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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기독군인들과 기독군인회 가 자기 나라 군대와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MCFs) 복음

을 전하는 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세계기독군인연합회 기독인대회. (AMCF), ․
교육봉사회 국제군선교회 그리고 선교협력위(ACCTS), Accts (Accts MMI), AMCF․
원회 의 임원들은 이러한 사역과 및 관련 기관들의 기원과 기능에(MSO) AMCF
대하여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아왔다 이러한 현상은 질문의 대상에 관한 문서화된.
자료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년에 와 의 임원들은. 1991 AMCF ACCTS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모였다 이 세계기독군. “
인연합회 참고 교범 은 그때 기도하고 계획 한 결과이다” “ ” .

교범의 목적은 와 그 협력기관인 및 와 함AMCF AMCF ACCTS, Accts MMI MSO
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 또한.
처음으로 를 설립하려는 사람들이나 군대 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를MCF MCF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 교범은 지시가 아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다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며 많은 공통된 질문에 답하고 기독군인이나 에 유익한 생각들을 제공하, , MCF
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이 필 섭

대한민국 예 육군대장( )
회장AM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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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세계기독군인연합회 (AMCF)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서“... .” 3:28

연 혁

세계기독군인연합회 는1. (AMCF)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세계 각국의 군1에서 복무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이루어졌다 에. AMCF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

기독군인회 의 시작은 인도에서(MCF)
복무하고 있던 영국 기병장교 Trotter
대위가 그리스도인의 친교모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년으로1851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한 부담감을.
느낀 결과로 그는 영국 기독장교회

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 이(OCU) .
조직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이 밖에 다르게 시작된 경우도2.
있다 년에 칠레의 한 해군 병사도. 1961
친교모임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날의

군복음선교회 를 시작하였다(MEU) .
는 에 가입했을 때 약MEU AMCF
명의 회원을 헤아렸다 는6,000 . MEU

예배와 전도모임으로 시작하였다.
년대에 싱가포르 육군에서1960

복무하던 한 의무장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육해공군 군위원회를․ ․
조직하였으며 그 모임은 마침내,

에 가입하였다 년에는AMCF . 1980
하나님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의 종들 중의 한 사람을 이끌어

기독군인 복음선교회 를 발족하게“ ”

1 이 교범에서 군 또는 군대 라는 단어를 사용“ ” “ ”

한 때에는 국가의 모든 군 방위군 그리고 치안유, , ,

지 병력을 포함함을 뜻한다 어떠한 나라들에서는 소.

방관들이나 다른 국가기관들도 포함한다.

하셨다 이 기관은 강력한.
전도활동으로 시작하였고 마침내,
그들은 를 알게 되어 이에AMCF
가입하였다 년에 하나님께서는. 1986

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AMCF
스페인에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켜

군대를 위한 성경학교 를 시작케“ ”
하셨다 이 기관도 나중에 에. AMCF
가입하였다 이것들은 가. AMCF
하나님의 일이며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와 같은 운동들은 기도와 친교와

간증으로 시작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복음전파가 오늘날,

의 특징임은 당연한 일이다AMCF .

국제적인 기독군인회는 년대에3. 1920
시작되었다 스위스에서 개최된 영국.

스키모임에 참가했던 네덜란드OCU
장교가 자기 나라 군대에도 유사한

모임을 가지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다.
그 스키모임 영국 의 지도자( OCU)

소령 후에 중장으로Arthur Smith (
승진 작위를 받음 이 년에, ) 1930
국제적인 기독군인회를 설립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모임은.
국가 기독장교회 연합회 로“ (FNOCU)”
명명되었다 그는 자기 친구인.
네덜란드 장교 을Baron von Tuyll
설득시켜 초대 회장이 되게 하였다.

의 전신인 의4. AMCF FNOCU
창설자들의 목표는 비정치적이고 어떤,
특정교파와도 연결되지 않으며,
중앙조직이나 예산이나 참모를 갖지

않고 다만 회장만 있으며 그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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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친교모임를 수립하는데 있었다 이.
모임에 가입하는 각 국가 기독장교회

는 자치적이고 재정적으로(OCU) ,
자립하며 자국의 노선에 따라 발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

최초의 중요한 활동은 년5. 1930 von
의 자택인 에서Tuylls Zulen Castle

소규모의 대회를 개최한FNOCU
일이다 유럽의 개국만이 참가했다. 4 .
그 대회에 참석한 젊은 영국장교는

회고하기를 차 세계대전의 격렬한1
참호전에서 한 때 적군이었던

장교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친교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대회에서 국제기독장교연합회의 모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
갈라디아서( 3:28)

와 국제 기도문이 채택되었다.
회원들은 이 기도를 매 주일날

드리기로 합의하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이 모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6.
대륙의 다른 나라에 확산되었다 년. 20
이상 스코틀랜드의 에서Edinburgh
신실한 영국 기도 동역자들이OCU

미국 의 탄생을 위하여 기도하였다OCU .
미국 기독장교회 는 그들의 기도에(OCF)
대한 응답이다 한국전쟁 중 미국에서.
군사교육 과정을 받고 있던 한국 장교

한 사람이 미국 에 소개되었다OCF .
그는 놀라운 친절과 그리스도인 간의

친교를 체험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한국 기독 장교들과

함께 대한민국 기독장교회 를(ROK OCU)
만드는데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회원들의OCU
도움을 받았다 한국 는 아시아에서. OCU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

기독군인회 들(MCF) 중 첫 번째

것이었다 첫 번째 아프리카. 는OCU
서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설립되었다. 그
모임은 당시 상아해안에서 근무 중이던

영국 의 초급장교 회원의 삶을OCU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성과 헌신은 에 있는Accra
육군사관학교의 몇몇 가나 생도들로

하여금 가나 를 만들도록OCU
격려하였다 이 운동은 이제 아프리카. ,
아시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로 번져갔다, .

의 별세로 영국7. Baron von Tuyll
육군의 소장이 제Sir Robert Ewbank
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년부터2 . 1965
년까지 봉사했다 장군과1976 . Ewbank

그 부인 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Joyce , , ,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서독 가나, , , , ,
케냐 호주 일본 한국 남베트남, , , , ,
싱가포르 및 인도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기존 또는 앞으로 생길OCU
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이러한OCU .

친교모임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년에 국제대회는 그8. 1961 FNOCU
사역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초기의. FNOCU
국제대회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그.
대회를 조직하고 주최한 것은 비교적

크고 튼튼한 들이었다OC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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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1961 - Berchtesgaden
미국 가 주최하고 북미OCF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유럽에서,
대표들이 참석했다.
가나 한국 및 핀란드는 처음으로,
대표를 보냈다.

네덜란드1964 - Lunteren
네덜란드 가 주최하였다NCOK .

대한민국 서울1967 -
한국 가 주최하였으며OCU ,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대표들이, ,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일본 남베트남이, ,
처음으로 대표를 보냈다.

영국1968 - Swanick
영국 가 주최하고 북아메리카OCU ,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표들이, ,
참석했다 캐나다 인도 케냐 및. , ,
스웨덴이 처음으로 대표를 보냈다.
케냐 의 씨앗이 뿌려졌다OCU .

서독1971 - Dassel
독일 OCU Cornelius-Vereinigung e.V.

가 주최하였다(COV) .

미국 주1976 - Virginia Massanetta
Springs
미국 가 주최하고 처음으로 세계OCU
개 대륙에서 대표들을 보내어6
개국에서 명 이상이 모였다21 600 .
이것은 놀랄만한 대회였다.
호주 브라질 자메이카 뉴질랜드 및, , ,
중화민국 대만 에서 처음으로( )
대표가 왔다 이 대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세계를 개 지역으로4
나누었으며 각 지역마다 부회장이,
임명되었다 소장이. Ewbank Clay T.

미 육군 소장에게Buckingham
회장직을 인계하였다.

영국1980 - Swanick
영국 가 주최하였다 참가 국가OCU .
수는 개 국으로 년 대회보다39 1976
거의 두 배가 늘었다 이 대회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는데

첫째는 의 명칭 변경이고FNOCU ,
다른 한 가지는 지역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었다.

지난 몇 해 동안 들은 각 나라9. MCF
나름대로 발전하였다 그들 중 어떤.
나라 특히 작은 기독군인회에서는,
모든 계급 을 망라한 조직을“ ”
만들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호주. , , ,
일본 케냐 싱가포르 및 캐나다, ,
등이다 칠레 는 에. MCF AMCF
가입했을 때 벌써 회원 수가 명을6,000
넘었었는데 거의 사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발전은.
기독군인회 내부에서나 국제회의에서

아무런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년. 1980 Swanwick
대회에서 국가 기독장교회 연합회“

를 세계기독군인연합회(FNOCU)”
로 명칭을 바꾸었다(AMCF) .

두 번째 역사적인 결정은 이제10.
세계대회라고 불리는 정기적인

국제대회를 보충하기 위하여 AMCF
지구 또는 지역대회 개념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 이후 지역대회 또는.
소지역대회는 세계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지역의 필요에 따라,
통상 년 또는 년마다 개최된다 어떤2 4 .
경우에는 지역들이 연합하여AMCF
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년부터 는 지역대회에11. 1984 AMCF
추가하여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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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1984 - : 개국에서 명54 500
이상이 참석하였다.

1994 - 미국 주Virginia Virginia Beach:
이 대회에서는 참가국가 수가 개로94
증가하였으며 참가자 수는 명에, 1,047
이르렀다 세계대회 개최는 그.
복잡성과 비용 때문에 이제는

통상적으로 년 간격으로 개최된다10 .

년 유럽에서는 바르샤바12. 1994
조약의 붕괴에 대응하여

라는 새로운 형태의“Euro-seminar”
대회를 개발하였다 이 형태의 대회는.
군 복무에 대한 과거 공산국가들의

새로운 윤리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다.

많은 지역대회와 국가대회 또는13.
사람들의 국가 간 방문시의AMCF

후한 대접 친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
사랑에 관해서 일일이 기술하려면

지면이 모자란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은 이 세계적인 모임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일으킨 것이다.
연령이나 계급 성 또는 인종에, ,
관계없이 국제적인 벽을 넘어서 많은

평생의 친구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상14.
처음으로 군대 내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집중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은 주님의

최후의 기도였고 그들에 대한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의 일원이 된. AMCF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데 참여한다.

소장은 년간의15. Clay Buckingham 15
회장직을 마치기 몇 달 전에AMCF

년 분기 에 쓴1991 1 AMCF Newsletter
글에서 에 대한 그의 이해를AMCF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기독군인연합회의 임무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가 무엇을,
가르쳤으며 그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가이다.”

“우리의 임무는 큰 조직이나
종교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어떤,
교회나 예배형태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또는 경제적,
힘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의.
임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 줌으로서
사람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사람마다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해지며 사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중한 특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
종파나 인종 의복의 모양이나 문화나, , ,
종교적 신조나 신학교나 언어나, , ,
경제 제도나 정치제도나 예배 형식에, ,
매이거나 종속되는 분이 아니다, .”

하나님은 군사력이나 계급이나“ , ,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나 성직자의, ,
지위나 교육수준이나 웅장한 건물이나, , ,
아름다운 교회당이나 유창한,
공중기도나 큰 모임이나 긴 순례행렬을, ,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따뜻한 마음을 가지며, 즉시
응답하는 사람들 그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가치와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생활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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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16. Clay T. Buckingham
년부터 년까지 년간1976 1991 15 AMCF

회장으로 섬겼다 이 기간 중 그와.
그의 부인 는 그의 전임자들의Clara
본을 따라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기독군인들과 들을 격려하였다MCF .

장군은 년 월에17. Buckingham 1991 9
회장직을 영국 육군의AMCF Sir

소장에게 인계하였다Laurence New .
주님께서는 그의 임기 년 동안에도11
계속해서 가족들을 축복하셨다AMCF .
이 기간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통신수단이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룩한

때이다 이와 같은 통신수단의 발달은.
에 를World Wide Web AMCF Web-site

개설함으로써 활용되었다 이.
는 운영방법 역사 교육자료Web-site , ,

및 신앙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메일은 년 명에서 년1991 7 2000
명으로 증가한 지역14 AMCF
부회장들과의 접촉을 훨씬 원활하게

하였다.

경과 부인은 모든18. Laurence New
지역을 방문하면서 기도하고 계획 부록(
참조 하는 일을 거듭 강조하였다K ) .

우리들의 모든 계획은 믿음의 기도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만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러시아와 몇몇 전 바르샤바 조약

국가에서 가 설립된 것은 특히MCF
보람 있는 일이었다.

이필섭 대장은 년 월부터19. 2002 9
차기 회장이 되도록AMCF
임명되었다 그때부터. 2004 AMCF
세계대회까지 사이에 이 장군과 그의

부인은 개 지역과 모든 지역14 AMCF
부회장들을 모두 방문하였다.

년부터 년까지의 의20. 1838 2002 AMCF
자세한 사진 역사를 담은 은CD-ROM
generalnew@manx.net에 신청하면 구할
수 있다.

기본 운영원칙

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그21. AMCF
창립자들의 비전의 실현이다 그것은.
국가 기독군인회들 과 조직된(MCFs)
기독군인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의 기독군인 개인들의 연합체이다.
각 는 독립적이며 자치적이며MCF , ,
재정적으로 자립적이며 각국 군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각국의 독자적인

노선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비정치적이며 어떠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국가의 정치적 욕망이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또한 초교파적이며. ,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교파나 교단과도.
공식적인 연관을 갖지 않으며 중앙조직, ,
사무실 예산 및 참모진을 갖지 않는,
연합체이다.

는 단지 한 명의 회장과22. AMCF
지역 부회장들을 가질 뿐이다 이들이.
합하여서 회장단 을 이룬다“AMCF ” .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이며 군선교,
기관이나 들이나 기타 개인이나MCF
기관으로부터 그들의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가. AMCF
성장함에 따라 회장과 몇몇 부회장들은

그들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

보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임원진의 명단은 부록. AMCF
에 그리고 그들 각자의 임무는 부록C
에 수록되어 있다D .

의 임원 회장단 은 국가23. AMCF ( )
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MCF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들에게 지시하거나 그들을 대표할MCF

수 없다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MCF
직접 지시를 받는다 국가 에. MCF
대해서 임원들은 다만 격려하고AMCF
도와줄 뿐이다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협조하고 연합회와 국가 들의M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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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격려 지도 및 도움을,
제공한다.

회장은 회장단과 주요24. AMCF
지원기관의 지도자들과 협의 후 AMCF
부회장을 지명하며 자신의 후임자를,
선정한다 통상 회장의 임기는.
년이고 부회장은 년이다 의10 , 7 . AMCF
지역 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지역.
구분은 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AMCF
수 있다.

재정적으로 는 전적으로25. AMCF
그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부에 의해서 유지된다 기증된.
자금은 경우에 따라 ACCTS, Accts

또는 국가 에 의하여MMI, MSO MCF
관리된다 이 기관들은 어떠한 정부나.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다.

임 무

세계기독군인연합회의 임무는 세계26.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목 표

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가27. AMCF
를 가지며 그 가 성숙해지고MCF , MCF

활성화되는데 있다.

년 주기 협의회5

이 협의회는 회장단과28. ACCTS, Accts
및 의 참모요원들과 가능하면MMI MSO

그들의 부인들이 동반하는 모임이다.
일반적으로 년에 한번 열리는 이5
회의의 목적은 참가자들이 의AMCF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개년을 위한5

계획을 세우면서 단합과 협조를

강화하는데 있다 최초의 이 협의회는.
년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두 번째1991 ,

모임은 년 영국에서 그리고 세 번째1997 ,
모임도 역시 영국에서 년에2002
개최되었다 이 마지막 협의회에서. New
장군은 회장단이 기도 가운데 만장일치로

선택한 동아시아 부회장인 한국의

이필섭 장군에게 회장직을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군은 경제적인 면이나.
능률을 고려하여 년 주기 협의회를 한5
번은 세계대회 때 개최하고 또 한번은

그 중간에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네 번째 협의회는 년2004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주요 지원 기관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29. (ACCTS),․ ․
국제군선교회 및Accts (Accts MMI)
선교협력위원회 는 모두AMCF (MSO)
를 지원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AMCF .

그들은 들과 기타 기관의 현MCF
주소들을 유지하며 를, AMCF Newsletter
발간하고 대회들을 도우며, AMCF ,
필요할 때 자금을 관리하고,
기독군인들을 만나고 격려하기 위하여

참모요원들을 온 세계로 보낸다 이.
기관들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해당

장에서 볼 수 있다 들과 회장단. MCF
그리고 이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는

부록 의 구성도에 나타나 있다A AMCF .

기타 지원기관

30. 와 국가 에 여러가지 형태의AMCF MCF
지원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이나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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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들의 목록은 부록 에서 볼, S
수 있다.

사 역

의 사역방법은 역시31. AMCF
근본적으로 창시자들의 비전의AMCF
실현이다 그 창시자들은 국제.
기도문에서 아래와 같이 기도하였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의 활동들은 군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AMCF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모든 나라의

군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망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들과 개인들은. MCF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을( 28:19)
수행하도록 서로 격려하려고 노력한다.

기도함으로

32. 기도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 목표달성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뤄지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들은 일일. MCF
기도목록을 발행하며 통상적으로 그것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나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기도요청들을 편집하여 분기에
한번씩 기도목록으로 발간한다AMCF .
이렇게 하여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기독군인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매일 매일의 특정한 기도요청에.
추가하여 세계의 몇몇 기도 대상국
목록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정.
기간 내에 모두가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독군인 개인들과 들로MCF
하여금 그들이 자기나라 군대 내에서
사역할 때에 형통케 하시며 가, MCF
없는 나라에서는 를 일으키도록MCF
하실 것이다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매일 정오에 기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권장한다 모든 기독군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도의 필요를 느끼게
하심에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전 세계적으로 매년.

기도의 날을 지키고 있다 많은AMCF .
국가 들이 이 날 찬양 중보기도MCF , ,
금식 등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회원의 기도뿐만 아니라33. MCF
가능하면 각국에서 회원의MCF
친구와 친척들 은퇴한 사람들이나,
기타 신자들이 중보기도 그룹사역 을“ ”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사역에 관한 정보는 부록 에Q
수록되어 있다.

기도하고 계획 하는 과정은 모든34. “ ”
일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며,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의 어떠한 사람이나 그룹의MCF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방문함으로

임원들35. AMCF , ACCTS, Accts MMI,
의 참모들과 기타 요원들은MSO

광범위하게 선교여행을 한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유익한가를 설명한다.
상황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의

나라에 기독군인회를 창설하는 것을

도우며 그들이 대회와 기타, AMCF
군선교 활동에 참가하도록 격려한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기독군인들은 흔히

그 나라의 기독군인들을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교제한다, .
그들은 또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방문중인

군 관계자들에게 친절하게 대접한다.

같이 모임으로

를 위한 세계대회 지역대회36. AMCF , ,
소지역 대회들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그 주관은 국가 들이 한다 이러한M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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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기독군인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 군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배우며 귀중한 접촉을 유지하고,
강한 우의를 맺게 한다 이러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 참고 교범의 ACCTS,
및 장을 참조하기Accts MMI MSO

바람 대회 참가자들은 통상.). AMCF
다음 대회의 시기와 장소를 결정한다.
이와 같은 대회 개최를 원하는 국가

는 통상 회장이나 해당MCF AMCF
부회장을 통해 초청장을 보낸다.

대회는 의 목표와 사역을AMCF AMCF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개최된다 대회.
주최자들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의 초교파적AMCF ,
비정치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대회. AMCF
외에도 국가 회원들은MCF
정기적으로 국가대회에 참석하며,
기도 성경공부 및 친교를 위한 지역적,
소그룹에 자주 참석한다.

교통함으로

포괄적인 회보가 분기마다37. AMCF
발간된다 이 회보는 회원들에게 국가.

들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무슨MCF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회보들은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린다 이 회보는 가. MCF
설립되어 있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개별적 요청에 따라 개인들에게

발송된다 가 설립되어 있는. MCF
경우에는 서로 합의된 부수가 일괄

송부되어 주요 인사들에게 지역적으로

배포된다 지역적으로 회보 전체나.
일부분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될 뿐 아니라 권장되고 있다.

어떤 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네38. MCF
국가회보를 발간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국가별 회보도 다른 들과MCF
나누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적인 서신이나 방문에 의해서

개인간의 접촉이 유지된다.

및39. AMCF, ACCTS, Accts MMI
는 이 교범과 회보 그리고MSO AMCF

교육 및 격려를 위한 많은 정보 등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메일은 거리나. 정치적,
종교적 장벽에 관계없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통신수단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개방성 때문에 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웹

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상기 기관에

관한 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오래된 몇몇 들도 웹MCF 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며, AMCF, ACCTS, Accts
및 웹 사이트를 통하여MMI MSO

그들 와 연결이 가능하다MCF .

가르치고 격려함으로

40. 대회 방문 출판 등은 성경의 진리를, ,
가르치고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데 사용된다.

협력함으로

41. 는MCF AMCF, ACCTS, Accts MMI,
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타 기독교MSO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효율을 배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관과 단체의 목록은 부록

에 나와 있다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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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는 방법

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직체가42. AMCF
아니고 자치적인 들과 가 아직MCF MCF
조직되어 있지 않은 나라의 기독군인

개개인들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체이다.
이러한 개인을 접촉자라고 부른다.
기독군인회는 두 사람 이상의 같은

나라 기독군인이 친교 기도 성경공부, ,
및 증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시작된다.
그러한 모임이 그 명칭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정할 때 로서 인정된다MCF .
이것이 기준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의 설립요건이 공개된 조직을 밝힐MCF
수 있는 자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기독군인들이

다만 서로 비공식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어떠한 나 접촉자도 에43. MCF AMCF
가입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 임원 또는AMCF ,
참모에게ACCTS, Accts MMI, MSO

알림으로써 의 가입을 신청할 수AMCF
있다 이 정보는 회장에게. AMCF
전달되고 그는 회답을 할 것이다, .

가입 증명서를 갖기를 원하는AMCF
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할 수 있다MCF .

그 견본이 부록 에 있다 에B . AMCF
가입한 사람들은 모든 나라의 군인들이

그들의 사생활이나 직접적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들은 회보를. AMCF
발간하는 에게 그들의 정확한ACCTS
주소를 통보해야 하며 그들의,
기도요청과 활동에 대한 정보는 다른

가입자들과 나누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들은 의. AMCF
활동상황에 관하여 통보를 받게 되며,
그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 론

하나님께서는 년에 로44. 1930 FNOCU
시작한 이래 에 많은 축복을AMCF
내리셨다 현재 전 세계에는 자기 군대.
내에서 활발한 크리스찬 사역을 하는

와 개인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MCF ,
그들은 인접 국가를 위해서도 사역을

한다 는 특정한 필요에 따라 그. MCF
이름과 그가 수행하는 기능을 선택한다.
하나됨은 구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공통된 믿음과 그를 위하여 증인이

되려는 열망의 결과이다 의. AMCF
모토대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다” .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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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 (ACCTS)․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 16:15

서 론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 는1. (ACCTS)․ ․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며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자가 되도록 돕기

위하여 조직된 기관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군대를 위한

것이지만 군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는 범세계적인 기독군인회ACCTS
운동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다(MCF) .
는 를 위하여 행정 및ACCTS AMCF

물류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임 무

의 임무는 세계의 군대2. ACCTS “
안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것과 기독군인회의 설립과

육성을 돕는 일 이다” .

조 직

는 미국 내에 설립되고 미국3. ACCTS
주 에 사무실을 둔Colorado Denver

국제적 비정부 조직이다. ACCTS
요원들은 세계기독군인연합회 (AMCF)
임원들 국제군선교회, Accts (Accts

선교협력위원회 및MMI), AMCF (MSO)
자치적인 국가 기독군인회 의(MCF)
지도자들과 함께 밀접하게 일을 한다.

는 회원제 조직이 아니다4. ACCTS .
그것은 소규모의 참모진 사무실 요원, ,
그리고 많은 관심 있는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다 참모진은 주로 예비역.
군인들이다 파트타임 선교 자원봉사자들은.
동역자라고 부르며 기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협력자라고

부른다 사역은 팀의 노력으로. ACCTS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배우자도.
사역팀의 완전한 파트너로 간주된다.

참모요원들에게는 지리적인 지역이나5.
특정한 기능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기능별 분야는 기도 방패 (prayer shield),
무관사역 군목사역 국제학생 사역, , ,
매스 미디어 사역 인턴사역 사관생도, ,
사역 화해사역 영어캠프 계획 및 교육, , , ,
군대 윤리사역 대회 지원 등을,
포함한다 기능담당 참모나 지역담당.
참모의 임무는 다음 중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여행 강연 및 교육. , , ,
계획 수립 대회 협조 손님 접대 상담, , ,
및 지역 조정.

의 지역담당 참모는 자기6. ACCTS
담당지역에 매년 적어도 한번은

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방문의 기간.
및 범위는 자금의 가용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개별국가 가 제기한. MCF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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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 설립된 국가 및 개인들과MCF
직접적인 접촉을 가져 모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그들을

돕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 알려진 접촉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독군인들을 식별하고 만나고, ,
그들과 나누기 위해.

라 견습 초급 지도자훈련. (intern),
및 기타 프로그램(Interaction)

참석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마 군대 사회 내의 기독신자들에게.
그 사회에서 선교사 역할을

하도록 도전을 주기 위하여.
바 군대 사회 안에서 기회가 생길.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참모진의 명단과 그들의7. ACCTS
책임지역은 부록 에 나와 있다E .

기 능

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8. ACCTS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은 꼭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3 .
즉 대회 교육 및 봉사 분야이다, , .

대 회

의 국제대회는 정기적으로 전9. AMCF
세계 수준에서 지역수준에서 그리고, ,
소지역 수준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들은 제 장에서 논의된 일들을1
수행한다 참모는 이들 대회에. ACCTS
가급적 많이 참가한다 그들의 참가와.
지원은 계획 및 홍보분야에서의 도움,
대표들의 선발 및 초청하는 것을

도우며 강사들과 워크숍을 제공하며, ,
약간의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대회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주최하는

국가 의 책임이다 때때로 자금MCF .
부족으로 대회개최가 위태로울 경우

는 약간의 재정지원을 제공한다ACCTS .
이러한 도움의 금액은 와ACCTS
개최하는 가 협의하여 결정한다MCF .

는 의 국제대회에 초청된ACCTS AMCF
각 국가 가 최소한 명의MCF 1 대표를

보내도록 격려한다 자금부족으로. 국가

가 대표를 보낼 수 없을 경우에는MCF
자금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의ACCTS
정책이다 이것은 가 수립되지 않은. MCF
나라의 어떤 개인이 초청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상적으로 또는. MCF
개인은 적어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나 개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10. MCF
경우 앞으로 서면 신청을 해야ACCTS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는 자체 비용으로 대표를 보낼MCF•
수 없음.

가 선정한 대표의 이름MCF•
대표를 대회에 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판단 내역

대표 자신 및또는 가 지불할/ MCF•
수 있는 금액

재정지원 소요금액•
11. 국가 회의MCF . 는 이러한ACCTS
대회의 개최를 장려하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다른 와 나누며 그들을 위한MCF ,
기도를 장려한다 초청을 받고 자금과. ,
보낼만한 참모가 있을 때 는ACCTS
대표를 보낸다 이러한 대회는 전적으로.
자치적인 국가 에 의하여 일정이MCF
수립되고 계획되고 자금이 지원 되고, , ,
개최되기 때문에 의 참가는 특정한ACCTS
요청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요청은 및 에 대한 소개ACCTS AMCF ,
워크숍 인도 특별한 음악의 제공 국가, ,

대회와 연관된 전도대회에서의MCF
설교 등이 포함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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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별한 대회. 때때로 는ACCTS
특정한 필요에 따라 대회를

주최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군인들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봉사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이들 중.
많은 기관들은 서로의 존재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
사이에 노력의 중복 경쟁 및 비능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는. ACCTS
군선교 심포지엄 을 주최하였다 그“ ” .
목적은 이와 같은 기관들을 함께 모아

서로에 관해서 배우고 군을 위한,
사역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토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이 대회는 기독교군선교협의회

대회로 알려져 있다(FCMM) .

또 다른 경우에는 와13. AMCF
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많은ACCTS

과제를 다루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생각되어 가ACCTS “AMCF
지도자대회 를 주최하였다 이 대회가” .
후에 제 회 년 주기1 5 (quinquennial)
협의회로 알려졌다.

교 육

교육은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14.
제공하는 의 한 모습이다 여러ACCTS .
가지 제목에 대한 교육이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다 참모들은 가르치기도. ACCTS
한다 어떤 교육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하기도 한다 어떤 교육은.

가 주선하여 다른 기관에서ACCTS
하기도 한다.

는 교육의 질과 효과를15. ACCTS
향상시킬 방법을 계속 모색한다.
따라서 제공 가능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의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참고 교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 목록은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수정된다 지도자 훈련과정. “Interaction ( )”
및 초급장교“Rocky Mountain High (
훈련과정 과 같은 워크숍 및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보려면 부록 를 참조하기F
바라며 이 부록은 이 훈련에 대한,
참가신청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봉 사

16. 정보 보관소. 는 여러 나라의ACCTS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최신 자료를 수집 유지 및 전파하는,
중심점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가 및 모든 나라의 접촉점MCF•
대회들 국제 특별 국가(AMCF , ,•

교육 프로그램MCF), (Interaction,
Rocky Mountain High 등)
• 임원 및AMCF ACCTS, Accts MMI
및 참모의 선교여행 및MSO
기타여행

기타 지원 기관들•
역사자료•

17. 발간물 각개 접촉자들 국가. ,
기독군인회들 및 군선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으며 그 일을 돕는 자료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ACCTS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료를 발간하든지,
기타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회보 및 기도 요청서AMCF 가 매

분기 첫 번째 달에 영어 프랑스어, ,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발행된다.
이들은 모든 접촉자와 지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송부되며 국가,
들에게는 대량으로 발송된다MCF .

각 가 받는 부수는 그 나라의M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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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와 와의 합의에 따라ACCTS
결정된다.
• 뉴스와 기도 요청서ACCTS 는

영어로 정기적으로 발행된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의ACCTS
복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에 송부되며,
요청에 의거 접촉자 개인이나,

에 개별적으로 송부된다MCF .
• 및 웹 사이트ACCTS AMCF .

의 웹 사이트는 의ACCTS ACCTS
목표 과거 현재 및 미래 활동에, ,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최신 및 회보가ACCTS AMCF
수록되어 있으며 회보는 개, AMCF 4
국어로 발간되고 있다 의. ACCTS
웹 사이트는 세계대회나 과Interaction
같은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Interaction
기간 중에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갖도록 보고서가 매일

게재되기도 한다 그 외의 관심분야는.
현행 의 연간보고 당해ACCTS ,
월의 특별 재정소요 를, ACCTS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이다 모니터에 나타난 링크메뉴를.
통하여 독자는 이미 발간된 포스터

페이퍼를 포함하여 영어캠프 및

군대 윤리와 같은 과목을 볼 수 있다.
한 링크는 성경을 또는 와NIV KJV
같은 여러 가지 영어 번역판과 여러

가지 언어로 읽고 연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하나의 다른 링크는.
생도 포럼 으로Cadet Forum ( )

안내할 것이며 그것은 그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군대 내에서 젊은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의 웹. AMCF
사이트는 에서 유지한다ACCTS .

18. 참모의 지원ACCTS . ACCTS
참모들은 기능직 참모나 지역담당

참모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원들 지도자들 기타AMCF , MCF ,

지원 기관들 군 사관학교들AMCF , ,
무관 외국군인 유학생들 군목들, , ,
인턴들 및 기타 인원들을 돕는다.

재정 지원

의 재정은 의19. ACCTS ACCTS
선교비전 전반이나 어떤 특정한

사역분야에 대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관심 있는 친지들의 증여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개별 교회나 진중교회도

포함된다 의 사역은 어떤 특정한. ACCTS
나라가 그 나라의 군 사관학교에서

가 주최하는 윤리 세미나를ACCTS
지원하기 위하여 돕는 것과 같은 매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교단의 지원도 받지

않는다 자금의 대부분은 직접. ACCTS
사역에 쓰인다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참모들은 무보수로 봉사한다 사무실.
요원을 제외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로 고

의 로고는 세계 위에 펼쳐진20. ACCTS
열린 성경을 나타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이심을( 14:6)
나타낸다 흰 바탕 위의 녹색부분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를 나타낸다
요한복음 는( 4:34~39). ACCTS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천하에 다니며“ ” 마가복음( 16:1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인들 특히, ,
기독군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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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3
국제군선교회Accts (Accts MMI)

배 경

국제군선교회1. Accts (Accts MMI)2는

세계의 군인들을 격려하고 준비시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다른 제자들을 만들게 하기

위하여 사역한다.
는 기독군인회와Accts MMI•

군목제도를 설립하고 육성시키는

일을 도움으로 이 사역을

수행한다.
• 는 이 사역이 그들 개인의Accts MMI
삶이나 그들의 나라를 위하여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믿는다.
기독군인들은 보통 보다 나은•
군인들이므로 군대 내에서

기독교가 성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군인들이 국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그러하다.
는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Accts MMI ․ ․
와 더불어 아프리카 남아시아(ACCTS) , ,

중동 및 유럽지역에 대한

세계기독군인연합회 의 주(AMCF)
지원기관이다 선교협력위원회. AMCF

는 이 지역에 있어서 특정한(MSO)
책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는 그의 사역을 다음과2. Accts MMI
같이 요약한다 전 세계 군대 내에: “
있는 그리스도인과 군목들을 섬긴다.”

임 무

2 는 년까지 영국 기독인대회교Accts MMI 2001 ․
육봉사회․ 로 알려져 왔다(ACCTS UK) .

의 임무는 전 세계3. Accts MMI
군인들을 격려하고 준비시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군인회 를(MCF)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일이다, .

운용 원칙

4.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신앙고백에
따라 하나님 밑에서 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우리는 주로 직접적인,
방문과 연락을 통하여 를 돕는AMCF
일을 하며 또한 지역 국가 또는 기타, ,
대회의 준비 및 진행을 조직 또는

보조하며 참가함으로써 를, AMCF
지원한다 그 목적은.
가. 기독교와 군 복무 이와 같은 전통이(
없는 곳에서 의 개념을 소개) .

나. 군대 가족 안에서 기독신자들의
신앙과 제자도를 강화.

다 기독군인회 와 군목제도의. (MCF)
형성을 격려.

라 현존하는 와 군목들을 격려. MCF
및 강화.

마 들 간의 형제적인 협조 한. MCF (
군대 안에 교파가 다른 별도의

들이 있을 경우 와 들과MCF ) MCF
군목 또는 공적인 군인교회 간의

형제적 협조를 격려.
바 기독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사 군대 상황에서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도록 격려.

아 이러한 모든 면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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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의 군대 안에서 건전하고5.
참된 기독교 신앙을 장려하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이해시키기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정부 고위층과 군사 당국자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우리의 지역담당 참모는 영국 내에6.
있든지 현지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및 군목들과 협력하고MCF ,
개인 접촉자들을 통해서 방문 격려하고, ,
신자들을 모으며 영속적인 성경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행한다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Accts MMI
참모들은 자원 봉사자들과 동행하며,
유럽에서는 의 참모들과ACCTS
동행한다.

조 직

7. 참모진. 에는 영국에Accts MMI
본거지를 둔 각 활동지역담당 지역국장과

아프리카 동 서 남와 유럽 독일( , , ) ( ,
폴란드 노르웨이 현지인 참모가 있다, ) .
그 외에 에 본부국장과 사무실Aldershot
관리자가 있으며 의 일상, Accts MMI
업무는 회장의 감독을 받는다 그들의.
이름과 기타 인적사항은 부록 에G
수록되어 있다.

8. 사무실. 본부 사무실은Accts MMI
영국 의 에 있으나Hampshire Aldershot
모든 지역국장과 회장은 자택에서

활동한다.

9. 재정 는 영국에 등록된. Accts MMI
복지재단이며 기본적으로 개인,
기증자의 기부금에 의하여 유지된다.
때때로 보조금 조성기관으로부터든지

유산의 형태로 고액의 기부금을 받기도

한다 자금은 중앙관리 되고 있으며. ,
유급 참모들은 임명시 이사회에서

개인의 형편과 필요를 감안하여 합의된

급료를 받는다.

행 사

10. 대회AMCF . 사역의Accts MMI
주된 부분은 대회의 조직과AMCF
진행을 돕는 일이다 여기에는 주요.
지역대회로부터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몇몇 나라들을 위한 Euroseminar3와

같은 세미나까지 포함된다 부록 에는. R
대회 개최를 위한 지침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대회나 세미나는. AMCF
현존하는 가 주관하는 것이MCF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이다.

는 프로그램의 계획 행정 및Accts MMI ,
기타 지원에 대한 조언 강사 제공, ,
참가대표의 초청 및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가비 지원을 할.
경우에도 대회 참가비용의 극히 적은

일부라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대회MCF 는 또한 국가. Accts MMI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계획MCF

수립 강사 제공 행정 및 기타지원에, ,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Accts

는 정상적으로 국가 행사를MMI MCF
위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12. 비 대회MCF . 는Accts MMI
나 국가 와 관련이 없는AMCF MCF

대회나 세미나 예를 들면 군목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의 참여범위는 행사의 성격과Accts MMI
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Accts MMI

따라 결정된다 제한요소는. Accts MMI
신탁증서와 기존 프로그램 및 재정문제

등일 수 있다.

13. 교육 및 훈련. 가 교육 및Accts MMI
훈련을 제공한 제목의 목록 전부 포함한(
것은 아님 은 부록 에 나와 있다) H .

3 유로세미나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의 현장 책임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Accts M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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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MCF 대회나 세미나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이 목록을 사용하기 바란다.
교육훈련 요청은 사무실로/ Accts MMI
보내주기 바란다.

14. 테이프와 비디오. 가Accts MMI
지원한 행사에서 시행한 교육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점차 더

많은 녹음을 하고 있으며 녹음 내용의,
최신 목록은 사무실이나 웹Accts MMI
사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항. (17
참조)

참모 방문

15. 개개인에게 참모들은. Accts MMI
자기 활동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기독신자들을 방문하는데 그들의

시간을 많이 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문은 지나간 대회나 세미나에 대한

후속조치이거나 앞으로 예상되는 회의

혹은 세미나 참가를 위해 이뤄진다.
방문은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특히,
지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16. 에 대하여MCF . 는Accts MMI
초청을 받을 때 공식 행사나MCF
비공식 모임을 방문한다 들은. MCF

참모의 방문을 요청하고Accts MMI ,
적절하다면 친교를 나누며, Accts MMI
활동지역 내의 다른 기독군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소식을 얻기 위하여

기독군인들의 모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행사에서. MCF Accts
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비록 짧은MMI

시간일지라도 를 통하여Accts MMI
이뤄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홍 보

17. 회보. 는 를Accts MMI Newsletter
발행하며 지원 간행물인, Africa News
및 와 함께 여러 기관의Europe News
최신 및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이들은 분기에 한번씩.
발행되며 그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된다 의 배포선 목록에. Accts MMI
포함되기를 원하는 들은MCF Accts MMI
본부 사무실에 알아보기 바란다.

18. 기도 목록. 활동을Accts MMI
지원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 목록을 얻을 수 있다.

19. 웹 사이트. 의 웹Accts MMI
사이트는 이다 웹www.acctsmmi.com .
사이트에는 영어와 불어로 발행된

회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 웹.
사이트에는 또한 계획된 행사들의

세부내용과 완료된 행사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 있으며 가, Accts MMI
지원한 행사의 일부 원고와 Accts MMI
사역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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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선교협력위원회AMCF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 28:19

소 개

선교협력위원회 는1. AMCF (MSO)
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AMCF .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군 중앙교회 내에 위치한다 는. MSO
한국군 현역과 예비역 퇴역 및 군무원,
중 남녀 기독교인의 지원자로 구성한다.
회원의 배우자도 활동에 참가하는MSO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는 군. MSO
선교를 위해 국내외 민간 교회 및

선교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회는 초교파적 비정부적. , ,
비정치적인 독립 기관이다.

임 무

의 임무는 세계 모든 나라의2. MSO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의. AMCF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 선교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한다.

목 표

의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3. MSO
마태복음 의 성취에 기여하는( 28:19)
것이다 모든 나라의 군대에. MCF
설립을 추구하고 기존 를 활성화MCF
시킴에 있어 를 지원하고AMCF
협력함으로써 이 목표를 수행한다.

사역을 위한 기능과 자세

4. 기능 는 기도 방문 회의. MSO , , , 교통,
교육과 격려 및 상호협력 등 의AMCF
대 주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6
사명과 목표를 달성한다.

5. 사역에 임하는 자세 는 아래와. MSO
같은 원칙에 따라 그 사역을 수행한다.
가 의 사명과 목표에 충실하고. MSO
유관 기관들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로마서 최선을” ( 8:28)
다한다.

나 주님의 복음사역의 종으로서.
항상 섬기고 도우며 지원하는

겸손한 자세로 일한다.
다 각 국의 가 자율적이고. MCF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여 각 국의 를 위한MCF
충실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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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도하며 계획 하는 절차를. (P&P)
꾸준히 적용한다.

마 전 세계 군 복음화를 포함한 군.
선교 사역을 위해 한국 교회 및

선교단체들과 적극 협력한다.
바 참고 교범에 명시된. AMCF
목표와 지침을 존중하고 와ACCTS

등 유관 기관과Accts MMI
긴밀한 연락 및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사 는 초교파적 단체로서. MSO MSO
활동에 동참하거나 후원 또는

지원하는 기독교 기관 및 교회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한다.

6. 기능 수행 방법
가. 기도

(1)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며AMCF
그들의 기도 사역을 도우며 지원,

임원들의 사역을 위해(2) AMCF
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3)
이를 유관기관에 전파

중보기도 사역의 조직 및(4)
활성화 지원

전 세계적 기도 네트워크의(5)
조직 및 활성화에 기여

나. 방문
임원들의 방문선교를(1) AMCF

돕고 필요시 군선교 요원의

파견 지원

능력범위 내에서(2) MSO AMCF
임원들의 방문선교 지원

(3) 각 나라의 설립과 활성화를MCF
위한 선교 요원의 방문 지원

방문선교 활동의 정보제공과(4)

능력범위 내에서의 필요한MSO
지원

다. 회의
각 국 의 세계대회(1) MCF ,

지역대회 소 지역대회 주최를,

지원

회의 주최 참석 등과 관련된(2) ,

사항 협력

(3) 타 기관에 의해 개최되는 대회의

지원을 위해 협조체제 유지

필요시 홍보 지원을 제공(4)

라. 교통
임원들 각 국의(1) AMCF , MCF,

국가 내의 회원들MCF

상호간의 교통과 친교를

촉진하도록 지원

회보의 발간과 배포를(2) AMCF

지원하며 문서를 통해 회원

간의 교통과 친교 증진에 기여

인터넷을 포함한 가용한 통신(3)

수단으로 전 세계의 기독

군인들 간의 교통과 교류를

격려하고 지원

번역 통역 메신저 서비스(4) , , ,

숙박 등의 가용한 편의 제공

마. 교육 격려/

각 국의 들이 성경의(1) MCF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며 영적인

체험을 나누도록 돕고 지원

전도와 양육을 위한 교육(2)

교재와 관련 문헌 등의 발굴,

개발 번역 및 전파 등을 돕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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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도자 훈련과Interaction ( ) 군대

윤리 군, 리더십과 군 선교 등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것을 돕고 지원

교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4)
길러내는 일을 돕고 지원

한국에 파견되거나 방문 또는(5)
유학하는 외국 군인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돕는데 참여

해외에 무관으로 파견되거나(6)
유학하는 한국 기독군인들을

돕고 지원

로부터 얻을 수 있는(7) MSO
훈련과 교육은 부록 참조J

바. 협력
각국의(1) ACCTS, Accts MMI,

및 관련 선교 기관들과MCF
협력

(2) 원활한 정보교환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및 와ACCTS Accts MMI
긴밀한 접촉유지

(3) 국내 및 국제 기독교군선교협의회
활동 협력(FCMMS)

활동을 지원 또는(4) MSO
후원하는 국내외의 군 및 민간

선교기관과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 교환

재정지원을 위한 활동 협력(5)

조 직

7. 주요 기관
가 는 임원회 사무국 지역국. MSO , , ,
교육훈련국 선교협력국 및,
후원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 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인. , (5
이내 사무총장 지도목사 각), , ,
국의 국장 실장 부장 팀장, ( ,

포함 및 정관상에) MSO
임원으로 지정된 자로 구성된다.

다 사무국을 비롯한 각 국은.

실행기관으로서 지역별 및

직능별로 부여된 선교업무를

수행한다.

라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MSO

회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자원

봉사자로서 사무국의 임명된

상근요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나

급여를 받지 않는다.

마 의 조직편성인원과 그들의. MSO

책임분야는 부록 참조I .

8. 및 기타ACCTS, Accts MMI

국제기관의 관계. 는MSO ACCTS,

와 협력하여 일하며 기타Accts MMI

관련 국제기관과도 협력한다.

9. 한국의 군선교 기관들과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은 한국 군 및 민간MSO

기독교 기관과 지원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가 한국기독군인연합회. (KMCF)

나 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 (KVOCU)

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EAK)

라 군 선교를 위한 민간교회 및.

선교기관

재정 지원

는 회원의 회비 헌금 및 관련10. MSO ,

개인 및 기관으로부터의 기부나

증여에 의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와.

같은 자금조달은 어떤 개인이나 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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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공 기관을 알리기 위해서 공개

되지는 않는다.

로 고

의 로고는11. MSO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28:19)
수행하는 궁극적 임무를 나타내고

있다 은 산을 는 구부러진. “M” , “S”
도로를 의미한다 과 의 중간에. “M” “S”
가로지르는 직선은 복음과 함께 계속“

진군하는 것 을 나타낸다 는” . “O”
십자가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할

지구를 나타낸다 청색은 온 세계의.
바다를 나타내며 흰색은 평화와 죄

씻음을 나타낸다 우슬초로 나를. “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
요약하면 는 앞에 산과51:7). MSO

구불구불한 도로가 가로 막혀

있을지라도 온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면서 꾸준히

전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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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국가 기독군인회 (MCF)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장 절” 18 20

서 론

기독군인회는 같은 나라 기독군인1.
두 사람 이상이 친교 기도 성경공부와, ,
증거하기 위하여 모일 때 시작된다 어떤.
나라든지 이와 같은 활동이 불법이라면

관련자들은 마태복음 에 있는22:21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모임이 그 이름을 가지며 그2.
지도자를 선정할 때 그 모임은 기독군인회

로 인정된다 이것이(MCF) . 기준이기는

하나 어떤 나라에서는, 의 구성MCF
요건이 공개적 조직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기독군인들이 다만

서로 비공식적인 연결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의 형성은 통상 두 가지 방법3. MCF
중 하나로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독군인에게 다른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나

필요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정상적인 결과는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고 싶은 욕망

즉 증거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증거하려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계획“ ”

하는 과정을 통해서(P&P) 주님의 뜻을

신중하게 찾고 있을 때 주님은 그와 같은

욕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
는P&P 기술이 아니고 태도이다 주님은.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사야“ ” (
라고 말씀하신다 더욱이 우리는55:8) .

요한계시록 의 말씀에 닫으면 열3:7 “

사람이 없다 기회의 문을 는 것을”( )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기독군인들은.
열리지 않는 문을 향해 그들 자신이나

그의 동료들을 던질 수는 없다 기도하고. ,
계획하는데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부록

를 참조하기 바란다K .

대부분의 는 의 개념을4. MCF MCF
전해주는 국외에서 온 사람의

방문결과로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전해준다.

각 국가 는 이름을 선정하고5. MCF ,
기구를 조직하며 그 필요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 는 전적으로. MCF
독립적이며 자치적이며 재정적으로, ,
자립한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비정치적이며. ,
비교파적이다 모든 국가 는. MCF
기독군인들이 서로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요한 서 과( 1 1:3)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는. MCF
그 나라 군대 내에서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증거하게 한다.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평신도 전도에

역점을 둔다 즉 많은 나라들은 군목이나. ,
군대를 섬기는 전문적 교역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목이나 전문적 교역자만이,
하기에는 일이 너무 벅차며 어떤,
군인들은 전우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만

군목에게는 경청하기를 어려워한다.

성 장

6. 성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계획의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자연적인 성장은 그룹의 어떤 회원들이

친구나 친지를 초청하거나 또는 어떤

회원이 전입되어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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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성장은 통상 느리며,
감소하는 수가 성장하는 수를 앞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계획된 노력은.
일반적으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견실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행동 중 몇

가지와 기타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의 주된 목표는 에 가입시키기MCF
위하여 기독군인들을 찾고 확인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성공적인.
들이 사용한 실 예이다 를MCF . MCF

설립코자 하는 노력은 군목들과 그리고

필요하면 군 또는 민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
가. 준비

지방 국가 및 국제적 기도지원(1) ,
기반을 구축할 것.
기독군인회 운동과(2) AMCF,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MCF,
인접국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것을 배울 것.
에 가입 하여 그 활동에(3) AMCF

참여할 것 이렇게 하기 위한.
요구조건과 절차는 제 장에1
설명되어 있음.

나. 회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지역교회에 전화로 알아볼 것(1) .
목사들을 직접 방문할 것(2) .
지역교회에 군선교 비전을(3)
제시할 것.

(4) 허가를 받아 군 기지에서 성경
또는 성경의 일부를 배포할 것.
알고 있는 기독군인들에게(5)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군인이

있는지 알아 볼 것.
군 정기회보의 비공식란을(6)
이용하여 알릴 것.
신문기사(7)
유료 광고(8)
라디오 또는 면담(9) TV
기독군인으로 확인된 사람들과(10)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을 할 것.

다. 의 설립과 운영MCF
(1) 를 조직하고 이름을 지을 것MCF .
정보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2)
중심점 또는 고정적인 위치를

정할 것.
지도자들을 선출할 것 통상(3) :
회장 부회장 서기 및 회계, ,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4)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임을

빈번히 가질 것 부록 참조. ( K )
기도하고 계획한 결과의 견본이

부록 에 있음L .
를 소개하고 설명하는(5) MCF

책자를 만들 것.
두 사람 이상의 기독군인들이(6)
같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하면

지회를 설립할 것.
지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7)
격려할 것.
정관과 내규가 필요하게 되면(8)
이를 만들 것 이러한 정관과.
내규의 견본은 웹AMCF
사이트 와(www.amcf-int.org)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 ․

에서 얻을 수 있음(ACCTS) .
부록 참조M .

유의 사항

기독군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7.
기독군인회로 조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 는 새로운 종파나 교회가. MCF
아니다.

나 는 지역교회나 진중교회에서. MCF
회원을 빼앗아 오지 않는다 그.
반대로 교회로 하여금 군부대 내에

선교적인 사역을 하도록 허용한다.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받도록 교회나

진중교회로 인도한다 많은 들. MCF ,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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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되는 조건으로MCF
지방교회의 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다 기독군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임무수행과 봉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골로새서 일반적으로( 3:23).
그들은 모범적인 군인들이다.
그들은 임무를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 마약, 싸움, ,
가족관계 등 징계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적다 와. MCF
지휘관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록 을 인용할N 수 있을 것이다.
라 군 복무는 기독교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한 훌륭한 자료는 AMCF,

및 를 통해서ACCTS Accts MMI
여러 가지 기관의 웹 사이트에

실린 논문을 전송받을 수 있다.
마 군목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회원들은 통상 그러한MCF
프로그램을 더 유익하게 만들도록

노력한다 는 군목에게 큰. MCF
도움이 될 수 있다 군목. MCF-
관계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부록 를 참조하기O
바란다.

활 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아들8. ,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면 어떠한

활동도 적절하다 국가 기독군인회의.
활동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과( 22:37) 사람에

대한 열정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에 바탕을( 22:39)
둔다 활동은 초대 교회의 선례를. MCF
따른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굵은( 2:42) (
글자는 강조하기 위하여 더한 것임.)
이러한 초대교회의 선례가 의MCF

전형적인 활동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왔다 신자들이 이러한 일에. 전혀“
힘쓰”거나 헌신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9. 또한 의 주요목표가 통상MCF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가. 군대 내에서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
나 회원들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도록 도움.

아래에 설명되는 전형적인 활동들이
모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다.

교 리

교리란 사도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에10.
관한 신자들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그는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하셨으며, , ,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체적 삶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문제이다. 신자의 영적 성장은 영적
진리를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이뤄진다, .
대부분의 국가 들은 이러한 범주에MCF
속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가. 성경공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공부는
필수적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성경공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즉 주제별 인물별 책별. , , , ,
성구별 및 기타 성경공부가 있다, .
성경공부를 진행하는데도 정식
강의로부터 개인공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형태와 방법의 선택은 성경공부
하는 그룹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의 주된 목적은 통상 군대MCF
안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회원들이 영적 성숙에 도달하도록
돕는 일이다 많은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귀납적 성경공부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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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군대가 그들을 어디로 보내든지
성령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혼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또한 선생으로. 모실
수 있는 신학교육 이수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이
공부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면 아무나
인도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학자가.
인도자가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귀납적 성경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교안이나 작업지의 표본은
부록 에 수록되어 있다P .

나. 새신자 양육.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2~3).
새로 태어난 아기는 그들이 젖을
먹고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새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독교의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영적인 삶의 시작을 도울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할 누군가를“ ”
필요로 한다 군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부모 역할은 통상“ ”
지방교회나 진중교회 또는 가MCF
담당한다 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들은.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다가 그 모든 율법의
늪에 빠져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가보려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버리고, 혼돈된 나머지 다시
중간쯤으로 넘어와서 예언적인
시에서 실종하고 말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들에게 기본적 사항을
가르치고 그들이 넘어질 때,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나눌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다. 제자 훈련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전했던

훈련의 형태이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2:2).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뽑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번식의 원칙이다 이것 또한.
지역교회 진중교회나 또는, MCF
이들이 합동하여 할 일이다.

라. 강의세미나 워크숍/ / 이들은 한.
강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청중으로
이루어진 그룹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이 일련의 특별한 모임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이다.

친 교

11. 마가복음 에서 예수님에 관하여3: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으며 그 사도중의 한 사람이,
요한 서 에서 쓰기를1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하였다 친교란 간단히.
말해서 서로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의 두. MCF
번째 범주는 기독군인들이 서로 함께
있기 위하여 모이는 일이다 즉 영적인. ,
차원에서의 사교시간을 갖는 것이다.
가. 단짝 방식“ ”(Buddy System)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을 떠나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단짝 또는“ ”
친구 를“ ” 가지라고 가르친다 만약.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도. MCF
그 회원들이 개인으로서 또는
부부로서 단짝 관계를 가지도록“ ”
격려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영적인 체험을 나누고 영적인
필요가 있을 때 즉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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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교적 활동 회원들이 친교를. MCF
위하여 서로 같이 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다 볼링. ,
수영 카누 스케이트 타기 등을, ,
같이 하거나 스포츠 행사나 박물관,
동물원이나 음악회에 같이 가는

경우가 그런 예이다. MCF
회원들은 다만 같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로를 알기 위해,
그리고 서로와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서로 만날 구실을

생각할 수도 있다.
다. 음식 식사와 친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성경공부 후.
가정에서 제공하는 간식일 수도,
단짝 에 대한 식사 초대일 수도“ ” ,
그룹끼리 어떤 식당에 함께 가서

식사하는 외식일 수도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한 식탁 위에다

벌려놓고 모든 음식을 조금씩

덜어다 먹는 팟 락 서퍼“ ” (pot
일 수도 있다 이러한luck supper) .

식사시간은 서로를 더 잘 알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 수양회 회원들은 때로 어떤. MCF
곳에 함께 가서 일상 활동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지낸다 이것은 행복한.
결혼생활 자녀교육 미래 활동을, ,
위한 기도와 계획 영적 쇄신 기타, ,
목적을 위하여 할 수 있다.

마. 대회. 기독군인회가 성장함에 따라
업무와 친교를 위하여 많은

회원들을 함께 모으고 싶은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 통상이다 지역.
또는 국가대회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모인다 대회개최. “
지침 부록 이 대회 준비를” ( R)
돕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다.

바. 교통 회원들이 항시 서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회보발간은 회원

상호간의 소식을 계속 알리는 한

방법이다 그 외에도 웹 사이트의.

개발 이메일을 통한 개인접촉, ,
편지 또는 전화통화 등이 있다.
회의에는 참석할 기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참으로 한 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떡을 떼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12.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전 및( 11:24
라고 하셨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26) . “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 하였다” .
의 이러한 활동은 감사와 경배로써MCF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 또는 증거한다.
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을 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에게 또 서로에게 더

가까워진다 그들은 순종 경배. ,
및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라져 버린다.
나.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와. ,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드리는 시간.

다. 기독교 문서의 배포 군대 사회.
안에서와 이웃들에게 소책자나

성경의 일부를 나눠주는 일은 MCF
회원 거의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도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많은 정식 훈련을

받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부대에 성경을 배포하는 것은

적절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드온 협회나 성서공회의

도움을 얻어 행할 수 있다 성경.
배포는 흔히 복음 전파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초청하는 일을 동반할 수 있다.
라. 교도소 및 병원사역 감금되어.
있거나 입원해 있는 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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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 그리스도의 사랑을MCF
나타낼 필요가 많은 대상이다.
더욱이 그들은 그들 생애의 어떤

때보다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지 모른다 이 사역은.
구금되어 있거나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확대될 수도

있다 많은 나라에 있어서 교도소.
경비와 병원 요원도 군인들이기

때문이다.
마. 선교팀 어떤 는 군인들과 전. MCF
군대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구성된 선교팀을 만든다.
당국자들이 그들 자신은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을 경우에도 필요한

허가를 하는 일이 가끔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노력이

군인들의 임무수행을 향상시키고,
징계문제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팀이.
올 때 설교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수지원을

제공하고 예하 부대장들에게,
부대원들을 집합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선교팀은.
현역이나 예비역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이 팀은 가 없는. MCF
지역에 지회를 설립하고MCF ,
현존 지회를 돕고 격려하거나MCF
이웃 나라를 돕기도 한다.

바. 전도대회 여러 나라에 있어서.
군대사회 또는 주요 도시의 사회

전체를 위하여 기독군인들이,
심지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전도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

기 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할13.
것을 가르쳤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모든.
신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한다
살전 기도란 하나님과의( 5:17).
대화이며 찬양 고백 감사 간구 또는, , , ,

간청으로 이뤄진다 만약 모든. MCF
회원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도에

힘쓴다면 어떤 든지 그 기초가MCF
튼튼해지고 많은 유익을 얻을 것이다.
많은 들은 대화식 기도가 새신자들로MCF
하여금 이 핵심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화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소그룹이 마치

하나님이 당신 옆에 가시적으로 계시는

것 같이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제목에 대해 한 문장 정도로 짧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많은 제목에 대해서.
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짧은.
기도를 드릴 때 방금 기도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이 기도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기도한다.
예를 들면 감사기도를 문장기도로 드릴

때한사람이 하나님의은혜에감사합니다“ .”
하면 다음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 “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에 기도한 사람이나.” ,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
라는 식으로 교대로 짧게 기도한다.
계획하는 모임에서 간구나 탄원기도를

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명확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처음,
사람이나다른사람이하나님께서그모임의

인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대화식 기도를 가르치기 위한 교안이나

작업지는 부록 에 포함되어 있다P .
가. 발간된 기도요청 기도요청.
목록의 정기적 발간은 모든 MCF
회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활동을 위해서MCF
기도하게 한다 회원 전체가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 이것은 또한 서로.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가져온다.

나. 기도 사슬 이것은 특별하고. ,
긴급하고 예측불가한 상황이나

필요를 위해 기도요청이 있을 때

즉시 기도할 사람들의 조직이며,
이들은 또한 목록에 있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 다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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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반복해서 기도사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이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까지 계속 한다.
다. 기도 모임 회원들이. MCF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때 때로는.
이것은 금식이나 철야기도일 수도

있다. 기도모임은 국가기도일이나
감사절 혹은 연례 기도의 날AMCF
같은 특별한 때에 개최할 수도 있다.

라. 중보기도 그룹사역 이 사역은.
현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군대 전체의 영적 평안에 깊은

관심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뤄지는 중보사역이며,
그들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통상 배우자들이나

친척들 회원들의 친구들과, MCF
퇴역 군인들이다 이 종류의.
사역에 관한 정보는 부록 에서Q
찾아볼 수 있다.

마. 기도하고 계획 부록 에. K
설명되어 있는 이 절차에

있어서는 계획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나 기타

요원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과

실시중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독군인회 내의 어떤 사람이나

그룹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한다.

자 원

어떠한 일도 올바른 도구를 쓰면14.
쉽게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의. MCF
일도 가용한 모든 자원 또는 도구를

사용할 때 더 쉽게 이루어진다.
간과하기 쉬운 자원들은 다음과 같다.
가. 다른 지원기관들 어떠한 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혼자 할 때 더 어렵다 를. MCF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관의 목록은 부록 에서S
찾아볼 수 있다.

나. 배우자 군인들에게 배우자의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다 배우자들은 전체.
군대 사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
모든 활동에 그들이 참여한다면MCF
그러한 활동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다. 퇴역 군인 퇴역 군인들은 통상.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 그리고 오랜 경험과.
성숙한 생각을 에MCF 가져온다.

의 임원들AMCF , ACCTS, Accts
와 의 참모진의 명단을MMI MSO

잠시만 보더라도 자원봉사를 원하는

퇴역자들에게 얼마나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기독군인회를 위하여 적절하다고15.
생각되면 위에 열거된 활동들은 흔히 서로

결합하여 수행된다 예를 들면 가장. ,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가장 중요한 의MCF
활동은 빈번하고 정기적인 소그룹의 기도,
성경공부 친교 및 전도 모임일 것이다, .
위에 제시한 사항들은 모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적절하다는 것은 반복해서

강조할 가치가 있다.

16. 이 장의 서두에인용한 말씀은 마태복음
18:20 두세사람이모인곳에는“ ....” 이었다.
이 성구의 나머지 부분은 기독군인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즉. , 내 이름으로“ ”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독군인회 운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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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구성도AMCF

및 지원ACCTS, Accts MMI MSO

회장AMCF

부회장AMCF
태평양 지역

부회장AMCF
중동 지역

부회장AMCF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

부회장AMCF
서아프리카 지역

부회장AMCF
동북 아프리카 지역

부회장AMCF
남아프리카 지역

부회장AMCF
동아시아 지역

부회장AMCF
동남아시아 지역

부회장AMCF
남아시아 지역

부회장AMCF
남아메리카 지역

부회장AMCF
중앙아메리카 지역

부회장AMCF
북아메리카 지역

부회장AMCF
중남유럽 지역

부회장AMCF
동북유럽 지역

및 지원ACCTS, Accts MMI MSO

별과 원은 와 접촉자를 나타내며MCF ,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지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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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가입인증서 견본AMCF ( )



부록 C 
AMCF 임원 및 지역 
 

세계기독군인연합회 (AMCF) 
P.O BOX 27030 
Denver, CO 80227, USA 
전화: +1 303-985-8808 
팩스: +1 303-986-4710 
이메일: accts@accts.org 
웹사이트: www.amcf-int.com 
 

회 장: 
이필섭 대장 (예) (장문석) 
이메일: prayers@unitel.co.kr 
 

지역별 부회장: 
 

아프리카 (AFRICA) 
 

동 (East) 
부룬디, 콩고(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르완다, 
세이셀,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David Wakaalo 준장 (Ruth) 
이메일: wakaalo@yahoo.com 
 

불어권 (Francophone) 
베넹,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 
코트디브와르, 가봉, 기네,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Gaston Gnoumou 대령 (예) (Eleanore) 
이메일: gaston.amcf@fasonet.bf 
                                                        

                                                      

 

남 (South)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레소토 
 
앙골라, 보츠와나, 코모로,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상토메, 
남아프리카(공), 
스와질란드, 잠비아, 짐바브웨 
 
Peter Louwrens 해군 대령 (Di) 
이메일: petedilo@netactive.co.za 
 

서 (West) 
까뽀베르데, 적도 기네, 감비아, 가나, 
기네비쏘, 라이베리아, 나이제리아, 
시에라리온 
 
Ishaku Komo 공군 준장 (예) (Sarah) 
이메일: komonmcf@hotmail.com 
 

아메리카 (AMERICAS) 
 

북 (North) 
안티구아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캐나다,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스,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Nestor Ogilvie 중령 (예) (Monsie) 
이메일: ogijesu@caribsurf.com 
 

중앙 (Central)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Joaquin Maldonado 대령 (예) (Vicky) 
이메일: amilcri@gua.net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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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South)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스페인,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Omar Larrazabal 대령 (예) (Rosi) 
이메일: oyrlarrazabal@yahoo.es 
 
아시아 (ASIA) 
 

남 (South)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Srilal Weerasooriya 대장 (예) (Dilhani) 
이메일: accts@accts.org 
 

동남 (South East) 
브루나이,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Ruben Ciron 소장 (예) (Aida) 
이메일: benciron@yahoo.com 
 

동 (East)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북한, 대만,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갑진 중장 (예) (박우주) 
이메일:  kjleemc@dreamwiz.com 
 

유럽 (EUROPE) 
 

동북 (North East)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밸라루스,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루지야, 그리스,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Torbjorn Bostrom 대령 (Anne) 
이메일: torbjorn.bostrom@bedband.net 
 

중남 (South Central)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아일 

오브 맨, 이탈리아, 코소보,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Brian Parker 중령 (예) (Jean) 
이메일: brianstcleers@hotmail.com 
 

중동 (MIDDLE EAST)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 모로코,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예멘,  
 
Imad Máayah 소장 (예) (Heyam) 
이메일: athamaran@hotmail.com 
 

태평양 (PACIFIC) 
오스트레일리아, 쿠크 군도, 피지, 
키리바시, 마샬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뉴질랜드, 팔라우, 파푸아 뉴기니아, 
사모아, 솔로몬 군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Eric Burton  주임 군목 (RANR)  (Lynda) 
이메일: ericburton@homemail.com.au 

Jim Greshe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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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임원의 역할AMCF

임원들은 국가 기독군인회1. AMCF
의 내부 일에 대하여 아무런(MCF)

권한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에. MCF
지시하지도 않고 그를 대표하지도,
않는다 국가 수준에 있어서의 그들의.
기능은 에 가입한 를AMCF MCF
격려하고 돕는 일이다 국제적인, .
수준에 있어서는 연합회와 국가

의 필요에 따라 격려와 지도와MCF
도움을 주는 일이다.

각 임원은 때때로 기도하고2. AMCF “
계획 하는 팀을 모으고 만나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그들의 모든 사역과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절차 부록 참조 를 사용한다( K ) .

이 부록에 열거된 기능들은 그들이3.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격려와AMCF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능들은.
또한 와 접촉자들에게MCF AMCF
임원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회 장
지역 구분을 결정하고 지역4. AMCF ,

부회장을 지명한다.

매년 기도의 날 을 선포한다 통상5. “ ” .
그날이 토요일이 되게 한다.

및 와6. ACCTS, Accts MMI MSO
긴밀히 협력한다.

지역 부회장들과 긴밀히7. AMCF

협력한다.
필요에 따라 지도자들과8. MCF

교신한다.

기회와 자금이 허용하면 격려하기9.
위하여 여행을 한다.

지역 부회장

회장과 긴밀히 협력하며10. AMCF ,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안을 한다.

및 의11. ACCTS, Accts MMI MSO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력하여 계속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제안과,
조언을 제공하며 한 팀으로 그 지역을,
섬긴다.

자기 지역에 있는 국가12. MCF
지도자 및 접촉자들과 정기적으로,
가급적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씩

교신한다.

격려 여행을 하며 가능한 한 세계13. , ,
지역 및 기타 대회에 참석한다.

자기 지역에 있어서의14. AMCF
국제대회를 승인하며 자기 지역이,
주최하는 대회준비와 시행에 참여하여

그 대회가 의 목표와 사역에AMCF
확실히 도움이 되도록 한다.

지도자 훈련15. “Interaction” ( ),
“Interaction Rocky Mountain High”
초급 지도자 훈련과정 및 기타( )
프로그램에 참가할 후보에 대한 추천

및 의견제시를 한다 특히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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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교육ACCTS

INTERACTION USA

매년 개국의 기독군인1. 8~10
지도자들이 가 미국에서ACCTS
주최하는 프로그램에“Interaction USA”
참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기독군인회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각각 자기 지역과 나라에 돌아가도록

도전한다.
섬김의 리더십•
귀납적 성경공부•
대화식 기도•
선교지로서의 군대•
세계 속의 기독군인 가족•
이 프로그램은 단계로 이뤄진다2. 3 .

첫 번째 단계는 동해안에 있는 대회

센터에서 이뤄진다 주일간의. 1
대부분을 국제 대표들이 ACCTS
참모들 및 대회센터의 운영요원들과

교제를 갖는다 이때 하는 활동은.
예배 개인 간증 국가 보고 워크숍 및, , ,
오락 등이다 이 단계가 끝날 때에는.
각국 대표들과 참모들은ACCTS
빈틈없이 짜여진 한 그룹이 된다.
그것이 의 핵심이다“Interaction USA” .

두 번째 단계는 주일 이상3. 1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이 핵심 그룹은.
각 군과 여러 가지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군사기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기독장교회

기독군인회 군목들(OCF), (CMF), ,
진중교회들이 제공한다 이 기간 중.
대표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

기독군인들과 교제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 머무르기도 하고 간증, ,
국가보고 가정에서의 개인적인,
이야기 성경공부 폿트럭, , “ (potluck)”
저녁식사 예배 조찬기도회 그리고, , ,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 등 여러 가지 활동에 같이

참여하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표들은 다시4.
모여서 그 프로그램을 복습 및

평가한다 대표들은 그들이 본.
모델들을 수정하여서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그 경험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서 실시할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을 계획할5. Interaction USA
때 협조 담당자는 의 모든AMCF
임원들과 및ACCTS, Accts MMI

의 참모들에게 참가자를MSO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지명 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도를 보일 것.
장차 상당기간 동안 현역에서든지•
예비역으로서 자기 나라 군대에서

영향을 미칠 기회가 있는 사람.
영어회화 및 문장에 있어서 상당한•
실제적 지식이 있는 사람.
미국에 체류하는 주간과 왕복여행2•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후보자가 선정되면 협조 담당자는6.
임원들과AMCF ACCTS, Accts MMI

및 참모들에게 누가 선정되었는지를MSO
통보한다 그리고 나서 는. ACCTS
후보자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정식

초청장을 발부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돕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대표 개인과 들은. M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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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여행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바란다 부족한 여행경비와.
중의 모든 프로그램 비용은Interaction

가 부담한다 가능하면 대표들이ACCTS .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가 시작되면 모든Interaction USA
일정이 끝날 때까지 대표들은 그룹과

함께 남아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에.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친지 방문이나

개인적인 용무는 이전이나Interaction
이후에 하도록 계획하기 바란다.

INTERACTION
INTERNATIONAL

7. 자국 내에서 을 주최하기를Interaction
원하는 나라는 에 있는Denver ACCTS
사무실에 연락하여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바란다 국가 는 위에. MCF
열거한 에 관한 지침을 따를Interaction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시에 있어서 반드시 ACCTS
참모가 참여하여야 한다.

INTERACTION ROCKY
MOUNTAIN HIGH

이것은 군대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8.
군인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제 단계는 일간의. 1 10
광야체험이며 이 기간 중 로프,
사용법 현수 하강 배낭 행군 급류, , ,
래프팅 카야킹 성경공부 및 많은, ,
개인적인 교제 등을 포함한다 이.
단계는 중부에 있는 미국Colorado
기독장교회 수양관에서Spring Canyon
실시된다.

제 단계는 가 실시한다9. 2 ACCTS .
의 자료 중 대표들의Interaction USA

연령이나 경험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세미나 시간에 강의한다 이것이.
끝나면 지역의Colorado Springs
공군사관학교와 육군 시설을 방문한다.

이 방문 기간 중 참석자들은 기독군인들의

가정에 머무르며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10. Interaction Rocky Mountain High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협조 담당자는

전에 참석했던 사람들 지도자들, MCF ,
모든 임원들과AMCF ACCTS, Accts

및 참모들에게 참가자를MMI MSO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추천.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거나 그렇게•
할 의사를 표명한 사람

육군 사관생도 해군 사관생도, ,•
장교 후보생 또는 새로 임명된

장교.
자기 나라의 군대 내에서 장차•
상당기간 영향력을 미칠 기회가

있는 사람.
제 단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1•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
제 단계 육체적 활동을 안전하게1•
할 정도로 영어회화와 문장에

있어서 상당한 실제적 지식을 가진

사람.
미국에 체류하는 주간과 왕복여행2•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후보자가 선정되면 협조 담당자는11.
임원들과AMCF ACCTS, Accts MMI

및 참모들에게 누가MSO
선정되었는지를 알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는 입국 허가에 필요한ACCTS
서류 작성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참가하는.
개인이나 국가 는 가능한 한MCF
여행경비를 스스로 마련하기 바란다.
부족한 여행경비는 가 지불할ACCTS
것이다 와 는 모든. ACCTS OCF
프로그램 경비를 부담하되 개인

경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룹과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 개인적인 용무나.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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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은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완료

후에 하도록 계획하기 바란다.

MOBILE TRAINING TEAMS

12. ACCTS는 국가 를 지원하기MCF
위하여 여러 가지 워크숍을 위한

자료와 지도자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흔히 참모 방문과

연결되거나 대회의 일부로서 제공되거나

요청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방문을 할

수도 있다 아래에 열거한 것들은 필요에.
응하여 제공되었던 워크숍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워크숍은 서신이나.
이메일로 에 신청할 수 있다ACCTS .
귀납적 성경공부 신학적인.•
훈련이나 경험이 없는 평신도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인도될 수 있는

양육과 전도를 위한 소그룹 성경공부.
생활전도 구원받지 못한 이웃이나.•
친구 직장에서의 친지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계획된 삶을

사는 방법.
지도력의 기본요소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AMCF, ACCTS, Accts MMI•
에 대한 소개 그들의 조직MSO . ,

하는 일 그들 상호간과 국가,
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MCF .

어려운 상황 돕기 이 워크숍은.•
그리스도를 돕는 자의 모델로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크리스찬과 전쟁 평화주의자와.•
정의로운 전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성경은

전쟁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다.
국가 기독군인회 그것은 무엇이며. ,•
무엇을 하는가?
국경을 넘어 찾아가는 사역 다른.•
나라로부터의 군선교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는 방법과 그런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
군목과의 관계 가 군목들을. MCF•
어떻게 지원하며 군목들이 를MCF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설명.
제자훈련 제자훈련 계획의.•
개발방법.

기독교 윤리대회

는 기독교 윤리에 대하여13. ACCTS
며칠간이든지 또는 주말에 할 수 있는

대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회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에

관하여 알고 싶어 하는 고급 장교들이나

정부 관리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대회는 본래 전 소비에트 연방의

나라들을 위하여 계획된 것이지만 기타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과목들은 아래와 같다.
기독군인의 역사•
크리스찬과 국가의 신학•
군목의 역할•
크리스찬 지휘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크리스찬의•
시각

군인들의 사회적도덕적 문제/•



H-1

부록 H
국제군선교회 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Accts (Accts MMI)

서 론

받을 수 있는1. 교육에 관한 이 목록은

세미나 및 대회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며 가 직접하거나, Accts MMI
주선할 수 있는 훈련 또는 교육의

제목을 수록하고 있다 모든. Accts MMI
참모들이 모든 과목을 망라할 수는

없지만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및

트레이너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제목에 관한 교재가 있으며,
신청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제목에 대해서는 테이프가 있으며,
테이프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제목 논제/

크리스찬 군인2.
가 크리스찬 군인이 되려면. 4’ 5

나를 따르라(1) .
삶 아니면 죽음의 길(2)

나 군인이 되는 것과 크리스찬. -

성경적 근거

다 군대 내에서의 사회적 및 도덕적.
문제를 다루는데 대한 크리스찬의

관점

크리스찬 리더십3.
가. 세속적 세계에 있어서의 크리스찬 리더십
나. 군 지휘관에 대한 크리스찬의 책임
다 크리스찬 군인이 된다는 것. -
그리스도를 모델로 한 진정한 리더십1, 2

군인이라는 직업4.
가 크리스찬들과 평화유지.
나 불. 의한 세계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쟁

4 소장이 년 월동아프리카기독군Ian Durie 2001 3
인리더십세미나에서행한세번의강의에서.

5이강의내용은테이프로얻을수있음.

다 신앙에 근거한 지휘. 6’

신학적 관점(1) - Patrick
Sookhdeo
배경 위기에 있는 세계(2) - -
Victor Dobbin
세기 전쟁 세기 도덕적(3) 21 - 13
지침 - Ian Durie

(4) 테러리즘 새로운 윤리적 도전-
- Ian Durie
지휘관의 성실성과 딜레마(5) -
Patrick Sookhdeo
군대사회 내에서의(6) 도덕성의

향상 - Victor Dobbin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권력을(7)
행사하기 - Ian Durie

(8) 윤리적 의사결정 - Victor Dobbin
신앙에 근거한 지휘(9) - Richard

중장Dannatt

군목 및5. 군목제도

가 효과적인 군목제도의 발전.
나 군목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
되느냐?

기독군인들6.
가 기독군인회의 특징들.
나 기도하고 계획하기.
다 개인 및 그룹 성경공부.
라 개인 및 그룹기도.
마 중보기도.
바 지방 기독군인회의 조직과.
운영방법

6 년 월고급장교들을위한세미나에서행2003 10
한여덟번의강의중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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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윤리적 질문 하나님의 나라에서. -
당신의 신앙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방문7.
가 회교와의 만남.
나 서방의 관점에서 정교를.
이해하기

유로세미나 년 이래8. . 1994 Accts
는 유럽 국가들이 군 리더십에MMI

있어서의 기독교 윤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도왔다 위에.
열거한 제목 중 많은 부분이 이

세미나에서 사용되었지만 유로세미나

프로그램은 통상 주최국의 요구에

맞춰서 준비되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 유럽지역 국장으로부터Accts MMI

얻을 수 있다 부록 참조. G .

생도사역 는9. . Accts MMI
사관생도들을 위한 사역을 점차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생도 및 젊은 장교를 위한

외부로 향한 성경 수양회를 도왔다.
여기에는 조정 스키 및 이와 유사한,
육체적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한 조언이나 도움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담당

국장에게 알아보기 바란다 부록. 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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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AMCF 선교협력위원회 (MSO) 참모
MSO 사무실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9호 
국군중앙교회, 우 140-600
전화: 02-795-6225, 797-6763 
팩스: 02-797-6764
이메일: mso2004@paran.com
Web-site: mso.co.kr

위원장

이  준,  육군대장 (예비역)
(부인: 박용숙)
전화: 02-403-0562
휴대폰: 010-3080-1000
이메일: Lee1788@freechal.com

부위원장

강덕동,  해군중장 (예비역)
(부인: 박정희)
전화: 02-2651-3668
휴대폰: 010-8667-3667
이메일:  kdd39@hanmail.net

권안도,  육군중장 (예비역) / 국제
(부인: 이여숙)
전화: 02-6261-7915
휴대폰: 010-4789-6427
이메일: adkwon_kr@yahoo.co.kr

이갑진,  해병대중장 (예비역) / 교육
(부인: 박우주)
전화: 031-702-4209
휴대폰: 011-9001-4201
이메일: kjleemc@dreamwiz.com

윤여일,  육군소장 (예비역) / 후원
(부인: 이영춘)
전화: 02-416-9238 
휴대폰: 011-895-9237
이메일: yy431115@daum.net

정성길,  육군대령 (예비역) / 선교
(부인: 유경자, 육군대령 (예비역))
전화: 031-302-5770
휴대폰: 011-335-8865
이메일: jungsk1010@hanmail.net

지도목사

김홍태,  육군중령 (예비역)
전화: 02-2252-7609
휴대폰: 017-737-3464
이메일: kht3464@hanmail.net

손창문,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민효자)
전화: 031-703-5017
휴대폰: 010-6351-0688
이메일: scm2020@hanmail.net

윤재관,  목사
(부인: 도옥전)
전화: 02-748-7286
휴대폰: 016-9346-2027
이메일: yunchaekwan@gmail.com

전성동,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김지은)
전화: 02-543-5703 
휴대폰: 011-9090-5703
이메일: mcfjsd@hanmail.net

허성화,  목사
전화: 02-515-4112
휴대폰: 010-6339-2281

: angel7042@hanmail.net

감사실장

박훤재,  육군소장 (예비역)
(부인: 김옥희)
전화: 031-388-2733
휴대폰: 011-281-2228
이메일: hip222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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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조 관

협력군선교사

이재율, 목사, 육군대령(예비역) / 캄보디아
(부인: 박병진)
전화: (855)23-992-442
휴대폰: (855)12-194-7044
이메일: joygodlove@paran.com

강태원, 목사 / 러시아
전화: (7)095-735-1968
휴대폰: (7) 916-391-3746
이메일: peacek@com2com.ru

김학근, 목사 / 일본
전화: (81)3-5272-3477
팩스: (81)3-3205-4020
hkk628@hotmail.com

이민철, 의사 / 네팔
(부인: 김금숙)
전화: (977)56-528838 / 56-524501
lovenepal@yahoo.co.kr

ACCTS 협조관 
김사묵,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김명덕)
전화 / 팩스: 02-2647-3526 
휴대폰: 017-352-3526
이메일: kimsamook@yahoo.co.kr

Accts MMI 협조관 
오형재,  박사, 육군소령(예비역)
(부인: 고정자)
전화: 02-983-0483 
팩스: 02-983-0484
휴대폰: 011-9037-0483
이메일: hjoh@venus.uos.ac.kr

사  무  국

사무총장 / 동아시아 팀장

김영덕,  육군소장 (예비역)
(부인: 허성화)
전화: 02-515-4112
휴대폰: 010-4701-4117
이메일: ydkim2020@hanmail.net

국제실장 
김진옥,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정재순)
전화: 031-901-4189
휴대폰: 010-9590--4189
Email: kjo4215@yahoo.co.kr

국내실장 / 재정, 회원관리팀장
배윤규,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김선옥)
전화: 02-706-9903
휴대폰: 016-340-9903
Email: by8751@hanmail.net

선교․후원실장 / 홍보․섭외 팀장
허성화,  목사
전화: 02-515-4112
휴대폰: 010-6339-2281

: angel7042@hanmail.net

전산실장

김찬수,  육군소령 (예비역)
(부인: 박현주)
전화: 032-237-3747
휴대폰: 010-6232-3746
이메일: ks3747@hanmail.net

사무간사

진미정

휴대폰: 010-6374-9799
이메일: jiam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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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국

지역국장 / 아프리카 팀장
강한규,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박정자)
전화: 031-713-9696
휴대폰: 019-9296-2964
이메일: hkk1941@yahoo.co.kr

미주 팀장

김사묵,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김명덕)
전화 / 팩스: 02-2647-3526 
휴대폰: 017-352-3526
이메일: kimsamook@yahoo.co.kr

유럽 팀장

김한식,  국방대학교수
(부인: 성혜옥)
전화: 02-413-0066
휴대폰: 010-7750-0067
이메일: kimhan@kndu.ac.kr

동아시아 팀장

김영덕,  육군소장 (예비역)
(부인: 허성화)
전화: 02-515-4112
휴대폰: 010-4701-4117
이메일: ydkim2020@hanmail.net

동남아시아 팀장

박재현,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이미경)
휴대폰: 016-233-0504
이메일: jhp0504@hanmail.net

남아시아 팀장

박경진,  부이사관(예비역)
(부인: 김숙자)
전화: 031-456-3296
휴대폰: 010-9014-5999
이메일: pkj3296@netian.com

태평양 팀장

최영관,  육군준장(예비역)
(부인: 이연희)
전화: 0707-017-0837
휴대폰: 010-5071-9590

중동 팀장

오세민,  육군준장(예비역)
(부인: 박경희)
전화: 02-823-4909
휴대폰: 010-4621-4909

교육훈련국

교육훈련국장 / 영어캠프 팀장
이갑진,  해병대중장 (예비역) / 국제
(부인: 박우주)
전화: 031-702-4209
휴대폰: 011-9001-4201
이메일: kjleemc@dreamwiz.com

MEO (군선교 현장 참관) 팀장
김무웅, 육군소장(예비역)
(부인: 윤귀숙)
전화: 031-287-7951
이메일: prayerkmw@yahoo.co.kr

인터액션 팀장

김덕수,  해군소장 (예비역)
(부인: 강명희)
전화: 02-537-1812 
휴대폰: 011-9980-4761
이메일: kdsjus@daum.net

의료선교 팀장

김덕중,  육군준장 (예비역)
(부인: 고정자)
전화: 02-337-6416
휴대폰: 010-3999-6416
이메일: kdj3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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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선교 팀장

길준석,  육군대령(예비역)
(부인: 박수정)
전화: 02-833-1114
휴대폰: 010-2337-1114

태권도 선교 팀장

이수호,  육군중령(예비역)
(부인: 박영자)
전화: 02-939-5736
휴대폰: 018-235-5736

MELS(군 윤리 리더십 세미나) 팀장
권병주,  육군대령(예비역)
(부인: 이명형)
전화: 02-3461-9372
휴대폰: 019-278-9372
이메일: kwonbj18@daum.net

CY for MELS (군 윤리 및 리더십 사이버 
대학) 팀장
오형재,  박사, 육군소령(예비역)
(부인: 고정자)
전화: 02-983-0483 
팩스: 02-983-0484
휴대폰: 011-9037-0483
이메일: hjoh@venus.uos.ac.kr

선교협력국

선교협력국장

최동근,  3급 부이사관
(부인: 이영옥)
전화: 02-748-2371
휴대폰: 010-5074-3420

해외선교협력 팀장

정봉대,  육군대령 (현역) 
(부인: 차선혜)
전화: 02-821-3147
휴대폰: 010-5076-3140
Email: chungbongdae@yahoo.co.kr

국내선교협력 팀장

이원목,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이정숙)
전화: 02-861-0982
휴대폰: 019-378-0982
이메일: wonmoklee@naver.com

외국군 유학생 선교팀장

홍성표,  공군대령
(부인: 배  경)
전화: 02-6674-6227
휴대폰: 010-5071-6227
이메일: hspn@hanafos.com

후  원  국

후원국장

임만채,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강양순)
전화: 02-877-2468
휴대폰: 018-280-0686
이메일: yabeslim@hanmail.net

예배/기도 팀장
정완용,  육군중령 (예비역)
(부인: 이옥자)
전화: 02-560-2810
휴대폰: 011-392-0127
이메일: amen0914@yahoo.co.kr

후원섭외 팀장

박창문,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장세옥)
전화: 031-911-0387
휴대폰: 011-751-5337

친교/행사지원 팀장
권오성,  육군대령 (예비역)
(부인: 민경순)
전화: 02-3391-2269
휴대폰: 010-8253-9153
이메일: kos9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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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 국

여성국장 / 찬양 팀장
이계심, 권사
전화: 02-536-9592

교육/개발 팀장
장문석, 권사
전화: 02-452-9533

후원/봉사 팀장
정재순, 권사
전화: 031-901-4189

기도 팀장

박용숙, 권사
전화: 02-403-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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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J
선교협력위원회 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육AMCF (MSO)

서 론

는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1. MSO ․ ․
국제군선교회(ACCTS), Accts (Accts

및 기독군인회들 이MMI) (MCFs)
주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는 또한 자체의 교육기회를MSO
개발한다 이 모든 훈련 및 교육기회는.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MSO
에 의하여 계획되고(MSO-TEPs)

준비된다 이 부록에 열거된.
의 교육기회 중 어떤 것은MSO-TEPs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준비하는데 장시간을

요할는지도 모른다 각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시행될 수도 있고 개 또는, 2
그 이상의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시행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MSO
영어캠프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합될

수 있다.

영어 캠프MSO

매년 는 선정된 국가를 위하여2. MSO
영어캠프를 주최한다 영어캠프는.
군선교를 위하여 와ACCTS, Accts MMI
민간교회를 포함한 다른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어캠프의 기간과 빈도는 지원3.
가능성과 그것이 시행될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지도자 훈련Interaction Korea ( )

선정된 나라들의 기독군인4.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서 가MSO

주최하는 “Interaction Korea”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이 프로그램의.
기간 참가자의 수 초청 대상국은, ,
동역하는 기관과의 합의하에 에MSO
의해 결정될 것이다.

프로그램은5. “Interaction Korea”
프로그램의 그것과 유사할ACCTS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에 의하여 더욱더 개발될 것이며MSO ,

관련된 개인과혹은 기관에 통보될/
것이다.

사이버 대학 (CU)

사이버 대학 은 에6. (CU) AMCF
가입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인터넷을 통한 기독교 군 윤리와

리더십 원거리 학습기구이다 이.
기구의 조직 위치 학습과정, , ,
학생선발 행정절차 및 재정지원 등은,

및 기타 관련ACCTS, Accts MMI
기관과 함께 더욱더 개발될 것이다.

는 를 운영하는 협조기관의MSO CU
역할을 할 것이다.

군 윤리와 리더십 세미나 (MELS)

는 이 주제에 관심 있는 군7. MSO
지도자와 정부관리를 위한 군 윤리와

리더십 세미나를 마련할 것이다.
군대에 있어서 군 윤리와 리더십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이 이 세미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이다 관련되는.
제목은 기독교 리더십 군목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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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과 군목과의 관계 군 신학, ,
신앙과 군 복무 군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종교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특정한 세미나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

군 선교 견학 프로그램 (MEO)

8. 선정된 기독군인 지도자들과 군목들을
초청하여 군사 기지에서 일상 이뤄지고

있고 군인교회와 민간교회 및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 군선교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케 한다.

프로그램은 군대와 민간교회9. MEO
간의 상호지원 관계와 그들의 군선교

조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은 한국군에 있어서의 비전 2020
운동을 소개 및 강조하고 세부적인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 내 외국군 유학생 프로그램

(FMS-K)

한국 내 외국군 유학생 프로그램10.
은 한국 군사학교 또는(FMS-K)

민간학교 및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군 유학생 군 장교 병사 군( , ,
기관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관 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는. FMS-K
외국군 유학생과 그들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를 발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는 요구에 따라 직접 또는11. MSO
간접지원 협조 연결 정보교환 및, , ,
기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들과. MCF

및 는 이 목적을ACCTS Accts MMI
위하여 한국에 와 있거나 올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는 컴퓨터 프로그램을12. MSO
주관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주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실시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캠프와 같은 다른MSO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될 수도 있다.

태권도 한국 무술 프로그램( )

13. 군대 또는 보안부대의 무술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가 후원하는MSO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는 또한 해외에 나가. MSO
있는 태권도 사범들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주선할 수도 있다.

는 국제 태권도 대회 참가를14. MSO
위하여 관계 기관들과 협조할 수 있다.

의료 봉사 프로그램

의료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가15. MSO
의료지원을 주선할 수가 있다.
의료지원은 희망하는 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된다 는 그 필요성을. MSO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한다 는 필요한. MSO
지원을 주선하기 위하여 ACCTS, Accts

및 요청 국가의 와 긴밀한MMI MCF
협조가 필요할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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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K
기도하고 계획하기

배 경

기도하고 계획하는 과정에 참여하기1.
위한 준비로 다음의 성구들을

생각하기 바란다.7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13)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13)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7 이 부록은 기독군인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도

하고 계획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

도하고 계획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칙이며 세계“... ,
어디서나 사용될 수 있다 기도하고 계획함으로써.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절차.” Tom Capps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11)

왜 기도하고 계획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개인이나 단체에2.
어떤 특별한 필요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가 필요하다.

아래 성구는 기도하고 계획해야3.
하는 성서적 기초가 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13:1~3)

기도를 위한 모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4.
제자들은 가끔 합심기도를 했다. -
그것은 그들의 사역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던가 위에 인용한 성구는!
합심기도의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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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계획하기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을 구성하기5.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룹에게
나타내시는 어떤 명백한 필요 또는
관심분야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일단.
명백해지면 그것은 를 위한 새로운MCF
프로그램이거나 가 하도록 인도를MCF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활동 또는
행사일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하는 활동이 우리들의
최선의 능력을 다해 준비되도록 우리의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 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하시지
않는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은.
중심적인 기도위원회가 되고 가급적,
광범위한 지원 그룹들을 동원해서
기도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요사업 예 국제대회 등 을. ( : )
위해서는 어떤 특정분야의 일을 하기
위한 별도의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또한.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 지도자

모든 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6.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에도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반드시.
기도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일 필요도“ ”
없고 반드시 먼저 된 그리스도인일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며 그는 능력 있는,
조직자라야 하고 쉽게 지도자로,
받아드려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지도자는 기도로부터 실시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팀의 크기

7.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의 크기는 일의
크기와 팀 구성원 등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명이 되어야 한고 그 팀은2 ,
필요이상으로 많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팀 구성원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의 다른8.
구성원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다 명백한 것은 그들은 공개적. ,
즉석 또는 대화식 기도를 나누기를
서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계획 중인 어떤.
행사의 준비단계에서 팀 지도자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자원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팀의 준비

9. 팀을 일단 구성하면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든 팀 구성원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만약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의.
구성요원이 흔들리면 최종 계획도
역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 팀의 구성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드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팀 구성원은 로마서 을. 12:1~8
읽고 따라야 할 것이다 너희 몸을.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하여야 한다.

모임의 빈도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계획하는10.
팀이 모이는가 하는 것은 팀 지도자의
책임이다 지도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적인 모임을 소집하여야
한다 어떤 행사가 계획될 때 모임의.
빈도는 아마 시행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임은.
행사가 개최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후속조치로서, ,
특히 찬양과 감사를 위하여 그리고
행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의 평가를
위해서 지속되어야 한다.

절 차

11.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임의 필수적인
출발점은 기도와 찬양이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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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예를 들면 시편 시편 편이나, ( 63
찬양시편 을 읽고 최초 몇 분148~150)
동안 찬양과 경배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시간의 목적은 모든. “...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고린도후서 하기 위해서다( 10:5) .

팀 지도자는 그리고 나서 기도를12.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말하고 필요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한다 기도할 제목이.
많을 경우에는 한번에 한 제목씩 말하거나
한번에 전부 열거하는 것보다 한번에
두 세 개 제목씩 말하는 것이 좋다, .
그리고 한 제목씩 시간을 따로내어
기도하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조언이 이 부록 마지막
부분에 있다.

계획을 분별하는 방법

주님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당신의13.
계획을 기도팀에게 나타내시는가?
토의는 어떠한 회원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그 팀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서로 나누며,
기대에 찬 그룹이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그룹은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나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다시 주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한다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의 특징은.
의견의 일치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할 때 그 그룹은 세 번
내지 네 번 만나야 주님께서 모든 다른
문제의 기초가 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계시할
것이다.8 주님께서는 원칙들을 계시할

8 이와 같은 일은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이 런던에

서의 어떤 활동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영국 국

방부에서 모였을 때에 발생하였다 그 팀은 주님.
의 인도하심을 분별하였다는 확신 없이 세 번 모

였다 그런데 네 번째 모였을 때 그 그룹은 감격.
적으로 속히 계획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그 계획

에는 근처에 있는 시위대 예배당에서 매년 복음

전도를 포함한 찬양예배를 준비하는 행사가 들어

있었으며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행사는 매, 16
년 많은 열성적인 회중을 끌고 있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에게 쉽게 계시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을 이끌어서
대회를 위하여 면밀하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신 예가 수 없이 많다.
간단히 말하면 만약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그룹이 진정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나서 기대에 차고 주님께
의지하는 계획을 세울 때 주님께서는
그의 완전한 계획을 계시하실 수 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팀은 먼저14.
이것을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전도인가 더 깊은? ,
영적인 가르침인가 지방의 그리스도인의,
그룹을 뭉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기까지는 목표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얼마동안 토의 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팀은 다시 기도하거나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 또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토의를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결정함으로써 활동의 형태를 결정할 것이다.

15. 그리고 나서 팀은 활동계획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 요소들을 검토해야 한다.
행사계획에 관한 본 교범의 부록에는
있음직한 요소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침이 나와 있다 이것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의 최대 관심분야이며, 팀
지도자는 기도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가 나타날 때 그 모든
요소들을 기록해 둬야 한다 가령 한.

의 개발을 계획할 때 관련요소MCF
하나하나를 기도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것은 각 요소에 따르는.
하나하나의 선택을 그 진로를 채택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 획

이 단계에 도달하면 개략적인16.
계획이 떠오르며 명백한 의견일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그것을 기도로).
확정짓고 기록하고 후에 회의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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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다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
사탄은 계속적으로 팀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계획이 이제 성서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참조 이 계획의( 18:19 ).
기록은 회의록의 형태로 가급적 빨리
발표되어야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이
다음에 모이기 전에 관련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찬양과 감사

기도하고 계획하는 팀은 모임을17.
마칠 때마다 주님께서 그 팀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결 론

적절히 준비만 된다면 기도하고18.
계획하는 팀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다만 믿음의 결여가 성령님이 일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제한한다. “...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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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L
원칙 목표 및 전략적 목표의 표본,
운용 원칙

개인 성경공부 기도 순종1. , , .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성경공부와 기도와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시작하고 지속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것.

가족2. .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가족의 영적인 평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가족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기초적인 예배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

직업적인 탁월성3. .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의

군 복무를 전문가답게 수행하도록

격려할 것.

개인 사역4. . 기독군인회 회원 모두는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개개인에게

사역하는 습관을 기를 것.

기 도5. .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검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기도하고 계획 하는 과정을 지키도록“ ”
촉구할 것.

지역 공동체6. .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성경공부 기도 및 개인적인,
나눔을 위한 지역별 친교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격려할 것.

전도하고 제자화 하기7. . 그리스도를
높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군대

사회의 모든 구석까지 복음화하고

말씀으로 무장시킬 것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원칙들을 실제,

적용하도록 훈련시키고 서로 격려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대회를 개최할 것.

청지기 직분8. . 구성원 각자가 재산,
시간 및 영적인 은사의 훌륭한

관리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도울 것.

군목에 대한 지원9. . 해당되는(
국가에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도와)
개인적인 격려로 지역 군목들을 지원하고

진중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

매체 사역10. . 월간 회보 기도목록, ,
제목별 소책자 및 팸플릿 등의 문서와

오디오 및 비디오 교육자료의 사용과

배포를 장려할 것.

국제 선교11. . 개개 회원들과 지방
기독군인회로 하여금 국제 군 사회의

영적 및 세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을 하도록 격려할 것.

목 표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과12.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직업적인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에 도달하도록 육성하는 것.

군대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13.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토록 회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지원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

전략적 목표

일정한 시기까지 모든 주요시설14. ,
함정 및 학교 내의 군대 사회에

역동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전도 및

봉사 기구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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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M
정관의 사례들

조만간 거의 모든 국가 기독군인회가

정관 및 내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적 그룹이 모일

수 있기 전에 이와 같은 문서에 대한

정부승인을 얻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군인회.
같은 기관은 정부승인이 전혀 필요

없으나 그 기관이 사무실과 부동산을,
가지기를 원할 경우 정관과 규칙을

가지는 법인체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이와 같은.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국가 가 자신의 정관과. MCF

내규를 입안하는데 필요하다면 국가

를 도울만한 몇몇 나라의 사례를MCF
로부터 얻을 수 있다ACCTS .

뉴질랜드 정부와 통합 강력한- ,•
군목지원

브라질 정부에 통보-•
케 냐 군목과 통합-•
미 국 평신도 정부가 참여치- :•
않음 군목참여는 자발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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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
기독군인회와 지휘관과의 관계

지휘관의 일차적 과제는 그에게1.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대

안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치 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휘관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전

예고 없이 어떤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부대 안에 기독군인회

가 있으며 그것이 무엇이며(MCF) , ,
그것이 세계기독군인연합회 와(AMCF)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그것이 어떻게,
지휘관의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가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며2. AMCF ,
국가 기독군인회 와 조직된(MCFs)
기독군인회가 없는 나라의 기독군인

개인들로 이뤄진 비공식 연합체이다.
는 비정치적이며 어떤 사람이나AMCF ,

정당 또는 국가의 정치적인 야망이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떠한 교파나 교단에 정식

가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앙조직이.
없고 사무실이나 예산이나 참모가,
없는 연합체이다 가 가지고. AMCF
있는 것은 회장과 지역별

부회장들이다 이 임원들이 의. AMCF
회장단 을 이룬다 이들은 자원“ ” .
봉사자이며 몇몇 군선교 기관들이나, ,

및 기타로부터 그들의 능력이MCF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들은 국가 의 내부적인 일에MCF
대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들은 에 지시할 수도 없고MCF ,
를 대표할 수도 없다MCF . 각국 는MCF

독립적이며 자치적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하며 자기나라 군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국가 노선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들은 다른 나라 들과MCF MCF

접촉함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 에AMCF
참여한다 이 연합체에 있어서.
군 이란 말이 사용될 때 그 의도는 한“ ”
나라의 모든 군대와 방위군 경우에,
따라서는 법과 질서유지 기관을

포함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방대와.
기타 국가기관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의 목표는 세계 모든 나라가3. AMCF
를 가지며 그 가 성숙해지고MCF , MCF

활성화 되는데 있다 의 회원들은. MCF
아래와 같이 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지휘관의 임무 수행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능력껏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임무수행은 지휘관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부대 내에서.
적극적인 도덕적 및 윤리적 영향을

끼치며 징계문제를 감소시킨다, .
다 군목의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
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위험한
임무를 담대하게 수행한다.

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
지휘관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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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O
기독군인회와 군목과의 관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은1.
그들의 군대 구성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역하는 군목을

가지는 축복을 받았다 이 군목들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하기에는 군목의 수가

결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울 평신도에게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기독군인회 에2. (MCF)
있어서는 그 구성요원이 거의 모두

평신도이며 그 지도자도 평신도이고, ,
성직자가 아니다 일반적인 경험에.
의하면 가 군목들의 지원을 받을MCF
때 훨씬 더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음과 같이3.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만약. ,
군목들과 들이 같이 협력한다면MCF
양쪽에 모두 유익할 것이다 들은. MCF
그의 회원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격려하며 찬양대에서 노래하며 평신도, ,
지도자로 섬기며 어린 아이들의 종교,
교육프로그램에서 가르치며 성경공부와,
청소년들을 인도하며 새로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병원과 교도소,
방문 등을 함으로써 군목을 도울 수

있다 군목들은 의 활동을 광고하고. MCF
거기에 참석하며 그들의 특별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토록 해주며 지휘관,

앞에서 를 지지해 준다든가 하여MCF
를 지원할 수 있다MCF .

그러나 협력의 정도라든가 협력의4.
방법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신학적인 차이와 개인의 성격 등 많은

요소 때문에 크게 달라진다 신학적인.
차이가 있을 때에는 타협 없는“
협력 이 길잡이가 되는 좋은 모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개인적인 성격 차이가 있을 경우

경험에 의하면 최선의 해법은 서로“
사랑 하는 것이다” .

세계기독군인연합회 는5. (AMCF)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들과 군목들의MCF
상호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격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놓여 있다.
군목이 있는 나라에서는 는 국가AMCF

가 기독교 군목을 최대한 지원하고MCF ,
다른 모든 군종장교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협력 하도록 격려한다 그것은” .
자기의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 기독교. AMCF
군목이 없는 나라에서 기독교 군목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를 격려하고MCF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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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P
교안의 표본

귀납적 성경공부와 대화식 기도의1.
교안과 이 부록에 있는 작업지는 함께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작업지는.
모든 학생에게 배포되며 학생들은,
인도자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에

공란을 채워 넣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잘 못하더라도 모든

중요한 요점은 요약에 기재되어 있다.
교사들을 위한 귀납적 성경공부의

교안은 한 시간용이다 대화식 기도의.
교안은 분용이고 그 후에는20 ,
소그룹별로 실제 대화식 기도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교재는 가용한.
시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
작업지의 공란에 기입할 해답은

교안에 밑줄 쳐 있다.

세 번째 교안인 개인전도는 몇몇2.
기독군인회 에서 효과적으로(MCF)
사용된 바 있는 세 가지 개인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상 세 가지 교안과 작업지는3.
원하는 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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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적 성경공부
교 안

군대용소그룹모델

소 개 분 목표포함(5 , )
많은형태의성경공부가있다 주제별 인물별 신구약성경등. , , .∙
성경공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정식 강의부터 개인 공부까지 공부 형태와 방. .∙
법의선택은그룹과목표에달려있다.

∙대부분의 의목표는군대내에서주님의지상명령수행과회원의영적성장을돕는것이다MCF .

많은국가에서의경험에의하면∙ 귀납적성경공부는성경공부의유일한방법은아닐지라도가장효

과적인방법의하나이다 이성경공부는리더십능력이있는어떤사람도인도할수있으며신학적.
훈련을필요로하지않는다.

목표:이강의를받고나면각자는다음사항을할수있어야한다.
A.자신의표현으로귀납적성경공부의정의를말할수있다.

B. 개기본지침을말할수있게된다4 .

C.귀납적성경공부를인도할수있게된다.

D.귀납적성경공부를평가할수있게된다.

강의 분(10 )
정의 귀납적성경공부란A. : :
1.성경의한부분을공부.통상한장 때로는한장미만 드물게는한장이상, , .

2.소그룹에의한공부.거의같은수준의 명이적절6-8 .

3.비공식적이며발견해나가는형태의공부.기본적으로성령의인도를받는학습.

기본지침B. .이것들은엄격한규정은아님.
1.성경구절에충실.공부는선정된성경구절에국한되고다른성경구절이나간증은통상사용되
지않으므로어려워서참여하지못하는경우는없을것이다.

2.원하는사람은누구나참가가능.아무도참석을강요당해서는안된다.

3.아무도혼자독점적으로이야기하지않는다.

선정된구절에대한4. 세가지질문에답한다.
a.무엇을말하고있는가?내용.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와같은질문에답한다? ? ? ? ? .

b.무엇을의미하는가?발견.교훈 약속 명령 경고또는사례 좋은것인가또는나쁜것인가, , , - ?
하나님에대하여무엇을배울수있는가?

c.나에게어떤의미가있는가?적용.내가발견한것으로내가무엇을해야하는가?

인도자의의무C.
1.성경공부준비.원칙적으로행정사항이다 어디서 언제 누가 무엇을할것인가 간식준비등을. , , , ,
결정 참석자를위하여성경책은충분히있는가등 미리기도하면서공부할내용을연구한다. . .

2.정시시작및종료.시간엄수는군대에서중요하다.

3. 가지기본지침을강조4 .이시간에기본지침을복습한다.

주의 인도자는단지진행자일뿐 성령께서조명해주시고이해하게해주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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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습 분(35 )

귀납적성경공부를시범 분A. . (10 )

대략 명의그룹을선정1. 6 .

짧은성경구절을사용2. .

귀납적성경공부실시 분B. . (20 )

참가자를 명의그룹으로나눔1. 6-8 .

성경의짧은분량을지정2. .

각그룹에인도자를지정3. .

재집결시간지정4. .

성경공부를평가 각그룹에질문 분C. . . (5 )

선정된구절에한정해서공부했는가1. ?

원하는사람은모두참여했는가2. ?

누군가공부진행을독점하지는않았는가3. ?

세가지질문에모두답했는가4. ?

정시에종료했는가5. ?

요 약 분(5 )

A.귀납적 성경공부는 의가장효과적인도구의하나이다 성령께서조명해주시고이해하게해MCF .

주시기때문에신학적훈련을받은자를필요로하지않는다.

B. 정의 귀납적성경공부는성경의한정된부분을 소그룹에의해 비공식적이고발견해나가는형태:

의공부이다.

C.기본지침:

주어진성경구절에충실1. .

모든사람이참여2. .

아무도공부진행을독점하지않음3. .

다음질문에답함4. .

무엇을말하고있는가a. ?

무엇을의미하는가b. ?

나에게무슨의미가있는가c. ?

D.인도자의의무

성경공부준비1. .

정시시작및종료2. .

기본지침의이행3. .

E.평가 그룹이다음과같은점에서얼마나잘했는가를판단:

정시시작및종료1.

기본지침의준수2.

교사에 대한 지시:이교안은한시간용이나원하는대로조정가능함 밑줄친부분은작업지빈칸에대.
한해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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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용소그룹모델

서 론

귀납적 성경공부는군대내에서주님의지상명령을수행하기위한유일한방법은아니지만가장

효과적인방법의하나이며 리더십이있는사람은누구나인도할수있으며인도자를위한신학적,
훈련을필요로하지않는다.
목 표 이교육을받고나면다음사항을할수있다: .

A.

B.

C.

D.

발 표
정의 귀납적성경공부란A. : ?

1.

2.

3.

기본지침B.

1.

2.

3.

4.

a.

b.

c.

인도자의임무C.

1.

2.

3.

주의 인도자는단지진행자의역할을할뿐성령이빛을밝혀주시고알게해주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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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귀납적성경공부는지상명령을수행함에있어서 의가장효과적인도구의하나이다 성령께서조명MCF .
해주시고이해하게해주시기때문에신학적훈련을받은자를필요로하지않는다.

B.귀납적성경공부는성경의한정된부분을소그룹이비형식적으로발견해나가는형태의공부이다.

기본지침은다음과같다C. .

성경구절에충실1. .

모든사람이참여2. .

아무도공부진행을독점하지않음3. .

다음질문에답함4. :

무엇을말하고있는가a. ? 내용

무엇을의미하는가b. ? 발견

나에게무엇을의미하는가c. ? 적용

D. 인도자는성경공부를준비한다 정시에시작및종료하며 기본지침을준행케하고. , 기도하면서 미리

학과를예습한다.

평가는그룹이얼마나잘했는가를판단하는것이다E. .

정시시작및종료1.

기본지침의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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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식 기도
교 안

서 론 분(5 )
성경은우리들에게기도하라고가르치고있다.∙
우리는묵도에서떠들썩한기도 자연적인기도에서예배의식의기도가있다는것을알고있다 기, .∙
도는 개인기도와 공중 회중 기도가 있다 어느 한편이 없는 것은 마치 밤이 없는 낮과 같다 서로( ) . .
가보완적이다.

많은 공중 기도 특히 즉석 공중 기도는 딱딱한 언어 거룩한 음성 을 사용하고 막연한 간구를 함, , “ ”∙
으로써초신자들에게좋지못한본을보인다.

몇몇나라의기독군인회와다른그룹에서대화식기도를함으로써하나님의임재∙ 하심을더많이느

끼게되고결과적으로단체의활력과단결을증진시키는것을볼수있다. 그것은또한많은사람들에게
기도하는방법을가르치는데큰도움을준다.

대다수의이와같은원칙은소그룹의기도는물론개인기도에도적용된다.∙

목 적 이강의를받고나면여러분각자는다음과같은일을할수있게될것이다: .
A.대화식기도를당신자신의말로정의할수있다.

B. 개의기본원칙을말할수있다4 .

C.지도자의직무를말할수있다.

강 의 분(10 )
정의 대화식기도는A. . :

1.하나님 삼위일체의하나님 을향해서뿐만아니라( ) 그와더불어이야기하는것이다.

2.소그룹으로서 때로는귀납식성경공부그룹으로서, 이야기하는것이다.
이때 명이가장적합하다3~6 .

대화의형식 어조와어휘등을사용하여3. , 비공식적으로이야기하는것이다.
나자신을말할때는 나 모임을가르칠때는 우리 라고부른다“ ”, “ ” .

기본지침B. 이것들은엄격한규칙이아니다.

1.주제에충실하라 한번에한제목이나한사람또는한상황에관하여왔다갔다하면서. 한제목

이다끝날때까지합심하여 마 기도한다( 18:19-20) .

2.원하는사람은모두참석하되아무도참석을강요당해서는안된다.

3. 한사람이독차지하지말고, 기도는한문장 한구절씩짧게하라 기도하고싶으면여러번하, .
되적어도다른사람이한번은기도한다음에다시기도하라 침묵하는것도괜찮다. .

4.세가지를의식하고반응하라.
우리와함께하시는a. 하나님을의식하라.
∙경배 그분이누구인지: .
∙감사 그분이하신일: .
∙경청 그분이하신말씀: .

하나님의임재하에b. 우리가있다는것을의식하라.
∙고백 내가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간구 내가: 필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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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견지에서c. 다른사람들을바라보라.

∙중보기도 :그들이필요한것이무엇인가.

인도자의직무C. .

1.기도시간을위하여준비한다.이것은기본적으로행정적인일이다 비공식적이고 방해되지. ,

않는환경을찾고,시간을정하여참가자들을초청하고 기도요청을적절히모으고 기타일들을, ,

찾아서한다.

2.시작과종료시간을엄수한다.

필요에따라3. 지침을준수한다.

주의:인도자는다만 진행자 이다 성령님께서조명하시고모임을인도하실것이다“ ” . .

요 약 분(5 )

A.대화식 기도는하나님의임재를깨닫게하고 기독군인회의생명력과하나됨을증진시킬것이다 그, .

리고사람들이어떻게기도하는가를가르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B.정의.대화식기도는소그룹으로서비공식적이고대화식으로하나님과이야기하는것이다.

C.기본지침은
제목에충실하라1. .

모든사람이동참하라2. .

아무도독점하지말라3. .

개분야를의식하고반응하라4. 3 :

하나님 경배 감사 경청a. : , , .

우리들 고백 간구b. : , .

다른사람들 중보기도c. : .

D.지도자의직무

기도시간준비1. .

정시시작과종료2. .

기본지침이행3. .

교사지침 이교안은 분용이다 그리고: 20 . 소그룹으로하는대화식기도시간으로이어지게되어있다.

필요에따라수정해서시행할수도있다 밑줄친부분은실습지빈칸에쓸답을표시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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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식 기도

귀납적 성경공부와 함께 사용

서 론

대화식 기도는하나님의임재를깨닫게하고 기독군인회의생명력과하나됨을증진시킬것이다, .
그리고사람들에게어떻게기도하는가를교육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대부분의원칙들을소그룹의.
기도는물론개인기도에도적용된다.

목 적 이교육을마치면여러분개개인은다음과같은사항을할수있을것이다: .

A.

B.

C.

D.

설 명

정의 대화식기도는A. : ?

1.

2.

3.

기본지침B.

1.

2.

3.

4.

a.

b.

c.

인도자의직무C.

1.

2.

3.

주의:지도자는다만진행자일뿐이다 성령님께서깨닫게하시고모임을인도하실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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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화식기도는하나님의임재를깨닫게하고 기독군인회의생명력과하나됨을증진시킬것이다A. , .
그리고사람들이 어떻게기도하는가를교육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대부분의원칙들은 소그.
룹의기도는물론개인기도에도적용된다.

대화식기도는소그룹으로서비공식적이고대화식으로하나님과이야기하는것이다B. .

기본지침은C. :

제목에충실하라1. .

모든사람이참여하라2. .

아무도독점하지말라3. .

개분야를의식하고반응하라4. 3 .

하나님 경배 감사 경청a. : , , .

우리들 고백 간구b. : , .

다른사람들 중보기도c. : .

인도자는기도 시간을 준비하고정시에시작하고 끝내며 기본지침을이행하고 기본지침을준수D. ,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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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전 도

교 안

서 론 분 목표 포함(5 , )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 고 말씀하셨다 제자의“... ” ( 28:19) .•
신분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또는 복음화 되었을 때 시작된다,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의 핵심 기능이다MCF .•
개인전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업이다.•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 교안은 원리와.•
세 가지 방법만을 소개한다.
기도는 모든 전도의 기본요소이다.•

목 표 이 강의를 받고 나면 각자는 다음 사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복음의 가지 기본요소를 말할 수 있다4 .•
당신 자신의 말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신앙을 가지게 된 당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

강 의 분(25 )
A.정의 전도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예비된. 크리스찬의 소망인 영생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 ...” 지상명령 마 의 일부를( 28:19)
감당하는 것.

3. 하나님과 전도자와의 공동작업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심.

B 복음의 네 가지 기본요소. :
1. 하나님의 창조계획은 인류와 함께 교제하며 사시는 것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하다, .
2. 인류의 불순종과 은혜에서 떨어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보다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한데서 온 것이다.

3.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4.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택하는 것과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케 한다.

복음 설명 일대일 전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구도자의 취지에 맞춰 해야C. . ,
한다 실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

가지 영적원리 에 의해 제작된 사영리 소책자 에서 요약한 것임 대부분의 나라에1. 4 (CCC “ ” .
있는 대표 또는 이메일CCC CCCMM <paul.pettijohn@milmin.com>로부터 획득 가능함.
허가를 얻고 사용됨.)



P-12

a.제 원리1 하나님은당신을사랑하시며 당신의삶을위해놀라운계획을가지고계신다: , .
요한복음 과( 3:16 10:10)

b.제 원리2 사람은죄를지어하나님으로부터분리되었다 그러므로그는하나님의사랑과: .
그의삶을위한계획을알수없고 경험할수도없다 로마서 과, . ( 3:23 6:23)

c.제 원리3 예수그리스도만이하나님께이를수있는유일한길이다 그분을통해당신은: .
하나님의사랑과당신의삶을위한계획을경험할수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 3:18, 1:3,
요한복음 14:6)

d.제 원리4 우리는각자가예수그리스도를나의주나의하나님으로영접해야한다 그러면: .
우리는하나님의사랑과우리삶을위한그분의계획을알수있고또경험할수있다 우리는.
믿음으로그리스도를영접해야한다 요한복음 에베소서 과요한계시록. ( 1:12, 2:8,9 3:20)

로만로드 로마인들은 길을 새로 낼 때 구부러지거나 이탈함 없이 곧게2. (Roman Road).
만들었다 그들은 지형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들의 목적지까지의 길은.
여전히 곧게 하였다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도 이와 같다 그들의 여정에서 크리스찬은. .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대처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에 -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도달할 때까지 인내하며 똑바로 가기를 원하신다 다음에- .
요약된 로마서의 구절들은 복음의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로마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다.
a.로마서 3:23 모든사람이죄를범하였으매하나님의영광에이르지못하나니

b.로마서 5:8 우리가아직죄인되었을때에그리스도께서우리를위해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우리에게대한자기의사랑을확증하셨느니라

c.로마서 6:23 죄의삯은사망이요하나님의선물은그리스도예수우리주안에있는

영생이니라

d.로마서 10:9,10 네가만일네입으로예수를주로시인하며또하나님께서그를죽은자
가운데서살리신것을네마음에믿으면구원을얻으리니

하나님 창조자 그리고 유지자3. -
하나님께서이세상을창조하셨으며 오늘날그것을유지하고계신다 하나님홀로우리삶의a. , .
초점이되실만한분이시다 창세기. ( 1:1, 2:1)
인간이하나님과같이되는것을선택함으로하나님을우리삶의중심에서옮겨놓게되었다b.
창세기 장 그러므로우리는우리의삶을효과적으로유지하거나영원히유지할수없게( 3 ).
되었다.
예수님께서하나님으로부터오셔서인간으로사셨으며 하나님과인간과의사이를건널수c. ,
있도록유일한다리를준비해주셨다 요한복음 이것은예수님의말씀과삶으로증거( 1:12).
하셨지만 궁극적으로주님이죽으시고다시살아나셔서첫부활이되심으로증거하신것이다, .
우리가예수님께서우리를위해십자가상에서하신일을받아드릴때우리삶의중심에d.
하나님을모시게된다 로마서 우리의삶의중심에하나님을모심으로우리가( 10:9, 10).
성공적으로그리고영원히살리라는것을신뢰할수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말하라D. .
크리스찬이 되기 전의 나의 삶1. .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2. .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는가3. .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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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E. :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
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함께 계시고 저의 삶을, , ,
영원토록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실 습 분(15 )

부록에 있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개인 간증을A.
하는 시범을 보이라 질문자가 물어볼 것 같은 질문 한 두개를 물어보도록 사전에 준비된.
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습평가 반원들에게 물어보라B. . .:
복음의 네 가지 요소가 명확히 설명되었는가1. ?
개인 간증이 적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가2. ?
구도자에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했는가3. ?
어떤 질문이든 도우려는 자세로 정직하게 다뤄졌는가4. ?

요 약 분(5 )

개인전도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과 사람의A.
공동작업이다.

이것은 회원의 핵심적인 활동이다B. MCF .

복음의 네 가지 기본요소C.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1. .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2. .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3. .
그리스도를 택함4. .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많은 방법이 있다D. .

당신의 개인 이야기를 말함으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E. .

헌신의 기도는 구도자를 위한 확인작업이다F. .

이 교안은 분 휴식을 포함하여 시간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다10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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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Q
군대를 위한 중보기도그룹 사역(IPG)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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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6:2,
에베소서 마태복음6:18, 18:19, 20

그리스도인들은 군인들의 영적인1.
평안에 관심을 가지고 군을 위한

중보기도그룹 을 만들어 그들을(IPG)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약속한다.

중보기도그룹의 특별사역은 기도2. “
대상자 로 알려진 그들의 국가”
기독군인회 의 특정한 회원에게(MCF)
정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지원을

제공한다 중보 기도자는 마치 한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기도 받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이 그려질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가 다른 기도사역과 다른 점은 의IPG IPG

일차적인 목적은 그 기도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를 위하여 효과가 있는 것으로3. MCF
입증된 조직방법은 국가 의 서기를IPG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기도대상자 가“ ”
되기를 원하는 개인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그들을 들에게 배정하도록 하는IPG
것이다 또한 국가 서기는 이러한. IPG
그룹의 형성을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자료를 유지하고 그룹 서기들에게 개요를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지역별 또는 국가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그것은IPG .
중보 기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이 그들의

기도대상자를 위하여 계속 힘써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도대상자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정기적으로 관계되는

에게 활동상황과 필요들을 편지 전화IPG ,
또는 개인 방문에 의하여 알리는 일이다.

그룹 서기의 책임은 그들의 회원들을IPG
계속 명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충하는4
일이다 이들은 군인들의 배우자나 친척도.
될 수 있고 군에서 은퇴된 사람 또는, ,
정기적으로 기도하기로 약속하기를 원하는

기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효과를 본 좋은 방법은4.
기도대상자들 통항 당 명은( IPG 6
초과하지 않음 이 매 월말까지 다음 달)
기도의 필요를 적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는IPG 매월 초 모이는데 회원들이나

기도대상자가 계획을 짜는데 편리하게끔

매월 같은 요일에 하는 것이 좋다 그.
모임은 통상 묵상으로 시작하여 기도와

경배의 시간을 갖는다 그룹 서기는 각.
기도대상자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사전에 작성된 자료를 나눠 주거나

회원들에게 서기가 말할 때 노트에

적도록 부탁한다 월례 회의에서 회원들은.
몇 가지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적은 것을 가지고 가서 그달

중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특히 그.
기도대상자들이 노트에 적었던 행사에

참여할 때는 강조해서 기도한다 회의.
후에는 그룹 서기가 각 기도대상자에게

그들이 그를 위하여 지원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응답에 대한 기쁨과 격려를 나누고,
다음 그룹모임을 확인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하여 기도대상자들이.
자기들의 다음 기도요청을 제출할 시간을

다시 상기하도록 한다.

5. 특정한 기도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추가하여 는 어떤 특정한 군 주둔지IPG ,



Q-2

기지 함정 또는 부대 및 다른 나라의,
특정한 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MCF
있다 국가 서기는 이러한. IPG
기도대상을 배정한다 시간이 허락하면.
들도 국가 및 기도회보에IPG AMCF

실린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단히 유익한 추가적인 특기사항은

가 긴급기도 사슬에 참여하여IPG

어떠한 긴급한 필요에도 즉각

반응한다는 것이다.

와 나눈 모든 정보는 가장6. IPG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편지를 쓸 때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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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
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한 지침

서 론

기독군인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1.
통상 하나의 그룹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
친교하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만나고 싶은 시점에 도달한다 같이.
모임으로써 신앙을 굳건히 하며 때에,
따라서는 고립되어 있는 신자들을

격려한다 지구 또는 국가 기독군인대회는.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다음 단계로서 활발한. ,
가 있는 여러 나라를 포함하고MCF

있는 지역에서 지역 또는 국제 AMCF
대회를 위하여 모이기를 원할는지

모른다 세계대회 지역대회 또는. ,
소지역대회의 참석자들이 다음 대회를

언제 어디서 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이다 그와 같은 대회를.

의 이름으로 주최하기를 원하는AMCF
국가 는 그 대회를 개최할 자체MCF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지역

부회장을 통하여 의AMCF AMCF
승인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대회는.
오로지 의 목표와 사업을AMCF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개최된다 대회.
주최자들은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의 초교파적, AMCF ,
비정치적 성격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지역 부회장은.
전 계획과정을 통하여 계속

진행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아야 하며,
지침을 제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독인대회교육봉사회 (ACCTS), Accts․ ․
국제군선교회 및(Accts MMI) AMCF
선교협력위원회 가 어떠한(MSO)
방법으로 주최기관을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 장을2, 3, 4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통상적.
관례는 지원기관이 초기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였으며 이것은 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회의 바람직한2. AMCF
준비기간은 최소한 개월이며 국가대회의12 ,
경우 최소한도 개월이다 만약 정부의9 .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기 위하여 약 개월의 리드타임이18
필요하다.

어떠한 대회를 개최하려면 상당한3.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묵상적 기도에 담가야 한다.
기도는 계획에 앞서야 하며 계획 기간에도,
자주 기도에 의존해야 하며 특히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하다 기도하고.
계획하는데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교범의 부록 에서 볼 수 있다K .

아래 열거하는 지침과 점검표는4.
지도자들이 대회를 준비하는데MCF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들은 매우.
포괄적이며 대부분의 상황을 망라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대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초 조치

주최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목적을 정의할 것 왜 이 대회를:
소집하는가?

6. 목표를 설정할 것.

7.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중간목표를
정할 것 참석자들에게 미칠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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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과 대회가 끝난 후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마음에 그려보라.

8. 주제를 정할 것 이것은 참석자들로.
하여금 대회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이끌 것이다.

9. 날짜를 선정할 것 공휴일이나 기타.
이미 계획되어 있는 행사와의 충돌을

피하라.

10. 대회 협조담당자를 임명하고 계획,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의 각

부문별 지도자를 선정할 것 큰 대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숙박위원회와

같은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행사의 특정한 분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준비 계획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계획을11.
작성해야 한다.:
기도 지원•
프로그램•
홍보•
행정•
재정•
영접•
물류지원 업무•

기도지원 계획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도를12.
하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MCF, AMCF ACCTS/Accts•
발간물MMI/MSO

기도지원그룹과 같은 헌신된 그룹•
지역 기도그룹•
개별 회원 기도지원그룹•
정기적인 이메일 찬양 할 일 및“•
기도요청”

기도카드책갈피 표기도 비망록/ /•
행사기간 중의 조직위원들을 위한•
일일 기도모임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적절한 대회장소 마련 예상되는13. .
참석자를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를 수행할14.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모색 이것은 강사들. ,
세미나 워크숍 시범 또는 몇 가지, ,
결합된 방법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계획을 수립할 것15. .
시작과 끝나는 시간은 필요한

이동소요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한.
관광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것을

일정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 군인이나 기독 부인들도16.
참석하는 것을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짜도록 할 것.

필요하다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17.
프로그램도 포함시키고 그것을,
어른들의 프로그램과 잘 조정할 것.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와 위치에

대하여 사전에 부모들에게 알릴 것.

사람들이 바른 장소에 바른 시간에18.
가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 단위의 일정

감독계획을 세울 것.

강사팀 어린이 프로그램 지도자19. / , ,
그리고 음악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초청할 것 강의 내용은 참석자의 수준에.
맞춰 너무 단순하게도 말고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 할 것 모든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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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목표와 중간 목표에 도움이

되게 할 것 강사의 배당시간을 명확히.
하여 그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
강사가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신호를 마련할 것을 고려할 것.
얼마의 경비와 사례금을 드릴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전에 알게 할 것 배포물의 준비와.
소요되는 특별한 장비 예 영사기( : ,
스크린 비디오 장비 등 의 점검, , TV )
등에 관하여 강사와 협조할 것.

그 대회를 위하여 적절한 경험과20.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모시도록 할 것.
최소한도 한두 명의 강사는 주최국에서

나오도록 할 것 강사는 가급적 주최하는.
지역에서 오도록 할 것 대회가 어떤.
개인들이 자기 사역을 선전하거나

실습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지역 부회장과. AMCF ACCTS/Accts
는 강사 선정에 상당한MMI/MSO

도움이 될 수 있음.

대회 종료 후에 감사편지와 적절한21.
사례금을 동봉해서 보낼 것.

회의실에 강대상강의대 필요한22. / ,
특수장비 예비 전구 구동벨트 등( ,
포함 다중 콘센트가 달린 익스텐션),
코드 콘센트 어댑터 등과 같은 기구를,
준비할 것.

회의장 준비 꽃 광고판 위치23. - , ,
충분한 좌석과 사용될 모든 방의

배치도 등.

주요 회의 의장 또는 사회자를24.
선정하고 사전에 그에게 브리핑 할 것.

작은 토의그룹의 리더와 구성원을25.
선정하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를 배정할 것.

성찬이 계획되어 있다면 성찬식에26.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것 이런 것을.
계획할 때에는 교파적인 특수사항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

필요에 따라 각 회의장에 음악책과27.
악기를 준비할 것.

모든 장소에 참석자들이 필요로28.
하는 노래 책합창곡집 등을 충분히/
준비할 것.

필요에 따라 통역자를 준비할 것29. .

30. 필요한 마이크로폰 스피커 오디오, , ,
비디오 녹화기와 조작할 사람을

준비할 것.

즉석사진 또는 공식사진을 찍을 수31.
있는 능력 있는 사진사를 준비하고,
찍은 사진을 신속히 처리하여 라벨을

붙여서 참가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주최측에서 나중에 쓸 수 있게,
할 것.

필요에 따라 책방이나 전시부스를32.
만들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대표들의 참가를 계획할 때 다음과33.
같은 지침을 고려할 것.
가 국제대회의 경우 통상 주최국의.
대표자가 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골고루.
대표가 참석토록 노력할 것.

적절한 개회식 및 폐회식을 준비할34.
것.

국가 대표들로 하여금 그들의35. MCF
활동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할 것. 이것은
짧은 유인물 배포와 분 정도의5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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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든지 사진이 붙은 조그마한,
전시대도 좋을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강단에 올라가서 할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에 군목들이 참여하도록36.
격려할 것 군목과 는 가능하면. ( MCF
항상 같이 일하도록 노력할 것).

홍보계획

대회에 관계되는 홍보자료를37. MCF,
및AMCF ACCTS/Accts MMI/MSO

발간물에 실리도록 보낼 것.

38. 소책자와 초청장을 준비하여 배포할
것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가 확인할 것 경험에 의하면.
개인적인 초청장이 가장 효과가

있으므로 개인적인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고려할 것.
가 누가 초청장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할 것 즉 회장. , AMCF , AMCF
부회장 주최국의 국방부, (MOD),
주최국 MCF.

나. 초청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것.

다 초청장을 언제 발송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

라 만약 국방부 등에 초청장을.
보낸다면 그 사본을 와 그MCF
외 주요인사에게 보낼 것.

회보나 게시판에 광고하되 사전에39.
승인 받는 것을 잊지 말 것.

기독교 방송 신문 웹 사이트40. , TV, ,
및 이메일을 통하여 홍보할 것.

앞으로 있을 행사에 대한 전시물을41.
준비할 것.

매체기관 대표들과 접촉할 매체42.
담당자를 지명할 것.

비효과적인 선전물에 자원을43.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행정 계획

44. 사전 등록예약을 기록하고 참가안내/
사항을 알리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행준비를 위한 안내,
회의장에서의 전기전압 회의시기의,
대체적인 기상조건 그리고 의복 또는,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할 때 모든 정보를 담은 모든45.
참석자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할 것/ .

참가자에 대한 식사 및 숙박계획을46.
작성할 것.

애완동물 술 담배 야간 통행금지47. , , , ,
문 잠그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이것들이 준수되도록 할 것.

구급장비의 비치 필요시 진료할48. ,
수 있는 간호사 또는 의사의 배치 등

의료대책을 세울 것 등록할 때 긴급시의.
대책을 포함한 의료지원의 세부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할 것.

현지에서 제공되는 보험내용이49.
무엇인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보험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것.

대회 후에 발표할 사후 보고서를50.
작성할 서기를 한 사람 임명할 것.

개인 단체 및 대회장의 안전을51. ,
검토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 .

행정을 돕고 대회를 홍보할 수52. ,
있는 웹 사이트를 설치할 것.

재정 계획

예산을 세우고 모금대책을 수립할53.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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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또는 헌금된 돈을 관리하고54. ,
회계 정리를 할 것.

대회를 위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은55.
대단히 바람직함.

모든 대회 경비를 지불할 것56. .

음식조달업체나 대회장 측과57.
상의하여 그 지방에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인지 알아봐서 줘야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

금전회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58.
중요하다 경험이 있는 회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가 대표들의 군대로부터59.
공식적인 후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

60. 자국 내에서 그리고 참가 대표들로부터
모금하는 것을 격려할 것 모금은.
가급적 일찍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영접 계획

환영영접지역을 준비하고61. / ,
영접요원을 배치하며 교대할 요원들도

준비시킬 것 도착하는 참가 대표들을.
맞이할 봉사요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들이 할 일은 등록할 동안에.
짐을 어디다 둔다든가 등록하는 곳

등을 안내하며 필요하면 숙소로

안내하는 것 등이다 만약 큰 대회일.
경우에는 회의의 성격에 따라 언어,
지역별 또는 성 이름 의 알파벳순으로( )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등록양식 작성 회비 징수62. , ,
대표들에게 나눠줄 자료모음

일정계획 회의장 배치도 명찰 안전( , , , ,
화재 보안에 관한 내규 등 응급, ),

의료대책 식사 숙소까지의 안내 등을, ,
포함하는 등록 절차를 계획해야 한다.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의 등록 및63.
식사제공을 포함한 영접대책을 세울 것.

물류지원 업무

대회에 필요한 모든 장비 보급품64. ,
및 자재를 획득할 것.

65.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을
세울 것 행정부서와 협조할 것. .

참가자들의 숙박계획을 세울 것66. .
행정부서와 협조할 것.

67. 만약 유아들이 있다면 우유병 소독,
기저귀 및 냅킨 처리 기저귀 세탁 및,
건조시설 유모차 및 카 씨트 보관,
장소 등을 마련하는 등 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회의 장소의 위치 및 안내도를68.
준비할 것.

69. 기차 버스 또는 비행기로 도착하는,
사람들의 영접 및 수송계획을 세울 것.

70. 택시 버스 및 기차역의 전화번호를,
알아둘 것.

필요에 따라 승차계획을 세울 것71. .

기차 버스 및 비행기로 출발하는72. ,
사람들을 위한 수송계획을 세울 것.

가능하면 군 수송부로부터 지원을73.
받도록 할 것.

마지막 당부

와 긴밀한74. ACCTS/Accts MMI/MSO
접촉을 가질 것 이들은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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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며, MCF
회원들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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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에 대한 첨부R 1
제 회 범 미주대회를 위한 기도와 계획5 AMCF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페루 의 노고에 감사함MCF .

서 론

1. 몇 년 전 페루는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우리들은“ ” .
초 인프레와 테러분자들의 폭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페루 기독군인연합회.
는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AMCP)

더욱이 재원부족이 뻔한데도 제 회5
범 미주대회를 개최하기위한AMCF

모든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 회 페루 대회를2. 1 AMCP
조직하고 개최한 페루의 경험과 제

회 범미주대회를 개최하는5 AMCF
것은 같은 종류의 경험이었다 대회를.
개최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의 수는

적었으나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의

헌신의 정도는 단호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들의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바쳐 주님께 헌신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 이상의 지경에

도달했다.

두 행사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서3.
이 비범한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뻤다.

이 첨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이것을4.
모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와AMCF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려는 것이다.

조 직

예비 활동

우리들은 우리들의 조직표를 보고5.
이 나라의 여러 곳에 위치한 MCF
그룹을 찾아가서 대회에 참석토록

격려하였다.

우리는 이전에 국제행사를 조직한6.
경험을 가진 적이 없다 우리가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 회 국가대회를1
준비하고 개최한 경험은 매우

유익하였다 이 회의는 분명히 필요한.
자금이 없이 개최되었다 재정적으로.
말한다면 무에서 시작하였다.

년7. 1991 9월에 White Sulphur
에서 개최된 지도자Springs AMCF

대회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때 기도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위원회 설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8.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임명된 위원회는,
효과적인 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믿었다 제 회 범 미주대회는. 5 AMCF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로 구성되었었다.

재정 및 등록•
구급•
숙박 및 식사•
음악 및 음향시스템•
체육시설•
홍보•
운송 및 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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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각각 특정한 임무를 가지고9.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진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문 및 면접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는10. “
크리스찬이건 크리스찬이 아니건 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찾아가야 할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스스로 물어 보았다 이러한” .
명단 작성의 전 과정은 기도로 이뤄졌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은 도울 수11.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목록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았다 예를 들면 기본 식품. , ,
신선한 농산물 음향 시스템 음악그룹, , ,
인쇄 회의 장소 등이다 명단에는, .
실업가 전문가 은행 간부 산업가, , , ,
편집인 수송기관 선교단체 그리고, ,
마지막으로 친척들까지 포함되었다.
방문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기증품은 빵을 만들기 위한 밀가루,
소고기와 닭고기 기타 식료품들이었으며, ,
그 결과 금전적으로 많은 절약을 하게

되었다.

대회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여러12.
곳을 알아봤다 모두 필요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육군부사관 클럽 수양관을 얻어 쓸 수

있었다.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과13.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주위환경 분위기. , ,
시설은 대회 목적달성에 기여해야 함;
비용 레크리에이션과 휴식 그리고, ;
제일 중요한 보안 물론 라는- Lima
주어진 상황에서 말이다.

초청과 참석

우리는 국내외로 보낼 초청장을14. ․
만들었다 적절한 시간을 가지고 국내.
및 국외에 보낼 초청장을 작성했으며,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했다100 .
이것은 현실적인 기대치이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곽지역의

대표 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적절한

숙박 및 식사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날짜까지도 그들의 참석을 확인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쳐들어온“ ”
대표들 때문에 참으로 놀랬다 결국.
도우미나 취사요원과 같은 지원요원을

제외하고도 참석자가 모두 명에200
달했다 우리는 식량이 부족했다. .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수도권 밖에서 온 모든 국내15.
대표들은 무료로 참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있는16.
것을 기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한

특별모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손으로 하는 활동과,
게임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였다 어린이들과 같이 작업하는.
훈련을 받은 선생들과 그 전체 팀의

참여는 주님에 대한 생동하는 섬김의

모습이었다 이 프로그램들의 구체적.
세부사항은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모두

성공적이었다.

일반적 프로그램과 강사 선정

우리는 모든 제목에 대한 가장17.
적절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열열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제목에 대해서18.
요망하는 외국 강사를 와ACCTS

에 알리기로 결정했다AMC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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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회장이 충분한19. AMCF
시간을 가지고 논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보냈다.

대회를 위한 일반적인 협조

업무를 위한 재정지원이 균형20.
잡히고 원활히 되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총괄 조정담당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 론

지도자 회의의 건의에 따라21. AMCF
우리는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의 모토는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셨다.

페루에 있어서의 우리의 경험은22.
많은 재정적 자원을 갖지 않고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대회 성공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함으로써 명의200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다.

우리는 소위원회의 임명과 그23.
업무가 극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들이 일차적으로 대회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우리는 숙박 및 식사.
소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이 소위원회들은 우리들의

건의와 지원에 자극되어 조화 있게

일을 했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가24.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의 계속적인 통신과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이뤄졌다.

우리는 또한 등록비를 낮게25.
책정함으로 많은 참석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수도권 밖에서 온 국내 대표들은.
참가비를 내지 않았다 와 외국에서. Lima
온 가족들의 대표들은 상징적인 회비만

내게 했다 우리는 등록비를 많이.
받으면 거의 틀림없이 참석자들을

쫓아낸다고 믿는다.

참석자들의 자기 절제는 대단히26.
중요하며 특기할 만 하다 그들은, .
모든 예절과 믿음과 덕을 지켰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임이 더

훌륭하고 참된 교제가 되도록 했다.
정식 요청은 없었지만 그들은 교파적,
민족적 관심사는 제쳐놓았으며 말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참된 영적 일치와.
형제애와 그리스도인의 사랑 안에서

살았다.

27. 지난 두 번의 범 미주대회를AMCF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참석자들의

평안을 위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의료반이나 긴급 구호소를

상주시켜서 필요시 의료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충분한 도움과28.
보호를 베풀기 위해서 항상 같이

하셨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는 바이다 영광과 존귀는.
주님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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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S
기타 지원 기관

American Inland Mission (AIM)
84 Toad Suck Lane
Bigelow, AR 72016 USA
전화: +1 501-759-2229
팩스: +1 501-759-3035
이메일: AIMISSION@juno.com
군을 위한 전도대회를 열며 특히,
중앙아메리카에서 활동함.

Barnabas International
PO Box 11211,
Rockford, IL 61126 USA,
이메일: Barnabas@Barnabas.org
선교사들에 대한 사역기관 월간지

를 영어와 스페인어로“Encouragement”
발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에 보내고 있음MCF .

Cadence International
PO Box 1268
Englewood CO 80150 USA
전화: +1 303-762-1400
웹 사이트: www.cadence.org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과 함께 복음과

삶을 나누고 있음.
이메일: dave_schroeder@cadence.org

또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
군인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음.
이메일: dave_meschke@cadence.org

El Verdo para Latino América
(EVELA)
The Word for Latin America
PO Box 1002,
Orange, CA 92856 USA,
전화: +1 714-285-1190
이메일: simanjaime@integrity.com
웹 사이트: www.evela.com
스페인에서 복음 카세트와 소책자를

배포하고 있음.

Evergreen
6660 Delmonico Drive Suite 201
Colorado Springs, CO 80919 USA
전화: +1 719-536-3256
이메일: FinnT@pcisys.net
중국에서 군선교에 동역하고 있음.

총회세계선교회 (GMS)
서울시 강남구 대치 동 총회회관 층3 1007-3 6
우( : 135-851)
전화: 02-568-9776
팩스: 02-568-9736
이메일: gmshq@gms.or.kr
웹 사이트: http://gms.or.kr
전 세계에 명 이상의 선교사를1,200
파송하는 세계적인 기관임.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 Chaplains (IAEC)
P.O. Box 2100,
Astoria, NY 11102 USA,
전화: +1 814-435-8864
이메일: IAECHAP@yahoo.com
모든 나라의 군대에서 복음주의 군목

사역의 개발을 증진시킴.

한국해병선교회 (KMCMA)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번지 리버힐127
오피스텔 호 우506 ( :143-210)
전화: 02-755-5483, 02-2201-6617
팩스: 02-755-9186
이메일: cmc415@chol.com
예비역 해병대 장병으로 구성된

기독교 단체이며 기도 전도, , ,
성경공부 격려 및 협력으로 국내와,
해외 군선교를 돕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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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비역기독장교회 (KVOCU)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호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호 우1206 ( :110-740)
전화: 02-708-4474~5
팩스: 02-708-4476
이메일: kvocu@yahoo.co.kr
웹 사이트: www.kvocu.org
주간 기도 및 특별기도를 통하여

군복음화 사업을 지원하며 한국 군 및,
외국 기독군인 특히 활동에, AMCF
관심 있는 기독군인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MEAK)
서울 종로구 효제동 번지45
군선교연합회관 우( :110-850)
전화: 02-744-2661~3
팩스: 02-742-7954
이메일: meak@v2020.or.kr
웹 사이트: www.v2020.or.kr
공식 군복음화 기관이며 한국에 개, 7
지회 미국에 개 지회를 가지고 있음, 7 .

는 민간교회 및 군 기관과MEAK
협력하는 군선교의 본거지임 그것은.
또한 군선교를 통하여 년까지2020
국민의 를 복음화 하는 비전75% 2020
운동의 본부임.

Military Ministry of Campus
Crusades for Christ (MMCCC)
6060 Jefferson Ave, Suite 6012,
Newport News, VA 23605 USA
전화: +1 757-247-7502 Ext.260
팩스: +1 757-247-7507
이메일: Paul.Pettijohn@milmin.com
웹 사이트: www.milmin.com
모든 나라의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움.

Mission Mobilization International
(MMI)
P.O. Box 77165,
Colorado Springs, CO 80970-7165 USA,
전화: +1 719-761-6257
이메일: randygreen527@aol.com

MissionMI@hotmail.com
경찰과군대에복음을전함. “Cops For

경찰을Christ and Focus On The Family” (
그리스도에게 초점을가족에게 와같이, )
사역함.

Naval Christian Fellowship
2b South Street, GOSPORT,
Hants, PO12 1ES United Kingdom
전화: +44 23-9258-3878

+44 23-9258-0058
이메일: NCF@dialpipex.com
웹사이트: www.navalcf.org
영국해군에서근무하는기독군인들이

그리스도의좋은증인이될수있게

지원을제공함.

Naval, Military & Air Force Bible
Society (NM&AFBS)
Castaway House, 311 Twyford Avenue,
Portsmouth PO2 8RN, United Kingdom
전화: +44 23-9269-9873
이메일: jmh@nmafbs.org
많은나라의군대에게성경책 신약성경, ,
소책자및인쇄물을배포하는단체.

Navigators Military Ministry
P.O. Box 6000
Colorado Springs, CO 80934 USA
전화: +1 719-594-2541
이메일: milsupport@navigators.org
웹사이트: www.navigators.org
군인들과그들가족에게전도하고,
제자화하고 그들을파송하는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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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Forces Christian Union
(AFCU)
Havelock House, Barrack Road, Aldershot,
Hants, GU11 3NP United Kingdom
전화: +44 1252-311221
팩스: +44 1252-350722
이메일: office@ocu.org.uk
웹사이트: www.ocu.org.uk
영국군대의크리스찬들이가정에서나

직장에서그리스도를증거할수있도록

지원함 국제중보기도그룹을통해서.
섬김.

Olive Branch International (OBI)
P.O. Box 748,
Norfolk, VA 23501-0748 USA
전화: +1 757-518-8749
이메일: bgkittleson@cs.com
웹사이트: www.obi-intl.org
국제군대사회에인도주의적인봉사를함.

Operation Reveille
P.O. Box 26396,
Colorado Springs, CO 80935-6396 USA,
전화: +1 719-572-5908,
팩스: +1 775-248-8147
이메일: bside@oprev.org
웹사이트: www.oprev.org
군인들이타문화권사역을할수있도록

훈련하고준비시킴.

Pointman Leadership Institute
(PLI)
5545 East Hedges
Fresno, CA 93727 USA,
전화팩스/ : +1 559-335-2718
이메일: pointmanjim@msn.com
웹사이트: www.pointmanleadership.com
경찰 군인및정부지도자들에게복음과,
함께원칙에의거한리더십세미나및

기타세미나를제공함.

Soldiers' and Airmen's Scripture
Readers Association (SASRA)
Havelock House, Barrack Road, Aldershot,
Hants GU11 3NP United Kingdom
전화: +44 1252-310033
팩스: +44 1252-350722
이메일: admin@sasra.org.uk
웹사이트: www.sasra.org.uk

를통하여일대일“Scripture Readers”
사역으로영국육군및공군에게개인

전도를하며 영국군인들이가정과,
직장에서그리스도를증거할수있게

지원.

세계군선교회 북방선교회( , WMMO)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동2 175-1
서현빌딩 호 우803 ( :140-872)
전화: 053-256-9338
팩스: 053-253-9338
이메일: mmctk@hanmail.net
세계적인군선교비전을가진군선교

기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