMC-K Interaction 정식참가자로포함

항공권, 숙박, 차량지원 등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

•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비용소요 판단(운영실장)

• 21-7호 뉴스레터 초안 검토(운영실장)



실시사항

7. MEO-P 2021 온라인 실시 통보에 대한 답신 접수(MSO 위원장)

○ Jamal Sayyed(이라크/ 6.29):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지만, 다음기회에

○ Tchana Gildas Delmas 군종(카메룬/ 6.29): 좋은 정보 감사

○ David Wakaalo(VP East Africa /7.1)

• Zoom을 통해 본인은 적극참여, 온라인 MEO-P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

○ Mark Hibbert-Hingston(MMI/6.29)

•MEO-P 2021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소식에 매우 섭섭하지만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올바른 MSO결정이라고 생각

•온라인 준비를 위해 MMI도 모든 역할을 다 하겠음



8. AMCF 활동

실시사항

○ 루마니아, 파라과이 기도문 접수(ACCTS→MSO/7.1)

• 루마니아: Gabi Gheorghias 기도요청

- 7.3.토.10:00시 국방 및 국가안보요원으로 구성된 새친교 모임을 위해

- 루마니아 Army Press Trust도 군목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 예정

- 새친교 모임과 다큐멘터리 제작이 루마니아 군에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 파라과이: Roxana Cabral위한 기도요청

- AMCF 남미 부회장 Juan Cabral의 아내가 지난주 COVID-19로 병원입원

- 부회장 아내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

• 전세계 군대 기독군인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신실한 기도에 감사



○ 월간 기도제목 접수(Austrailia MCF→MSO/7.2)

•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기도

• 20년 동안 아프칸을 위해 봉사하고 41명이나 희생되었으며 최근 철수한

ADF를 위해 기도

• 탈레반 정권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는 아프칸 국민을 위해 기도

○ 몽골 MCF 뉴스레터 접수(Mongolian MCF회장 Sumya→MSO/7.2)

• COVID-19로 여전히 일일 10~15명 사망, 1400여명 확진자 발생

• 2021-2022년 연간 사역계획 수립완료

• 경찰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경찰관들에게 성경100권을 보급

☞ 세부적인 활동 사역내용은 MSO 홈페이지 Local Ministry에 게재



○ EA 인터랙션 등록양식/ IBS교재 접수(대만 MCF회장 Chen→MSO/7.2)

• 등록 양식은 국가별 종합 7월말까지 송부 바람

• 귀납적 성경공부(IBS) 교재는 참가대상자에게 사전 배부 및 숙지

☞ 참가자 등록양식은 MSO, KMCF, KVMCF종합(사무국)/ 송부

○ AMCF Interaction P&P(온라인)

• 일시/ 장소: 7.5.월.21:00~22:00/ 자가

• 참가(9명): ACCTS, MMI, MSO 실무대표(사무총장, 교육실장, 선교실장)

• 차기회의: 8.2.월





실시사항

○ AMCF 주간기도제목(ACCTS→MSO/7.5)

• 우크라이나 청소년캠프: 7.4~10일 개최하는 우크라이나 기독군인을 위해

• ACCTS 재향군인 사역: 7.8~10일 진행되는 “Welcome Home Initiative” 

☞ACCTS 회원 Noel Dawes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미군 수의사들을 위한 모임

• 국제군종교육:9.13~24/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서 개최

☞교육과 학습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

• 온라인으로 기도모임을 갖고 있는 MMI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실시사항

9.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 후원 현황: 3,350만원

•국군중앙교회(문효빈 목사): 2,650만원

(MEO-P: 1,150만원 / FMC-K: 1,500만원)

•육사교회(정비호 목사): 300만원 (FMC-K & MEO-P 후원)

•선봉대교회(서우정 목사): 300만원 (FMC-K & MEO-P 후원)

•김정국 목사(임마누엘교회): 30만원 (강사 사례비 반납)

•임철수 장로: 30만원 (MSO 선교후원)

•박훤재 장로: 30만원 (MSO 선교후원)

•양태호 장로: 10만원 (MSO 선교후원)



실시사항

○ 선교지원 현황: 4,055,820원

•전반기 사역 감사예배: 2,945,000원

- 강사 사례비(임마누엘교회 김정국 목사): 30만원

- 솔리데오 남성찬양단 사례비: 30만원

- 대강당 및 빔프로젝트 사용료: 1,188,000원

- 조찬비(89명X1인당 13천원): 1,157,000원

•구소련권/러시아 선교지원: 20만원 (월광교회 목적헌금)

• 7월 행정비: 910,820원



예정사항

1. 2021년 캄보디아 군선교 세미나 실시(온라인/Google Meet)

○ 일시/ 장소: 7.10.토.10:30~13:30/ 캄보디아, 한국

○ 주관/ 지원: 캄보디아 MCF/ 마하나임 선교센터

○ 참가: 캄보디아 MCF(4명), 프놈펜 지회장(1명), 선교센터(2명), MSO

☞ MSO 참가: 이갑진, 박재현, 최신일, 이장송, 최상복, 

○ 세미나 진행: 개회예배, 주제발표, 격려사(이갑진상임고문),합심기도,교재

• 개회예배: 대표기도(박재현 동남아팀장),환영사(Kep Korn CMCF회장)

• 주제#1: CMCF 비전 및 활동방향(Kep Korn CMCF회장)

• 주제#2: CMCF 지회설립 및 활동방향(Mom Saman 대령/CMCF 총무)

• 주제#3: CMCF 제자훈련방향(Sithet Him 소령/프놈펜 지회장)

• 주제#4: COVID 이후 MCF 역할 및 성장(이갑진 상임고문)

• 주제#5: MSO 세계군선교 활동 소개(이장송 선교실장)



예정사항

2. 제16차 2021 한인세계선교사(KWMF)대회 참가(대면/한동대학교)

○ 대회 기간 : 2021년 7월 13일(화)-16일(금) / 3박4일

○ 주 관 :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 MSO 참가: 세계 군선교 사역에 동역할 국제 협력선교사를 찾기 위한 목적

• 첫째날(7.13.화)

- 한동대학교 총장(장순홍)접견: 16:30~17:00(이필섭, 박남필, 이갑진)

- MSO 소개 동영상,이필섭 상임고문 인사말씀:19:30~19:40/ 교회 본당)

• 대회기간 중 MSO 전시부스 운용 및 홍보(7.12.월~16.금)

☞ 장용관 세계선교국장, 임말희, 김우선, 이장송, 최상복





예정사항

3. 주한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준비(교육국/ 주한 외국군팀)

○ FMC-K 책자발간(7.13), 책자배포(7.14)

○ 1차 온라인 예행연습:7.12.월. 19:00

- 진행: 윤영수 교육국장, 최상복 교육실장

- 참석: 강사 전원, 국방대,해사 대표 1명

○ 국방대 및 교회 방문/ 교재사전 전달(7.14.수/양병희 주한외국군팀장)

○ 2차 온라인 예행연습 7.17.토.19:00

- 진행: 윤영수 교육국장, 최상복 교육실장

- 참석: 1차 예행연습 미참가자 전원, 국방대,해사 대표 1명



예정사항

4. 중앙아시아 지역대회(Stan-Dart)/온라인

○ 일시/장소: 7.24.토.12:30~/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오순절교회

○ 참가: 중앙아시아(4개국):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MSO

☞ 중앙아시아 MCF리더 및 회장은 현지에 대면참가, 불가시 온라인참가

☞ MSO: 이갑진, 장용관, 안대희, 이장송, 강태원 선교사

○ 주요 대회 진행내용

•개회예배, 개회기도(이갑진 상임고문), 위기 속에 리더십(강태원 선교사)

• IBS/CP 실습, 특강(Ulan), 간증(스탄국가 MCF 회원)

•찬양, 감사기도, 폐회



7. 목요기도회설교및대표기도순서

날짜 7.15 7.22 7.29 8.5

설교 박재현 목사 손창문 목사 전성동 목사 김종수 목사

기도 윤영수교육국장
임철수

국내운영국장
백송기권사

여성운영부팀장
이현철세계선교국

기획팀장

5. AMCF 2021 AMCF Handbook Update 실시

예정사항

6. KMCF/MSO기도회(온라인): 7.31.06:00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캄보디아 군선교 세미나(온라인): 7.10.토

○ FMC-K온라인 1차예행연습: 7.12.월.19:00

○ 한인세계선교사대회(한동대): 7.13.화~16.금

○ FMC-K온라인 2차예행연습: 7.17.토.19:00

○ 중앙아시아 Stan-Dart대회: 7. 24(토)

○ KMCF/MSO기도회(온라인): 7.31.06:00

○ FMC-K 2021(1차)

온라인: 7.24/31, 대면교육: 8.6.금~8.일

○ FMC-K 2021(2차)

온라인: 8.21/28, 대면교육: 9.3.금~5.일

○ 구소련권 제자훈련(9월~12월) 계속

○ MEO Program: 10.11(월)~16(토)

○ AMCF Interaction P&P(온라인): 8.2.월

○ AMCF WC 2024 P&P: 9.24.금

○ AMCF 동아시아 인터랙션: 9.25.토

○ ACCTS Board Meeting: 10.1~2

○ ACCTS Staff Meeting: 10.3~8

○ AMCF Interaction: 10.10(일)~14(목)

○ Croatia Adria Interaction: 10.14~17

○ AMCF WC 2024 P&P(대면): 10.27~11.2

○ 남아메리카 지역대회(대면): 10.29~11.1

○ UMCEB 대회(대면): 11.4~11.7

○ AMCF 기도의 날 : 10월 중

○ Nepal MCF Annual Meeting: 11.18



광 고

1.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는 모든 참가자는 백신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참석 3일전 PCR 코로나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참석시휴대폰문자로받은검사결과를제시해야

합니다.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2. P&P

○ 6월 재정현황 보고: 사무총장

○ MSO 홍보영상 시연: 정상현 링고웍스 대표

○ 7월 뉴스레터 보고: 운영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