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O 전 임역원 일동은 2021년 9월 1일 짐바브웨 군에서

기독군인회(짐바브웨MCF)공식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2021.9.2.목



실시사항

1. MSO 주간기도회(온라인)

○ 일시/ 참석:8.26.목.06:30~08:00/ 40명

○ 1부 예배/기도회(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 기도: 윤문수 아프리카팀장, 

• 설교(끊을 수 없습니다): 신형철 목사(국방대학교 교회)

• 합심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 선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 2부: 주간사역,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 3부: P&P(대표기도: 이현철 세계선교기획팀장)

• 짐바브웨 MCF 설립보고(윤문수 아프리카팀장)



○ P&P 결과

• 짐바브웨 MCF 설립은 AMCF 회장단, 3PSO, 남아프리카 각국 기도염원

• MSO 조직개편에 따라 세계선교국 지역팀의 사역활동의 산물

- 남아프리카 월간 기도회 참석 MCF설립 기도 지속(이현철 아프리카팀차장)

- 현지 의사 및 한국 의료선교사 협력이 가능(윤문수 아프리카팀장)

• 짐바브웨 국가 환경변화, 20여년간 AMCF와 인연, 2010 MEO참가

• 현 짐바브웨군 Ashni Bwanali 군종목사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결과

☞ MSO 추진방향

- AMCF 회장단, 3PSO협력, AMCF 회장 인증서 준비

- 짐바브웨 MCF설립 시 MSO 축하전문, MCF회장 MSO 기도회 참석 건의



실시사항

2. 2차 FMC-K Interaction 2일차 교육(온라인)

○ 일시: 8.28.토.10:00~15:00

○ 참가(18명): 육군대학(8명), 해군대학(1명), 공군대학(9명)

☞MSO 강사 및 지원(14명) 

○ 교육진행

• 10:00~12:00 군선교 활동, 기관소개

• 12:00~13:00 중식(자가)

• 13:00~14:00 MCF 설립 및 성장

• 14:00~15:00 리더쉽



온라인 2일차참가자모습



History of Christianity, 
Military Evangelism of Korea

10:00~12:00/ 조은상 집사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MCF

13:00~14:00/ 윤영수 목사



A Perspective on Military 
Christian Leadership

14:00~15:00/ 이갑진 장로



실시사항

3. 사무국 화요기도회(영어예배)/ 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8.31.화.06:30/ 자가

○ 주관/참가: 박남필 위원장/ 사무국

○ 현안업무 토의

• 2021 MEO 준비관련 토의

- 2021년 MEO 참가는 스리랑카 추가인원 3명 포함 38명으로 결정

- ACCTS  Rick Ryles 강의는 현지시간을 고려 편한 시간에 선정

• FMC-K Interaction 준비사항

- 강평계획 수립/실시로 차후 FMC-K Interaction에 반영(주한외국군팀)



4. FMC-K 준비

○ FMC-K 2차 인터랙션 진행 및 통제 예행연습(온라인)

• 일시/장소: 8.31.화.20:00~22:00/ 자가

• 참가(12명): MSO 위원장, 강사 및 지원인원

○ 인터랙션 수료자(20명)를 위한 수료증 및 선물 발송

• 수료증, 한영성경(20권), MSO벨트(19개), 양산(1개), 오메기떡 20박스

○ 온라인 폐회예배 특송, 설교, 축도 동영상 준비(제주영락교회 심상철 목사)

○ 폐회예배 및 수료식 진행계획 수립(사무총장)



6. 2021 MEO(10.11(월)~16(토) 준비

○ 온라인 MEO 참가자 파악: 총17개국 38명(8.31일 기준)

참가국
유럽 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우간다 기니바사우 가나 라이베리아 기니 카메룬 나이지리아

인원 1 2 1 4 4 1 1 1 12

○ 강사지원: MMI(1명), ACCTS(1명), MSO(25명)

참가국
중동 아시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인원 1 1 3 1 1 2 1 1



6. EA Interaction 준비

○ 리더쉽 토의자료 발송(MSO 상임고문 이갑진→참가국 대표/8.28) 

• 9월 25일 토의 제목은 ‘리더가 되기 전에 제자가 되라’입니다

• 30분 토론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4가지 질문을 공유

• 각국의 할당된 질문에 대해 한 명을 지정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감사

○ EA Interaction 동영상 강의 및 교재 PPT 배포(김형곤 인터랙션팀장) 

• 대화식기도, 개인전도, 리더쉽, 귀납적 성경공부

○ EA Interaction 참가자 기도모임(온라인) 

• 일시: 9.2.목.20:30/ 주관: 김형곤 인터랙션팀장



7. AMCF 활동

○ AMCF Interaction(10.10~13)크로아티아를 위한 사역협력 서신

(MSO 위원장→MMI Roddy, ACCTS Phil/ 8.26)

• COVID-19로 인해 AMCF Interaction 대면 추진여부는 미확정이지만

• 대면으로 반드시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MSO MEO 프로그램과 중복되지만

• AMCF Interaction은 MCF 리더를 양성하는 중요한 과정

• Interaction 교육시 MSO에서도 한 사람이 참석하여 세계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 ☞최상복 교육실장 참석토록 결정



○ Zimbabwe MCF 설립 환영 및 축하 메시지 접수

(AMCF 회장 Weerasooriya→짐바브웨 MCF회장, 3PSO/ 8.26)

• 2021년 9월 1일 짐바브웨 군에서 기독군인회 공식출범 환영

• 짐바브웨 MCF설립과 AMCF 가입의 공식적 승인은 20여년이 소요

• Bwanali 군종목사가 MCF설립을 위해 취한 대담하고 용감한 조치 감사

• 세계기독군인회(AMCF)의 한 국가MCF로 설립되었음을 축하합니다

• 남아프리카 지역국가의 MCF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 AMCF 핸드북을 숙지하여 더 많은 세계군선교 사역방향을 제시할것을 촉구

•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큰 기쁨이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



○ Zimbabwe MCF 설립 인증서 및 AMCF회장 축하 메시지 발송

(MSO 위원장→ 짐바브웨 MCF회장, AMCF회장, SA VP, 3PSO/ 8.27)

• 인증서, 인증서 표지, 축하메시지를 짐바브웨 MCF회장에게 발송

• AMCF 배지 100개 포함, 늦어도 9월 2일경에 도착예정

• 짐바브웨 MCF를 설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나라에 MCF가

설립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Zimbabwe MCF 설립(2021년 9월1일)

• 수도: 하라레
• 인구: 1,465만
• 대통령: 에머슨음낭가과
• 군: 육군.공군
• 상비군:30,000명
• 예비군: 22,000명
• AMCF VP: Peter Louwrens
• MCF 설립: 2021.9.1

(육군,공군,경찰등 11명)
• 초대 MCF 회장: 아샤니 브와날리 군목



Zimbabwe MCF  초대회장



Zimbabwe MCF 설립 11명의 모습



Zimbabwe 군종단에서 MCF회원의 모습



총 국가 수 MCF 국가 Non-MCF 국가

196 151 45

유 럽

중 동

MCF 미설립

42 4

아프리카

MCF 미설립

35 0

미 주

20

태평양

MMI(영국)

MSO(한국)

ACCTS(미국)

MCF 미설립

25 5

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소식(미국 뉴저지 Josep Kang목사→MSO/ 8.28)

• 제보 선교사는 모스크바신학교 졸업 2002년 28살에 아프가니스탄 파송

• 2004년 12월 알카에다 테러 7명의 공격으로 6명 사역자 사망

• 알카에다 테러 이후에도 계속 잔류하여 사역 계속

• 제보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후에도 카불에서 사역 계속

•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카블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 마리암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요청



○ AMCF 주간기도제목 접수(ACCTS→MSO/ 8.31)

• 국제군종교육: 9월3일 금요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프로그램 및 참여자

-우크라이나 등 8개국 참가,코로나로부터의 보호,여행간 안전,강사의 지혜

• 아프가니스탄: 미군과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단 및 철수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동안 많은 헌신했던 군인들을 위해 기도

-복무결과 PTSD를 겪고 있는 군인과

-탈레반 통제하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 MMI 기도요청: MMI 스텝 Eddy의 부인 Nicole Amponsah

-COVID19로 병원에 입원 연중무휴 산소공급 중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1. 후원 현황: 9,248,200원 / $1,200

○김은숙 선교사: $1,200 (MSO 선교후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 (우크라이나 군목 지원)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20만원 (구소련권 선교지원)

○항공료 환불(자운대 36명, MSO 10명): 8,448,200원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2. 선교지원 지출 현황: 2,483,000원

○ 목요기도회(8.26) 설교자(국방대 신형철 목사) 사례비: 20만원

○ 2차 FMC-K 인터랙션 지원: 2,463,000원

- 폐회예배 설교자 사례비(제주영락교회 심상철 목사): 30만원

- 폐회예배 특별연주(첼리스트 김지영): 10만원

- 수료자 20명 선물

(NIV 한/영성경 20권-81만원/오메기떡-515,000원)

- 봉사자 18명 선물(무명 목적헌금 50만원, 추가금액 MSO 지원)

: 738,000원



전체 통제 : 문성철 장로. 진행: 최상복 교육실장

2차 FMC-K 온라인 3일차 교육(9.4.토)

CP
개인
전도

수료식
폐회
예배

사례
연구

개인
간증

Jesus 
Story

IBS

09:00 11:00 11:30 14:00

14:3015:0016:0016:40

예정사항



예정사항

○ 과목 A 2차 세미나(9.7.화)

○ 과목 B 2차 세미나(9.14.화)

5. 동아시아 인터랙션 준비 계속

4. MEO-P 2021 준비

○ 참가자 기도회 모임: 9.2.목.20:30(온라인)

○ 일시/주관: 9.7.화.20:00/윤영수 교육국장

○ 참가대상: 강사, 행정지원 및 관련자 전원

3. FMC-K 2021 강평(온라인)



날짜 9.9 9.16 9.23 9.30

설교 손창문 목사 전성동 목사 김종수 목사 박재현 목사

기도 이의규 장로
중보기도 팀장

박재영 안수집사
중앙아시아 팀장

홍성표 안수집사
MEO팀장

김형곤장로
인터랙션 팀장

예정사항

목요기도회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동아시아 인터랙션 참가자 기도모임: 9.2.목

○ FMC-K 인터랙션 2021(2차 수료)

온라인 3일차: 9.4.토.10:00~15:00

강평(온라인): 9.7.화.20:00

○ MEO 2021 준비

해외참가자 최종확인, 강사 강의록작성, 번역

과목별 세미나 일정:

-과목A 2차: 9.7.화

-과목B 2차: 9.14.화

○ 구소련권 제자훈련(9월~12월) 계속

○ MEO Program: 10.11(월)~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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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기도의 날 : 10.23.토

○ Nepal MCF Annual Meeting: 11.18



광 고

1. 국군중앙교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조치에 따라

9.5(주일)까지 모든 예배 비대면



이어서

1.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2. P&P

2021 MEO 추진계획 보고(홍성표 MEO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