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18;19~20)

1(수)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안보위기를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남한 정치 지도자들의
자유민주체제를 유지하는 확고한
안보관을 위해서.

2(목)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위협받지 않고 경제가 안정되어
취업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도록.

3(금)

한미관계의 FTA 등 여러

갈등요인이 잘 해결되어 동맹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4(토)

AMCF 회장 부부의 여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한 선교여행이 되도록.

5(일)

캄보디아 군선교사 이재율

목사님의 영적인 은혜와 빠른 쾌유를
위해서.

7(화)

폐의 이상으로 응급실에

강한규 장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Vision 2020의 실현을

16(목)

우루과이 이 나라의

입원한 Don Snow 부인 Jonie의

위하여, 특별히 소수종단 및

경제적 상황 때문에 MCF 모임을

건강을 위해서.

이단종파의 군 유입의 방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8(수)

영국에 체류 중인 강덕동

장로와 그 가정을 위하여.

9(목)

60만 국군장병들의 국토방위와

신앙전력화를 위해서.
해외파병 지휘관들 및 국군장병들을
지켜주시기를.

10(금)

OCU/MCF 창립 50년사

13(월)

군선교 유관기관 (KMCF,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형편임.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같은

MEAK, KVOCU, ACCTS, Accts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MMI 등)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있음. 이 어려운 때에 기독군인들이

향하여 MSO와 아름답게

용기를 얻도록.

협력하기를.

14(화)

MCF 미설립 86개국에

17(금)

베네수엘라 MCF의

주요사역인 군목학교에서 2개 학급을

MCF가 설립되고, MCF가 미약한

졸업시킨 일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국가는 활성화되기를.

현재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주님께서 MCF와 군목들을 격려해

편찬과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15(수)

돌리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는

굳게 지켜 그리스도를 위한 수확이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독군인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증가되기를.

미국 전쟁지역에서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찬양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및

11(토)

KMCF 수요기도회와

연말계획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6(월)

12(일)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군사적 지도자들이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도록;
영적 전통이 퇴보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기독군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생활화 하도록.

18(토)

바누아투 정부가

안정되기를; 이 섬나라의 통치를
돕고 있는 많은 기독경찰 간부들을
기도로서 붙잡아 주기 바람.

19(일)

회교권 지역대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20(월)

우즈베키스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기독군인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종식되고,
기독군인들을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21(화)

새로 설립된 방글라데시

MCF가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신론자/불가지론자가 많은
문화에서 사는 베트남
기독군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베트남 MCF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힘을 나타내도록.

27(월)

르완다 기독군인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화해사역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서

24(금)

폴란드 MCF 지도자 M

소령과 S 대령 및 모든 MCF

기도바람. 기독군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려지기를.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06년 11월

회원들이 조정(배 젓기) 및 스키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28(화)

전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바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06 MSO의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키르기즈스탄
기독군인들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감소를 위하여. 하나님과 군대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기독군인 지도자들을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해외에서 공부하는 키르기즈스탄
군인 학생들에게 선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도록.

22(수)

23(목)

25(토)

“크리스찬이 군 복무를

해도 되는가”의 출판을 포함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크라이나 MCF가 하고 있는 여러

29(수)

가지 노력을 인하여 하나님께

임원들의 건강과 2006년 사역의

찬양합니다. 기독군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찾도록.

MSO 위원장과 모든

은혜로운 마무리를 위하여.

30(목)

2007년도 사역계획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26(일)

한 때 안정되었던

짐바브웨에서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종식되도록;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는
열망을 주시도록.

AM CF 선 교 협 력 위 원 회 (MSO)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전
화: 02-795-6225, 797-6763, 군 )900-4091
홈페이지: http://www.mso.or.kr
이 메 일: mso2004Ոparan.com

He giveth more grace
when the burdens grow greater,
He sendeth more strength
when the labors increase;
To added affliction
He addeth His mercy.
To multiplied trials,
His multiplied peace
- Flint 짐이 더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네.
수고가 더해질 때
힘을 더 보내주시네.
고통이 더해질 때
자비를 더하시고
몇 배의 시험에
몇 배의 평강을 내리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