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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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필섭 회장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한 귀국길이 되기를.

6(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케 해 주시기를.

11(수)

비전20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국민 75% 신자화, 매년 20만명 세례).

15(일)

한국에 온 외국군 유학생들을

위한 선교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례 받은 장병들 믿음의 성장을 위해.

2(월)

정치 지도자들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확고한 안보관을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 지속적인
경제부흥이 있게 되기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마음속에 체험되기를.

12(목)

8(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수단)

협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Retreat를 위하여.

군선교 사역이 이뤄지도록.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항상 우리 삶에

사이프러스 (4. 12~16 /

역사하시기를.

9(월)

13(금)

진행하면서 개별 MCF와 ACCTS,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속히

17(화)
세계기독군인이 그리스도

60만 국군장병들이

조국수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4(수)

16(월)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Accts MMI, 재미한인교회와 잘

위해서.

3(화)

7(토)

지켜주시기를.

85개국에 MCF가 설립되고, MCF

18(수)

활동이 미약한 국가가 활성화되기를.

극동지역, 중미지역 및 기타 여러

해외파병 국군장병들의 강건함과

14(토)

5(목)

10(화)

순조롭게 추진되어 참가자들이

생각하며 모든 일에 동참하는

(6. 21~23) 준비가 차질 없이 되어

은혜가 있기를.

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나라의 영어캠프가 협력교회들과

신앙전력화를 위해.

6.25 기독장병 구국성회

이재율 선교사를 위하여.

안에서 하나 되어 MCF가 없는

열리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캄보디아 영어캠프와

MEO 계획(6. 18~23)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위한
헌신된 지도자들이 되기를.

아름다운 연결이 되기를.

19(목)

부르키나파소에 보낸 PC

및 영어교육용 교재가 MCF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20(금)

타지키스탄의 외로운

25(수)

군선교 유관기관 (KMCF,

30(월)

MSO가 이 시대에

기독군인을 위하여.

MEAK, KVMCF, ACCTS, Accts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땅 끝까지

타지키스탄에 보낸 PC가 군인들의

MMI 등)들의 활성화와 아름다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복음전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협력을 위하여.

있도록.

21(토)

26(목)

몽골 10주년 기념대회 (5.

25~27)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2007년 4월

MSO 기도회에 성령

충만함과 P&P의 모든 결정에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22(일)

태평양지역대회 및

인터렉션 (9. 20~26 호주
브리즈번)을 위하여.

27(금)

이필섭 회장, 이준 위원장을

비롯한 MSO 모든 임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3(월)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28(토)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한국 군인과 교회,

Our death is not the end of life-

기관들이 MSO 세계 군선교에

Beyond, with Christ, eternity!
- Hess -

기쁨으로 동역하여 사역과 후원에

24(화)

네팔 MCF와 새로 선출된

MCF 회장을 위하여.
재봉훈련센터를 통하여 MCF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29(일)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활성화되기를. 네팔 이민철, 김금숙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선교사를 위하여.

내려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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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네
그 너머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