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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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새해에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도약하는 조국이 되기를.

6(토)

남한 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확고한
안보관을 위해서.

2(화)

지난 한해 MSO와 함께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7(일)

복음전파의 사명감으로 힘차게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대선 1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전진하는 MSO의 2007년이 되기를.
사무실 상근 임원들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헌신의 시무식이 되기를.

3(수)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속히

8(월)

함께 하셔서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임원수련회시 2007년 MSO

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잘 해결하여 지속적인 경제부흥이

회복되기를.

자와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13(토))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임원수련회에 순서 맡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많아져서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5(금)

12(금)

13(토)

MSO 임원수련회(1. 12(금)

10(수)

MSO 임원수련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어 모두가 세계
군선교 사역에 헌신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17(수)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과

안전을 위하여.

군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연결되기를.

충만함과 P&P의 모든 결정에

9(화)

있게 되기를.

잘 선정되어 2007년 MSO의 세계

MSO 기도회에 성령

불우한 이웃들에게 국민의 관심이

한국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임원수련회시 토의의제가

주시기를.

열리기를.

4(목)

11(목)

14(일)

KMCF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18(목)

비전20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국민 75% 신자화, 매년
22만명 세례).
세례 받은 장병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

19(금)

군선교 유관기관 (KMCF,

MEAK, KVOCU, ACCTS, Accts
MMI 등)들의 활성화와 아름다운
협력을 위하여.

20(토)

세계기독군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MCF가 없는
85개국에 MCF가 설립되고, MCF

15(월)

군종목사, 군종부사관,

활동이 미약한 국가가 활성화되기를.

군종병들을 위하여.

21(일)
16(화)

병사들의 각종 사고예방과

명랑한 병영생활이 되기를.

KMCF 임원출정식(1. 21

(주일) 14:00 국군중앙교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향한
열정으로 헌신하기를.

22(월)

2007 영어캠프를 위하여.

26(금)

태평양지역대회 및 인터렉션

31(수)

AMCF 14개 지역 부회장,

앙골라 (나성영락교회), 캄보디아

(9. 20~26 호주 브리즈번)을 위하여.

ACCTS, Accts MMI 사역자들, 해외

(백석대학교), 블라디보스톡

동아시아지역대회 (10. 16~18 대만)를

선교사들의 강건함과 세계 군선교를

(서울영동교회) 영어캠프와 기타

위하여.

향한 협력을 위하여.

협력교회들과 연결이 은혜롭게
되기를.
캄보디아 이재율 목사 부부를 위하여.

23(화)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07년 1월

27(토)

MSO 헌신예배 (3. 4(주일)

14:00 국군중앙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군선교를 향한

네팔 MCF와 재봉훈련센터를

위하여. 네팔 이민철, 김금숙 선교사를

소명과 열정을 가진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아프리카 사무국을 통하여 MCF
사역이 활성화되기를.

24(수)

28(일)

국군중앙교회와 MSO가

동역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중앙아시아 지역대회가

Give me a spirit of thankfulness, Lord

있기를.

For numberless blessings given;

은혜 가운데 개최되어 무슬림 지역의
MCF가 활성화 되기를.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25(목)

Blessings that daily come to me

29(월)

개인과 교회, 기관들이

Like dewdrops falling from heaven.

MSO 세계 군선교에 기쁨으로

- Dawe -

동참하여 은혜가 풍성한 2007 사역이
중동 사이프러스 수련회

(4. 13~16)를 위하여.

되기를.

주여 셀 수 없이

몽골 MCF 10주년 대회 (5. 25~27

30(화)

울란바토르)를 위하여.

MSO 모든 임원들의 영육간의

중미지역대회 및 인터렉션 (8. 1~7

강건함을 위하여.

파나마)을 위하여.

강덕동 장로 부부의 영국생활을 위하여.

주어진 많은 축복들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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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감사하는 영을 주소서.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