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FOR AN AMCF INTERACTION
1. During the 21 years it was held, the ACCTS Interaction program brought 227 participants,
many of them couples, to the USA for two weeks of discipleship and leadership training,
interaction with one another and US military Christians, and exposure to US culture. The
program produced 28 AMCF leaders, including two AMCF presidents, and several PSO
staff members. The need for an AMCF Interaction program was noted at Global
Interaction 2014 in South Africa.
ACCTS 인터액션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던 21 년 동안 ACCTS 는 227 명 (그중 다수가
부부였음)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2 주간 제자훈련과 리더십훈련을 실시하고 상호간
그리고 미군의 기독군인들과 교류하게 하고 미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 명의 AMCF 회장과 수명의 PSO 임원들을 포함한 28 명의 AMCF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AMCF 인터액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2014 년 남아프리카
세계대회에서 확인되었다.
2. ACCTS Interaction gathered the participants at a retreat center for a week of classroom
training, after which they broke into smaller groups for transportation to various US
military installations for interaction with other military Christians for the second week.
After 2009, this concept proved unworkable and the program lapsed.
ACCTS 인터액션에서는 1 주일간 수양관에서 교실수업을 한 후, 소집단으로 나뉘어
미군 시설로 가서 다음 1 주일간 그곳의 기독군인들과 교류하였다. 2009 년
이후에는 이 개념이 운용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3. Our vision for an AMCF Interaction is outlined below. The task before the Pray & Plan
team is to confirm that this is also God’s vision for an ongoing interaction experience that
will help develop future AMCF leaders.
AMCF 인터액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아래와 같다. P&P 팀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관점이 또한 장래의 AMCF 지도자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현행 인터액션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기도 하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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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t the 2015 ACCTS staff conference, this vision was discussed among the PSO
representatives, and raised again at a European Leaders meeting in 2017. These
discussions established the following goals for an AMCF Interaction:
2015 년 ACCTS 임원회의에서 PSO 대표들간에 이 관점이 논의되었으며, 2017 년 유럽
지도자 모임에서 재차 논의 되었다. 이 논의를 통하여 AMCF 인터액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목표들이 결정되었다.
a.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b. To leverage the work begun at GI 2014
2014 년 세계대회에서 시작된 작업을 (최대한) 활용 한다.
c. To expand understanding of how we are “All One in Christ Jesus”
우리가 어떻게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넖혀간다.
d. To develop a cadre of future leaders for the AMCF by:
i. Providing discipleship and leadership training for proven senior military
Christian leaders
ii. Fostering relationships that will strengthen the AMCF and its members
다음을 수행함으로써 AMCF 미래 지도자들을 개발한다.
i. 입증된 시니어 기독 간부에 대한 제자훈련과 지도자 훈련을 실시
ii. AMCF 와 AMCF 회원을 강화하게 될 관계들을 촉진
5. The following experiences were identified as the primary benefits of ACCTS Interaction:
다음의 경험들이 ACCTS 인터액션의 주 잇점으로 확인되었다.
a.
b.
c.
d.

Fellowship with other delegates
Interaction with host country military Christians
Discipleship and leadership training
Exposure to host country culture
i. Visits to military bases and points of interest (especially those of military
or spiritual significance)
ii. Learning about the host country and its military
a. 타 참가자들과의 교제
b. 주최국 기독군인들과의 인터액션
c. 제자훈련 및 지도자 훈련
d. 주최국 문화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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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군사 기지 및 관심지역 방문 (특히 군사적 또는 영성적 중요성이 있는
지역)
iv. 주최국과 주최국 군에 대한 학습
6. The 2015 discussion also addressed the best format for an AMCF Interaction, since
moving delegates from place to place appeared too expensive and involved extra days of
travel. The consensus was that the new interaction model should include the beneficial
experiences listed above, and be exportable so that when mature, it could be employed
in every region of the AMCF. PSOs might alternate “sponsoring” Interactions, with most
of the work performed by the host country MCF(s). Selection of a host country should
consider:
참가자들을 이곳 저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동하는데
추가적인 날들이 소요되므로, 2015 년 토의에서 AMCF 인터액션의 최상의 형태가
논의 되었다. 새로운 인터액션 모형은 위에 열거한 잇점들을 포함하고, 상황이
성숙됨에 따라, AMCF 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PSO 들이 교대로 인터액션을 지원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작업은
주최국 MCF 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주최국 선정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a. Availability of a suitable venue
i. Military base or retreat center with food and lodging available
ii. Concentration of military Christian families near the proposed venue.
iii. Home stays to provide both interaction and cultural exposure
b. Security constraints on traveling to or within the host country, and on visiting host
country military facilities;
c. Relative difficulty of obtaining host country visas;
d. Capability of public, private, or rental transportation to move delegates as needed.
a.적당한 장소의 가용성
i. 침식이 가능한 군기지 또는 수양관
ii. 예상 장소 부근에 기독군인들의 가정이 밀집
iii. 인터액션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홈스테이
b. 주최국으로 또는 주최국 내에서의 여행이나 주최국 군기지의 방문에 따른
보안상의 제약
c. 주최국 비자 획득에 대한 상대적 어려움
d. 필요시 참석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공적, 사적, 대여(렌탈) 수송의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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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o keep the focus on leveraging God’s work in building unity at GI-2014, the model could
be named (Host Country) AMCF Interaction (year), and use the format below:
2014 년 세계대회에서 의견일치를 본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
모형은 (주최국) AMCF Interaction (개최연도)라 명칭을 부여하고, 아래의 포맷을
사용할 수 있다.
a. Start with a regional model and a target date of sometime in 2021:
i. Europe?
ii. 14-16 days duration including travel
iii. Encourage delegates to fund some or all of their travel
a. 지역 모형과 2021 년 어느 날을 목표 일로 하여 시작
i. 유럽?
Ii. 여행일정을 포함하여 14-16 일
Iii. 참가자들이 전부 혹은 일부의 여행경비 부담을 장려
b. Nominees from PSOs and VPs
i. Potential VP replacements (“Joshuas”) and national MCF leaders
ii. ~ 6 couples
1. Require vetting of nominees by local coordinator and instructors
2. Lengthy timeline required (para. 8)
b. PSO 와 VP 로부터 추천된 인사들
i. 잠재적 VP 후계자들(여호수아들)과 국가 MCF 지도자들
ii. 6 부부까지
1. 현지 조정관이나 강사들이 추천된 인원을 검토하여야 함
2. 오랜 시간 소요 (8 조 참조)
A. ~ 12 at a central venue lodging either in military Christian homes or some
other suitable lodging with meals available
12 명까지 기독군인 가정이나 식사가 제공되는 적절한 숙소에 수용.
i.
Military or civilian conference or retreat center
군 또는 민간 회의장이나 수양관
ii.
For home stays, rotate host families at mid-point to maximize
interaction
홈스테이의 경우, 인터액션을 최대화 하기 위해 회기
중간에 숙박 가정을 교대
iii.
Lunches could be provided by volunteers
중식은 자원자가 제공 가능
iv.
Instructors/mentors from host country MCFs and principle
supporting organizations
주최국 MCF 나 PSO 로부터 파견된 강사/멘토
v.
Day trips to host country points of interest and military bases.
주최국 관심지역이나 군사기지로의 1 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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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Limit distance of day trips to facilitate transportation
수송 편의를 고려 1 일 여행의 거리를 제한
vii.
Alternate classroom sessions with day trips
교실 수업과 1 일 여행을 교대로 실시
1. Encourage application of classroom learning to day trip sites
교실에서 배운 것을 1 일 여행 장소에 적용하기를 장려
B. Test the regional model in Europe
유럽의 지역 모형 시험
C. As the regional model matures, plan “cluster” interactions every three
years
지역
모형이
성숙해
감에
따라,
매
3 년마다
“지역군(clusters)” 인터액션을 계획
i.
Cluster group (12-20), two-week duration, instructor/mentor
support from host MCFs, PSOs and previous delegates, e.g.:
Cluster group (12-20), 2 주 기간, 주최국 MCF, PSO 그리고
전 참가자(대표자)로부터 제공된 강사/멘토 지원
1. Americas
2. Europe
3. Africa
4. Asia
5. Repeat in different regions, then do cluster again
다른 지역에서 지역 대회 실시, 그리고 다시 클러스터 대회
ii.
Build a base of host nation MCFs to collaborate on future regional
and cluster interactions
미래 지역 및 클러스터 인터액션에서 동역할 주최국
MCF 들의 근거지를 구축
iii.
Encourage VPs/MCFs to use the AMCF Interaction model to make
the movement indigenous, reproducible, and self-supporting.
인터액션 운동이 토착적이고 재생가능하며 자조적인 것이
되도록 VP/MCF 가 AMCF 인터액션 모형을 사용하도록 권고
c. A notional timeline to prepare for an AMCF Interaction follows:
AMCF 인터액션을 준비하기 위한 개념적 시간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0
 August– Begin preparing Interaction Lesson Plans
8 월- 인터액션 수업계획 준비
 September - Establish P&P team
9 월- P&P 팀의 결성
o PSO reps (PEP, BJK, MHH, CBD, CSB)
o European VPs (Mike, Timo)
o Past participants (Jos,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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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 P&P team meets
10 월- P&P 팀 회합
o Does God want us to develop an AMCF Interaction?
하나님은 우리가 AMCF 인터액션을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는가?
o If yes; 만약 그렇다면
 Venue & date (2021 in Europe?)
장소와 일시 (2021 년 유럽?)
 CATT Construct for mentors
멘토를 위한 연합지원 및 훈련팀(CATT) 구축
November – P&P team meets
11 월- P&P 팀 회합
o Refine schedule and course content
일정과 과목 내용의 조정
o Begin to ID mentors
December – P&P team meets
12 월- P&P 팀 회합
o Start vetting candidates
후보자들 검토 시작
 Language, computer skills & access to venue
언어, 컴퓨터 스킬 및 회의장에로의 접근성

2021
 January– Mentor selection complete
1 월- 멘토 선정 완료
o Mentors begin preparing candidates
멘토들이 후보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
o Candidates begin financing travel, obtaining required leave
후보자들은 여행경비 조달과 필요한 휴가를 확보하는 작업 시작
o P&P team complete lesson plans and financial details for food and lodging
P&P 팀은 수업계획과 식사와 숙박을 위한 세부적 재정계획을 완료
 February2월
o Completed lessons plans to candidates
후보자들에 대한 수업 계획 완성
o Candidates start visa applications (if req.) and travel plans
후보자들 비자 신청 (요구된다면)과 여행 계획 시작
o P&P team - begin field trip and home stay (if req.) planning
P&P 팀- 관광 및 홈스테이 계획 시작
 March –
3 월o P&P team complete venue details
P&P 팀 회의장 세부계획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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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field trip, Sunday worship and home stay details
관광, 주일예배, 홈스테이 세부계획 완성
 Confirm candidate & instructor travel plans
후보자 및 강사 여행 계획 확인
 Fine tune schedule of events
행사 세부 일정 조정
April – P&P team clean up last minute details
4 월- P&P 팀 최종 세부사항 해결
May – Hold Interaction (post EMCM?)
5 월- 인터액션 개최 (포스트 EMCM?)
June – P&P Team complete After Action Report (AAR)
6 월- P&P 팀 사후 보고서 완성
July – P&P team review AAR and begin planning next AMCF Interaction (post MEO
2022?)
7 월- P&P 팀 사후보고서 검토 및 차기 AMCF 인터액션 (포스트 MEO
2022?) 계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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