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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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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토)

AMCF 회장 이필섭 대장과

부회장들인 네스털 중령, 알메이다
소령, 말도나도 대령, 보스트롬
대령, 필링햄 소령, 로렌스 대령,
누무 중령, 무와니키 소장, 코모
준장, 위라수리야 대장, 시론
소장, 레이 중장, 네일 대령 및

5(수)

복음주의 군목을

중에 있는 바하마 MCF를 위해.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시도록.

6(목)

11(화)

16(일)

아르메니아의 매우

7(금)

알바니아에 있는 2개의

MCF에 지혜와 성숙함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4(화)

앙골라에 새로 설립된

MCF를 위하여, 영어캠프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찾도록.

볼리비아 정부의 압력에서

믿음의 기독군인들과 민간

2(일)

3(월)

15(토)

지역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모금

마이야 대장의 사역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한국의 피랍된 성도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하여.

2008년 4월 MCF

세우려는 아르헨티나 MCF와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활발한 MCF 활동에 대하여
감사하며, MCF 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전란 속에 있는

10(월)

몰도바 MCF 전도행사,

군목제도발전, 성경/인쇄물의
배포, 결혼 세미나(9. 7~9)를
위하여.

8(토)

오스트리아 MCF의

스키수양회 (’08. 3월)와 군목들,
2개의 MCF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9(일)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에 접촉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형편에
있는 AMCF협력자들을 위하여.

방글라데시의 젊은

MCF 성장과 회원들의 지혜를
위해서.

12(수)

벨라루스 MCF가

그들이 더욱 힘을 얻고 보호하심을
받도록.
벨기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경공부 2개 반을 위하여,
감군의 결과가 MCF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14(금)

많은 군인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현재는 주로 군목들임)

활발한데 대하여 감사하며,

13(목)

보츠와나 MCF가 더

17(월)

불가리아의 새로

제정된 군목제도와 군목들의
지혜를 위해서.

18(화)

부룬디 기독군인들이

군대 내에 부흥을 일으키도록.

19(수)

태평양지역대회

참석하시는 이필섭 장로 부부와,
KMCF 인터액션

MSO 모든 분들을 위하여.

양육프로그램이 전부대에

태평양지역 여행 중이신 고넬료

확산되어 비전2020 목표달성에

회원들의 건강과 은혜로운

크게 기여하기를

여정이 되기를.

20(목)

9월 20~23일에 개최될

24(월)

추석연휴동안 임원들의

29(토)

하나님의 성령이

오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기를.

중국 군에 부어지기를.

대표들이 MCF를 설립, 발전,

25(화)

30(일)

및 섬길 준비를 갖추도록

믿음으로 갈등하는 주 안의 모든

게릴라와 마약 활동이 계속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감소되는 상황을 잘 이용할

태평양 지역대회와 23~26일에
개최될 Interaction에 참석하는

21(금)

브라질 MCF 총회

(9월 20~23일)에 참석하는 모든

조상숭배로 인해서

용기,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회원들이 군선교의 비전을

26(수)

새롭게 하도록.

군선교 행사에 참가한

콜롬보의 두 MCF가

9월 21~23일에 개최되는

폴란드 MCF 창립 10주년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카메룬에서 실시된

기념행사와 수적, 영적성장을
위해.

23(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27(목)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His heralds will proclaim
Salvation for men everywhere
In Jesus' blessed name.
And we who cannot go
To bear His tidings far
Will pray for those who take the Word
And witness where we are.
We will give, we will pray,
We will witness everyday.
That the millions of the whole world
May know our Saviour's love.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동 군인들의
동원이 폐지되게 됨을 감사.

캄보디아 군인

가족들을 위한 의료선교가

28(금)

칠레 군대내 종교

활동의 증가와 많은 군목들의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고용, 많은 교회가 군 선교에

옮겨가도록 도울 수 있기를.

참여하도록.

2007년 9월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행사의 결과로

22(토)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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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도의 날(9. 15) 기도제목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군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은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