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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A Application “요엘의 군대 불기둥 사단” 신청서 

▪ 요엘의 군대 (JA) 밑에는 많은 분할사단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불기둥’사단으로써 기도를 

담당하는 기도셀팀 (Prayer Cell)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인터뷰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WFJM 본부에서의 승인과 함께 매주 지역적으로나 전화로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도셀 팀원들과 기도셀 리더에게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 또한 나중에 기도셀 리더(PCL)가 되시는 분들께는 영어로 한달에 두 번 리더십훈련을 통해 

기도팀원들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무장시키는 교육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요엘의 군대 상부에서 필요한 기도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잘 훈련받고 겸손하며 복종하는 영적인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영적인 전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기도셀 리더의 자격:  

o 최소 6 개월 ~ 1 년간 기도팀에서 기도셀 팀원(PCM: Prayer Cell Member)으로 신실하게 

협력하여 중보기도에 동참하신 분  

o 독수리들의 모임 (GOE: Gathering of the Eagles)에 2 번 이상 참석하신 분  

o 그동안 협력했던 기도셀 리더 (PCL)의 추천서  

o 요엘의 군대 스태프들과 개인 인터뷰를 통한 승인  

▪ 기도셀 리더의 기대/의무:  

o 기도셀 리더로 승인된 후 60 일안에 효과적인 기도셀 팀(PC)을 구성해야 합니다  

o 매달 두번 있는 요엘의 군대 리더십 교육과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콜 형식)  

o 요엘의 군대 실전 학습 자료집(field kit: 책자들과 CD 들)을 포함한 모든 WFJM 웹싸이트의 

훈련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요엘 군대의 기도셀 팀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o 일년에 4 번 기도셀 리더보고와 기도셀의 성장/변화에 대한 업데이트를 WFJM 에 제공합니다  

o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으로써의 섬기는 지도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o 요엘의 군대 지도자들이 제공하는 훈련을 통해, 기도셀 팀원들의 영적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시키며,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o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중보기도자들을 요엘의 군대와 자신의 기도셀 

모임에 초청하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1. Name(이름):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글 ____________________  

• Age Group(나이): (Circle: 해당 나이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18-25, 26-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70, 71+  

• Address(집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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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 Phone (핸드폰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mail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est time to reach (전화통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__  

2. Year Saved (구원 받은 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Year Baptized in Holy Spirit (성령세례 받은 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hurch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이름과 교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hurch Involvement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영역과 직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Time Involvement with WFJM (WFJM 에 관련되어 기도한 햇수: _______ 년 (years)  

• Times of Attendance to GOEs (GOE 에 참석한 횟수):                  _______ 번 (times)  

3. 다음 질문에 생각하시는 바를 주어진 공간에서 정성껏 답해 주십시오.  

a. 기도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 진리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 회개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 거룩함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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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겸손함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f. 순종함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 종의 자세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십자가의 삶’ 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다음 질문에 당신의 개인 경험과 생각을 간단히 나누어 주십시오. 

      a. 다른 중보기도팀들과 기도한 경험과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팀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b.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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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d. 왜 WFJM 의 ‘요엘의 군대’ 중보기도팀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e. 앞으로 ‘요엘의 군대’ 중보기도팀원(PCM)들을 이끄는 기도셀 리더(PCL)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읍니까?  

           f. WFJM 의 ‘요엘의 군대’ 중보기도팀들과 함께 기도/훈련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작성한 오늘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신청서 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공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뒷 종이나 다른 종이에 쓰셔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Send to (보내실 곳): 

▪ 편지로보내실경우 

Re: Korean JA Application                  

Tiffany Jimenez                  

WFJM 5730 N. First Street    

#105-307                        

Fresno, CA 93710,  U. S. A.  

▪ 이메일로보내실경우 

JoelsArmy@WorldforJesus.org  

▪ fax 팩스로 보내실 경우                  

559-43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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