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undless 2015 – 개인 설문 문답지 

  
  

1. 당신은 Boundless 2015 대회 기간동안 어떤 모임에 참여 또는 관심있으십니까? 

7 월 1 일 수요일 (저녁) 

7 월 2 일 목요일 (아침) 

7 월 2 일 목요일 (저녁) 

7 월 3 일 금요일 (아침) 

7 월 3 일 금요일 (저녁) 

7 월 4 일 토요일 (저녁) 

7 월 4 일 주일 (아침) 

 

*다른 일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신은…? 

Boundless 2015 대회 실황 온라인 시청에 참여하십니까?  

 

3. 당신은 어떤 차원의 참여 또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진정 이 소식을 듣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 3:16).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자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4laws.com/laws/languages.html  

당신의 새로운 삶의 첫 출발을 위하여, 가까운 지역의 구세군 사역자 (사관)를 찾아가 만나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그분들은 당신의 신앙의 첫 발걸음을 기쁘게 돕고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새롭게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단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팔을 넓게 벌리고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한 당신을 크게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삶의 재헌신의 결단을 주위의 가까운 신앙의 친구들이나 지역의 구세군 교회 (영문)에 알리어 

그들이 당신의 새로운 삶의 길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십시요. 

 

나는 구세군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구세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길이 아래의 자료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www.salvationarmy.org.uk/being-salvationist  

당신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지역의 구세군 교회 (영문) 사역자 (사관)와 연결되어 만남이 

이어지기를 적극 권합니다. 

 
 

나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세군 교회 (영문)에 속하여 활동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결정입니다! 

적극적인 구세군 교회 (영문) 사역에의 참여를 통하여 당신의 재능과 은사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당신의 이와같은 소망을 구세군 담임사역자 (담임사관)에게 꼭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당신을 잘 안내하고 도와 

줄 것입니다. 

         

 

http://www.4laws.com/laws/languages.html
http://www.salvationarmy.org.uk/being-salvationist


 

나는 구세군 사관직을 진지하게 고려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진정으로 반갑습니다. 

구세군 사역의 흥미진진한 여정은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짧은 비디오 영상이 구세군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해 줄 것입니다. 

https://vimeo.com/51236075 

우선적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위의 지역 구세군 담임사역자 (담임사관)와 연결되어, 그분을 통해 당신에게 

필요한 구세군 사관직에 대한 준비 과정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참으로 올바른 결정입니다! 기도를 당신의 일상의 삶의 정기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세군의 “영성 개발 센터”는 기도에 관하여 당신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관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alvationarmy.org/csld/247prayer  

당신의 지역 구세군 담임사역자 (담임사관)와 연결하여, 다양한 기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구세군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매일마다 수백 수천의 사람을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구세군 교회 (영문)와 사회복지시설들을 통한 당신의 사회봉사와 도움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며,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주위의 가까운 구세군 교회 (영문)나 사회복지시설에 보다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다음에 

4. 당신의 개인 신상 정보를 간략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항목은 필히 기입바람.) 

성명*: 

영문/교회/시설:  

주소 1:  

주소 2:  

도시:  

지방: 

우편번호:  

국가*: 

이메일주소*: 

 

5. 군국/준군국/지역          

                                                                              

6. 당신이 선호하는 언어는? 

https://vimeo.com/51236075
http://www.salvationarmy.org/csld/247pra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