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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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정치지도자들의 자유민주

6(화)

60만 국군장병들이 조국수호의

11(일)

군선교 유관기관 (KMCF,

15(목)

병사들의 각종 사고예방과

체제를 유지하는 확고한 안보관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MEAK, KVOCU, ACCTS, Accts MMI

명랑한 병영생활이 되기를.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등)들의 활성화와 아름다운 협력을

해외파병 국군장병들의 강건함과

위하여.

신앙전력화를 위해

우방인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기를.

2(금)

7(수)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 지속적인 경제부흥이
있게 되기를.

3(토)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속히

비전2020 목표달성을 위하여

(전 국민 75% 신자화, 매년 22만명 세례).
세례 받은 장병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8(목)

KMCF Interaction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 군에 전해지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국민의 관심이

기회가 되기를.

많아져서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4(일)

각 군의 군종목사, 군종부사관,

군종병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중앙아시아 지역대회

(카자흐스탄 알마티) 참석과 타지키스탄

KMCF Interaction 수련회

준비와 진행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방문하는 김영덕 장로 부부를 위해.

10(토)
KMCF 믿음의 지도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전 군 복음화가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오형재 장로(2. 16~24)의

중국 방문을 위하여.

Accts MMI 수련회(2. 10~11)에

17(토)

KMCF, MSO의 모든

임원들에게 은혜롭고 평안한 구정이

13(화)

MCF 14개 지역 부회장,

ACCTS, Accts MMI 사역자들, 해외

되기를.

선교사들의 강건함과 세계 군선교를

18(일)

향한 협력을 위하여.

신원의 강건함과 오가는 길을

연휴기간 모든 임원들의

지켜주시기를.

확장되기를.

5(월)

16(금)

(MCF 미설립국) 기독군인 접촉을 위해

열리기를.

9(금)

12(월)

14(수)

세계 기독군인이 그리스도

참가하시는 강덕동 장로를 위해.

안에서 하나 되어 MCF가 없는

19(월)

영국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85개국에 MCF가 설립되고, MCF

힘차게 전진하는 MSO의 2007년이

하시기를.

활동이 미약한 국가가 활성화되기를.

되기를.

복음전파의 사명감으로

20(화)

MSO 기도회에 성령

24(토)

ACCTS, FCMM Meeting에

28(수)

국군중앙교회와 MSO가

충만함과 P&P의 모든 결정에

참석하시는 이필섭 장로 부부와

동역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이갑진 장로의 미국여행에 평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사무실 상근 임원들의 주님 안에서

건강한 여정을 위하여.

있기를.

새로운 마음과 헌신의 사역이 되기를

21(수)

구체적인 핍박지침까지

문서화되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을 위해.
특별히 다수의 AMCF 가족들을
위하여

22(목)

2007년 2월

25(일)

중동 사이프러스 수련회

(4. 13~16)를 위하여.
몽골 MCF 10주년 대회 (5. 25~27
울란바토르)를 위하여.
중미지역대회 및 인터렉션 (8. 1~7
파나마)을 위하여.

2007 영어캠프를 위하여.

앙골라 (나성영락교회), 캄보디아
(백석대학교), 블라디보스토크
(서울영동교회) 영어캠프와 기타
협력교회들과 연결이 은혜롭게 되기를.

26(월)

Oh, may all who come behind us
find us faithful;
May the fire of our devotion light
their way;
May the footprints that we leave
lead them to believe,
And the lives we live
inspire them to obey.
- Mohr -

태평양지역대회 및 인터렉션

(9. 20~26 호주 브리즈번)을 위하여.
동아시아지역대회 (10. 16~18 대만)를
위하여.

캄보디아 이재율 목사 부부를 위하여.

27(화)
23(금)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중앙아시아 지역대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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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O 헌신예배 (3. 4(주일)

14:00 국군중앙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 군선교를 향한
소명과 열정을 가진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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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실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 헌신의 불꽃이
그들의 길을 밝히고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살았던 삶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고취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