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ssion Support Organization)

2022.6.30.목



실시사항

1. 2022 MEO-P  실시

○ 일시/장소: 6.20(월)~6.27(월)/ 해군중앙교회

○ 주관: 세계기독군인 선교협력위원회(MSO)

○ 참가자 현황

MEO 참가 10개국 12명 아프리카(4명), 유럽(1명), 아시아(7명)

강사 3개국 12명
미국 ACCTS(1명), 영국 MMI(1명), 

한국 MSO(10명)

통역 2개국 2명 러시아어(1명), 영어/한글(1명)

AMCF 
Leader
Meeting

4개국 6명

차기 AMCF 회장 지명자(필리핀)

ACCTS 위원장(미국), MMI 위원장(영국)

MSO 위원장 등 2명(한국)





○ 조기입국자 공항 영접 및 조치(6월17일~19일)

6.17(금)~18(토) 6.19(일)

키르기스스탄(2명) 나이지리아(1명), 미국(2명)
영국(2명), 가나(2명), 

카메룬(1명)

해군호텔 해군호텔 공군호텔

통제: 장용관 세계
선교국장

통제: 최상복 교육실장 통제: 김성근 팀장

• 공항 입국과 동시에 PCR Test 실시(모두 Negative 확인)

• 영접/이동: 위원장, 세계선교국 팀장 중심으로 진행

• 조기 입국자 숙소 및 식사지원



키르기스스탄입국 영국 MMI 위원장/강사입국

가나/카메룬입국 영국/ 카자흐스탄입국



☞ 입국/영접 관련 주요 이슈

• WhatsApp을 이용한 참가자 입국간 정보공유

• 해외입국자 모두 PCR Test(모두 Negative로 확인) 

• 세계선교국 중심 영접활동 전개

• 인도 참가자 Raju 비행기 탑승 거절(6.19):여행보험과 태국 Pass 추가 요구

☞ MSO 조치사항: 항공권 재구매(6월 21일 입국조치) 

• 이라크 참가자 Jamal이 제때 공항에 미도착하여 한국행 비행기 미탑승

☞ MSO 조치사항: 항공일정 변경불가로 2022 MEO-P 참가 불가통보



입국/영접
PCR TEST

김성근 등 5명

등록
박백만/진미정

오리엔테이션
최상복

ICE-
Breaking

신동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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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1일차: 6.20.월)

• 등록: 교재, AMCF 핸드북, 필기구 제공, 등록비 접수

• 오리엔테이션: MEO-P 일정 소개

• ICE-Breaking: 참가자 소개

• 중식(피자, 치킨), 석식(도시락)제공



오리엔테이션(최상복교육실장) ICE-Breaking (신동택유럽팀장)



☞ MEO-P 기간 중 식사지원

- 쿠팡 주문에 의한 식사지원(조식)

- 전문업체에 의한 도시락 주문(중,석식 3회)

- 환영오찬, 환송만찬은 전문 뷔페업체 이용

- 교회지원(국군중앙교회, 해군중앙교회, 임마누엘교회, 신길교회), 

외부식사 실시

조식 환영오찬



경건회
신동택

환영사
박남필

AMCF소개
이갑진

ACCTS 소개
Rick Ryles

10

○ 2022 MEO-P(2일차: 6.21.화)

MMI 소개
Mark H-H

MSO 소개
정봉대

개회예배
정봉대

환영오찬
박남필

찬양
마하나임 찬양단

한국
군선교 발전

조은상

MEAK 소개
최세희

KMCF 소개
진철호

군목단 소개
김영호

찬양
임마누엘교회

AMCF 
리더와의

대화
홍성표/이장송



경건회(신동택목사) 환영사(박남필위원장)

ACCTS 소개(Rick Ryles) AMCF 소개(이갑진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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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예배(11:00~12:00)/ 설교 이일우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기도(ACCTS Phil Exner)

• 환영오찬(12:00~13:30)/ 참가자 및 MSO 임역원 등 80명

• AMCF 회장과의 대화(19:00~20:40)

이필섭 전 AMCF 회장 AMCF 회장으로 서의 소회
MEO-P 참가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준 초대 위원장 MSO 설립과 3PSO 협력사역

이갑진 전 동아시아 VP 동아시아 부회장 역할 및 소회

Phil Exner(ACCTS) ACCTS의 사역활동

Roddy Porter(MMI) MMI 사역활동



설교: 이일우목사(군종목사단장)



한국군선교발전: 조은상강사 MEAK 소개: 최세희강사

임마누엘교회찬양단찬양

군종목사단소개: 김영호강사



AMCF Senior Talking(이갑진, 이필섭, Exner, Porter)



새벽기도회
국군중앙교회

판문점 견학
JSA 교회

박남필

도라전망대
김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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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3일차: 6.22.수)

6.25 
구국성회
개회예배
국군중앙교회

제3땅굴
김성근

도라
전방교회

김성근

• 새벽기도회/ 조찬(국군중앙교회 05:30~08:00/ 35명)

-말씀: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곳에 집을 짖고 정착하라(손봉기 담임목사)

-각국 해외참가자를 위한 소개와 각국 및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한국교회 새벽예배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손봉기담임목사설교 국가별참가자소개 참가자합심기도



MSO 사무실방문

국군중앙교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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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견학(임진각, JSA 교회 방문)10:00~12:00)/ 위원장 등 25명

-경계제공, 안내: JSA 대대장 중령 이현행, 부대대장 소령 김정용)

• 중식: 통일촌 장단콩 마을(한식 두부)   

• 전방지역 견학(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교회)13:30~16:00

- 안내: 1사단 소령 유경부 목사

• 견학결과

- MEO-P에 최초로 판문점 견학 반영

- 세계 유일한 남북 분단의 아픈 현장을 체험

- JSA교회, 도라교회 방문/기도로 한국기독군인 교회 활동 소개

- 교육 후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역제공



판문점견학



판문점(남북회담장소에서)



북한지역을바라보며 제3땅굴견학모습

남북한의통일을염원하며 전방도라대대교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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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구국성회 개회예배 참석(19:00~20:30/국군중앙교회 대성전)

- 2022 MEO-P 참가자 소개 및 기도로 MSO 사역활동 중요성 인식

- 한국 기독군인교회 및 기독군인의 뜨거운 기도현장 체험을 제공

☞ KMCF 주관 유관기관 대표자 만찬 참석(17:30): 이필섭, 이준, 박남필

해외참가자 저녁식사는 국군중앙교회에서 제공

이영훈목사설교
(여의도순복음교회)

공군대장원인철
환영사(KMCF 회장)

개회예배참석(연약한내영혼통하여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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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내정자 대장 김승겸 해외참가자 선물(모자 30개, 코인 30개)

평화의집 판문점견학을마무리하면서



경건회
김우선

IBS
강의/실습

최상복

CP 
강의/실습

Mark H-H

찬양
하늘빛워십

찬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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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4일차: 6.23.목)

개인전도
강의/실습

김형곤

찬양
공군중앙교회

찬양팀

MCF
설립/성장

윤영수

개인간증
강의/실습
Rick Ryles

AMCF 
Leader 
Meeting

위원장



IBS 강의/실습(최상복교육실장) CP 강의/실습(MMI Mark H-H)

개인간증강의/실습(MMI Mark H-H) MCF 설립/성장(윤영수교육훈련국장)



개인간증실습

개인전도실습 IBS 실습

CP 실습



찬양

하늘빛워십선교단

공군중앙교회찬양팀



AMCF/ 
ACCTS

소개
Phil

MMI소개
Roddy

MSO 소개
이장송

○ AMCF 신임회장(예정) Soriano 장군과 3PSO 위원장들과 대화

• 일시/장소: 6.23(목)~24(금)/ 해군중앙교회 장로회실

• 참석: AMCF 차기회장, ACCTS, MMI, MSO 위원장(사무총장, 선교실장)

• 목적: AMCF 신임회장과 3PSO 위원장들과 상견례

AMCF 신임회장에게 AMCF  및 3PSO의 현황 브리핑

AMCF 현안업무 토의(AMCF 회장 이취임식, 브라질 세계대회 준비)

2024 WC/
회장인수인계

준비

AMCF 리더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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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F 리더미팅

AMCF 리더만찬



경건회
남동현

Case 
Study

윤영수

성경적
리더십

이갑진

찬양
그레이스 찬양단

30

○ 2022 MEO-P(5일차: 6.24.금)

폐회예배
수료식

이장송,박백만

찬양
해군중앙교회

국가별
발표(2)

이장송

국가별
발표(1)

이장송

환송만찬
박남필



• 경건회(08:30 남동현 선교사)

• Case study(09:00~10:00 윤영수 교육훈련국장

• 성경적 리더십(10:30~12:00 이갑진 상임고문)

경건회(남동현목사) Case Study(윤영수교육훈련국장) 성경적리더십(이갑진상임고문)



• 찬양

오후 찬양: 국군중앙교회 그레이스 찬양팀(박민주 권사 등 8명)

저녁찬양: 해군중앙교회 찬양팀(중령 이로운 집사 등 4명)

그레이스찬양팀 해군중앙교회찬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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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발표(1부:14:00~15:30),(2부:19:00~22:00) 이장송 선교실장

가나: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 GMCF의 성장방안

나이지리아: 전국 34지역, MCF 미설립 지역12개를 위한 노력/기도

카메룬: MCF 새로운 리더 양성

영국: AFCU 성장을 위한 노력, MMI 협력 방안

레바논: MMI(MCF 미설립 국가), MSO(MCF설립국가), 군에 군종사역 도입

인도: 불교국가에서의 기독군인 성장을 위한 기도가 필요

중앙아시아지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 정부의 기독교 탄압, 기독군인 활동제한 해제, 젊은 기독군인 양성

1부: 아프리카 지역 2부: 유럽, 중동, 아시아지역

가나 나이지리아 카메룬 영국 레바논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나 MCF 나이지리아 MCF

키르기스스탄 MCF 국가별발표후
참가국 MCF를위한합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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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예배(16:00~17:00/해군중앙교회 대성전/ 이장송 선교실장 사회)

-참석: MSO 임역원 등 80여명

-설교: “예수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철우 목사

(UNC/CFC/USFK 군종단장)

-기도: Roddy Porter MMI 위원장

-성경봉독: 최상복 교육실장

-특송: 솔리데오 콰이어 차임, AMCF 리더팀



설교(예수안에서그로말미암아)/ 
김철우목사(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군종감)

솔리데오콰이어차임특별연주

AMCF 리더특송



폐회예배후 MSO 임역원및 MEO-P 참가자들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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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식(17:00~18:00/ 박백만 운영실장 사회)

-기도(최경선 후원협력 부팀장), 축하찬양(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

-수료증 수여, 환송사(박남필 MSO 위원장)

AMCF 배지 수여 및 격려(이필섭, Phil Exner, Roddy Porter)

-교육수료인원: 10개국 12명

-감사인사: 준장(예) Mike Akpatsu(가나 MCF 회장)

-격려사: 이필섭 장로(전 세계기독군인연합회 회장)

-마침기도: 윤영수 목사(교육훈련국장)

아프리카 지역(4명) 유럽/중동(2명) 아시아 지역(6명)

가나
(2명)

나이지리아 카메룬 영국 레바논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2명)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료증수여(SSgt Ignatius Nsoh Ambe/ 카메룬)

AMCF 뱃지수여
(SAC Joshua James Marlow/ 영국)

World Vision 어린이합창단축하찬양

World Vision 어린이합창단과 MEO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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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차 주요 이슈

① 카메룬 참가자 현역중사 Ambe Ignatius Nsoh 6월 23일부터 머리통증

- MSO 조치사항: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윤문수 아프리카팀장)

PCR 검사, X-Ray 검사, 혈액검사, CT촬영

- 병원 검사결과: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없음, 단순 두통으로 판명

- 퇴원수속 및 약처방→ 공군호텔 숙소로 복귀/ 안정

② 국군중앙교회 그레이스찬양단(단장 박민주 권사)호도과자 40봉 증정

③ 해군중앙교회 김응진 장로님 다과시 명랑핫도그 제공

④ 해군중앙교회 여전도회 봉사팀 격려금 전달(위원장)   



전쟁기년관
관람
김성근

진중세례식
참관
오계록

관광
쇼핑

(아이파크몰)
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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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6일차: 6.25.토)

• 조식(08:00), 이동(09:00)/ 25명 참석

• 전쟁기념관 관람(09:30~10:30)

환영/영접: 예비역 해군제독 김영철 사무총장

해설 및 안내: 해설사 윤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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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방문(국방부청사를바라보며)

전쟁기념관사무총장(해군제독김영철) 참가자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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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11:30~12:30/25사단 복지관/사단 군종목사, 부사단장 안내)

• 사단교회 소개(12:30~13:30) 최광수 사단 군종목사

25사단최광수군종참모사단군종활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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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세례식 견학(14:00~16:00)/사랑의 교회(최광수 목사)

- 세례인원 11명, 신교대 교육 5주 후 자대배치 파송인원 약 80여명

참가자성수지원

진중세례식예배참가



한글족자선물증정 MSO 박남필위원장격려사



한사랑교회후원세례식및파송예배 25사단사랑의교회대표자와함께



사랑의교회진중세례식에참가한모든인원들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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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 및 쇼핑(17:00~20:30): 용산 아이파크몰

A조: 아프리카(김성근 팀장)

B조: 유럽 및 중동(오계록 팀장)

C조: 중앙아시아(김인수 팀장)

☞ 식사장소 선정, 인원관리, 쇼핑안내는 각 조 팀장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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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차 주요 이슈

① 출국자 PCR 테스트(인솔자: 김형곤 인터렉션 팀장)

- 장소: 강남성심병원(해군중앙교회 인근)

- 대상(3명): Essel Soriano 회장(필리핀)

Sampath Raju(인도)

Ambe Nsoh(카메룬)

② 카메룬 참가자 현역중사 Ambe Ignatius Nsoh 병원비 지원

- 6.24.금 발생한 진료비: 신촌 세브란스병원(약 148만원)



주일예배
(임마누엘교회)

문성철

경복궁/
청와대
관람
박재영

주일저녁
예배

(신길교회)
이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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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7일차: 6.26.일)

• 주일예배(09:00~10:00): 임마누엘교회 대성전

- 참석: MEO-P 참가자 등 34명

- 참가자 소개/ 설교(당신이 질그릇임을 기억하세요): 김정국 담임목사

- 임마누엘 군선교 사역할동 소개

☞ 기념촬영, 다과회 실시

• 올림픽 공원 소개 및 관람 (11:00~11:30)

올리픽 공원
소개/관람

문성철

오찬
진진수라
임마누엘교회

제공



김정국목사참가자소개 이필섭상임고문감사인사

2022 MEO-P 참가자주일예배 임마누엘교회대표와함께



올림픽공원소개및관람

청와대관람

경복궁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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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저녁예배(09:00~10:00): 신길교회(신길영어예배)

- 참석: MEO-P 참가자 등 34명

- 참가자 소개/ 설교(Calling): 이기용 담임목사

☞ 기념촬영, 만찬 실시

이기용목사참가자소개 신길교회주일저녁예배



신길교회대표와함께



55

• 7일차 주요 이슈

① 해외 참가자 출국

- 가나(Mike Akpatus, Douglas Yaw Akotey)/ 이현철 팀장 환송

- 나이지리아(Bukola Ibiyemi Olatunde)/ 최상복 교육실장

② 신길교회 선물: USB(125G), 인삼캔디, 신원 골프웨어

가나출국환송(이현철장로)



출국자 수송
세계선교국

잔류자
관광

세계선교국

MSO 
지휘통제실
폐쇄/이동

56

○ 2022 MEO-P(8일차: 6.27.월)

• 해외 참가자 출국 수송 및 환송

-영국(Roddy Porter, Mark Hingston, Joshua Marlow)/위원장

-인도(Pothuraju Sampath Raju)/최상복 교육실장

-미국(Phil Exner)/ 윤문수 팀장

-필리핀(Essel Soriano)/ 임말희, 김우선 선교사 부부

-레바논(Andre Maurice Hannouche)/ 박재영 팀장



AMCF 회장내정자출국 / 환송
(김우선선교사부부)

Phil Exner 출국 / 환송(윤문수팀장)

레바논 출국/ 환송(박재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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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자 관광(장용관 세계선교국장)

-대상: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주요일정: 동대문, 잠실 롯데타워, 공연관람

잠실롯데타워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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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차 주요 이슈

① 카메룬 참가자 PCR 재검사 실시(인천공항 COVID 19검사센터)

음성확인/PCR 검사지 수령, 항공권 재발급(6.28.화.10:05)

② 솔리데오 공연참석:

-일시: 6.28.월.19:00~21:00 롯데타워

-참석: 스탄국가 참가자 6명, 장용관, 

홍성표 부부, Rick 부부

③ MSO 지휘통제/지원본부 이동(10:00/MSO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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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잔류자 출국: 6.28.화)

• 키르기스스탄(3명), 카자흐스탄/위원장, 세계선교국장 환송

• 카메룬 출국/ 운영실장 환송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안대희 중앙아시아팀장 환송

• 개인여행을 하며 7월 5일 출국하는 미국 Rick 부부를 제외하고는

6월 28일 2022 MEO-P 참가자는 모두 출국이 완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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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MEO-P 분석

• COVID-19 판데믹을 극복한 대면 MEO-P을 실시

• MCF 미설립국인 이라크 초청은 항공 시간의 잘못 인지로 비행기를 탑승

하지 못하여 참가 불가하였으나 나머지 인원은 항공제한 극복하고 참여

• COVID-19 상황이 완전 해소되지 않아 국제항공의 제한으로

항공료의 과다 지출현상 발생

• CATT 개념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교육훈련 극대화

• MEO-P 기간 중 AMCF 리더 미팅 병행으로 AMCF, 3PSO의 대면 모임과

유익한 정보 교환, 좋은 친교관계 유지 발전



• 군교회, 후원교회 적극적 지원

(해군중앙교회, 국군중앙교회, 1사단, 25사단, 임마누엘교회, 신길교회 등)

• 해군중앙교회 적극지원

- 강의실, 예배실, 식당, 기타 소그룹 운용 등 지원시설 가능

- 여전도회장 / 회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간식 및 식사지원 원할

- 정영환 사무장, 군종병, 영상담당 이석배 목사의 지원으로

현장 어려움 즉시 해소 가능

• 국군중앙교회의 후원 및 세계기독군인 사역을 위한 기도, 초청, 소개에 감사

- 새벽기도, 구국성회 참여, 식사 2회 제공 등



• 임마누엘교회 적극지원

-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환대, 소개, 친교활동

- 예배 후 참가자들을 위한 오찬제공(진진수라)

- 카니발 차량 기간 중 지원으로 참가자 공항수송, 공군호텔 숙박자

교육장 수송 등 경비절약 가능

• 신길교회 적극지원

- 영어찬양예배를 젊은이와 함께

- 참가자를 위한 소개, 선물 증정, 석식 제공 등 친교활동 증대



• 경건회 진행은 MSO 회원 목사님들이 담당하는 프로그램 정착 계기마련

• 1일 활동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다음날 교육전 상영, 자료 존안,

참가자에게 USB 자료제공(최낙중 부팀장)

• 각 기관의 찬양단 지원으로 다양한 찬양 참여 프로그램 진행

(국군중앙교회, 해군중앙교회, 공군중앙교회, 하늘빛워십선교단 등) 

• 견학 및 관광 책자제작으로 참가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김성근 부팀장)

• 통역은 영어→러시아 키르기스스탄 Marianna에 의해 행사 지원

구국성회는 서은혜 목사의 한국어→영어 실시간 지원

• 남동현 목사의 찬양리더, 반주, 운전지원 봉사로 효율적인 행사진행



○ 향후 추진계획

• 참가자 감사인사 및 격려 서신 발송(위원장)

• 지원기관 및 협력기관, 후원교회 감사인사 서신발송(위원장)

• 2022 MEO-P 최종 강평

- 7.5(화) 화요기도회: 강평내용 종합/검토(교육실장)

- 7.7(목) 목요기도회: 강평내용 최종보고(교육실장)

☞ 2023 MEO-P 교육계획에 반영

• 2022 MEO-P 참가자 사후관리(세계선교국)



실시사항

2. 군선교연합사역(MEAK) 50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식 참석

○ 대상: 개인상-이필섭 장로, 이준 장로, 단체상-MSO(박남필 위원장)

○ 일시/장소: 6.26(일) 17:10~20:30/ 명성교회

☞ MSO 참석: 이필섭 상임고문, 이준 상임고문, 이갑진 상임고문, 박남필 위원장

○ 17:10~18:30 축하리셉션(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

○ 18:40~20:20 감사예배/ 희년대회(명성교회 예루살렘성전)





실시사항

3. 수요 기도회/ 현안업무 토의(온라인)

○ 일시/장소: 6.29.수.06:30/자가

○ 주관/참석: MSO 위원장/ 윤영수 교육훈련국장, 사무국

○ 주요토의 내용

• 2022 MEO-P 실시사항 보고(운영실장)

• 이필섭 전 AMCF회장, 이준 장로 MEAK 50주년 행사에서 개인상 수상

• 7월 7일 MSO 목요기도회 준비 위해 7월 5일 화요기도회 대면 실시

• 2022 MEO-P 결과로 제작된 동영상은 7월 7일 P&P시, 

국군중앙교회 중보기도회에 상영(최낙중 IT 부팀장)



금주 MSO 후원 및 지원 현황
1. 후원 현황: 278만원 / $300

○우크라이나 군목지원: 160만원
-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50만원 - 하늘담은교회(남정우 목사): 50만원
- (사)코이노니아선교회: 60만원

○MSO 선교후원: 110만원
- 월드비전교회(김영철 목사): 100만원 - 최헌영 목사: 10만원

○MEO-P 참가자 등록비(총 12명/1인당 $30): $300 (10명) / 8만원 (2명)

2. MSO 선교후원 지출현황: 51,110,753원 / $60

○고넬료 창립 42주년 감사예배 후원: 30만원

○우크라이나 전시 군종목사 지원금 $15,000 환전/송금(강태원 선교사 요청)
: 19,604,737원
* 국군중앙교회, 해군소망교회, 해군제주교회, 을지군인교회 목적헌금에서 지원

○MEO-P 진행경비: 31,206,016원 / $60(타지키스탄 후잔드-타쉬켄트 교통비)
*세부 지출내역: 7.7(목) 보고예정



예정사항

2. 구 소련권 제자훈련(7월~8월)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행복학교 사역: 강태원 선교사

비슈케크 행복학교 통해 신실한 교회일꾼, 기독군인 지도자 배출 되도록

1. 2022 MEO-P 강평/ 후속조치

- 교육분야(강사), 행사분야(지원/봉사인원) 자료접수

- 초안검토: 7월 5일 화요일(주관: 위원장/ 보고: 교육실장)

- 최종강평: 7월 7일 P&P에 보고(교육실장)



예정사항

4. 2024 WC P&P(온라인)

○ 일시/장소: 7.30(목) 21:00

○ 주관: 세계기독군인연합회 회장 Srilal Weerasooriya

○ 참석: AMCF VPs, 3PSO, UMCEB 등

(MSO 참석: 이갑진 상임고문, 위원장, 사무총장, 선교실장, 윤문수 팀장)

3. FMC-K 인터랙션 준비

○ 기본계획 발송: 국방대, 합참대, 각군 대학, 각군사관학교

외국군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에게 인도되고 세계기독군인 리더 양성



예정사항

5. KMCF 회장 환송 및 환영 오찬/ 군선교 유관기관 대표 상견례

○ 일시/장소: 7.14(목) 11:45~13:30/ 육군회관 1층 태극홀

○ 복장: 사복정장(현역: 군복)

○ 참석(36명): 8개 유관기관 대표

(MSO 참석: 전 AMCF회장 이필섭 장로, MSO 명예위원장 이준 장로

MSO 위원장 박남필 장로, 사무총장 정봉대 목사

☞ 이임 예비역 공군대장 원인철 안수집사

취임 육군대장 김승겸 장로(합참의장)



예정사항

날짜 7.7 7.14 7.21 7.28

설교 김종수 지도목사 박재현 지도목사 손창문 지도목사 전성동 지도목사

기도 임철수 장로
국내운영국장

이현철 장로
세계선교기획 팀장

신동택 목사
유럽 팀장

윤문수 안수집사
동/불아프리카 팀장

목요기도회 설교 및 대표기도 순서



예정사항

MSO 주요활동 AMCF 주요활동

○ 구 소련권 제자훈련(7월~8월)

- 키르기스스탄 비슈켓(강태원 선교사)

○ MSO 목요기도회(7.7.06:30/국군중앙교회)

- 대면+온라인 방법으로 실시

○ 2022 MEO-P 강평준비/ 후속조치 실시

- 자료종합 및 검토: 7.5.화

- 최종보고: 7.7.목

- 참가자에게 감사서신 발송

○ KMCF 회장 환송 및 환영 오찬/ 군선교유관기관
대표 상견례(7.14.목/ 육군회관)

○ 2024 WC P&P: 6.30(목)

○ 동아시아 지역 P&P: 7.2(토)13:00/온라인

○ AMCF Interaction P&P: 7.11(월)/온라인

○ 미국 ACCTS 스텝모임 /펜실베니아주 WSS 

- 이사회: 9.30~10.1

- Staff Meeting: 10.3~7

○ 세계기독군인 회장 이.취임식: 10.2(일)/WSS

○ 남아프리카 지역 인터랙션(MMTI): 10.8~15



광고

1. 7월 MSO 목요기도회는 첫주(7월7일)은 대면으로 국군중앙교회에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 7.7.목.06:30/ 국군중앙교회 세미나실(410호실)

- 대면+온라인 병행실시



이어서

1. 2부: 친교, 교제, 기도(MSO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