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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목



실시사항

1. MSO 세계선교국 헌신예배(온라인)

○ 일시/참석: 2.24(목) 06:30/51명(새로 나오신 분: 권태환 목사, 김범수 집사)

○ 1부 예배/기도회(진행: 정봉대 사무총장)

• 대표기도: 이갑진 상임고문

• 설교(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희철 목사(네팔 협력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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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 주간사역 보고(운영실장), 네팔지역 사역활동 보고/인사(최희철 목사)

친교/교제/기도(위원장)

○ 3부: P&P(기도: 이현철 세계선교국 기획팀장)

세계선교국 사역보고(장용관 세계선교국장)



○ 세계선교국 헌신예배 결과

• 21년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해외/국내 세계선교 기관과

소통 및 협력 증대

• 10대 기본활동 계획으로 다양한 선교활동 전개

• 22년도에도 MCF 설립을 위한 접촉점 찾기 노력 지속

• 아시아지역/태평양지역에 MSO가 주관하는 월1회 기도회 추진

• 각 지역별 모임, 기도회, 인터랙션, 회의 등에 세계선교국 팀장/ 

부팀장이 적극 참여하는 행동사역자, 선교사가 되자



대표기도이갑진상임고문 설교최희철목사(네팔협력선교사)

세계선교국사역보고(장용관국장) 온라인참가모습



실시사항

2. 국내운영국 2월 모임(온라인)

○ 일시/참석: 2.26(토) 20:00~21:00/5명(임철수, 최병갑, 설용권,이의규, 박백만)

○ 주관: 임철수 국내운영국장

○ 주요내용

• 21년도 사역추진 실적 분석, 팀별 편성 및 임무 확인

• 22년도 팀별 사역활동 추진계획토의

•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준비 병행

• 차기 모임: 4월중



실시사항

3. 러시아/구소련권 긴급중보기도 요청(강태원 협력선교사→MSO/2.24)

○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 시작

○ 세계는 이를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쟁을 통해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양국의 무수한 군인이 목숨을 잃고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군사행동이 멈춰지고, 우크라이나에 안정, 

양국간의 평화가 속히 오도록 중보기도 요청

☞ MSO 조치사항: 전 임역원에게 긴급 중보기도 요청사항 전파,

MSO 웹사이트 게재, MSO 합심기도 제목에 반영 기도



실시사항

4. 2022 MEO-P 준비

○ 교육참가자 추천서 및 등록서 접수 현황(3.1일 현재): 4명

○ MEO-P 교육 준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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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사항

5. 화요기도회

○ 일시/장소: 3.1.화.06:30/자가

○ 주관/참석: 위원장 박남필/이필섭 상임고문 및 사무국

○ 주요토의내용

• ACCTS 50주년 행사준비계획 토의(이장송 선교실장)

- 이필섭 전 세계기독군인회장 축사는 녹화영상으로 준비

- 위원장 축사는 행사장에서 직접실시

- MSO 사역 전망 및 비전 준비는 사무총장이 종합(선교실장 발표)      

- ACCTS 축하 선물은 후원금 명목으로 $2,000정도 준비



실시사항

5. AMCF 활동사항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는 사역활동

(ACCTS Philip J. Exner→ 위원장/3.1)

• ACCTS 몰도바에 있는 ACCTS 스텝 Eduard Rosca를 통해

현지 MCF가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식량과 기금, 피난처를 제공토록 지원

•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가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계속 기도

• 이러한 현 위기상황의 사역활동을 위해 3PSO와 협력된 사역방법을 제안

☞ MSO 조치사항: 어떻게 협력 및 지원할 것인가를 P&P에서 논의(3.3) 



○ AMCF 주간기도 제목 접수(ACCTS→MSO/3.1)

• 러시아/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전쟁이 중지되고 평화가 오도록 양국의

지도자의 지도력을 위해

• 난민: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있는 몰도바 기독군인 및 현지교회를 위해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산악마을 홍수피해자(200명 이상 사망, 수백명

실종)구조를 돕고 있는 브라질 보안군과 ACCTS 스텝(Gina Rajah)위해

• 소말리아: 알-샤바브 자살 폭탄테러 발생으로 18명 사망, 이 나라의

국민과 군인의 안전을 위해



실시사항

6. 기타활동

○ 목요기도회 신규참석자 파악: Welcoming 봉투 전달 예정

○ 사역계획 책자 발송 및 후원 청원금 대상 협력 사역자 파악 중

☞ 민간 및 군교회 포함 26개 교회

○ 우크라이나 군목지원금 $8,000 송금(2.25일)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1. 후원 현황: 320만원

○구소련권 및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70만원

-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50만원

-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20만원

○MSO 선교후원: 250만원

- 손창문 목사: 100만원(수련회 약정)

- 강한규 장로: 100만원(수련회 약정)

- 배현주 성도: 30만원

- 최신일 안수집사: 20만원(미얀마 선교목적)

2. MSO 선교후원 지출현황: 9,910,229원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8,000 환전 송금: 9,710,229원

* 강태원 선교사 요청으로 목적헌금 6개월분(960만원) 송금

○세계선교국 헌신예배시 강사 사례비(최희철 네팔 선교사): 20만원



예정사항

1. 업무제휴 협약서 체결(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일시: 3.8(화)14:00

○ 장소: KWMA 사무실(CTS 기독교방송국 9층)

○ 체결: 세계기독군인 선교협력위원회(AMCF MSO)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참석: KWMA(회장 주승중, 사무총장 강대흥, 대외협력실장 전신근)

MSO(위원장 박남필, 사무총장 정봉대, 선교실장, 운영실장)

○ 목적: 양 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위해 MOU 교환



예정사항

2. ACCTS 50주년 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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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O 참석(2명): 위원장 박남필. 선교실장 이장송

○ 주요내용

• AMCF 지도자와 ACCTS의 협력사역 회고/친교활동

• 3PSO 최신사역활동 보고

• 유관기관 참가자에 의한 AMCF활동 지원관련 세미나



예정사항

3. 2022년 MEO-P 교육생 등록서 접수 계속(3월말)

☞ MEO-P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실시여부 확정/ 참가자에게 통보

4. 3월 뉴스레터 준비

5. 국군중앙교회 기도요청 홍보영상 준비(3월)

6. 2024 AMCF 세계대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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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사항

7. 캄보디아 MCF 고넬료 제자훈련(3.28~4.1)

8. 구 소련권 제자훈련 준비 계속(러시아/3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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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FMC-K 인터랙션 기본계획 수립(주한외국군팀)



예정사항

날짜 3.10 3.17 3.24 3.31

설교 전성동 지도목사 김종수 지도목사
이구 목사

(해군중앙교회 담임)

대령 이일우 목사
(한국군종목사단장)

기도 오형재 장로
고 문

김덕중 장로
고 문

김진옥 안수집사
상임자문

김규 장로
선교 부위원장

목요기도회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2022년 MEO-P 참가자 접수(3월)

☞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방법 확정/통보

○ 업무제휴 협의서 체결(3.8.화/KWMA)

○ 인도차이나 고넬료 제자훈련(3.28~4.1)

○ 교육훈련국 헌신예배(3.31(목))

수련회(4.5~7/제주 믿음교회)

○ FMC-K 인터랙션 기본계획 수립/발송(3월)

○ 구 소련권 제자훈련 준비(러시아 3월~5월)

○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준비회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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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말까지 온라인으로 계속

2. 국군중앙교회 기도요청 영상(구소련권 제자훈련/MSO 제작)

3월4일(금)20:00시 중보기도의 시간(온라인)에 방영됩니다

☞ 링크 주소는 금요일 당일 MSO회원에게 전파합니다



이어서

1. 친교.교제.기도(위원장)

2. P&P

○ 구소련권 제자훈련 영상 시청(최낙중 IT운용 부팀장)

○ ACCTS 50주년 행사 참가 위한 준비사항(이장송 선교실장)

○ 우 크 라 이 나 난 민 지 원 협 력 사 역 제 안 ( 운 영 실 장 )





우크라이나 난민지원 협력사역 제안
( A C C T S  P h i l → M S O 위 원 장 / 3 . 1 )

○ 제안내용

• ACCTS 몰도바에 있는 ACCTS 스텝 Eduard Rosca를 통해

• 현지 기독군인과 지역교회가 협력하여 식량과 기금, 피난처를 제공/지원

• 우크라이나 및 인접국가를 위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계속 기도

☞ 이러한 현 위기상황의 사역활동 및 지원을 위해 몰도바 지역에 발생되는

난민지원을 3PSO와 협력하는 사역방법을 제안 하였음

○ MSO 조치방안

• 3PSO 협력사역차원: MSO가 난민 지원을 위한 협력사역(기금지원)

① 300만원 ② 500만원 ③ 1,00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