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도의 날 (9. 10(토)) 기도제목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148:1~5)

AMCF President (Lee, Pil Sup)
9월10일은 AMCF기도와 찬양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군 신자들이 하나
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요청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MCF 군사역에서 주님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AMCF회장 14개 지역
부회장들의 사역과 여행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요.
ACCTS, Accts MMI, MSO 등 협력기관들이 AMCF를 도와 모든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하게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북미 지역 (VP: MGen. Robert F. Dees)
ANTIGUA & BARBUDA
“경찰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원들이 경찰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월례 모
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정부 개편이 그 나라에 긍정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BARBADOS
MCF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최근에 수립된 선교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하도록.

CANADA
자유로운 문화에 있어서 MCF 회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독교의 세력이 되
도록; 기독군인들이 영원한 것에 대하여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GRENADA
기독군인들이 최근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실추된 군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데 앞장서도록; 기독군인들이 작년도 허리케인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그 나라에
희망을 가져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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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TI
군대와 경찰의 크리스천들이 인권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JAMAICA
도덕적 위기에 직면한 이 나라에서 기독군인들이 계속적으로 신실하고 영적으로
강한 삶을 살도록; MCF의 전도활동을 인하여 찬양함.

ST. LUCIA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하여 굳건히 서고, 범죄와 폭력의 요새들을 봉쇄
하도록; 새로 보충된 장교들이 강력한 영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UNITED STATES of AMERICA
기독군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문화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과
간증을 가지도록; 한 배우자가 일선에 배치될 경우 그들의 결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미 지역 (VP: Col(Ret) Joaquin Maldonado)
COSTA RICA
복음주의 군목학교 설립을 위하여; MCF 운영위원회에 2쌍의 부부가 추가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독부인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도록.

CUBA
지하 여러 군데에서 모이고 있는 기독군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들의 모든 일이 성령으로 인도되도록; 종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서 있는 기독군인들의 신실함을 인하여 찬양드림.

EL SALVADOR
최근 재건된 MCF의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수와 정신
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MCF의 재활성화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GUATEMALA
중앙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11. 24~27까지 개최될 AMCF 지역대회(과
테말라 MCF 주관)에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HONDURAS
최근에 재건된 MCF가 그리스도 안에 확고히 뿌리박고 수립될 수 있도록; MCF를
재건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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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많은 사람들이 MCF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양탐험 캠프(Sea Explorers Camp)를 통한
젊은 장교들의 자녀훈련이 성공하도록; MCF를 위해 헌납된 땅에 대하여 주님을
찬양함.

남미 지역 (VP: Maj(Ret) Jose Oliveria de Almeida)
ARGENTINA
48,000명의 Buenos Aires 주 경찰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MCF 회장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금년 12월에 최초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군목학교를 위하여.

BOLIVIA
MCF 국가대회(12. 16~18)를 위하여; 그들이 전도활동을 할 때 MCF 회장과 지도자
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MCF 급속한 성자에 대하여 찬양하고
기도함.

BRAZIL
MCF회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의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MCF를 지도하는
MCF 회장과 기타 지도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MCF를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대단히 크고 역동적인 MCF를 주신데 대하여 찬양함. (세계인구 5위)

CHILE
새로 선출된 MCF 지도자들이 지혜와 겸손으로 MCF를 이끌어가도록; 2006년
AMCF 남아메리카 지역대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사가 되도록.

COLOMBIA
9. 15~18까지 개최되는 남아메리카 지역대회를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9. 5~30까지
개최되는 AELT(American English Language Training)가 공군 참석자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을 주도록.

ECUADOR
기독군인들이 계속 증가하도록; MCF 성장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

SPAIN
MCF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MCF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계속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도록.

VENEZUELA
기독군인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도록; 군목교육에 하나님의 축
복이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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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유럽 지역 (VP: LTC. Torbjörn Boström)
ARMENIA
여러 가지 교파의 배경을 가진 아르메니아 기독군인들이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로써 하나가 되도록.

BELARUS
MCF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군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ESTONIA
기독군인들이 윤리 및 군 리더십 세미나를 금년 가을에 개최하도록 계획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도록.

FINLAND
금년 9월에 있을 사관생도/초급장교 성경공부에 참석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해지도록; 인접 국가들의 MCF 사역을 인하여 찬양함.

NORWAY
MCF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하며
지역 모임을 강화하여 서로 격려하도록.

POLAND
10. 14~16까지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될 윤리세미나를 위하여; 이 MCF 행사를 통하여
많은 군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MCF의 전도활동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RUSSIA
기독군인간의 일치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무너지도록; 군 기지 내에서 MCF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인접국가에 대한 MCF의 사역으로 인하여 주
님을 찬양함.

TURKEY
터키의 모든 사회계층에 있어서 예배의 자유가 허용되도록; 99%가 모슬렘인 이 나
라에 있어서 기독군인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도록.

UKRAINE
MCF의 영어캠프가 계속하여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가져오
도록; 9월에 실시되는 교파연합 군목 훈련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도록; 우크라이
나 정부에서 최근에 시작한 군목제도가 원활히 수립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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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유럽 지역 (VP: Maj(Ret) C. R. Mark Fillingham)
ALBANIA
육군사관학교에 성경공부 참여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10월 개최
예정인 MCF 총회를 위하여.

AUSTRIA
스키 수양회와 기타 행사들이 많은 기독군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믿음
을 가지게 하도록.

BERMUDA
새로 설립된 MCF가 버뮤다의 군인과 경찰 세계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힘이 되도록.
MCF 지도자들이 AMCF의 여러 가지 활동을 주지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BOSNIA
AMCF 협력 사역자들이 보스니아 기독군인들과 강한 유대를 형성하도록.

GERMANY
MCF 회원들이 독일군의 젊은 세대에 대하여 전도하도록; 더 많은 현역 군인들이
MCF에 가입하도록.

MOLDOVA
MCF의 전도활동을 인하여 찬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 전도용 문서 발간 자금이
확보된데 대하여 주님을 찬양함; MCF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지혜와 열정을 가지도록.

ROMANIA
군선교가 활성화 되고 성장하도록; 대형 고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있었
던 사관생도 성경공부 모임을 통하여 많은 생도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주님
을 찬양함.

SLOVAKIA
주님께서 군대 안에 자신에 대한 강력한 증인들을 세우도록.

UNITED KINGDOM
MCF의 가족모임(8월)과 가을모임(10월)을 포함한 군선교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뤄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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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권 아프리카 지역 (VP: Commandant(Ret) Gaston Gnoumou)
COTE D'IVOIRE
기독군인들이 그들의 모든 결정을 윤리적으로 하도록; 어린이를 군인으로 사용하는
일이 종식되도록.

GUINEA
9월에 불어권 아프리카 군인들을 위해 개최되기로 한 AMCF 대회가 연기되었으나
내년 개최를 준비하는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그 대회가 그리스도의 확고한 기초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개최되도록.

서아프리카 지역 (VP: Air Cdre Ishaku Komo)
LIBERIA
군대의 재편성을 시행하고 있는 이 나라의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NIGERIA
군인의 배우자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의 성공을 위하여.

남아프리카 지역 (VP: Capt(Ret) Peter Louwrens)
ANGOLA
앙골라 군 최초의 군목이 군목업무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도록;
그는 최근에 임무를 시작했음. 그리고 MCF의 재활성화를 위하여.

BOTSWANA
성령의 능력으로 군목들과 기타 기독군인들이 매일 새로워지도록.

MADAGASCAR
영어캠프와 기타 전도 프로그램이 많은 군인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도록.

SOUTH AFRICA
MCF 회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의 등대가 되도록; MCF의 전
도활동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ZIMBABWE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소란한 이 나라에 있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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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프리카 지역 (VP: MGen. Njuki Mwaniki)
BURUNDI
비교적 젊은 이 MCF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독군인들이 매일 서로 격려하도록.

ETHIOPIA
한때 따로따로 모이던 MCF들이 이제 함께 모이는 가운데 더욱 하나가 되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신데 대하여 찬양함.

KENYA
MCF의 전도활동을 성경께서 인도하시도록; MCF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식을 겸
비한 열정을 가지도록.

SOMALIA
기독군인들이 지역분할과 분쟁이 심한 이 나라에서 구원세력이 되도록.
(종교핍박 10위)

남아시아 지역 (VP: Gen(Ret) C.Srilal Weerasooriya)
AFGHANISTAN
AMCF 협력사역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독군인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신앙을 북돋
울 수 있도록. (종교핍박 9위)

BANGLADESH
2004 세계대회에 참석한 두 사람이 만날 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독군인
기도모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군인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BHUTAN
기도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독군인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크리스천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안전을 위하여; 그 불교국가에서 기독군인들이 빛으로 빛날 수 있도
록 (종교핍박 7위)

INDIA
MCF와 정관을 개발하고 있는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소수 핵심그룹을 위하여; 심
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 기독장교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구 2위)

MALDIVES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에게 진실하며 그 안에서 강해지도록. (종교핍박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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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AL
2004 기독군인대회에 참석한 두명을 포함한 극히 소수의 기독군인들이 용기를 얻
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의 기도모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PAKISTAN
군 기도회 회원들의 인내와 기쁨과 신앙성장을 위하여; 이제 모이기 시작한 제 2의
기도모임의 성장을 인하여 찬양함. (종교핍박 8위, 세계인구 6위)

SRI LANKA
반개종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MCF내에서 지도자들이 개발되도록; MCF 사역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폭이 넓어지도록; 지난 6월에 개최된 지도자 세미
나와 그 결과로 MCF가 발전한데 대하여 주님을 찬양함.

동남아시아 지역 (VP: MGen(Ret) Ruben F Ciron)
CAMBODIA
기독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8월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영어캠프가 좋은 결과가
가지도록; 캄보디아 주재 MSO 선교사 이 목사를 위하여; 최근에 기독군인들이
MCF를 형성한데 대하여 찬양을 드림.

INDONESIA
국가적인 긴장과 기독교인의 박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작은 MCF를 위하여;
쓰나미 기금이 마련에 대하여 찬양하며 적절한 분배를 위하여 기도바람. (세계인구 4위)

LAOS
극히 적은 수의 기독군인들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리스도를 위한 그
들의 인내를 인하여 찬양함. (종교핍박 3위)

MALAYSIA
기 설립된 MCF가 강화되도록.

MYANMAR
MCF 사역의 계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미얀마 정부가 아동군인(Child Soldiers) 사
용을 중지하도록; 기독군인들의 신실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PHILIPPINES
MCF 회원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MCF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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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SINGAPORE
MCF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견고하고 활
동적인 MCF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THAILAND
기독군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성
장하도록; 그들의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VIETNAM
현재 작은 MCF가 성장하고 그 회원들이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삶을
나눔에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독군인들이 함께 모이고 믿음에 굳
건히 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종교핍박 4위)

동아시아 지역 (VP: VADM(Ret) Sherman Lei)
CHINA
기독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AMCF 협력사역자들이 그들과 접촉을 가지도록; 중국에서
매일 10,000명의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가 생기는데 대하여 찬양함. (세계인구 1위)

JAPAN
MCF 회원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나누고 MCF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8월에 있었던 MCF 지도자 교육 수료자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KAZAKHSTAN
새로이 함께 모이는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모든 장애물 앞
에서 강하여지도록.

KOREA, SOUTH
2006 MCF Interaction 준비를 위하여; 비전2020 운동(군대를 통하여 한국을 75% 복
음화 하는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이 크고 열정적인 MCF를 인하여 찬양함.

KOREA, NORTH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독군인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주시
도록;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종교핍박 1위)

KYRGYZSTAN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이 비신자들의 존경을 받
고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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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GOLIA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들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
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TAJIKISTAN
군대 내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TURKMENISTAN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종교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들이 믿음위에 굳건히 서도록. (종교핍박 5위)

UZBEKISTAN
최근에 모이기 시작한 기독군인들의 새로운 모임을 위하여; 그들이 방해받지 않도
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독군인들의 성장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태평양 지역 (VP: Rev (Gp Capt) Allen Neil)
AUSTRALIA
9월달 만찬이 선교의 좋은 기회가 되도록; 10월에 있을 MCF 친교 주말을 위하여;
새로 온 MCF 회장을 위하여.

FIJI
MCF가 힘과 능력을 가지도록;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PAPUA NEW GUINEA
전도대회를 계획하기를 원하는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TONGA
더 많은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MCF가 성장하도록ㅍ지난 1월에 MCF가
설립된데 대하여 주님을 찬양함.

중동 지역 (VP: MGen(Ret) Imad Saliba Máayah)
EGYPT
무슬림이 지배적인 이 나라에서 기독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을 동
료들에게 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그들이 나누는 교제를 인하여 찬양함.

ISRAEL
기독군인들이 그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열정을 인하여 찬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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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현역에 있으면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인하여 투옥된 전직 장교의 석방을 위하여;
모든 기독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종교핍박 5위)

JORDAN
9월에 있을 기독군인대회가 연기되었으나 조속한 실내에 개최되고, 모든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각자 일상 업무에 돌아갈 수 있도록.

LEBANON
기독군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열정을 주시도록.

SAUDI ARABIA
AMCF의 협력 사역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군인들을 발견하고 격려하도록.
(종교핍박 2위)

SUDAN
보안군 요원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한 목사의 신변보호와 기독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독군인들이 그 민족의 화해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핍박에도 불구하고 끈
질기게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함.
※ 종교탄압 자료는 www.opendoorsusa.org 참조
인구통계는 미국 국세조사국 자료 (2004) 참조

KOREA, SOUTH
MSO ’05 선교보고대회에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참여케 해 주시고 그날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태풍 나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조국의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이념 등 여러 갈등이 해소되고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도록.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비전 2020 운동(군대를 통하여 한국을 75% 복음화 하는 운동)이 아름답게 실현되도록.
군선교 유관기관(KMCF, MEAK, KVOCU, ACCTS, Accts MMI 등)들의 활성화와 아름
다운 협력을 위하여.
MSO 내년도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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