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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FMC-K Interaction)



제주 인터랙션 장소 현장답사 내용

1. 명칭 변경

○ 주한 외국군 제자훈련 “주한 외국 기독군인 인터랙션”

2. 현장답사 개요

○ 답사 일시 / 장소 : 5.14(금) / 제주 대면 인터랙션 장소
○ 답사 인원 : 위원장, 교육훈련국장, 주한외국군팀장

3. 인터랙션 장소선정 기준 및 후보지

○ 코로나 대응 및 안전통제 용이성, 교육훈련 효율성, 시설 수준, 경제성 등

○ 후보지 : 중문 軍 휴양시설, 소망 펜션, 주변 숙소, 명성 아카데미하우스

4. 인터랙션 장소 후보지 답사 결과

○ 중문 軍 휴양시설 : 건물내 별도 교육장소 부재, 성수기 객실 예약 불투명

○ 소망 펜션 : 교육가능하나 객실 수 제한,   ○ 기타 숙소 : 분산 수용 불가피

○ 명성 아카데미하우스 : 동일 장소에서 교육/숙소/식사 가능, 객실 수 충분,
호텔급 시설로서 주변 환경 쾌적, 코로나 대응 안전통제 용이, 경제성 양호



답사현장 모습(인터랙션장소)

용이 강의/예배실 개인 숙소식 당

믿음 교회 소망 펜션 강의/예배실 기타 숙소



답사현장 모습(방문장소)

개인 숙소

이기풍선교기념관 방주 교회 강병대 교회

○ 선교 목적 : 이기풍 선교 기념관, 방주 교회, 강병대 교회

○ 군 시설 견학 : 강정항 해군기지(일반인 방문 전망대)

○ 제주 관광 명소 : 제주 민속촌, 성산 일출봉, 쇠소깍, 사려니 숲길, 돌문화 공원,                       

삼방산 둘레, 천지연 폭포, 한라산 생태공원, 허니문 카페 등

* 날씨 등 상황과 여건 고려 외국군 입장에서 관광코스 선정



1일차(화상) 09:00 ICE BREAKER,10:00 개회 예배, 13:00 AMCF/PSO 소개, 리더십/군대 윤리

2일차(화상) 10:00 한국군 선교활동/MEAK/군종목사단 소개,  13:00 MCF 설립 및 성장 사례

3일차 조식후각 공항출발(07:30 전후), 제주공항 집결(8:30-9:00), 교육장소 이동(9:00-9:30)

10:00 IBS/CP 강의 및 실습, 12:00 중식/산책, 14:00 개인전도,실습, 16:00 신앙 간증,

18:00 석식 및 산책,  20:00 수료식 / 폐회예배, 21:00 환담 및 휴식, 22:00 취침

4일차 06:00 기상 및 세면,  07:00 조식,  08:00 아침 기도회 및 관광 준비,  09:00 관광 출발,

(제주 민속촌, 성산 일출봉, 사려니 숲길, 돌문화 공원)  20:00 환담 및 휴식,  22:00 취

5일차 조식 후 출발준비,  09:00 관광 출발, (삼방산, 천지연 폭포, 한라산 생태공원, 허니문 카

주일예배 (방주교회),  17:00 석식(공항근처),  19:00 제주공항 출발, 귀가여부 최종 확인

* 인터랙션 내용 및 관광 계획 지속적으로 구체화, 강사 및 안내 책임자 준비 확인

2021-1 FMC-K Interaction 일정



주한외국기독군인 인터랙션 준비관련사항

1. 인터랙션 일정 / 장소 확정

○ 일정 : 1차(국방대/사관학교) : 7.24,7.31,8.6~8 (현재 3명) 

2차(각군대학) : 8.21,8.28,9.3~5 (현재 4명)

○ 대면 인터랙션 장소 : 제주 명성 아카데미하우스

2.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상인원 확대 노력

○ 제주 관광과 연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터랙션 참가인원 확대 유도

○ 각 학교 홍보 시“배우자 동반 가능, 제주 명성 아카데미하우스 소개”포함

○ 관련 기관 및 교회에 협조공문 발송, 공식 협조 및 개별 접촉 병행

3. 제주 인터랙션 준비 착안사항

○ 코로나 대응상황 관련 각 학교 학사일정 변동 확인, 강사 교육준비

○ 성수기 고려, 대상자 확정하여 항공권 조기 발매 추진(제주공항 09시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