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일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월요일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화요일 
 화요일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수요일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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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국가적 긴장과 기독교 박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작은 MCF를 위하여.
인도에서
체포된 60여명의 자국민
인도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11일
한국 OCU/KMCF 창립 49주년
감사예배(12.11(주일) 14:00)를
위하여. 2006 MCF Interaction
준비를 위하여. 비전2020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18일
북한의
북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독군인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주시도록.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25일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전도대회를
뉴기니아
계획하기를 원하는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통가에
통가 더 많은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지난 1월에 설립된 MCF가
성장하도록.

5일
라오스의
라오스 극히 적은 수의 기독군인들이
영적, 수적으로 성장하도록.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시아 MCF가 강화되도록.

12일
베트남의
베트남 미약한 MCF가 더욱 성장하고
그 회원들이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과 삶을 나눔에 있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19일
키르기즈스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키르기즈스탄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이
비신자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26일
무슬림이 지배적인 이집트에서
이집트
기독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앙을 동료들에게 전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6일
미얀마의
미얀마 MCF 사역이 계속적인 성공을
거두도록. 현 미얀마 정부가
아동군인(Child Soldiers) 사용을
중지하도록.

7일
새로 설립된 네팔 MCF (11. 18)
회원은 현재 25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13일

14일

중국에서
매일 10,000명의 새로운
중국
기독교 개종자가 생기는데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AMCF 협력사역자들이 그들과
접촉을 가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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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21일

몽골의
몽골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들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타지키스탄의
타지키스탄 군대 내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도록.

27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기독군인들이 그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레바논의
레바논 기독군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열정을 주시도록.

사우디아라비아에서
AMCF의 협력
사우디아라비아
사역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군인들을 발견하고 격려하도록.

28일
요르단의
요르단 9월에 있을 기독군인대회가
연기되었으나 조속한 실내에 개최되고,
모든 참석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각자 일상 업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테러로 인한 국가혼란이 수습되도록.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


MSO
MSO
기도하실
기도하실 때마다
때마다
기억해
기억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 세계 군선교를 위해서 -

1일

2일

3일

AMCF 회장이신 이필섭 장로의 영적
지도력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14개 지역의 부회장들과 AMCF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강건함과 헌신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에
아르헨티나 있는 48,000명의 Buenos
Aires 주 경찰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MCF 회장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12월에 최초 11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군목학교를 위하여.

8일

9일

싱가포르 MCF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더욱 견고하고 활동적인 MCF를 위하여.

군대의 재편성을 시행하고 있는
라이베리아의
라이베리아 기독군인들을 위하여.
필리핀의
필리핀 MCF 회원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15일

16일

카자흐스탄에
카자흐스탄 새로이 함께 모이는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고 모든 장애물 앞에서 강하여지도록.

볼리비아 MCF 국가대회(12. 16~18)를
위하여. 그들이 전도활동을 할 때 MCF
회장과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22일

23일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메니스탄 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종교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위에
굳건히 서도록.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에 모이기 시작한
우즈베키스탄
기독군인들의 새로운 모임을 위하여.
그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29일

30일

수단에서
보안군 요원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수단
한 목사의 신변보호와 기독군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 기독군인들이 민족의 화해를
가져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MSO가
MSO 주님께서 부탁하신 땅 끝까지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계획하는 영어캠프 사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스리랑카에서
반개종법안이 통과되지
스리랑카
않도록. MCF 내에서 지도자들이
발굴되도록. MCF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폭이 넓어지도록.

2005년 12월

10일
태국의
태국 기독군인들이 매일매일 직면하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17일
피지의
피지 MCF 회원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 새로 온 MCF 회장를
위하여.

24일
이란에서
현역에 있으면서 기독교
이란
개종으로 인하여 투옥된 전직 장교의
석방을 위하여. 모든 기독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31일
지난 한해 MSO와
MSO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이 2006년에도 함께 하셔서 사역과
후원에 은혜가 풍성해 지기를.
2006년 사업계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세계 기도의 날(9. 10.)

기도제목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군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MCF 세계 기도의 날이란?
전 세계 AMCF 회원국가(MCF 설립국가
및 Contact 국가)와 협력기관(ACCTS,
Accts MMI, MSO)의 모든 회원들이
일정한 날에 AMCF 회장단과 각국에서
요청된 기도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
(2004. 8. 7(토) 시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