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2021.12.16.목



실시사항

1. MSO 주간기도회(온라인)

○ 일시/참석: 12.9.목.06:30/41명

○ 1부 예배/기도회(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기도: 김우선 선교사(국내운영국 예배팀 차장)
• 설교(세례 요한의 의심): 김종수 지도목사

• 합심기도: 나라와민족을위하여, 군선교를위하여, 세계선교를위하여

○ 2부: 주간사역 보고(운영실장), 11월 MSO 재정현황 보고(사무총장)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 3부: P&P(기도: 이현철 세계선교국 기획팀장)

• 2022년 MSO 주요사역일정 보고/12월호 뉴스레터 검토(운영실장)
• 2024 WC P&P 참가 결과(이갑진 상임고문)



실시사항

3. 사무국 화요기도회/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12.14.화.06:30/자가

○ 주관/참가: 박남필 위원장/사무국

○ 현안업무 토의

• MSO 세계 군선교 사역보고 검토(위원장) 

2. 12월 뉴스레터 발송(MSO/12.13)

○ 국내 : MSO 임역원 및 후원교회, 유관기관

국방대, 각군 대학, 각군 사관학교 인터랙션 협조관

○ 해외 : AMCF 회장, 부회장, 3PSO, MEO-P 참가자, 해외협력선교사및교회



4. 2021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준비사항

○ 주보는 국군중앙교회, MSO 순서 통합 발간(국군중앙교회 사무국)

☞ MSO 후원요청서 간지 별도준비(600매), 당일분배(예배위원)

○ 떡 분배: 2부 예배(300개), 3부 예배(300개)

☞ 감사라벨(600매)은 떡집에서 포장 시 부착하도록 MSO에서 준비,

당일 분배(국군중앙교회 봉사부)

○ 사진촬영 및 홍보준비(김찬수 IT 홍보팀장)

○ 안내: 최병갑 장로, 최상복 교육실장, 이장송 선교실장

○ 영상지원 협조: 국군중앙교회 군종병, 진미정 간사

○ 행사 전반적인 운영 및 통제: 운영실장

○ 예행연습:12.17.금. 15:00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

실시사항



5. AMCF 활동

실시사항

○ AMCF 주간기도제목 접수(ACCTS→MSO/12.14)

• 터키 : 예수영화 프로젝트로 영화를 연말까지 35회 상영예정, 이를 통해

하나님이 터키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이 되도록

• 우크라이나/러시아 : 평화회담이 재개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과, 최전선에서 군인들에게 봉사하는 우크라이나 MCF를 위해

• 아프가니스탄 :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국제원조가 다시 회복되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1. 후원 현황: 207만원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목적후원: 50만원

-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50만원

○MSO 선교후원: 150만원

- 배현주 성도: 60만원 - 전성동 목사: 50만원

- 이수호 장로: 30만원 - 최헌영 목사: 1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7만원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2. MSO 선교후원 지출현황: 7,620,160원

○선교사 후원: 3,420,676원

- 캄보디아 이재율 선교사 4분기 선교비($2,700) 환전/송금: 3,220,676원

- 구소련권 선교지원(강태원 선교사): 20만원

○MEO-P 후속조치: 147,334원

- 나이지리아 1명(Okenwa) $100 송금: 147,334원

○관리운영비: 4,052,150원

- 상근자 2명 봉사료: 300만원

- 12월 행정비: 1,052,150원



1. 2021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MSO 사역보고(대면/유투브)

○ 일시/주관: 12.19.주일.11:30(제3부 예비역 성도/가족예배)

○ 참가: MSO 임역원, 유관기관 대표, 국군중앙교회 성도

☞ 백신 미접종자는 온라인(유튜브)으로 참석

○ 주요내용

• 세계군선교감사예배(진행: 정봉대사무총장)

기도(임철수국내운영국장),특송(MSO 남성중창단)

설교(손봉기국군중앙교회담임목사)

• MSO 사역보고(박남필위원장)

예정사항



2. 2021 MSO 사역결과 분석 및 2022 MSO사역계획 수립

○ MSO 사역감사예배 시 MSO사역보고 준비(12.19/국군중앙교회)

○ 2022년 MSO 신년수련회 책자 준비(12월~2022.1월)

예정사항

3. 2022년 MEO-P 준비

○ MEO-P 2022 추진계획 발송(12월)

○ MEO-P 2022 참가자 접수(2022.1월~3월)

4. 크리스마스카드 발송준비(국내, 해외)

5. 2021년 MSO 회계감사 준비(감사일정:2022.1.6.목)



6. MSO 연말연시 주요행사 계획

○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MSO 사역보고

(12.19.주일.11:30/국군중앙교회/대면)

○ 종무예배(12.30.목.06:30/온라인)

○ 시무예배(2022.1.6.목.06:30/온라인)

○ MSO 신년수련회(2022.1.22.토/대면)

예정사항



예정사항

날짜 12.23 12.30
(종무예배)

1.6
(시무예배)

1.13

설교 이정우 목사
(MEAK 사무총장)

이석영 목사
(연합사 군종실장)

서우정 목사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손창문 지도목사

기도 남동현 목사
찬양 부팀장

윤영수 목사
교육훈련국장

이필섭 장로
상임고문

이 준 장로
상임고문

목요기도회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광고

1. 코로나 상황악화로 MSO기도회는 2022년 1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2. 2021년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 및 MSO사역보고가

12월19(주일) 11:30에 국군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제3부 예배와 함께 있습니다(대면/유투브)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우크라이나 방문사역 및 군목사역 지원

• 10.20~12월중순/ MSO 협력선교사

○ MSO 세계 군선교 감사예배/사역보고

• 2021.12.19.주일.11:30/국군중앙교회/대면)

○ 종무예배(12.30.목.06:30/온라인)

○ 시무예배(2022.1.6.목.06:30/온라인)라인)

○ 2021년 MSO 회계감사(2022.1.6.목)

○ MSO 신년수련회(2022.1.22.토/대면)

○ MEO-P 2022 추진계획 발송(12월)

• 2022년MEO-P 참가자접수(2022.1월~3월)

○ AMCF Interaction P&P: 2022.1.24.



이어서

1. 친교, 교제, 기도(위원장)

2. Pray & Plan(P&P)

○ 세계군선교감사예배순서보고: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