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2022.3.17.목



실시사항
1. MSO 주간기도회(온라인)/ P&P

○ 일시/참석: 3.10(목) 06:30/40명

○ 1부 예배/기도회(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기도: 오형재 고문, 설교(올바른결정을하려면): 전성동지도목사

• 합심기도: 나라와민족을위하여, 군선교를위하여, 세계선교를위하여

○ 2부: 주간사역 보고(운영실장), 2월 재정결산 보고(사무총장)

친교/교제/기도(위원장)

○ 3부: P&P(기도: 신동택 유럽팀장)

• 뉴스레터(3월호) 검토(운영실장)

• 우크라이나 동영상 시청/사역활동 보고(강태원 선교사)



○ P&P 결과/ 기타 토의 내용

• 우크라이나 기독군인 및 군종목사들이 힘을 합하여

이 전쟁을 잘 극복하고 복음전도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

• 우크라이나 동영상은 MSO 임역원에 전파하여 소속 교회 및 단체 활용

• KWMA 사무총장과 강태원 선교사의 만남 추진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협력

• 교육훈련국 워크숍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교육훈련국장)



실시사항

2. 22-3호 3월 뉴스레터 발송(MSO/3.10~16)

○ 국내 : MSO 임역원 및 후원교회, 유관기관

국방대, 각군 대학, 각군 사관학교 인터랙션 협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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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CCTS 50주년행사참가준비

○ 이필섭 상임고문 축사 동영상 제작(3.15.화.11:00/국군중앙교회)

○ 축사/간증(위원장), MSO 소개 및 비전(선교실장)



실시사항

4. 화요기도회/ 현안업무토의

○ 일시/장소: 3.15.화.06:30/자가

○ 주관/참석: 위원장 박남필/윤영수 교육훈련국장, 사무국

○ 주요토의내용

• 교육훈련국 워크숍 계획 토의(윤영수 교육훈련국장)

• MEO-P 참가자 접수 기준 등 현안업무 토의



○ 현안업무 토의결과

• 교육훈련국 제주 워크숍은 MEO-P/FMC-K Interaction 강사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임으로 MSO에서 최대한 지원

• 금번 교육훈련국 워크숍을 바탕으로 세미나 및 워크숍 지원 기준을 설정

• 교육훈련국 제주 워크숍 소요비용은 P&P 보고 후 지원

• MEO-P 참석자는 반드시 추천서 및 등록서를 접수하여

MSO 지침에 맞는 참가자 선발



실시사항

5. 2022 MEO-P 준비

○ 교육참가자 추천서 및 등록서 접수는 3월말까지 계속(3.16 현재): 5명

국가명 계급 이 름 나이 성별 언어 온라인 추천자 지원

가나

육군준장(R) Mike Akpasu 62 남 영어 가능 MCF 회장 MSO

해군대령(A) Akotey Douglas 52 남 영어 가능 MCF 회장 자비

나이지리아 Coordinator
Oltuned Ibiyemi

Bukola
51 여 영어 가능

Son Igwe
(서아프리카 VP)

MSO

적도 기니 Coordinator
Bela Mele

Constantino
37 남 스페인 가능

Son Igwe
(서아프리카VP)

MSO

카메룬
Staff Sergn

Leader

Ambe Ignatius 
Nsoh

40 남 영어 불어권 VP

○ 참석희망 및 추천서/등록서 접수예정국가

몽골(15명), 필리핀(7명), 베트남(1명)

MMI 9명(인도2명, 가봉2명, 레바논1명, 이라크1명, 영국1명, 서아프리카2명)



6. AMCF 활동

○ 우크라이나 난민 MSO 지원금에 대한 감사인사(ACCTS Deputy 

Director Kaltenbach→MSO위원장,사무총장, 임역원/3.15)

• MSO가지원한 2,000$은ACCTS에서잘받았습니다

• 기도와실질적인지원을통해피란민지역에식량, 난방기구를살수있도록

재정을후원해주신MSO 모든임역원에게 감사

• ACCTS에서봉사하고있는쉼터제공의사전몇장을첨부





○ 불어권 아프리카 소식(프랑스 Eric→윤문수동불아프리카팀장/3.14)

• 3월 12일불어권아프리카기도회결과를보내면서기도를요청함

• 아프리카군목단교육훈련(9.19~23/민주콩고킨샤샤)이온라인과오프라인

병행실시, 가봉(2023년), 부룬디(2024년) 개최국확정

• 기도요청제목

-군목단교육훈련을위한재정적어려움이없게

-아프리카군목단교육훈련에MSO 윤문수팀장이참석할수있도록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1. 후원 현황: 1,053만원

○우크라이나 전시군종 지원 목적: 국군중앙교회(손봉기 목사) 1,000만원

○MSO 선교후원: 50만원

-이의규장로: 30만원(수련회약정)  -최신일장로: 20만원(미얀마선교목적)

○기타: 일자리 안정자금 3만원

2. MSO 선교후원 지출현황: 18,870,867원

○우크라이나전시군종지원: 12,503,597원

- $2,000 환전/송금(수신처: ACCTS): 2,506,082원

- $8,000 환전/송금(수신처: 우크라인 MCF): 9,997,515원

* 국군중앙교회 1,000만원목적헌금

○ACCTS 50주년축하후원금 $2,000 환전: 2,505,320원

○러시아선교후원(강태원선교사): 20만원

○관리운영: 3,661,950원

- 상근자 2명 봉사료: 300만원 - 3월 행정비: 661,950원



예정사항

1. ACCTS 50주년 행사 참가

○ 일시/장소: 3.20~27/미국 펜실베니아주 WSS/워싱턴 D.C

○ MSO 참석(2명): 위원장 박남필, 선교실장 이장송

○ 주요일정 및 행사내용

출국(인천)
(3.19)

도착/환영
(3.20)

회의/간증
(3.21~24)

심포지움/
게티즈버그

방문(3.25)

환송만찬/
워싱턴 DC
(3.26~27)

입국(인천)
(3.31)



예정사항

2. 2022년 MEO-P 교육생 등록서 접수 계속(3월말)

○ MEO-P 교육방법(온라인/오프라인) 최종결정 및 통보(4월 첫째주)

○ 최종확인이 필요한 지역: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지역

○ 강사/강의록 준비(교재 발간을 위한 강의록 최종접수: 4월말)



예정사항

3. 구 소련권 제자훈련 준비 계속(러시아/3월~5월)

4. 교육훈련국 헌신예배(3.31(목)), 수련회(4.5~7/제주 믿음교회)

5. 2024 AMCF 세계대회 준비

☞AMCF WC P&P(3.31.목) / WC를 위한 MSO TF팀 구성준비



예정사항

날짜 3.24 3.31 4.7 4.14

설교
이구 목사

(해군중앙교회 담임)

이일우 목사
(한국군종목사단장)

박재현 지도목사 손창문 지도목사

기도 김덕수 장로
교육 부위원장

김 규 장로
선교 부위원장

김진옥 안수집사
상임자문

배윤규 장로
상임자문

목요기도회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2022년MEO-P 참가자접수(3월)

☞대면또는온라인교육방법확정/통보(4월)

○ 교육훈련국 헌신예배(3.31(목))

수련회(4.5~7/제주 믿음교회)

○ FMC-K 인터랙션 준비(3월)

○ 구 소련권 제자훈련 준비(러시아 3월~5월)

○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준비회의(5월)

○ 인도차이나 고넬료 제자훈련(5월)

○ ACCTS 50주년 기념행사(3.20~27)

☞ MSO 참가: 위원장 박남필, 선교실장 이장송

○ AMCF WC P&P(3.31(목))/온라인

○ AMCF EA Interaction P&P(4.2(토)/온라인

○ AMCF Interaction P&P(4.4(월)/온라인

○ 유럽기독군인회(EMCM/5.5~8)



광고

1. 방역패스는 해제되었지만 오미크론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MSO기도회는 4월말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이어서

1. 친교.교제.기도(위원장)

2. P&P

○ 교육훈련국제주워크숍계획보고(윤영수교육훈련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