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단체 소개

선교단체명
대

표

단체소개
(간략)

(한글)남수단선교연합
(영문) Alliance In Mission for South Sudan (AIMS)
신 현 가
AIMS는 이슬람국가인 북수단과의 수십년간 내전 끝에 2011.7.9.일 독립한 아프리카중
의 아프리카, 신생국 남수단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선교단체임.

-2011. 7.9 남수단 국가독립
-2011. 7. 남수단 재건지원프로그램을 남수단 정부 및 교회지도자들과 협의
-2012. 5. 남수단선교연합(AIMS)의 선교단체 등록
-2012. 7. Eastern Equatoria Kerepi 지역에 30만평의 땅을 확보하고 레인보
우 프로젝트 라는 지역개발/중장기 선교 프로그램을 세우게 되었음.
역

사

-2013. 7. Kerepi 지역 30만평 부지에 선교기지(Rainbow Village) 개발사역
본격추진
-2014. 5. 남수단정부에 NGO 단체등록(Alliance In Mission for South Sudan)
-2014. 7. ACTS 아프리카 선교신학교 설립 준비
-2014.10. 선교센터, 유치원, 초등학교 건설공사 착공
-2015. 축구학교를 Kerepi에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예정

-AIMS의 사역은 한마디로 총체적 선교프로그램이다.(Holistic Mission Program)
전쟁으로 파괴된 학교와 교회를 재건하는 사역은 물론 문맹률이 80%가 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절반을 훨씬 넘는 원시 아프리카에서 빵과 복음을 동시에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자립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
진하려고 함.
○ 선교사역
· 교회개척 및 지도자 양육사역.. 대부분이 초등학교 졸업학력인 목회자들의 재교육
· 신학교사역(ACTS 아프리카 설립).. 지역에 개설되는 최초의 신학교육 기관
주요사역

· 이동성경학교(PTC)... 오지 지역을 순회하는 목회자 훈련프로그램
○ 지역개발사역
· 청소년 직업훈련학교(건축, 목공).. 건축기능공 양성학교로 2014. 10월에 문을 열
었음.
· 농업개발사역(농장, 염소목장).. 염소장학사업 전개
· 고아원사역.. 약 200만명에 달하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 의료지원사역(이동진료소, 의료봉사사역)... 비타민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보건사역
지원
○ 교육사역
· 유치원, 초등학교 사역

· 고등학교 사역

· 대학교, 음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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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 ID : Kerepi 88)

AIMS의 선교프로그램 소개 (신청비용/ 기간등)
○ 남수단은 기독교국가라고 알려져 있고 이슬람과의 오랜 전쟁으로 이슬람에 배타적일거라는 생각
을 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남수단은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한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이 취급을 한다. 안식교인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이슬람의 축일도 역시 국가공휴일
이다. 천주교, 성공회, 기독교, 이슬람, 전통 무속종교등이 다 같이 공존을 한다.
○ AIMS의 프로그램은 신생국의 특징상 매우 다양하게 추진이 된다. 특별한 어떤 분야가 아닌 개개
인의 특기와 재능에 따른 선교참여가 가능하다.

1. 학교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야학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영어교사, 수학, 음악, 미술등이 있으
며 특히 영어교사는 인기가 있음, 실제로 미국선교사들이 각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
음)
2. 신학교 교수사역: 아프리카 ACTS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 주바의 목회자 훈련원등에서 성
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나 교수능력과 영어로 강의 할 수 있는 언어능력이 필
요함.
3. 음악학교: 아라피교사대학, 각급 학교에서 피아노등 서양악기를 가르칠 수 있음
4. 스포츠: 태권도, 축구등(AIMS 축구단을 기본으로 하여 축구단 운영 가능)
5. 농업: 20만평의 기반으로 영농교육, 새마을 지도자 양육
6. 기술학교: 청소년 직업훈련학교의 건축기능공 훈련, 그리고 자동차 정비기술, 컴퓨터(I.T) 기술
전수, 여성 봉제기능공 양성
7. 고아돌봄사역: 지역내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
8. 건축지원사역: 선교센터(10만평)내에 지어지고 있는 학교와 게스트하우스, 주택등의 건설(설계,
디자인, 건축)에 직접 참여하는 봉사사역
○ 훈련기간: 단기(6개월-1년) 장기(1년이상) 가능
○ 훈련비용: 왕복 항공료 150만원외에 기타 사역비 월 약 30-40만원 정도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연락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