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２차 아시아 한인 CBMC동경대회(AKCC) 

 

□ 대회명칭 : 제２차 아시아 한인 CBMC동경대회 

(The 2nd Asia Korean CBMC Convention in TOKYO) 

 

□ 대회기간 : 2018년 1월 23일(화)～1월 25일(목) 

□ 대회장소 : 鬼怒川 三日月호텔(키누가와 미카즈키호텔) 

□ 주최 : 아시아 한인 CBMC 연합 

□ 주관 : 한국 CBMC 동일본연합회 

□ 후원 : 한국 CBMC 중앙회/중국총연합회/북미주총연합회/유럽총연합회 

 

□ 대회개요 

   CBMC(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는 그리스도를 믿는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비즈니스 사회의 리더들을 섬기고, 전도와 양육을 

통한 영적 재생산, 가정회복을 통한 영적 공동체 형성, 성경적 경영을 통한 

비즈니스 사회의 변화를 그 핵심사역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CBMC 는 1930 년 세계대경제공황기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동하여 전 세계 90 여 

개국에 조직되어 있으며, 한국에는 1952 년 한국전쟁중에 소개되어 현재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초교파적인 기독교 국제단체입니다. 국제본부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시에, 한국본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한인 아시아 동경대회는 아시아 각 지역에 디아스포라처럼 퍼져 

활동하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격적 삶과 회사경영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상호교류하고 협력하여 사역을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상호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보 및 비지니스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회참가자 : 400명 예상 

□ 대회주제 : 견고한 기초위에 혁신의 미래로! 

 

 
 



                                                

 

□ 성경말씀 - 이사야 22:22～24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 대회목표 

- 아시아 지역 한인 CBMC 사역공유 및 협력 

- 아시아 지역 미활성화, 미창립지역 연합지원 

- 아시아 한인지회  중보 네트워크 구성 

- 아시아 각국 청년 비전지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대회내용 

  - 주제(견고한 기초위에 혁신의 미래로!)에 대한 강의(2-3회) 

  - 주제 및 비지니스, 아시아 지역관련 특강(2-3회) 

  - 경건의 시간(2회), 비지니스 현장 및 일터사역에 대한 간증(수회) 

  - 조별 분임토의 및 교제의 시간, 회사홍보 코너운영 

  - 참가자 환영의 밤, 아시아 한인 페스티발 개최 

  - 온천수영 및 온천욕, 비젼트립등 일본문화 체험 및 힐링 

 

일자 구분 내용 

1/22(월) 행사전일  스키투어 실시 

1/23(화) 행사 1일째 참가접수 및 Check In, 개회식(예배형식) 

주제강의 I(견고한 기초위에 혁신의 미래로!) 

환영의 밤(초청가수 공연등), 간증 및 특별강연등 

1/24(수) 행사 2일째 경건의 시간, 주제강의, 조별분임토의 

주제강의 II(견고한 기초위에 혁신의 미래로!) 

힐링타임(온천수영 및 온천욕) 

아시아 한인 페스티발 및 공연 

테이블 미팅을 통한 활용 및 실천가능한 과제찾기 

간증(VIP타임 있음) 및 특별강연(제 4차 산업혁명)등 

1/25(목) 행사 3일째 경건의 시간, 특강(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하여) 

폐회식(자매결연 및 표창, 감사폐, 사진촬영등) 

비젼트립으로 각각 출발 

1/26(금) 행사후 1일 하꼬네 투어, 골프대회 실시 -> 귀국 

1/27(토) 행사후 2일 비젼트립 완료, 대회 마무리(결산) 및 성료 

 



                                                

□ 안내 및 참가접수 홈페이지 : http://www.kcbmc.jp 

□ 등록회비 

- 할인요금(2017/11/30 일까지):개인 $390, 부부 $770 (취소수수료 $100/1 인당) 

- 정상요금(2017/12/01 일부터):개인 $430, 부부 $850 

- 어린이(초등학생/중학생): 1인당 $150 (유아 $120) 

 

* 등록비에는 숙박 및 숙식비용 그리고 대회행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비용은 별도입니다. 

* 버스비용은 공항에서 행사장까지의 비용으로 참가신청시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소요시간 2:30, 일반이용시 6,000 엔/편도 정도임) 

* 1/23-1/25 까지 6식(23일 저녁, 24 일 아침, 점심, 저녁, 25일 아침, 점심)을 제공합니다. 

* 숙박은 2인 1실 기준입니다마는 상황에 따라 4인 1 실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1인 1실 사용시에는 실비로 비용이 추가됩니다마는 1인룸이 만실일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행사후 닛꼬지역의 반일관광 포함합니다. 

* 나리타 및 하네다 공항에서 대절버스를 운행합니다. 오시는 순서대로 승차하여 정원이 

차면 출발합니다. 

 

□ 비젼트립   

1. 동경시내투어 : 日光지역 반일관광, 동경시내 일일관광(동경숙박) 

2. 하코네 투어 : 日光지역 반일관광, 후지산/하코네관광(하코네숙박) 

3. 스키투어 : 행사전일입국 1/23일 오전실시 

4. 골프투어 : 1/25일 골프장 숙박 1/26일 실시 

 

* 각 투어의 최소인원은 20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집인원이 20명 미달시에는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스키투어는 행사첫날(1/23) 08:00～15:00까지 실시되므로 행사전일(1/22) 

13:00～15:00에 공항도착을 원합니다. 

http://www.kcbmc.jp/


                                                

* 골프투어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당일(1/26) 골프후 공항으로 가시므로 귀국편은 

저녁비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골프후 당일 귀국이 안되시는 분들은 1박을 더 해야 하므로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장소설명 

키누가와는 일본 최대의 온천지로 공항(나리타/하네다)으로 부터 2 시간 30 분 

거리에 있으며 행사 예정지인 일본 최고의 온천장 호텔인 미카즈키 호텔은 일본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리조트 온천 호텔입니다. 

주변에 세계유산, 골프장, 스키장등 비젼트립에 좋고 일본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다시 오고 싶은 장소로 엄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안내 홈페이지 : http://www.mikazuki.co.jp/kinugawa/ 

- 주소 및 전화번호 

    〒321-2522 栃木県日光市鬼怒川温泉大原 1400  전화번호: +81-288-77-2611 

http://www.mikazuki.co.jp/kinugawa/


                                                

 

 
 

 
 

□ 참가자 준비물 

수영복(온천수영), 명함, 회사 홍보물(팜플렛등, 회사 홍보코너 운영예정),  

투어용품(투어 참가자) 

 

□ 문의총괄 

  동일본 연합회 총무 허임회 - 카톡 ID: norehyh3 / E-mail: norehyh3@gmail.com 

  동경지회 총무 강평수 - 카톡 ID: pyungsoo / E-mail: patrick@interon.jp 

 

□ 도움되는 사이트(한국어) 

- 나리타 공항 홈페이지: https://www.narita-airport.jp/kr 

- 하네다 공항 홈페이지: http://www.haneda-airport.jp/inter/kr/ 

- 도치기현 탐방 기누가와 온천 (기누가와 온센) 

   https://travel.tochigiji.or.jp/ko/things-to-do/8/ 

- 동경관광 공식 홈페이지: http://www.gotokyo.org/kr/index.html 

- 동경 지하철 노선도: http://www.tokyometro.jp/kr/subwaymap/ 

mailto:norehyh3@gmail.com
mailto:patrick@interon.jp
https://www.narita-airport.jp/kr
http://www.haneda-airport.jp/inter/kr/
https://travel.tochigiji.or.jp/ko/things-to-do/8/
http://www.gotokyo.org/kr/index.html
http://www.tokyometro.jp/kr/subwaymap/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http://kr.visit-hokkaido.jp/ 

- 오키나와의 볼거리: https://www.visitokinawa.jp/?lang=ko 

 

'일본 도착은 오전중으로, 일본에서의 출발은 17시 이후로!!' 

(행사후 닛꼬지역 반일관광 포함) 

(공항도착은 1월 23일 13시까지, 출발은 1월 25일 17:00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여 기다리겠습니다. 필히 오셔서 말씀속에서 교제하며 일본문화를 

만끽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http://kr.visit-hokkaido.jp/
https://www.visitokinawa.jp/?lan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