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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FOG(현장 운영 안내서)는 모든 레벨에서 AFA 현장 유닛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지역, 주 및 지부 조직에 대해 확립된 AFA 정책과 자원을 식별한다;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운영 및 절차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AFA 핵심 문서에 대한 링크를 

식별한다. 
 
 

이 가이드의 담당 조직 

현장 의회(FC)는 이 문서에 제공된 전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책임진다. 다른 AFA 의회, 

위원회 및 국가 직원 조직은 추가 입력 및 조정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현장 의회는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며 상위 수준의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문서의 내용과 지침을 이들 다른 조직과 조율할 것이다. 
 
 
 

FOG RESPONSIBLE COMMITTEES AND ORGANIZATIONS 

장 장 이름 조직 

 
서문 현장 의회 

1 도입 현장 의회 

2 협회 관리 전략기획위원회 

3 국가 행사 및 프로그램 국민 직원 

4 항공우주 교육 항공우주 교육 의회 

5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실버 윙스 항공우주 교육 의회 

7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 멤버십 위원회 

8 더 주 현장 의회 

9 국가 기구 현장 의회 

10 지부 현장 의회 

11 계획 및 보고 현장 의회 



6  

12 금융 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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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 RESPONSIBLE COMMITTEES AND ORGANIZATIONS 
continued 

Chapter Chapter Name Organization 

13 개인회원권 멤버십 위원회 

14 필드 단위용 자원 국민 직원 

15 AFA 내셔널 어워드 현장 의회 

16 신흥 리더 프로그램 현장 의회 
 
 

이 가이드 사용 

최신 버전의 FOG는 항상 AFA 현장 자료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사용자에게 FOG를 인쇄하는 대신 온라인 버전을 참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온라인 버전은 최신 버전이 될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버전이다. 
 
 

변화들 

변경 권고는 field@afa.org 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현장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이다. 
 
 

기타 문서 

AFA 헌법 또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OPM)과 상충되는 경우 그러한 문서가 우선하며, 모든 

결의는 집행 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문서는 필드 리더를 위한 원스톱 참조 문서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크기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이 문서에 대한 불필요한 변경을 피하기 위해 많은 양식과 추가 자원이 이 문서 

전체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mailto:field@afa.org%20%EC%97%90%20%EC%A0%9C%EC%B6%9C%ED%95%B4%EC%95%BC%20%ED%95%9C%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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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도입 

공군협회 (AFA)는 비영리, 독립, 전문 군사 및 항공 우주 교육 협회로 항공우주 강국 및 

국가의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AFA는 Air Force Magazine을 발행하고, 

전국 회의를 실시하고,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배포한다. 전문 개발 세미나를 

후원하고 지역 및 국가 시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항공 우주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한다. 미첼 항공우주연구소를 통해, AFA는 오늘날 국가 안보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 공군력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독창적인 

연구와 분석을 후원하고 제시한다. AFA는 부상자,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STEM)의 교육과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AFA는 국립 청소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CyberPatriot, 

그리고 국립 고등학교 공간 디자인 챌린지인 StellarXplorers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년 수천 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자료와 흥미진진한 

전국대회를 제공하여 사이버보안과 우주시스템 설계의 STEM 교육과 교수원칙을 

홍보하고 있다. AFA는 공군 현역, 공군 주방위군, 공군 예비역 구성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장학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 학교 수준에서 STEM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자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AFA는www.afa.org. 에 다양한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공군 협회의 임무는 지배적인 미국 공군과 강력한 국방력을 증진하고, 공군과 우리 공군 

유산을 기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대중에게 미국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항공 우주 강국 및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력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에 대해 교육한다. 

   항공우주 발전과 STEM 교육을 옹호한다. 

   전체 공군 가족을 지원하고 항공우주 교육을 촉진한다. 
 

AFA 회원 자격은 임무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AFA는 국가, 주, 지역 수준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주도한다. AFA의 국가 조직과 200개 

이상의 지부은 지역사회의 주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로그램은 오찬과 만찬 활동에서부터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의와 

http://www.afa.org/
http://www.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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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포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부교의 임원은 매년 지부원으로 선출된다. 주 공무원들은 매년 주 집행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지역 사장은 지역 집행위원들에 의해 매년 선출된다. 

 

국가 임원과 이사는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표들에 의해 선출된다. 대표단은 주 및 지부 

수준에서 AFA의 회원 자격을 대표하고 AFA 정책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선정된다. AFA의 

"최고 이슈"는 AFA 회원들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대표들이 승인한다. 그 후 

AFA의 최고 이슈은 다음 해 AFA의 입법 우선순위를 추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AFA는 IRS 섹션 501(c)(3) 조직이다. AFA에 종속된 지부과 주 기관은 IRS 그룹 면제 

번호(GEN) 5392에 따라 인정된다. AFA 및 하위직원에 대한 지부 기여금은 연방소득세 

목적으로 전액 공제된다. 
 
 

AFA 구조 

공군 협회는 지역 지부, 주 기관, 지역, 국가 장교, 이사회 및 전문 직원이 있는 국가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는 매년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국가 임원 및 이사 

선출, AFA 헌법 및 기타 규정 문서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통해 대표단이 주관합니다. 

관례들 사이에서, 선출직 임원과 이사는 관리 문서의 구조 내에서 협회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협회의 선출된 국가 간부는 이사회 의장 (COB), 현장운영 부회장 (VCOB‐FO),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VCOB‐AE), 비서, 회계원입니다. 그들은 1년 단위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 의장, 현장운영 부회장 또는 비서실에 2연임 이상 연속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사람도 3번 이상 연속으로 항공우주교육 부회장에 선출될 수 없다. 
No person may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reasurer for more than four (4) consecutive terms. 

이사회는 전국적인 협약들 사이에 협회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투표회원: 

1. 3년 임기의 협회 전국대회에서 선출되는 9명의 이사는 매년 3분의 1(1/3)이 

선출된다. 이들 이사 중 2명은 협회 전체에서 대규모로 선출하고, 1명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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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선출한다. 지리적 영역과 선출 순서는 이사회가 정의하고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반영해야 한다. 전당대회가 취소될 경우,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정의된 대로 선거를 승인해야 한다. 

2. 그 협회의 선출된 국가 임원들. 

3. The immediate past retired Air Force Chairman or Vic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immediate past retired Chief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the 
immediate past retired Chief Master Sergeant of the Air Force if they accept the 

invitation to serve as directors. 즉시 과거 미 공군 참모대통령 또는 공군 중사장이 

복무를 거절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와 함께 또 다른 퇴역 공군 고위 지도자를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이 매년 임명하는 최대 3명의 이사가 

추가되며, 다음 전당대회가 연기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 이사들은 협회에 

특정 사항과 현재 관심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사회 회원인 Emeritus, 채플레인, 대통령,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의 국가 사령관, 

그리고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비투표 구성원은 

이사회의 비투표 회원이다. 이사회에서 선출직으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과거 이사회 

의장은 최대 2년 동안 이사회의 비투표 위원으로 재직한다. 

14개 지역은 각각 할당된 지리적 지역 내에서 활동을 담당하며, 1~6개 주로 구성된다. 

그들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 국가와 지부 단위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각 지역에 대해 선출된 지역 대통령은 최고 집행 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각 

지역은 관할 구역 내의 각 주의 대통령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와 지역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명된 임원을 보유해야 한다. 

국가기관들은 그 지리적 지역 내에서 지부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그들은 지부에 형성에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조직적인 노력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AFA의 

임무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때 기존 지부에 도움을 주고, 

회의와 연례 회의를 실시하고, 주 전체의 프로젝트나 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킨다. 국가 

기관이 임대되기 전에 최소한 두 개의 활동적인 지부이 필요하다. 국가 조직은 주 

대통령, 선출 및 임명되는 임원 및 각 관련 지부으로 구성된 집행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부은 AFA의 조직 구조에 있는 로컬 단위다. 이 지부을 통해, AFA 회원들은 협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한다. 지부에서는 공군에 주의를 집중하고 AFA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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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세미나, 항공우주 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지부 헌장이 

유효하려면 최소 20명의 투표 구성원이 필요하다. 
 
 

AFA 국립청 

공군 협회의 국가 사무소는 버지니아의 알링턴에 있다. 그것의 위치는 그 협회가 연방 

정부와 국방부의 최고 수준에서 그 회원들을 대표할 수 있게 해준다. 
 

협회 대통령은 협회 이사회에 의해 선정되고 감독되며, 국가 사무소의 운영과 전문 

직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국가 운영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모든 AFA 현재 및 잠재 회원에게 고객 서비스 및 멤버십 이행 제공. 

   활동의 개발 및 수행에 있어 AFA 장치 지원. 

   모금, 회원 캠페인 및 구금 활동 수행.  

  모든 국가 회의 및 컨벤션 활동 구성 및 조정. 

   미 공군의 고위 군사 및 민간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미국방부, 

의회 대표 및 기타 정부 기관 및 위원회와 협회가 승인한 항목에 대해 선출했다. 

   공군과 공군의 사람들에게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 및 활동 

후원: 

   협회의 공식 간행물, Air Force Magazine, 데일리 리포트 편집 및 출판. 

   미첼 연구소를 통해 우리 국가안보에 공군과 미 공군력이 기여한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감사의 발전. 

   탁월한 항공우주 강국 및 기술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교육하고 옹호하는 협회의 임무를 

지원하는 항공우주 교육/STEM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실시한다. 

   AFA의 CyberPatriot 프로그램 사무소를 통해 국가청소년 사이버 방어대회 및 AFA 

사이버 캠프와 같은 기타 요소를 포함한 국가청소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 

CyberPatriot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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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의 StellarXplorers 프로그램 Office를 통해, 국립 고등학교 공간 디자인 챌린지인 

StellarXplorers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AFA의 Wounded Airman 프로그램 Office를 통해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의 질병, 부상당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본다. 

   AFA 회원에게 신용카드, 상품 할인(여행, 호텔, 렌터카) 및 보험(기간 생명, 사고, 

병원 보상, 암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후원한다. 

    미국 공군 임무 및 요건에 대한 정보 배포를 포함한 회원 기업을 위한 기업 회원제 

프로그램 수행 및 브리핑 및 간행된 자료. 

   공군 협회의 목표와 일치하는 업무 관계 설정 및 기타 조직과 협력. 
 
 

AIR FORCE MAGAZINE 

Air Force Magazine은 AFA의 저널이며, 세계 최고의 군사 및 항공우주 간행물 중 하나이다. 

각 AFA 회원, 각 의회의 워싱턴 DC 사무소, 도서관과 기타 가입 교육 단체에 배포된다. 

편집적으로, 그 잡지는 항공 우주력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것의 정책은 

독자들에게 광범위한 지식과 군사 항공 우주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른 어떤 

출처에서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잡지는 공군협회의 

목표를 지지하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편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잡지의 직원들은 

현재와 미래에 항공 우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이에 대해 쓰기 위해 

미 국방성, 의사당 힐, USAF의 주요 운영 명령, 항공우주 산업 및 공군 사람들을 다룬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지도력을 쌓아온 이 잡지의 명성 덕분에, Air 

Force Magazine 독자들은 경향과 이슈에 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군사정치의 문제, 전략과 

교리, 작전, 물류, 인사조치,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 취재는 이 잡지의 내용에 폭을 

더한다. 그래서, 공력의 유산에 대한 기사도 하라. 

Air Force Magazine은 또한 AFA 회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군 및 국방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기사 및 기타 관심 항목을 전자 요약한 

데일리 보고서를 발행한다. 이것은 온라인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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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협회 관리 

공군협회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할 권한과 책임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있다. 

확립된 정책을 실행할 권한과 책임은 이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다. 이사회 회의 사이에, 

이사회는 이사회의 연장 역할을 하는 집행 위원회를 통해 활동한다. 

협회의 다양한 기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들이 운영되는 정책, 규칙 및 절차는 AFA 

헌법, 운영 및  절차 매뉴얼(OPM) 과 본 현장 운영 지침서(F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문서는 필드 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당대회 

국가 협약은 매년 이사회가 정한 시기에 열린다. 컨벤션 비즈니스 세션에 참여하는 것은 

승인된 대표자, 국가 임원 및 이사, 그리고 주재관이 명시적으로 초대하는 사람에게만 

제한된다. 

협회의 주관 기관으로서, 협약의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협회의 연례 최고 이슈를 채택한다; 

   AFA 헌법의 채택 개정을 고려한다; 

 협회와 그 단위가 준수해야 할 표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국가 임원 및 구성원을 이사회에 선출한다; 

   협회에 기타 관심사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협회의 회원은 지부과 주에서 뽑아낸 대표들로 대표되며, 국가헌법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소집된다. 일반적으로, 각 활동적인 전세기 조직은 한 명의 대표자와 주 내의 각 활동적인 

전세기 지부의 대표자 한 명, 그리고 각 500명의 회원 또는 주요 분수에 대해 한 명의 추가 

대표자를 가질 수 있다. 전세기 국가 조직, 영토 및 해외 지역을 보유하지 않은 주에서는 

경계 내의 각 활성 전세기 지부에 대해 1명의 대리인과 500명의 회원 또는 그 중 주요 

부분에 대해 1명의 추가 대리인을 받을 수 있다. 

주 대통령은 그들의 통치 문서에 규정된 방식으로 국가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러한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2018%20AFA%20Constitution%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05619a24-c57b-4e01-8cee-8d66dd3b9b6e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2018%20AFA%20Constitution%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05619a24-c57b-4e01-8cee-8d66dd3b9b6e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Updated March 2019 14 Chapter Two ‐ Association Governance  

대표자를 인증하는 양식을 전당대회에서 자격증 위원회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대표자 인증, 결의 제출 절차, 일반 투표 규칙, 임관 및 이사 선출, 일반 규칙 등, 

전당대회에서 준수해야 할 규칙과 절차의 완전하고 현행 텍스트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 임원 및 이사회 

AFA의 선출직 임원은 이사회 의장, 현장운영 부회장,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비서, 회계원 

등 총회 종료 후 10월 1일부터 각 사무소를 접수한다. 이사회는 AFA 헌법에 규정된 9명의 

선출직 이사, 의결권 이사, 협회의 선출직 임원 및 기타 특정 이사를 포함한다. 선출된 

국가임원 및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OPM에서 확인할 수 있다. 

 AFA 헌법은 집행 위원회, 임명 위원회 및 아래에 열거된 다른 위원회와 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열거되어 있다. 다른 

위원회들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으며, 전당대회, 이사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위원회와 의회는 협회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이사회의 회장이나 대통령에게 특별한 

관심분야를 조언하기 위해 설립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감사위원회 

   헌법 위원회 (형성되었을 때)                

  재무위원회 

   개발위원회 

   대통령평가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SPC) 

   현장 의회 (현장운영 부회장이 관할한다 (VCOB‐FO)) 

   멤버십 위원회 (현장운영 부회장이 관할한다) 

   항공우주 교육 의회 (현장운영 부회장(VCOB‐FO) 부위원장 관할)) 

   Wounded Airman 프로그램 위원회 ((VCOB‐FO) 부위원장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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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국가 헌법은 또한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의무와 책임이 열거된 자문 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회는 다음과 같다. 

   항공국경의회 

   공군 예비군 의회 

   민간자문의회 

   상장자문의회 

   회사 등급 담당자 자문 의회 

   은퇴자/재향군인 자문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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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국가 행사 및 프로그램 

공군협회는 매년 여러 행사 및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옹호, 교육 및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전국 AFA 행사 

AFA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주요 행사는 연례 항공, 우주 & 사이버 회의, 전당대회, 

항공전 심포지엄, AFA 조식 시리즈 등이다. 일정과 안건을 포함한 이러한 이벤트의 세부 사항은 

A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회원권 

공군협회는 70여 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와 시스템,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공군과 협력해 왔다. AFA의 기업 회원권은 산업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AFA 기업 구성원 혜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월례 브리핑 프로그램에 공군 고위 간부들이 수행한 초청과 주제와 새로운 

동향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 토론. 

2. 기업 구성원 자격 수준에 따라 개별 AFA 회원 수를 설정하십시오 

3. AFA 항공, 우주 & 사이버 및 항공 전쟁 심포지엄 컨퍼런스 및 기술 박람회에 출품 

및 후원 대상 

4. AFA를 통한 인쇄 및 온라인 광고 채널 할인 

5. 모든 AFA 간행물, 뉴스레터 및 특별 보고서의 수령. 

6. AFA의 에어, 스페이스 & 사이버 컨퍼런스 및 에어 워페어 심포지엄에서 

스페이스가 허용하는 특별 상급 행사에 초대된 스폰서들 

7. AFA의 의회 구성원 및 직원 교육 브리핑 자료에 액세스하십시오 (입법 

https://www.afa.org/
https://www.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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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FA’s Annual Air Attaché Reception을 포함한 수많은 행사에서 외국 공군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한 초대 
 

AFA 기업 회원 자격은 업계 파트너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전문 교육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개발 

   고객 관계 개선 

   잠재적인 신규 고객 및 업계 파트너 기회 노출 

   업계 이슈, 모범 사례, 과제 및 동향에 대한 지식 교환 포럼 

   AFA 컨퍼런스 리더 이벤트에서 C‐level 대표성을 위한 독점 초대 

   의사 결정권자 앞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채널 

   AFA 웹사이트, Air Force Magazine, AFA 연례 보고서에 회사 브랜드 및 로고 배치 
 
 

AFA’S WOUNDED AIRMAN 프로그램 (WAP) 

2011년 풀뿌리 이니셔티브로 설립된 AFA의 WAP(Wounded Airman 프로그램)는 중상을 

입고, 아프고, 다친 항공사와 그 가족들에게 인생을 바꾸는와 생명구조 지원을 제공한다. 

2013년 AFA는 공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 부상 공군 장병들을 항상 돌볼 수 

있도록 공군 피해 전사(AFW2) 프로그램 사무소와 제휴를 맺었다. 현재 AFW2 시스템에 

등록된 부상 항공인는 8천 명이 넘는다.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은 창설 이후 공군 부상 

전사들에게 5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AFA의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은 공군, VA, 공군 지원 협회가 지원할 수 없는 곳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고안되었다. WAP는 우리 공군 부상 전사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되었다. 

 
재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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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W2 복구 관리 담당자 또는 비의료 사례 관리자에 의해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는 

부상당한 조종사 및 간병인에게 재정 지원 보조금을 제공한다. 모든 재정 지원 보조금은 

윤리 검토를 위해 Wounded Airman 프로그램 위원회에 전달된다.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고 부상당한 공군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항공인의 생명보조금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은 부상당한 파일럿과 간병인이 보호자 훈련, 적응형 스포츠 

재활, 회복 중인 에어맨 멘토 프로그램, 고용 신병 훈련, 대사 훈련 등을 제공하는 DoD 

Warrior Games 및 공군 Warrior CARE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행 보조금을 제공한다. 

의학적으로 은퇴한 부상당한 전사들은 공군의 지원을 받아 이런 행사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종종 이런 행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들은 그들을 소파에서 내려 

가족과 연결시켜준다. 우리는 종종 부상당한 공군들이 공군에 의해 버려졌다고 느낀다는 

말을 듣는다. 이들을 이런 이벤트에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 훈련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공군 가족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보호자 지원 

AFA의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공군의 부상당한 

전사 간병인들을 돌보는 데 전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AFA는 매우 필요한 융통성 

훈련과 휴식과 휴식의 날을 위해 간병인 그룹을 주최한다. 행사에는 스파 데이부터 

동기부여 연설가와의 아침식사까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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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항공우주 교육 

이 장에서는 현재의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그 요건 및 지부, 주 및 지역 구현에 대한 

기법을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에서 링크로 삽입된 개별 프로그램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항공우주교육은 미 공군과 공군협회의 근본적이고 역사적 요소다. General H. H. "합" 

아놀드의 1920년대 Bill Bruce 에비에이터 책 시리즈는 젊은 세대의 에어맨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아놀드 장군은 1945년 중반, 코닥 임원 Ted Curtis와 명예 훈장 수여자 Jimmy 

Doolittle에게 "조폭들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했지만, 또한 (AFA의 제1헌법에 따르면) 

"모든 인류 향상을 위한 적절한 항공우주력 개발에서 자신과 일반 대중을 교육하라"고 

요청했다. 1946년 2월 4일, 공군 협회는 워싱턴 D.C.에서 커티스를 초대 이사장으로, 

두리틀을 초대 국가 대통령으로 하여 통합되었다. 둘리틀은 새 기구가 회원들과 대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AFA 교육 활동은 공군 인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교육 

전략의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FA는 지침 시스템 개발(ISD)의 개발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67년 AFA의 Project Utah는 수천 명의 공군에게 

중등교육 후 교육을 제공한 공군의 커뮤니티 칼리지(CCAF)의 원조로서, 우리 공군을 

모든 서비스 중 "가장 교육받"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주요 AFA 성장 전략은 한국의 

공립 학교 시스템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교육 임무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몇 개의 주요 

AFA 항공우주 교육 회의를 통해 미국 전역의 수천 명의 전문 교육자들이 지구와 우주 

과학 커리큘럼을 시작하고 ISD 기술을 많은 과목에 통합했으며 항공우주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사회로 확대되었다. AFA 지부, 주 및 지역 조직 외부의 지역 

커뮤니티에 의해 수행됨. 

수년간, AFA의 프로그램은 CyberPatriot과 StellarXplorers와 같은 국가 교육 프로그램, 

학술 장학금, 교육자 및 학생 인식, 워크숍, 회의, 그리고 민간 항공 순찰대, AFJROTC, 

AFROTC, 공공 및 민간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기술 대회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공중 항공 교육의 최상위 수준은 미첼 항공 우주 연구소로 발전했고,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권한을 부여하는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책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FA가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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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은 AFA 지부, 주 및 지역 기관이 AFA의 항공우주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홍보의 기본 도구다. 
 

AFA AE의 진정한 강점과 가장 큰 잠재력은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수준에서 현장 장치의 능력에 있다. 우리 나라에는 그들의 아이들이 

21세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그들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원하지 않는 지역이 

없다. 이러한 노력과 지역 교육 지원에 열심인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모금 잠재력을 

연계시키면 한 부대의 가시성, 재정 상황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이들이 공군 및 AFA 이야기를 듣고 싶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AFA 지부, 주 및 지역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STEM과 항공우주 교육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권장된다. 이 장에서 

언급된 프로그램 또는 이용 가능한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TEM 교육 

이니셔티브는 모든 지부, 주 및 지역 홍보 이니셔티브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교육자, 학생 및 학부모들이 AFA와 그 사명을 인식하게 하는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이 지부에 새로운 구성원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는 더 큰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또한 단위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다; 공군 

관련 조직을 지원하지 않는 많은 개인과 단체들은 기꺼이 501(c)(3) 교육 기관에 기부할 

것이다. 강력한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협회에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모든 지부에서 볼 수 있다. 
 
 
 
 

항공우주 교육 개요 
프로그램 목표 상/비용 웹사이트 메모들 

CYBERPATRIOT K‐12 학생 C: $0‐$195 여기 교육/경쟁 

STELLARXPLORERS 9‐12급 C: $200 여기 공간/경쟁 

CAP STEM K‐12 학생/교사 C: $0‐$75 여기 뛰어난 저비용/무비용 프로그램 
보조금 

교육자 K‐12 교사 A: $500 여기 피드백 반환 필요 

AFJROTC AFJROTC 유닛 A: $250 여기 HQ JROTC를 통해 관리됨 
CAP 유닛 CAP 유닛 A: $250 여기 CAP를 통해 관리됨 

교사 인식 

지부 TOY 지역 교사 A: $250 여기 K‐8 & 9‐12 
카테고리(1자금) 

https://www.uscyberpatriot.org/home
http://www.stellarxplorers.org/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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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TOY 지부부터 TOYS A: $500 여기 국가별 1상 

국가의 AE TOY 이전 상태 TOY A: $3/2/1,000 여기 제1회, 제2회, 제3회 수상 
상 

PITSENBARGER CCAF GRAD A: $400 여기 기초교육을 통한 봄과 가을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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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교육 개요 

차호에 계속 
프로그램 목표 상/비용 웹사이

트 
메모들 

장학금 

MUELLNER AAS‐SW 회원들 A: $5,000 여기 ADMINISTERED THRU AAS‐SW 
BURGSTEIN SVC. MBR. DEP. A: $1,000 여기 PRIORITY FOR SVC/DECEASED/WW 
CALLAHAN NON‐TECH MA/MS A: $1,000 여기 ACTIVE USAF/AFRES/ANG 
DONLEY 총 AF 파트너 A: $2,500 여기 AF MIL & CIV SPOUSES 

FERRETTI 등록됨– STEM A: $5,000 여기 FOR FIRST COLLEGE YEAR 

SPENCER 졸업 에드 A: $5,000 여기 ED. TO ENHANCE LEADERSHIP 

생도 어워드 

AFROTC/JROTC/CAP TOP AFJROTC CDT. RIBBON/MEDAL 여기 MANAGED AT CAP/ROTC/JROTC 
기타 프로그램 

에어 뮤지엄 
이니셔티브 

아웃리치 C: $0 여기 PROMOTE AE & STEM 

에어 마인드드 전략 아웃리치 C: $0 여기 EDUCATE PUBLIC 

금융지원 

기여  C: $ANY 여기 SUPPORT AFA AE 
WINGS SOCIETY  C: $150+/YEAR 여기 SUPPORT AFA AE 
펠로우십  C: $50‐5,000 여기 SUPPORT AFA AE 

 
 

항공우주 교육 기능의 중요 날짜 

1월 

   CAP 우수 스쿼드론 올해의 캐드상 신청은 12월 1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접수되었다. 

  1월에 발송된  AFJROTC 및 ROTC 우수 유닛 Cadet 수상 

2월 

   AFJROTC 보조금– 두 개의 마감일 중 첫번째는, 2월 10일 

  AFA 교육자 보조금 수상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 AFA 항공전대회의 

3월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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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 교육자 보조금 봄 마감, 3월 31일 

   AFJROTC 보조금 상 

  미국 MD 볼티모어 CyberPatriot 전국대회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uscyberpatriot.org/home


Updated March 2019 24 Chapter Four ‐ Aerospace Education  

4월 
 

 
 

 

 

 

 

5월 
 

 
 
 

 

 

 

 

6월 
 

 
 

7월 
 

 
 

 

CCAF 시상식에서 열린 봄 Pitsenbarger 시상식 졸업 

StellarXplorers 결승, 공간 관련 

 CyberPatriot 등록 열기 

국가AFA 장학금+ 지부/주 올해의 교사 4월 30일 
 
 
 
5월 1일: 항공우주 교육 성과 및 우수성을 포함한 모든 AFA 필드 개인 및 단위 어워드에 대한 AFA 

국가별 출품작 

StellarXplorers 등록 열기 

AFA National, 5월 31일 올해의 교사상 수상 국가 

지부/주 TOY 시상 요소 배포 및 무료CAP AE  멤버십 
 
 
 

CAP 유닛 보조금 여름 마감, 6월 30일  

수상 위원회 선택 

올해의 교사상 수상자 발표 

 AFA 교육자 보조금신청서 7월~11월 공개 

8월 

   CAP의 무료 K‐6 교육 프로그램의 항공우주 연결이 중간에서 공개됨8월 

9월 

   AFA 전당대회 

   AFA 항공, 우주 & 사이버 회의 

   CAP 교육자 보조금 가을 마감일, 9월 30일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www.stellarxplorers.org/
https://www.uscyberpatriot.org/home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www.stellarxplorers.org/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vents/convention
https://www.afa.org/events/calendar/2019-09-16/air-space-cyber-conference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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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JROTC 보조금 수상 

10월 

   CCAF 시상식 가을 Pitsenbarger상 졸업  

  CyberPatriot 등록 마감 

   AFJROTC 부여 마감일 2일, 10월 10일 

   StellarXplorers 등록 마감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s://www.uscyberpatriot.org/home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www.stellarxplor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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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AFA 교육자 보조금 데드라인 

12월 

   모든 AFA 장학금 신청은 AFA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CAP 유닛 보조금겨울 마감, 12월 31일 

   CAP 우수 올해의 비행대 사관후보생 응용은 12월 1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수락 

   CAP 무료 K‐6 ACE 프로그램 종료, 12월 31일 

일년 내내 

   AE 펠로우십수락  

   CAP의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AFA 지부용 

   AFA/CAP 항공 박물관 이니셔티브 활동 및 AFA 지부 참여 
 
 

지부/주/지역 항공우주 교육 부사장의 역할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은 AFA의 기본 지역사회 홍보이다. 현장 수준에서 항공우주 교육 

부사장(AEVP)의 주된 책임은 각 지역 사회(지역 도시/도시/카운티, 주 또는 지역) 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AEVP는 국가 AFA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촉진자 이다. AEVP는 

다음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AFA AE 프로그램 및 각 일정을 알고 이해한다; 

   항공우주 교육 위원회(AEC) 뉴스레터, 뉴스라인 및 AEVP로 향하는 특수 통신에서 

AE 프로그램 정보를 읽고 보급한다; 

   AFA 레벨과 국가 직원 사이에서 AE 프로그램 정보의 개방적이고 빈번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AE 프로그램 참여자가 잠재적인 AFA 회원임을 인식(특히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k-12-educator-grants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afa.org/education/fellowships
https://www.afa.org/education/fellowships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gocivilairpatrol.com/media/cms/AFA_Museum_Initiative_Trifold_Broch_6D3042F002DA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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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는 지부 레벨); 

   AFA 유닛이 연간 어떤 프로그램과 협력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프로그램 

리더(교육자, CAP, ROTC 등)가 단위 활동에 통합되도록 해당 활동을 촉진하도록 

돕는다; 

   지역 학교/학교 시스템 내에서 적절한 연락처를 파악하여 이러한 다양한 기회를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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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A 유닛과 학교 간의 프로그램 구현을 조정한다; 그리고 

   다양한 피드백 및 보고 매체를 통해 국가 AFA 사무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음은 작업 수행을 위한 아이디어의 시작 목록이다: 

   각 프로그램의 내용, 이유, 위치 및 시기를 알아보려면 프로그램을 연구하십시오. 

AFA 장치에 옵션을 전달하여 장치 내의 리소스 및 연락처를 식별하여 커뮤니티 

지원을 지원하십시오.; 

   유닛 영역 내에서 AFA 파트너, AFROTC, AFJROTC, Arnold Air Society/Silver Wings 및 

CAP 유닛과의 친화성 확립; 초대하여 대표자를 지부 또는 주 회의에 

파견하십시오; 

   AFA 프로그램에 대해 파트너와 토론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파트너 및/또는 기타 관련 지역사회 리소스에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일정 변경 사항은 AFA 웹 사이트 및 뉴스라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학교 교육감, 학교 교장, 학교 커리큘럼 조정자와의 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소개를 돕기 위해 AFA 회원 리소스 지부/주), 그리고 

   주/지역 또는 국가 직원 내에서 다른 AEVP와 통신하십시오. 

 

국가 항공 우주 교육 프로그램 
 

CyberPatriot ‐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 청소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AFA의 국가청소년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인 CyberPatriot은 STEM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중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미래의 사이버 및 기타 기술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AFA의 대표 이니셔티브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요소는 매년 10월부터 4월까지 열리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 방어 

대회다. 경기는 다음 3개 분과로 진행한다: 공립, 사립, 교구, 전세 또는 홈 스쿨 그룹의 

고등학생 팀과 스카우트 부대, 소년소녀 클럽, 그리고 기타 훌륭한 청소년 단체 팀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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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디비전; 모든 서비스 부서는 모든 서비스, CAP 부대, 미 해군 바다 생도 군단의 JROTC 

프로그램의 생도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학교 부서는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중학생 

팀들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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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들은 성인 코치가 이끈다. 그들은 몇 차례의 대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경쟁한다. 상위 28개 팀은 CyberPatriot 전국 결승전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을 한다. 매년 봄 볼티모어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국가적인 명예와 장학금을 놓고 

경쟁한다. 

AFA의 초등학교 사이버 교육 이니셔티브(ESCEI)는 초등 학생에게 사이버 안전과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르치는 다운로드 가능한 참여형 오락 학습 활동을 교육자, 부모 및 기타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일주일간의 AFA 사이버캠프는 여름 동안 전국적으로 열린다. 대학, 국립 CyberPatriot 

스폰서, 고등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주최한다. 그들은 재미있는 활동과 다른 

수단들을 통해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르치고 가을에 CyberPatriot 팀을 구성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한다. 

AFA 지부은 지역 초등학교에서 ESCEI의 채택을 촉진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JROTC 프로그램, CAP 및 미국 해군 바다 생도 

군단으로부터 매년 열리는 전국 청소년 사이버 방어 대회에 팀을 모집(및 지원)함;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와 주의 캠프에서 AFA를 홍보, 참석, 대표함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웹 사이트(위)와 AFA CyberPatriot 프로그램 

사무소(info@uscyberpatrio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ellarXplorers ‐ 전국 고등학교 우주 도전 

StellarXplorers는 국가의 중요한 STEM 교육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AFA 

이니셔티브다. 공간은 학생들에게 STEM에서 직업을 찾도록 고무하는 좋은 장소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영감을 준다. StellarXplorers 프로그램의 비전은 

도전적인 우주 시스템 설계 경쟁을 통해 대학 이전의 학생들과 그들의 교육자들이 

STEM에서 연구와 직업을 추구하도록 고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5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우주와 관련된 장소에서 열리는 전국 

결승전에서 막을 내린다. StellarXplorers의 참여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리더십에서 그들의 기술을 확장하고 날카롭게 할 것을 요구한다. 

경쟁자들은 2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루어 궤도 매개변수를 결정하고, 우주선의 

구성품을 지정하고, 적절한 발사 차량을 선택하며, 기술 및 재정적 제약에 머무르면서 

mailto:info@uscyberpatrio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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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여러 개의 STEM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또한 

결승전에는 중요한 의사소통 기술을 학생들이 연습하도록 요구하는 채점된 팀 브리핑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몰입적인 실천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카우트 부대, 소년소녀클럽, 주니어 ROTC, CAP, 해군해상카데트뿐만 

아니라 공립, 사립, 교외 또는 가정 학교의 고등학생(13~18세)에게도 개방된다. AFA 

지부은 잠재적 팀 식별, 팀 감독(교사) 및 주제 멘토 모집, 주 및 지역 우승자에게 자격증 

제시, 등록된 팀의 미디어 커버리지 확보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할 것을 권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www.stellarxplorers.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항공 순찰 — AFA 지부용 무비용 STEM 아웃리치 제품 및 

프로그램. 

AFA와 CAP는 협력하고, 서로의 조직에 합류하며, 자원을 활용하고, STEM 커리어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했다. 각 조직은 여기서 발견된 독특한 동맹의 공헌을 가지고 

있다. 

AFA 지부은 AFA 지부에서 교실과 청소년 단체에서 무료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CAP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지부 참여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1. 하나 이상의 지역 교육자에게 무료 CAP AE 회원권을 후원하십시오. 모든 무료 

STEM 자료를 참조하고 교육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회원 코드를 

얻으십시오. AFA 지부에서 후원하는 각 교육자는 매년 약 1,000달러 상당의 무료 

STEM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후원은 연중무휴다. 

2.  30개의 ACE 프로그램 셔츠 반당 75달러로 하나 이상의 학급 및/또는 학교를 

후원하십시오! AFA가 프레젠테이션 스폰서인 흥미진진한 ACE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CE 수업의 

후원을 위한 AFA 지부 등록은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다. 

 
CAP는 또한 아래에 명시된 바와 같이 AFA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AFA 항공우주박물관 이니셔티브 지원 

   AFA 지원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 및 실버 윙스 STEM Outreach 지원 
 

http://www.stellarxplorers.org/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stem-kits
https://www.gocivilairpatrol.com/media/cms/AFA_Museum_Initiative_Trifold_Broch_6D3042F002DA9.pdf
https://www.gocivilairpatrol.com/media/cms/AFA_Museum_Initiative_Trifold_Broch_6D3042F002DA9.pdf
https://aas-s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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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지부에 대한 CAP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fa@capnhq.gov. 에 문의하십시오. 
 

 K‐12 보조금 
AFA는 일련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 수령자는 온라인 신청에서 선택되며, 규정된 

기관 커리큘럼 내에서 혁신적인 항공우주 STEM 활동의 개발과 적용을 입증해야 한다. 각 

범주의 시상 수는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매년 다르며, 사용 가능한 보조금, 금액 및 

마감일의 수는 웹사이트에 있다. 
 

교육자 보조금‐ AFA는 학생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학생들의 충족되지 않은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협회는 매년 학생 학습을 크게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프로젝트에 최대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mailto:afa@capnhq.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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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JROTC 보조금‐ AFJROTC Grant는 교실 전체의 항공우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HQ AFJROTC에서 관리된다. 우리는 우주항공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생도들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서는 선정된 항공우주 활동의 중요성과 영향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민간항공순찰대 보조금‐ 이러한 보조금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CAP 유닛을 위한 HQ CAP에서 관리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생도들이 

미국의 미래에서 항공과 우주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항공우주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교육적 배경을 얻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의 교사상 

참고: AFA가 선출한 임원, 투표 위원회 구성원, 직원 및 직계 가족(스파우즈/자녀)은 이러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 

AFA TOY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수학(STEM)에 대한 흥미진진한 K‐12 학생들의 성취와 

성취에 대한 지역적인 인정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것은 관련 있는 모험으로 만들기 위해 우수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우수한 교사들에게 지부과 주가 보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다. Pre‐K 교사들은 그들이 

K‐12 구조 내에서 가르치는 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FA 지부 올해의 교사 ‐ 지부은 등급 레벨 K‐8 또는 9‐12에서 AFA 국가로부터 시상 

구성요소를 제공할 TOY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지부에서 두 가지 등급 수준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등급 수준에서 둘 이상의 TOY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부은 AFA 

National에 문의하여 추가 지부 TOY 시상 구성요소를 구입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250달러짜리 수표를 한 장만 제공한다. 추가 수표는 해당 지부에 의해 지원되어야 

한다. 지부 TOY 지명 패키지는 각 학년 4월 30일 이후 전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각 주의 AFA 올해의 교사 ‐ 이 수준에서, 프로그램은 그 주의 TOY 지부에서 선발된 

모범적인 교실 선생님을 인정한다. 이 상은 K‐12 등급에서 매년 한 개의 주만 선정할 

수 있다. 올해의 국가 올해의 교사 후보 지명서는 제출될 경우,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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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가 기관들은 자원이 허락하는 대로 상금의 재정 

부분을 보충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만약 한 주가 주자들처럼 둘 이상의 주 

TOY를 인정하기를 원한다면, 주는 시상 구성요소를 책임질 것이다. 

AFA 올해의 항공우주 교사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STEM 과목에서 K‐12 학생들이 

참여하여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들의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교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AFA가 다른 교육자들이 STEM 직업 

준비 프로그램에서 그 이상을 추구하도록 고무할 수 있는 국가 AFA STEM 교육 

대사를 기리고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롤스로이스가 후원하는 AFA National 

TOY는 AFA 컨벤션에서 단 한 곳뿐이지만, 2위와 3위 National TOY 결승 

진출자들에게도 상이 수여된다. 기준: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자는 현재 또는 과거 

학년 중에 선발된 AFA 올해의 교사여야 한다. 모든 국가 TOY 후보 지명 패키지는 

늦어도 5월 31일까지는 내셔널에 제출해야 한다. 

 
Pitsenbarger상 

Pitsenbarger상은 미국 메릴랜드대(UMUC)에서 배칼로레ate 학위를 따려는 공군 

지역사회대학(CCAF)을 졸업한 최고 USAF 사병에게 400달러의 1회 또는 750달러의 등록금 

포기를 수여한다. 수령자는 또한 1년 동안 AFA eMembership을 받는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지원 마감일과 절차에 대해 배우기 위해 기초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 

 
국가 장학금 

AFA 장학금은 AFA 회원들이 공군 가족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영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독특한 방법이다. 모든 장학금은 비갱신형, 1년짜리 상으로 매년 수여되는 

금액은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George와 Vicki Muellner 재단 장학금 ‐ 이 장학금은 George와 Vicki Muellner의 AFA에 

대한 후한 공헌을 통해 가능하며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와 Silver Wing 

회원들에게만 제공된다. George와 Vicki Muellner 재단 장학금은 기존의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와 Silver Wings 장학금으로 통합되어 있다. 그것은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와 Silver Wing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부 공부에 사용할 자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2개 5천 달러의 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다. 아놀드 에어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s://www.afa.org/education/pitsenbarger-awards
https://www.afa.org/education/schola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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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이어티와 Silver Wings 경영관리 센터는 매년 12월에 발표문을 발송할 것이다. 

Aaron Burgstein 대령 기념 장학금 ‐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Michael과 Judith 

Burgstein의 헌신적인 아들과 AFA 평생의 회원인 Aaron Burgstein 대령을 기리는 

요청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자격 있는 대학에서 2년 또는 4년 학위 과정을 밟게 

될 모든 지부의 현역, 전근무원 또는 퇴직 군인, 예비역 또는 국가방위대원의 소수 

피부양자. 부모/보호자가 8년 이상 복무했거나, 현역 중 또는 현역 중 부모가 

사망했거나, 공군 중 부상당한 전사로 분류된 피부양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매년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할 것이다 (자금 지원으로 수가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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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Jodi Callahan 기념 장학금 ‐ 이 장학금은 전 항공우주교육재단의 

신탁관리자이자 AFA 언더포티 국가이사였던 선장 Jodi Callahan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학금은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 의한 Jodi Callahan 기념 기금에 

기부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상은 비기술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현역 공군, 

상근 공군 주방위군 또는 상근 공군 예비군(상근 공군 또는 사병)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Mike & Gail Donley 스푸즈 장학금 ‐ Mike와 Gail Donley Spouse 장학금 프로그램은 

전세계의 공군 배우자들이 동료, 총각 또는 졸업생 과정을 추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장학금의 수와 액수는 가용 자금과 자격 있는 지원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Romeo 중령과 Josephine Bass Ferretti 장학금 ‐ 이 장학금은 Romeo 중령과 Josephine 

Bass Ferretti의 재산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현역 공군, 공군 예비군 또는 공군 

주방위군의 소수 부양가족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것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STEM)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5000달러의 

장학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인된 고등교육기관에서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주어질 것이다. 

Loren J. 대령과 Lawona R. Spencer 장학금 ‐ 이 장학금은 Spencer 영지의 후한 

기부금으로 가능하다. 그것은 고위 지도자의 역할에 대비하여 경영과 행정 분야의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미 공군 요원(대위 또는 사병, 공군 민간, 정규 

주방위군, 정규 예비군)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이 장학금은 학업 성취도, 직무 

수행도, 완성된 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최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수령자는 교육청에 보낸 5,000달러의 수표를 받게 될 것이다. 수혜자의 수는 가용 

자금과 자격 있는 지원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AFROTC, AFJROTC 및 CAP CADET 메달 및 수상 

AFA는 하늘색 리본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은메달을 포함한 시상 패키지로 풀뿌리 수준의 

생도들의 업적을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매년 12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각 CAP 

편대는 올해의 뛰어난 생도 1명을 선정하여 AFA에 포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 AFROTC 분리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outstanding-cadet-of-th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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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AFJROTC 장치는 공식적으로 시상 패키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AFA 내셔널은 1월 

말/2월 초에 자동으로 소포를 발송할 것이다. 

시상 패키지는 AFROTC, AFJROTC, CAP 본사 수준에서 관리된다. 따라서, 필요한 풀뿌리 

지부 조정 활동은 없다. 그러나, AFA 지부은 지역 AFROTC, AFJROTC 및 CAP 유닛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을 때, 해당 시상식에서 지부 구성원이 상을 

수여하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AFA 우수 AFROTC 올해의 생도 ‐ 뛰어난 생도상의 AFROTC 분리 수상자는 AFROTC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주니어 생도로서 AFA Randolph Lovelace 상에 지명된다. 이 

상은 AFROTC 지역 사령관이 선정한다. AFA Randolph Lovelace상의 수상자들은 AFA 

우수 AFROTC 올해의 생도 상에 지명되었다. AFROTC 사령관은 이러한 선택을 하고 

AFA 항공우주 회의에서 상을 수여한다. 

AFA National CAP 항공우주 교육 올해의 생도상 ‐ CAP 고위 지도부는 국가 CAP AE 

올해의 생도상에 AE 분야에서 최고 성과의 CAP 사관생도 1명을 선정한다. 매년 3월 

15일까지 CAP 지역 지도자들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뛰어난 생도 후보 AE를 CAP 

NHQ/AE로 보낸다. 이 상은 매년 가을 열리는 AFA 항공, 우주 및 사이버 회의에서 

수상자로 인정된다. 
 
 

AFA 지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타 교육 활동 
 

AFA/CAP 박물관 이니셔티브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과목과 직업을 장려하기 위한 미국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공군 협회는 민간 항공 순찰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국의 항공 

박물관이 특히 청소년과 교육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탐구를 시작했다. AFA 지부 회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역사적 공헌과 미래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항공/우주 및/또는 군사 항공 박물관과 연계하고 있다. AFA 

지부은 항공과 우주가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산의 영속화를 돕기 위해 지역 항공 및 

우주 박물관과 협력하도록 권장된다. 지역사회 및 교육 홍보 행사를 위해 박물관과 

협력하는 것은 AFA와 공군 가족 및 항공우주/STEM 교육을 교육, 옹호 및 지원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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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지부가 어떻게 개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 CAP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에어 마인드드 전략 

전략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 분대 및 실버 윙스 장과 협력하여 AFA 

지부에게 과거 군사작전을 연구하고 캠퍼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는 과거 군사 작전의 성공에 기여한 공군의 모든 범위를 

축하할 수 있다. 역사학자들이 공군 관점에서 과거의 작전을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공군 

지지자들을 준비시켜 공군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한 경우 개별 AAS/SW 부대와 

지역 AFA 지부 사이에 더 강한 연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는 다음과 

같다. 

   AFA 지부: 대학들이 여러 관점에서 국가 안보 이벤트를 연구하고, 학계가 이용할 수 

있는 논문, 워크숍 및 기타 포럼에 관찰과 통찰력을 제시하도록 도전한다 (AFA 지부, 

현지 AF 베이스 및 AFROTC 유닛과 협력하여).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실버 윙스 지부/AFROTC 생도: 미국 공군의 가치를 

이해하고, AF 역사를 더 잘 이해하고, 오늘날의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미래 

공군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공군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AFA AEC 회원 Bob Elder relder@gmu.edu. 를 참조하십시오.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공군협회는 회원들에게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과 국방에 대해 미국에게 교육하는 

것을 도울 기회를 준다. 501(c)(3) 조직으로서, AFA에 대한 기부는 100%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명예, 메모리얼 기여는 전화, 온라인 또는 회원에게 보내는 AFA 서신에 

대한 응답으로 허용된다. 지불은 AFA National 또는 온라인에 우편으로 발송된 수표로 

승인된다. 이곳은 신용카드 사용의 안전한 지역이다. 온라인으로 기부를 할 때, 기부가 

AFA의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제한되길 원한다면 "AFA 프로그램"에서 

"항공우주 교육"을 선택하십시오. 제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velopment@afa.org 또는 

https://www.gocivilairpatrol.com/programs/aerospace-education/programs
mailto:relder@gmu.edu
mailto:development@afa.org


Updated March 2019 39 Chapter Four ‐ Aerospace Education  

703‐247‐5832로 문의하십시오. 

 
윙스 소사이어티 

AFA 회원들의 지속적인 기부는 AFA의 프로그램들이 미래를 위해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 기부 수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부 웹사이트의 윙스 소사이어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윙스 소사이어티는 2001년에 교육 파트너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AFA 

유닛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인정 프로그램이다. AFA 교육 파트너에는 AFA 지부, 주 및 

지역 단위, 로스앤젤레스 볼 위원회와 같은 그룹 및 기업 파트너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그룹이 포함된다. 받은 모든 기부금은 윙스 소사이어티의 회원 가입에 반영될 것이다. 

기부에는 펠로우십과 그 밖의 유사한 약속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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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교육 펠로우십 

1970년대에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의 항공우주 교육 재단 지도 하에 만들어진, AFA의 

항공우주 교육 펠로우십는 Jimmy Doolittle 장군의 부인인 Jo Doolittle에게 첫 펠로우십을 

수여하면서, 특별한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지지자들을 기린다.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FA의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기부자들이 항공우주 

교육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게 한다. AFA가 펠로우십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기부금은 100달러가 될 것이다. 펠로우십 레벨 및 시상 요소는 A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fa.org/education/fellowships
https://www.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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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실버 윙스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 (AAS) 

AFA 계열사인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는 국내 유수의 대학 출신의 AFROTC 후보생들의 

전문 명예 서비스 기관이다. AFROTC 사관생도의 약 25%인 약 3,000명의 회원을 가진 민간 

비영리 단체다. 그 협회의 회원은 자발적이고 모든 생도들에게 개방되며, 선택과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공군협회는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와 그 파트너인 실버 윙스의 국가 스폰서다.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의 모든 회원들은 공군 협회의 회원들이다. AAS의 국가 사령관은 AFA 

이사회의 전직 임원(비투표)으로서 항공우주 교육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원래 아놀드 항공 생도 협회라고 이름 붙여진 소사이어티는 1947년 10월에 결성되었다. 

수년간, AAS는 11개 지역으로 조직된 미국 전역의 약 135개 분대로 성장했다. 분대 및 

구역의 목록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AFA 장은 AAS 분대 가까이에 있는 분대와의 상호 

유익한 업무 관계를 파악, 접촉 및 구축하도록 강력하게 권장된다. 미 공군은 1948년 이 

소사이어티를 공식 인정하고 그 이후 공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격려해 왔다. 

1950년에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는 공군 협회와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다: 

   공군 장교들의 개발과 생산을 돕기 위해. 

   공군 예비역 장교 훈련단 내에서 보다 가깝고 효율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 공군의 목적, 전통,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 발전과 국가 안보에서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와 우주 시대의 시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사이어티는 대학 수준의 프로그램에서 미 공군 장교 후보자들을 위한 전문 협회다.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역할, 즉 공군 장교 후보 선발과 대학 프로그램에서의 훈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역할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동료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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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군, 정부, 산업, 학술, 스폰서 또는 지원 조직의 리더들과의 의사소통 확대, (2) 

지역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확장된 리더십 및 관리 기회, 그리고 (3) 캠퍼스 및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젝트. 서비스 프로젝트는 지속적이고 다양하다. 
전국적으로 소사이어티는 Silver Wings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매년 선정한다. 
 

소사이어티와 Silver Wings는 AFA와 협력하여 협회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지만, 최종 결정은 오직 National Conclave(NATCON)의 

AAS/SW 대표들과만 이루어진다.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의 국가 본부는 매년 NATCON 대표단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정된 대학교로 순환한다. NATCON 대표들은 사회 규칙 및 법률의 결정 기관이다. 또한 

지역 및 지역 협약(ARCON)도 있다.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의 행정 및 재정 기능은 22209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주 이 고속도로 1501번지에 있는 공군 협회 내셔널과 임시로 

공동 배치되어 있다, mgmt.center.@arnold‐air.org. 
 
 

실버 윙스 

Silver Wings는 전국 유수의 대학교에서 선발되고 헌신적인 학생들의 국가적이고, 

남녀공학적인 전문 조직이다. Silver Wings는 아놀드 항공 협회의 파트너다. 연간 회원 

수는 거의 50개 캠퍼스에서 약 600명이다. 실버윙즈 국가 대통령은 AFA 이사회의 전직 

임원(비투표)으로 항공우주 교육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원래 엔젤 비행이라고 이름 붙여진 Silver Wings 소사이어티는 1952년 오마하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1957년까지 엔젤 비행은 전국적인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195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 대학교의 첫 번째 국립 본부로 선출된 NATCON 

엔젤 비행에서, 1년 후 엔젤 항공은 첫 번째 국가 헌법과 표준 운영 절차(SOP)를 승인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회원 특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한때는 대학의 AFROTC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데 관심이 있던 모든 여성 시민 집단이 AFROTC 프로그램, 캠퍼스 및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의 다양한 결합으로 발전했다. 1997년, 그 사회는 지역 사회 봉사와 

국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적이고, 박식하며, 효과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보다 민간 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1998년 NATCON에서 이 소사이어티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Silver Wings으로 바꾸었다. 미 공군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아놀드 에어 



Updated March 2019 43 Chapter Five ‐ Arnold Air Society/Silver Wings  

소사이어티 후원을 통해 공군 협회의 지원을 받는다. 

실버 윙의 목표는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의 진행과 이를 통해 미 공군, 특히 임관 장교 

선발과 훈련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특히 캠퍼스 및 지역사회 봉사 기능에 효과적이다. Silver Wings는 연례 합동 국가 

프로젝트에서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에 가입한다. 

Silver Wings 국립 본부는 매년 전국 컨클레이브 대표단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순환한다. 지역 컨클라브도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딜러가 각 지역별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실버 윙의 행정 및 재정 기능은 22209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주 이 고속도로 1501번지에 

일시적으로 공군 협회 내셔널과 공동 배치된다. 이메일 주소는 

mgmt.center.@arnold‐air.org 입니다. 
 
 

상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실버 윙스 전무이사는 다음 지침을 사용하여 AFA 이사회 

개인상(메달 오브 메리트 및 예외 서비스상)의 회장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권고할 수 있다: 
 

메달 오브 메리트: 

 국가 행정 컨설턴트, 5년 봉사활동 후 

  3명의 국가 참모진 

 AAS 및 SW 국가 직원 

예외 서비스상 

 국가 행정 컨설턴트, 10년 봉사활동 후 

  국가 참모, 2년 복무 후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와 함께 작업/실버 윙스 단위 

mailto:%EC%A3%BC%EC%86%8C%EB%8A%94mgmt.center.@arnold%E2%80%90a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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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SW에는 AFA 지부, 주 및 지역과 함께 잠재적으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의 

4,000명의 개인이 있다. 지부 명부에 대한 검토는 이들 구성원을 확인할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AFA의 미래다. AAS 분대 및 SW 장을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모든 레벨의 현장 리더들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 

   AAS 커맨더 및 SW 사장을 초대하여 지부/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지부/주 뉴스레터가 AAS/SW 회원에게 배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두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상호 활동/이벤트(펀드 조성자, 지역사회 노력, 항공우주 교육 

멘토링 등)를 확인한다 

   AAS/SW를 초대하여 일반 참석 및 색 보호, 호출, 활동 보고서 등을 제공하여 장/주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주 및 지역 AFA 리더가 AAS/SW ARCON과 일치하도록 주 및 지역 회의 조정 

   AAS/SW AFROTC 어드바이저 및 Cadre와 긴밀한 조정 설정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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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주 회의에서 AAS/SW 시상(예: 콘클라브에서 받은 시상, 장학금, 캠퍼스 

인정)을 인정한다. 

   캠퍼스에서 열리는 AAS/SW 미팅에 참석하십시오. 이는 또한 Cadre에 할당된 USAF 

직원에게 AFA 가시성에 기여한다 
 
 

국가 AFA 유닛 예외 서비스상 (ESA) 

2017년에는 아놀드 에어 소사이어티/Silver Wings 조직과의 가장 뛰어난 협력을 보여주는 AFA 

유닛을 인정하기 위해 국가 예외 서비스 상을 제정하였다. 이 수상의 지부 또는 주를 스스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FOG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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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 

지역사회 파트너들은 미 공군의 미래에 투자하고, 우리 나라의 항공우주 방어를 제공하는 

비행사들에게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며, 그들의 지부에서 AF 고위 지도자들과의 관여와 

접근을 증가시킬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 AFA 지역사회 파트너가 됨으로써 고객 및 

지역사회에 AFA와 그 사명을 지원한다는 것을 시연한다. 

지역사회 파트너 비즈니스는 다음을 수신한다: 

   사무실이나 사업을 지역사회 파트너로 식별하고, 공군에서 근무한 사람들로부터 

즉각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배지. 

   배지에 부착할 올해의 메달. 

   "우리의 군대를 지원한다"는 지역사회 파트너로서 사업을 식별하는 창구 스티커. 

   AFA 지역사회 파트너로서의 지위, AFA 커뮤니티 활동 참여 및 공군 요원 지원 증명. 

   AFA 활동 및 회의에 스폰서 및 참가하고 다른 지역 기업,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일부 사례, 친숙한 비행 및 부대 브리핑을 포함한 지역 군사 시설 및 비즈니스 리더 활동 

둘러보기. 

   지부 뉴스레터 및 지부 기능에서 지역사회 파트너로 인식. 

   AFA 지역사회 파트너 상태를 회사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AFA 커뮤니티 파트너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카테고리 1은 AFA의 구성원으로 파트너 조직의 한 사람을 지정하여 회원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준 회비는 연간 90달러다. 

카테고리 2는 파트너 조직의 두 사람을 AFA의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준 회비는 연간 

180달러다. 

참고: 일부 지부은 회사와 지부에 대한 참여의 재무적 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파트너 멤버십에 대한 표준 비용 수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 어쨌든, A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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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지부은 더 많은 사람들이 AFA와 그 혜택에 노출될 수 있도록 사업체가 AFA의 회원이 

아닌 사람을 지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AFA의 투표로 가득 차 있으며, 지부 활동의 모든 측면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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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지정된 회원은 매달 Air Force Magazine을 받고 회원들의 모든 혜택을 받는다. 

이 지부은 연간 지역사회 파트너 비용의 일부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파트너가 

등록되거나 멤버십이 갱신되면, 지부은 자신의 계정에 수표를 예치한 다음 완료된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 신청과 함께 45달러(카테고리 1 멤버십) 또는 90달러(카테고리 

2 멤버십)의 수표를 AFA 필드 관계 부서에 전달한다. 이 지부은 새로운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수여할 배지, 메달, 창호 스티커를 받게 된다. 프로그램의 구성원으로 지정된 

모든 사람은 그 지부의 소속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 파트너 재개 

AFA National은 지역사회 파트너의 멤버십이 만료일이 다가오면 지역사회 파트너의 

부사장에게 통지한다.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한 송장은 마지막 회원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지부으로 발송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파트너의 부사장이 직접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리뉴얼을 받고 양식 및 자금을 내셔널에 전달하여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지부 리더의 임명은 성공적인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다. 리뉴얼, 배지 및 메달은 모든 지역사회 파트너 

서신 자료와 함께 이 사람에게 직접 발송된다. 

지부와 지역사회 파트너의 관계는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 파트너들은 처음에 지부 

회원들에 의해 요청받았다. 따라서 회원은, 가급적 지역사회 파트너의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파트너에게 연락하여 리뉴얼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파트너가 

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파트너가 AFA 구성원을 만나고 대화하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개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파트너에게 회원 자격을 소중히 

여기는지 표시하십시오. 그것은 AFA의 임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인식 

이 지부은 지역사회 파트너에 대한 감사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사회 파트너는 AFA 회원으로서 지부 미팅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참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들은 위원회에서 일하거나 지부 장교로 일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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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받아야 한다. 지역사회 파트너의 이름은 지부 레터헤드에 배치하고 지부 

뉴스레터에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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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더 주 

그 지역은 지리적 지역 내에서 지도력을 제공하고 모든 AFA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조직과 지부에 

봉사한다. 

미국은 1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1개에서 6개의 주 또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중앙 동: 델라웨어 주, 컬럼비아 주, 메릴랜드 주, 버지니아 주, 

웨스트 버지니아 주 

멀리 서쪽: 캘리포니아 주, 하와이 주, 괌 주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 푸에르토리코 주 

그레이트 레이크: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건, 오하이오  

중서부: 아이오와 주, 일리노이 주, 캔자스 주, 미주리 

주, 네브라스카 주 

뉴잉글랜드: 코네티컷 주, 메인,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 로드아일랜드 주, 

버몬트 주 

노스 센트럴: 미네소타 주, 몬타나,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위스콘신 주 

 북동부: 뉴저지 주, 뉴욕, 펜실베이니아 주 

북서부: 알래스카 주, 아이다호 주, 오리건 주, 

워싱턴 주 

록키 마운틴: 콜로라도 주, 유타, 와이오밍 주 

중남부: 앨라배마 주, 아칸소 주,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테네시 주  

남동쪽: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남서쪽: 애리조나 주, 네바다 주, 뉴멕시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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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소마(Texoma): 텍사스 주, 오클라호마 주 

각 지역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지역 집행위원들이 매년 선출한다. 그 누구도 3년 

연속 1년 이상 지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 지역 대통령들은 국가 이사로 겸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지역 집행 위원회는 지역 대통령, 지명된 지역 관리자 및 관할 구역 

내의 각 주의 대통령으로 구성된다. 

지역조직은 운영단위가 아니지만, 국가조직에 대한 조정, 행정 및 지도적 책임(그리고 

국가조직이 없는 곳에서 국가조직과 동등한 역할을 한다)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며, 그 

지리적 경계 내에서 AFA의 선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은 국가 

대통령을 통해 일하는 지역의 대통령에게 있다. 지역 집행 위원회는 자문 기구로 

기능하며, 각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각 단위에서 연락원으로 활동한다. 국가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주의 지부들의 경우, 그 지역은 그들의 "명령의 사슬"의 첫걸음이며, 지역 

대통령은 주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많은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 위치한 지부은 전당대회 투표와 일반 행정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유럽: APO/FPO AE 메일 주소를 가진 국가   

태평양: APO/FPO AP 메일 주소를 가진 국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지부은 VCOB‐FO에 보고한다. VCOB‐FO는 이러한 각 분야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할 개인을 임명할 수 있다. 
 
 

지역 대통령 책임 

1. AFA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주 기관과 지부에 리더십을 제공하고 지역 

내에서 활동을 조정한다. 

2. 주 및 지부 조직에 특정 영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경우 지역 담당자를 임명하십시오. 추천된 임원은 항공우주 교육 부사장과 

리더십 개발 부사장을 포함한다. 

3. 지역 집행 위원회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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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및 지부 조직에 대한 연간 계획 및 반년 보고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AFA National에 제출하십시오. 

5. 주 및 지부 기관에 대한 관심 주제에 대해 연례 지역 워크샵을 수행하십시오. 

6. 주 및 지부 회의에 참석하여 현지 활동에 대한 지침 및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7. 연간 개인 및 단위 수상 공천을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인지도가 부여되는지 확인한다. 

8. 주 및 지부 조직과 협력하여 저성능 유닛을 평가하고 회춘에 도움을 주거나 

지부 총장과 함께 9장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한 후 폐업할 것을 권고한다. 

9. VCOB‐FO가 예정대로 지역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고 토론과 심의에서 지역 내 

조직과 개인의 관심사를 대표한다. 지역 대통령이 필요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매월 지역 대통령 화상 통화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회의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백업을 지정한다. 

10. 강력한 국가 항공 우주 방위의 필요성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는 AFA 임무의 

확대에서 해당 지역 내의 다른 조직에 AFA를 적절한 수준으로 대표한다. 

11. 전체 협회에 관심 있는 이슈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과 입력 제공을 요청할 경우 

국가 의회 및 위원회에 참여한다. 

12. 모든 지부, 주 및 지역 담당자에 대해 14장에서 설명한 대로 월간 교육 모듈의 

완료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13.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신흥 지도자들 

프로그램에 그들의 지명을 지지한다. 

14. 지역 대표의 책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운영 및 절차 매뉴얼의 섹션 5를 

참조하십시오. 
 
 

지역 담당자의 책임 (임명된) 

지역 책임자의 직책은 필요 없지만 지역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리더쉽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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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교육 담당 지역 부사장 

항공우주교육 담당 부사장은 지역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이며, 미국이 실시하는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조정에 책임이 있는 주요 인물이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올해의 지역 교사(TOY) 프로그램 수행(선택 사항) 

3. 주 및 지부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지원하여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의 연속성과 교차 통신을 보장한다. 

 
리더십 개발을 위한 지역 부사장 

1. 지역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지역 공천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라. 

3. 지역 사무소 후보자의 식별, 선정, 교육 및 멘토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리더십 개발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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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 국가 기구 

국가 조직은 행정 통제 단위 및 지역 AFA 지부 간의 통일 요소로서 회원과 협회에 

봉사한다. 국가 기관은 주 전체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도 있다. 

주 조직은 새로운 지부을 조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그룹에 대한 지원(조직 및 재무)을 

제공하고 이미 존재하는 단위에 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들은 

각 지부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매년 필요한 프로그램 수와 유형을 수행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소한 필요한 회원의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 

내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주 대통령과 장교들의 책임은 수없이 많으며, 이러한 

의무의 적절한 이행은 국가 및 지방 수준에서 협회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국가 조직의 요구 사항 

AFA 국가 기관은 헌장을 수령 및 보유하기 위해 AFA 헌법,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명시되거나 집행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2개 이상의 지역 지부을 유지하며, 각 장은 최소 필요한 구성원을 확보하고 

필요한 모든 프로그래밍 및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 헌법(모델 주 헌법은 AFA 웹사이트 참조) 및 법령을 유지하되, 지역 총재가 

조정 및 승인하고 VCOB‐FO가 승인한 전당대회과 일치한다. 현장 운영 부서에 

보존을 위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 주의 각 지부에 대해 헌법과 법령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주 및 AFA 국가 헌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헌법과 법령을 지역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VCOB‐

FO의 승인 및 이후 AFA 국가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4. 선출된 대통령, 집행 위원회 및 국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다른 임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섹션에 포함된 제안된 조직 및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5. 조직의 집행 위원회에 대한 각 지부의 대표성을 제공한다. 

비장부 회원으로, 특별히 제휴하지 않은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기로 선택한 

모든 개인 및 공식 우편 주소가 해당 주에 위치하며, 연례 총회에서 이 회원을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2018%20AFA%20Constitution%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05619a24-c57b-4e01-8cee-8d66dd3b9b6e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2018%20AFA%20Constitution%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05619a24-c57b-4e01-8cee-8d66dd3b9b6e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2018%20AFA%20Constitution%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05619a24-c57b-4e01-8cee-8d66dd3b9b6e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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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며, 모든 회원, 지부 및 비회원에게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한다. 

(단, 그 주에 위치한 지부에 속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회원도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국가를 개최하거나 위원회에 소속하거나 어떤 주와 관련된 업무나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할 수 없다.). 

6. 연례 국가 회의를 개최하고 장교들을 선출한다. 

7. 매년 최소 4회의 주 집행위원회 회의를 후원한다. 이 모임들은 직접 또는 

가상의 모임일 수 있다. 몇몇 주들은 적절한 대체품인 전당대회에서 만난다. 

8. 매년 10월 31일까지 Field 포탈을 이용한 연례 선거 이후 주 공무원 명단을 

제출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로그인하여 장교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름 목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국가 조직의 권한 

국가 기구는 협회, 지역 기구, 그리고 자신의 회원 지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치 문서와 채택된 지침들에 의해 제공된 틀 안에서, 조직 간부들이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과 그들이 그들의 지역 단위를 돕기 위해 소비할 수 있는 노력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위도가 있다. 어느 조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된 요인은 장교와 개인 

구성원들의 주도적, 상상력, 결단력이다. 국가 기관은 지부과 연계하거나 독립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새로운 국가 조직 구성 

국가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지부의 대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AFA 지역별로 대통령에게 연락하여 주의 각 지부에 대표자 회의를 

요청한다. 

2. 임원과 헌법, 법령, 프로그램, 재정 등의 기본 위원회의 임시 일정을 결정한다. 

3. 지역 대통령을 통해 AFA 내셔널에 제출하고, 헌장 신청서, 장교 명단, 헌법 및 

조례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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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구 및 그 기관의 책임 

국가기구의 주된 책임은 그 책임영역 내의 지부에 대한 지도력, 지원 및 감독이다. 국가 

조직은 AFA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지 지부에 지침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조직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작고 효과적인 단위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대통령이다. 국가 기관들이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특정한 

활동들이 있고, 대통령은 이것들이 달성된 것을 볼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한 

특정 업무의 실제 수행에 대한 책임은 다른 주 공무원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AFA에서의 자신의 위상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조직은 집행위원회를 통해 국가 또는 지부에 관계없이 모든 활동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주요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노력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알아야 한다. 

지부에 의해 완료된 모든 보고서는 AFA의 Field 포탈에서 주 대통령이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를 얻는 첫 번째 조직적 차원으로서, 대통령은 "명령의 사슬"의 핵심 

관료다. 많은 면에서, 이 사무실은 AFA에서 가장 중요한 사무실 중 하나이다. 

주 대통령이 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활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역 

대통령은 어떤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회 

부회장, 현장 운영 과 AFA National도 전국의 모든 프로그램에 정통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 

및 재무 보고서가 협회의 모든 레벨에서 이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고서가 동일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 즉, 주 대통령이 지역 대통령을 AFA 내셔널에 

임명하는 것이다. 
 
 

국가 기구 
 

필수 주 담당자(선택됨) 
대통령; 부통령; 비서, 회계 원. 

 
권장 주 담당자(예약됨) 

항공우주교육 부사장; 리더십 개발 부사장; 정부관계담당 부사장; 보훈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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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부사장; 그리고 수상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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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주 위원회 

자금; 헌법, 리더십 개발; 임명위원회 
 
 

통치 체 
 

집행위원회 

국가의 선출직 및 임명직 장교, 주(또는 지명된 대표)의 각 지부의 총장과 주 헌법에 

규정된 추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은 집행위원회가 고려한 사항에 대해 전체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교 책임 – 주 대통령 

1. 주 집행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라. 

2. 국가 기구의 정기적 또는 특별 회의에 참석하거나 주 부통령이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국가가 참여하도록 초대되거나 주 부통령 또는 다른 주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모든 지부 기능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4. 각 가을마다 개최되는 인사 지역 및 주 대통령 회의와 같은 모든 지역 및 국가 

회의에서 주 정부 대표 또는 다른 주 정부 담당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주 정부 부주석 또는 주 정부 담당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5. 전당대회에서 주 대표직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 

6. 주의 모든 지부, 주 임원 및 위원회, 지역 대통령 및 AFA 국가와의 적절한 

연락을 유지한다. 

7. 주, 지역 대표 및 AFA 국가로부터 모든 관련 통신을 수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주의 각 지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휴면 상태에 빠지거나 지도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회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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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지부과 주 공무원에 대해 14장에 기술된 월간 교육 모듈의 완료를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10. 지역 지부에서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보고서와 

보고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AFA 목표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를 

거부하며, 승인된 보고서를 지역 책임자에게 전달한다. 

11. 장관 및 재무 담당자가 Field 포탈을 통해 적절한 주 연례 계획 및 반년간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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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RS 양식 990 또는 990‐N이 매년 국세청에 제출되고 이 양식의 사본이 현장 

운영 부서로 전송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3. 새로 구성된 장에 대한 헌장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하고, 그러한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지역 대표자에게 전달한다. 

14. 본 장의 "지부 폐쇄" 섹션의 절차를 따른 후, 해당되는 경우, 지역 단체장에게 한 

지부을 닫거나 합치도록 권고한다. 

15.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동 또는 회의 전에 지역 담당자에게 사전 통지를 잘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지역 대통령은 국가가 후원하는 사회 행사에 영광스러운 

손님으로 여겨져야 한다. 

16. 주 및 지역 담당 상원의원과 연락을 취하고 AFA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연방 선거 주기가 끝날 때마다 재임 중이라도 AFA의 무료 의회 회원 자격을 

수락하도록 권장한다. 회원 주소는 워싱턴 DC의 사무실보다는 주 사무실이어야 

한다. 

17. 항공우주 교육 부사장과 협력하여 올해의 주 교사 선정 및 제출이 제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임명된 경우). 

18. 현장 및 국가 차원에서 AFA의 사명과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및 신흥 리더를 

식별하고 개발한다. 

19. 주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운영 및 절차 매뉴얼의 섹션 5를 

참조하십시오. 

20. 지부에 대한 우편 번호 정렬의 변경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승인하십시오. 

 
장교 책임 – 주 부통령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대통령이 할 수 없을 때 어떤 회의나 기능에서 주재한다. 주 부통령은 일반적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개인이며 따라서 모든 국가 기능에 관여해야 한다. 그는 주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돕고 주 대통령의 직책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일부 국가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연간 국가 활동 및 재정 계획에 관여하며, 

분기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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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관련 정보를 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부에 대한 모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식을 유지. 

4. 공무와 관련하여 주 대통령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라. 

5. 주 헌법에 의해 주 부통령실에 부여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6. 주 헌장을 유지하라. 다른 장교가 명시적으로 책임을 진 경우를 제외하고 주에 

속하는 모든 물리적 재산에 대한 책임을 가정한다. 

참고: 일부 주는 크기 때문에 각각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2명 이상의 부통령을 두고 

있다. 

 
장교 책임 – 주 재무관 

1. 구성되면 국가재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2. 구성될 경우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3. 비용, 자산 및 부채의 현재 기록을 유지한다. 

4. 필요한 연차재무계획, 반년재무보고서, 연간 IRS 양식 990 또는 990‐N의 온라인 

완성과 주 대통령에게 모든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도록 보장한다. 

5. 모든 주 금융 계좌를 유지하고 모든 자금의 적절하고 신속한 예치 및 부채 지불을 

보장한다. 

6. 모든 재정 문제에 대해 주 대통령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라. 

7. 주 조직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모든 규정, 법률 및 법령(연방, 주 및 지방)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장교 책임 – 주 장관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정기적인 일정과 특별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기록하고, 주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3. 분 단위 사본이 들어 있는 공식 분 단위 기록부를 유지하십시오. 

4. 주 연례 활동 계획 및 준연간 활동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주 대통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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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 및 지역 대통령에게 전달하십시오. 

5. 필요한 경우 모든 공식 서신을 수신 및 승인하고, 모든 서신에 대해 주 대통령과 

완전한 연락을 유지하며, 주 대통령과 주 부통령이 서신을 요청하면 서신을 

개시한다. 

6. 주 헌법 위원회의 의장과 주 헌법의 관리인 역할을 한다. 헌법에 필요한 모든 

개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7. 주 조직에서 보내거나 받은 모든 게시판 및 우편물의 사본을 포함하는 

적절한 파일을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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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되는 주정부 책임자 책임(임명된) 
 

항공우주교육 담당 주 부사장 

항공우주교육 담당 부사장은 주 대통령이 임명한 직책이며, 지부에서 실시하는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 조정에 책임이 있는 1차적인 인물이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올해의 교사(TOY)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장학금, 교육 보조금, 생도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4.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의 연속성과 교차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주도하십시오. 

 
리더십 개발 담당 주 부사장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주 지명 위원회의 의장을 맡아라. 

3. 국가 공직 후보자의 신원 확인, 선정, 교육 및 멘토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리더십 개발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직을 맡고 

있다. 

 
정부관계국 부총재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주 상원의원과 연락을 유지하고 AFA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2년 선거 

주기가 끝날 때마다 무료 AFA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갱신하도록 촉구한다. 

3. 협회의 입법 목표와 이니셔티브에 대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AFA 입장을 

설명하고 평가를 뒷받침할 배경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 상원의원의 직원에게 

의견을 제공하십시오. 

4. 주 내의 모든 의회 대표가 AFA 회원 자격을 제공하고 AFA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 관계 지부 VP의 노력을 조정한다.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https://www.afa.org/education/teacher-of-th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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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 특히 주 내의 USAF 회원 및 시설에 대한 관심 영역과 관심 영역에서 주 

의회 의원들과의 접촉에 관한 정부 관계 지부 부통령의 노력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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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통령 보훈처 

1. 주 집행 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라. 

2. 정부 업무의 주 부통령와 함께, 군 참전용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방, 주 및 

지방 수준의 모든 법률을 모니터링하고 입법자들에게 심의에서 입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3. 지역 베테랑 및 베테랑 지원 단체와 연락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군 참전 

용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과 의제를 조정한다. 

4. AFA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보훈처와 연락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지부 마감 절차 

AFA 운영 및 절차 매뉴얼(OPM) 섹션 II는 주 및 지부 조직의 폐쇄를 위한 일반적인 정책 

지침을 제공한다. 본 섹션의 목적은 OPM 지침을 질서정연하게 지부을 권고하고 닫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보완하는 것이다. 견본 편지는 현장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부폐쇄는 최후의 수단이다. 폐쇄를 고려하기 전에, 지부, 주 및 지역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방향을 잃었거나 휴면 상태에 빠지거나 지도력을 상실한 장들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부 구성원은 이미 지부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통보받았어야 하며 지부 개선에 도움을 요청받았어야 한다. 회원권 규모, 공동체 환경, 

회생의 가능성(지금 아니면, 아마도 나중에) 및 실패의 원인을 모두 먼저 고려해야 한다. 

AFA 헌장 취소에 의해 지부은 폐쇄된다. 주 및 지역 대통령들은 장 폐쇄를 권고할 수 

있지만, 현장운영 부회장(VCOB‐FO) 부회장만 장 헌장을 취소할 수 있다. OPM는 9개월 

이상의 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 지부 정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지부에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고 결정했거나 다른 지부과 병합할 권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헌장을 취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VCOB‐FO가 최종 

합병을 승인했다고 명시한다. 위의 경우, 주 또는 지역 대통령이 지부을 닫거나 병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절차의 편차는 VCOB‐FO에 의해 사전 승인되어야 한다. 이 문서의 목적상, 하드 카피나 

이메일을 통해 "서면 통신"할 수 있다.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id=%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2FOperations%20and%20Procedures%20Manual%2C%2011%20December%202018_Board%20Approved%2Epdf&amp;parent=%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2FGoverning%20Documents&amp;p=true&amp;cid=eb2c463f-6633-473a-8548-9b77b76482b6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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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폐쇄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일단 문을 닫으면, 한 지부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폐쇄를 권고하기 전에 크기, 위치, 환경, 새로운 리더쉽을 

찾을 가능성 및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OPM 및 아래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고의적이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폐쇄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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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지부 마감 절차 

1. 주 대통령(또는 주 대통령이 없는 경우 지역 대통령)은 해당 장이 회춘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판단했을 때 VCOB‐FO에 지부 폐쇄를 권고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OPM에 명시된 비활동 기간이 초과되고, 지부에서 장교 명부, 연간 

활동 또는 재무 계획 또는 그에 상응하는 반년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어떤 회원도 주도할 의사가 없다는 징후도 

없다. 대통령은 이 결정을 VCOB‐FO에 제공할 것이며, VCOB‐FO가 중단에 대한 

지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 이 서면 결정은 지역 대통령를 통해 VCOB‐

FO로 전달된다. 

2. VCOB‐FO가 합의할 경우, 그/그녀는 그 지부가 공식적으로 30일 정지에 놓이게 될 

때 주 대통령에게 통지할 것이다. 출발 날짜는 대통령과 조정하여 정지 기간 내에 

종결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이 폐쇄 전에 공식 중단 기간이 관찰된다. 

3. 주 대통령은 직무정지 시 이메일이나 하드카피 서한을 통해 모든 현 지부 

구성원에게 활동과 리더십 부족으로 지부가 정지되었음을 알리고, 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고 원기를 회복할 것을 간청하고 격려할 것이다. 주 대통령은 

가능한 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마지막 임관장들과 

접촉할 것이며, 기꺼이 나서려는 구성원들에게 집결지를 제공할 것이다. 주 

대통령은 새로운 리더십이 없을 경우 해당 지부은 지정된 날짜에 종료될 것이며, 

해당 지부은 어떤 장과 관련될 것인지를 장 구성원들에게 통지할 것이다. 

회원들은 또한 자신이 선택한 특정 지부와 제휴하거나 비협조직을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회원에게 보내는 샘플 서신은 현장 자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안된 폐쇄를 둘러싼 특정 상황에 맞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 대통령은 대량 우편물(양식 편지, 우편물 목록 등)을 

작성하기 위해 VCOB‐FO를 통해 AFA National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부 

기금는 자금이 가능한 경우 통보서 발송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부 

기금가 없는 경우에는 주 또는 지역 기금를 사용해야 한다. 위의 출처 중 하나에서 

불충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VCOB‐FO에 변제 요청을 할 수 있다. 

4.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주 대통령은 VCOB‐FO에 샘플 서신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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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를 진행할지 여부를 서면으로 권고할 것이다. VCOB‐FO는 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최종 결정을 통보할 것이다. 

5. 만약 한 지부이 폐쇄된다면, 주 대통령은 지부의 자산과 자금이 적절하게 

회계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주 대통령은 재분배해야 할 자산(예: 배너, 깃발, 

장비, 소모품 등)이 있는지, 보존할 가치가 있는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은 가장 최근의 장교의 

도움을 받아 AFA나 지부의 자산이 사적인 수중에 남아있지 않도록 지부 자산의 

전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재고자산은 각 자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VCOB‐FO에 제출될 것이다. 자산 재분배 비용은 가능하면 지부 기금로 

지불할 수 있다. 남은 지부 기금은 가장 최근의 지부 지도자의 권고에 따라, 그리고/또는 

국가 또는 지역 기관의 권고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기금은 반드시 AFA 내에 있어야 

한다. 이들은 하나 이상의 다른 지부, 국가/지역 조직, AFA 프로그램 또는 AFA 일반 

기금에 배포될 수 있다. 지부 기금은 폐업비용을 변제하는 것 외에는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6. VCOB‐FO가 한 지부을 닫아야 한다고 결정하면, AFA 직원의 멤버 및 필드 관계 

부사장은 AFA의 활동적 역할에서 해당 지부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주 

대통령은 폐쇄를 설명하기 위해 주 내에서 지부 우편번호를 재조정하도록 

지시받을 것이다. 지부을 닫아야 한다고 결정되었음을 표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 대통령이 현장운영 부회장에게 보내는 샘플 서신을 확인하십시오. 



Updated March 2019 53 Chapter Nine ‐ The Chapter  

 

제9장 ‐ 지부 
 

적극적이고 관련된 지부은 협회의 기초가 되며, 그것 없이는 AFA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 

AFA의 기본 목표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따라서 AFA 구조에서 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부은 다양한 유형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작동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회원들과 대중들을 교육시키고 USAF를 지원하기 

위한 협회의 헌신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지부 리더쉽은 조직의 초점은 단순히 구성원들에게 봉사하고 그 존재를 영속화하는 

내면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프로세스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조직과의 협력, 서비스 및 참여가 이 지부의 특징이다. 
 
 

지부 요구사항 

AFA 지부으로서 헌장을 수령하고 유지하려면, 조직은 AFA 헌법, 운영 및 절차 매뉴얼 또는 

집행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적어도 20명의 투표 회원을 유지하라. 

2. 헌법과 조례를 유지하고, 국가와 국가 헌법과 일치한다. 

3. 그 지부의 헌법 개정에 대해 주 및 국가기관에 통보한다. 최신 사본은 항상 AFA 

National의 파일에 남아 있어야 한다. 

4. 공식적으로 채택된 헌법과 법령의 틀 안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5. 최소 3명의 장교로 구성된 선출된 그룹(대통령, 부통령 및 비서/회계 원)과 

함께 운영한다. 

6.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국가 기구, 지역 기구 및 국가 대표들의 모든 

공식 결정을 준수하십시오. 

7. 매년 10월 31일까지 현장 포탈을 통해 지부장 명단을 제출하거나 검증한다. 

일년 중 변경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업데이트하십시오. 

8.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재무계획 및 활동계획(AFA 전략계획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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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작성한다. 현장 포탈에서 1월 15일 이전에 주 및 지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9. 활동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반년마다 제출하고 IRS 양식 990 또는 990N을 매년 

내부 수익 지국장에게 제출하십시오. (필수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장 참조). 
 
 

지부의 권한 

지부은 헌법, 운영 및 절차 매뉴얼 및 기타 채택된 지침에 규정된 대로 협회 및 국가 조직과 

지역에 대한 일정한 기본적인 책임을 갖는다. 이 틀 안에서, 한 지부은 그것의 프로그램과 

행정 절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위도를 누린다. 지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2. 모든 활동이 공군 연합 임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자체 재정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 멤버십 지원금 및 리베이트 외에 자금조달 사업을 실시한다. 

4. 지부을 강화할 헌법과 조항에 포함시킨다. 

5. AFA 전당대회에서 대표하여 협회의 국가 활동에 참가한다. 
 
 

새 지부 구성 

새 지부을 구성할 때 AFA 구성원이 따라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다: 

   주 대통령 또는 주 기관이 없는 경우 지역 대통령으로부터 조직적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주 대통령은 회원권 분쟁이 해결되도록 기존 AFA 지부와 절차를 

조율할 것이다. 

   AFA 국가로부터 차터 신청, 정보 정리 및 회원 자료와 함께 지부에서 제공할 지역에 

(우편번호로) 대한 AFA 회원 명부를 요청한다. (조직 정보 패킷에는 샘플 헌법과 

법령뿐만 아니라 조직 회의의 공표 및 수행에 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의 AFA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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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회의에 초대한다. 동시에, 그들에게 AFA에 가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도록 요청하라. 초창기 회의는 너무 커서는 안 되지만, 현재의 

모든 구성원은 지부의 형성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가 조직의 대표를 출석시켜 질문에 답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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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한 지부의 설립에 대한 관심과 그 지부의 

운영과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게 한다. 참석자들은 

또한 그 지역의 잠재적인 회원들과 근로자들인 그들의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준다. 그들에게 다음 회의에 적어도 한 명의 잠재적 구성원을 참석시키도록 

재촉하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 내 다른 AFA 회원들과 연락할 목적으로 회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다음 회의에 초대한다. 

   이 위치에서 AFA 지부을 위해 조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자원봉사자 및 재정)이 있는지 결정한다. AFA National은 새로운 지부에 대한 

시작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기구의 책임이다. 만약 충분한 관심이 

있다면, 다음 회의 시간과 장소를 토론하고 확정하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최초 

회의에서 얻은 관심과 모멘텀을 이용하기 위해 한 달 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완료된 전세 신청서를 주 대통령에게 보내서 승인을 받으십시오. 

주 대통령은 최종 승인 및 제출을 위해 VCOB‐FO에 대한 승인 및 전달을 위한 헌장 

신청서를 AFA National의 현장  운영 부서에 전달할 것이다. 모든 신규 회원 신청서, 

조정 요청서, 선출직(또는 임시) 임원 명부, 제안된 헌법 및 법령을 패키지에 

포함시킨다. 

전세기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 20명의 투표자가 필요하다. 이 수치가 나오면, 임원을 

선출하고 위원회를 임명한다. (승인 시 적어도 20명이 최신 상태임을 보장하기 위해 전세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 최소한 25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는 조직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만료되었을 수 있는 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 특히 중요하다.) 

VCOB‐FO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지부헌장은 주 대통령(또는 주 조직이 없는 주의 경우 지역 

대통령)에게 보내져 상호 수용 가능한 시간에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할 것이다. 그 때, AFA 

National로부터 두 번째 정보 패킷이 지부으로 전송될 것이다. 이 자료에는 지부, 보고 양식 

및 추가 회원 자료의 관리 변경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Updated March 2019 57 Chapter Nine ‐ The Chapter  

지부 조직 
 

필수 담당자(선택됨) 
대통령; 부통령; 비서; 회계 원 

 
추천 담당자(예약) 

항공우주교육 부통령; 커뮤니케이션 부통령; 정부관계담당 부통령; 보훈처 차장; 

리더십 개발 부통령; 멤버십 부통령; 지역사회 파트너 부사장; 공군 및 가족 

프로그램 담당 부통령. 

 
추천 위원회 

멤버십; 재정; 헌법(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시상; 리더십 개발; 지역사회 파트너. 
 
 

통치 체 
 

집행 의회 

선출직 및 임명직 장교,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부헌에 규정된 추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고려하는 문제에 관하여, 각 위원은 한 표의 전표를 가진다. 지부 

대통령은 집행의회의 의장이 된다. 집행 의회는 매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장교 책임 – 지부 대통령 

1. 지부 행정 의회 의장을 역임한다. 

2. 정기적으로 예정된 모든 회의 또는 지부 특별 회의를 주재하거나 지부 

부통령 또는 다른 지부 책임자가 그렇게 하는지 확인한다. 

3. 초대된 모든 지역사회 기능의 지부을 대표하거나 부통령 또는 다른 장교의 

참여를 보장한다. 

4. 모든 주, 지역 및 국가 회의에서 지부을 대표하거나(협약 포함), 지부 부통령 또는 

다른 지부 장교 또는 구성원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임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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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적절하게 임명되고 적절한 자격 증명을 부여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5. 주 대통령, 지역 대통령 및 AFA National의 적절한 연락을 유지한다. 

6. 국가 기관, AFA 국가 직원 및 국가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관련 통보를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 Require the completion of appropriate rosters, annual plans and semi‐annual reports 
from the Secretary and Treasurer and approve all reports in the Field Portal. 

8. Require that an IRS Form 990 or 990‐N (see Chapter 10) is filed with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nually and that a copy of this form is sent to AFA National. 

9. Monitor and oversee completion of monthly training modules, as described in Chapter 
14, for all chapter officers. 

10. 해당 시 지부 영역의 국가 이사, 지역 책임자 및 주 대통령이 지부 프로그램 및 

기능에 초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들은 AFA의 정책결정 수준에 대한 그 

지부의 접촉이다. 

11. 지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다른 장교를 임명한다. 

12. AFA 개인 및 지부 상은 물론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역, 주 또는 지부 상에도 

적시에 후보작을 제출하십시오. 

13. Conduct a Chapter Teacher of the Year program each year. 

14. Establish contact with any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from the chapter area and 
members of their staff, through their local offices. AFA의 임무와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지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회원에게 무료 AFA 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권장한다. 그들은 지역 지부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한다. 

15. 지부 기능 및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부 위원회를 설립한다. 

16. 멘토 지부 임원과 AFA 국가, 지역 및 국가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지도한다. 

17. 연차활동계획의 지부에서 정한 프로그램 또는 활동목표를 이행한다. 

18. 분기별로 모든 지부 구성원과 통신하십시오. If your chapter produces a 
newsletter, ensure that a copy is sent to Field Operations directly at the time is 
published. 

 
장교 책임 ‐ 지부 부통령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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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지부 대통령이 할 수 없을 때 어떤 회의나 기능에서 주재한다. 

3. 지부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식을 유지하여 지부 

대통령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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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들의 공무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부 대통령을 보좌한다. 

일반적으로 부통령은 다음 지부 대통령이 될 개인이며 따라서 모든 지부 기능에 

관여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부 대통령이 책임을 이행하고 지부 대통령의 직책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데 도움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간 지부 활동 및 재무 

계획에 참여하고 분기별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지부 

위원회를 맡도록 권고한다. 

5. 지부 헌법에서 요구하는 추가 책임을 수행한다. 

6. 지부헌장을 유지한다. 

7. 다른 담당자가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부에 속하는 

모든 물리적 재산에 대한 책임을 유지한다. 

 
장교 책임 – Chapter Secretary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의 공식 회의록을 기록, 해석 및 지부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3. 모든 회의록의 사본을 포함하는 공식 Minutes Book(서류 또는 전자 

형식)을 유지한다. 

4. Complete the chapter Annual Activity Plan and Semi‐Annual Activity Report based on 
input from other chapter officers and, submit it to the Chapter President in time to 
allow it to be submitted to the Stat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established 
schedule. 

5. 모든 공식 단위 서면을 수령하고 승인하며, 모든 계약에 대해 지부과 연락 

관계를 유지하고, 지부 또는 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을 개시한다. 

6. 구성될 경우 지부 헌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 헌법이 주 헌법과 국가 

헌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부 헌법을 유지한다. 

7. 지부 파일을 유지하십시오. 

8. 연례 선거 이후 지부과장 명단의 완성 및 제출을 보장한다. 이것은 매년 

완료되어야 하며(장교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주 및 지역 대통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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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어야 한다. 그것은 10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일년 중 변경이 

발생하면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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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책임 ‐ Chapter Treasurer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지부 재무장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3.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비용의 현재 기록을 유지하고 예금, 인출, 모든 부채의 

신속한 지불을 포함한 모든 지부 은행 계좌를 유지한다. 

4. 매년 지부 대통령에게 제출할 IRS 양식 990 또는 990‐N을 작성하십시오. 

5. Ensure that the Chapter President is informed about all chapter financial matters. 

6. 본 지부은 재무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법률 및 법령(연방, 주 및 지방)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7.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부 집행위원회가 검토하고 Field 포탈에 제출하기 위한 

연간 재무 계획을 완성하십시오. 
 
 

장교 책임‐ 지부 (임명된 ‐ 옵션) 
 

지부 부통령 – Airmen and Family Programs 

 
부통령, 항공인 및 가족 프로그램는 지부 총장에 의해 임명되며,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그/그녀는 지부에서 항공사와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주요 책임자다. 여기에는 지역 가족 지원 센터(기지와 연계된 경우)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접촉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에는 Wounded Airman 프로그램 (WAP), 고용 

부트 캠프 및 기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지부 

항공인 및 가족 프로그램 부통령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항공인 및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식별, 계획, 실행 및 보고함으로써 연례 계획 및 보고 

프로세스에서 지부 대통령을 지원할 것이다. 구체적인 책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Key Spouse 프로그램 지원, 배치 프로그램, 지역 공군 및 가족 준비 센터 연결, 

복원 훈련, 군사 Spouse 앰배서더 네트워크 등. 

2. 지역 수준에서 항공인와 가족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회원 및 현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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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에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지부 집행의회가 개발한 바와 같이, Wounded Airman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 지원 및 모금과 관련된 모든 지부 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급한다. 

4. AFA National이 요청할 경우 WAP 이니셔티브 및 지원에 대한 지부 참여 조정 (예: 

재정 지원, 병원 방문, 의사 사무소 수송, 육아, 간병인 지원, 적응형 스포츠 캠프, 

이력서 및 취업 지원). 회원 및 현장 관계 부통령은 국가로부터의 모든 지원 

요청에 대해 지부 대통령과 조정한다. 

5. Submits articles and photos of chapter WAP activities to the AFA National staff. 

6. 항공인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신규 AFA 회원(개인 및/또는 

지역사회 파트너)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 모집한다. 

 
지부 부통령 – Aerospace Education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Conduct the chapter Teacher of the Year program. 

3. 지부 장학금 및 교육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4. K‐12 등급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장려하는 교육 활동을 장려하고 

인정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5. 항공우주 교육을 위해 지부 비용을 조정하십시오. 

연락 담당자로 봉사하고 지부 영역의 AFJROTC, AFROTC 및 CAP 유닛에 대한 지부의 

지원을 조정한다. 

 
지부 부통령 – 커뮤니케이션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뉴스레터를 준비 및 배포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성과를 인정하고, AFA 

뉴스와 이벤트의 회원에게 통지한다. 

3. 지부 웹 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유지 관리하십시오. 

4. AFA 활동에 대한 외부 홍보는 현지 언론에서 보도 자료와 발표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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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부통령 – 정부 관계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지부 내의 각 의회 대표자에 대해 직원과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한다. AFA 활동에 

대한 그들의 참여를 장려한다. 대의원이 재선된 경우에도 각 선거 주기가 끝난 후 

대의원에 대한 무료 회원 가입을 제안하고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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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A에 대한 중요 위치에 대한 현지 의회 대표자들의 공동 입력을 촉진하기 위해 

AFA와 일치하는 목표와 입장을 가지고 다른 지역 조직과 협력한다. 

 
지부 부통령 – 재향군인회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참전용사들에게 중요한 지역 및 국가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그 지부가 

지역사회의 참전용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부행정의회에 의견을 

제공한다. 

3. Participate in state and local veterans’ programs and provide support from the 
chapter when approved by the Chapter Executive Council. 

4. 지부 베테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지부 부통령 – 리더십 개발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지부 임명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3. 지부 리더쉽 개발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신흥 리더의 식별을 감독하며, 기존 

지부 리더에 대한 훈련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각 선거 주기에 대한 지명을 

제공한다. 

 
지부 부통령 – 멤버십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지부 멤버십 변경 목록을 모니터링하고, 멤버십이 만료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멤버십 갱신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새로운 지부 구성원을 모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지부 부통령 – 지역사회 파트너 

1. 지부 집행 의회의 일원으로 봉사한다. 

2. 신규 지역사회 파트너 모집, 만료된 지역사회 파트너 멤버십 갱신 보장,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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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파트너가 지부 활동에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등 지부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을 관리하십시오. 

3. AFA에 지역사회 파트너를 소개하고 항공인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부 프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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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 계획 및 보고 
 

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회원 리베이트, 지원금 및 할당 자격을 얻으려면 각 국가 조직과 

지부은 확립된 계획 및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지만, AFA의 목적을 촉진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은 이사회, VCOB‐

FO 또는 현장 의회에서 정한 연방 규정과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 

모든 계획 및 보고서는 현장 포탈의 지부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1. 이 과정은 전략기획위원회가 개발하고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현행 AFA 

전략계획에 기초한 연간 활동계획의 완료로 시작한다. 각 지부은 현장 포탈을 

통해 연간 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주 조직과 지부은 현장 포탈을 

통해 연간 재무 계획을 완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들은 주 및 지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국가 조직이나 지부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8월과 1월에 1년에 두 번 각 국가 조직과 지부는 현장 포탈을 사용하여 AFA 

National에 활동 및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분기에 수행, 지원 

또는 후원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주 및 지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 또는 지역 대통령는 재무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질문할 

이유가 있거나 단위 자금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은행 

명세서 또는 기타 지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주 및 지부은 매년 5월까지 IRS 양식 990 또는 990‐N을 제출하고 사본을 

현장 운영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4. 각 주 기관과 지부은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연례 선거 후에 현장 포탈을 

사용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확인함으로써 장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계획 및 보고서 준비 지침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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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활동 계획 및 반년 활동 보고서 

연간 계획 및 보고 템플릿은 연간 계획 및 반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식을 제공한다. 또한 문서를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한 지침은 현장 포탈과 현장 

자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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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재무계획 및 반년차재무보고서 

연차재무계획은 계획된 국가나 지부 활동과 일치하는 연도에 예상되는 재무활동에 대한 

최상위 추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주요 소득 및 비용 범주를 보여주고 국가 조직 

또는 지부가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년차재무보고서는 완전한 항목화와 모든 수령 및 지출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지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항목은 "사분기 대통령 

비용"으로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Each item of the President’s expenses must be listed 
separately and explained in detail, such as type and cost of transportation, hotel and restaurant 
identification, types of incidental expenses, and the purpose for which the expenditure was 
incurred, such as attending a chapter meeting or state convention, organizing a new chapter, or 
entertaining a program participant. 그것은 접대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직함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 목적의 지출은 양식에 표시된 대로 보고서의 첫 번째 지출 부분에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이 주 대통령, 지역 대통령 및/또는 AFA 내셔널의 만족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다면, 보고서는 추가 정보를 위해 해당 부서에 반환될 것이다. 이 요건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금을 받은 개인, 단위, 협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영수증과 증권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장치에 이러한 품목이 있어야 한다. 

교육비 지출은 반년차재무보고서의 모든 지출액 중 가장 먼저 기재될 것이다. 교육비 

지출의 예로는 ROTC 지원 기금, TOY 기금, 장학금 및 보조금 기금, 박물관 프로그램 기금, 

CAP 기금, 교사/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분기별/연도의 생도/항공인에 대한 시상, 

CyberPatriot 학교/팀 후원 등이 있다. 이러한 지출은 별도로 열거되어 있어, AFA 국가 

직원은 교육을 위한 자금의 양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그 지부에서 프로그램이 

그들의 교육 자금의 일부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지부에서 지부과 별도의 실체로 기능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지출은 

반년차재무보고서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재무보고서가 작성되고 재무담당청장이 승인한 후, 그 보고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주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전세기 국가기구가 없는 주에 위치한 지부에 대한 보고서는 

승인을 받기 위해 지역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해외에 위치한 지부은 VCOB‐FO에 

직접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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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보고서 제출 절차 

모든 지부과 주 보고서는 현장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될 것이다. 주 대통령은 이 

지부의 활동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서가 확립된 보고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만약 그/그녀의 판단에서, 그 보고서가 적격이라면, 주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승인할 것이다. 그 보고서는 그 지역의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주 대통령이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거나 확립된 보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그 또는 

그녀는 보고서를 거부하고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보고 과정은 원래의 마감일까지 

다시 제출하기 위해 지부으로 되돌아간다. 

만기일. 반기별 활동 보고서와 반기별 재무 보고서는 2분기와 4분기의 마감에 이어 2월 

15일까지 AFA 내셔널로 제출될 예정이다 (8월 15일, 2월 15일). 

지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보고서 수락 데드라인. 회원권 리베이트나 지원금 지급 자격을 

얻으려면 활동 보고서와 재무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승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6월 기간에 대한 활동과 재무 보고서는 8월 15일 이전에 접수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 날 이후 받은 반년 보고서는 그 단위에 회원권 리베이트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지 못할 것이다. 
 
 

IRS 고용주 식별 번호(EIN) 

모든 주 기관과 지부 단위에는 IRS 고용주 식별 번호(EIN)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지부 

또는 주 조직에 대한 EIN은 IRS for SS‐4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AFA 세금 현황 및 IRS 양식 990 

모든 AFA 지부와 주 기관은 501c(3) 그룹 면제 번호(GEN) 5392의 회원이다. AFA와 그 하위 

단위(주 기관 및 지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연도를 사용한다. AFA National은 그룹 

내의 모든 부하에게 "부모"이며, EIN은 52‐6043929이다. 모든 하위 단위는 매년 자체 EIN에 

따라 IRS에 제출해야 한다. 
AFA에 대한 비과세 상태는 IRS 웹 사이트 [검색 EIN: 52‐60439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501c(3) 상태를 외부 기관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현장 운영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http://www.irs.gov/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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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단위는 IRS 서류 작성 요건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연평균 총 수령액이 50,000달러 

미만인 단위는 990‐N의 전자(전용)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총 수령액이 $50,000를 

초과하는 단위는 양식 990 또는 990‐EZ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irs.gov 참조). 

이 지침은 국가기관이나 지부에 직접 지급한 영수증에만 적용된다. 자선기여금과 지출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재단이 설립된 경우, AFA 그룹 면제의 범위를 벗어나야 하며, 별도로 

취급해야 하며, IRS에 AFA 활동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http://www.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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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 개인회원권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을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을 수 있는 

조직에는 기본적인 힘이 있다. 즉, 그들이 대표하는 다양한 견해에서 도출되는 정책의 

기본 강점이다. 이것이 공군협회의 힘이다. AFA 회원 자격은 협회의 사명과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개인에게 개방된다. 
 
 

멤버십 옵션 

정규 멤버십: 현재 회원은 연간 50달러다. 회비는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고 전당대회에서 

대표들에 의해 승인된다. 정기 회원 회비는 Air Force Magazine에 대한 하드 카피 가입을 

포함한다. 3년 임기의 회원은 125달러로 할인된다. 

e멤버쉽: e멤버들은 일반 AFA 회원들과 동일한 특권과 혜택을 가지고 있지만, Air Force 

Magazine의 전자 사본만을 받게 될 것이다. e멤버쉽 요금은 1년간 35달러 입니다. 3년간의 

e멤버쉽은 85달러로 할인된다. 

특별 도입 비율: AFA offers one‐time introductory e‐membership rate of $20 to members 
joining AFA for the first time. 

eLife 멤버십: 회원들은 400달러에 라이프 멤버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요금에는 Air Force 

Magazine의 인쇄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Life 멤버들은 Air Force Magazine에 대한 연간 

인쇄물 구독을 구입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회가 주어진다. 
 
 

회원권 갱신 

회원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회원을 갱신할 수 있다. AFA National emails and mails 
renewal notices to all members approximately two months prior to the date the membership 
expires. 갱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갱신을 확보하기 위해 후속 통지를 발송한다. 

또한 이 지부은 멤버십 명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리뉴얼을 

모니터링하고 리뉴얼을 장려하기 위해 멤버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 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AFA회원 부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ailto:membership@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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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부과 제휴 

각 AFA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지부과 제휴하거나 어떤 지부과 제휴하지 않은 채로 

남기로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이 특정 지부을 요청하지 않거나 제휴하지 않을 경우,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회원이 자동으로 제휴하게 된다. 

신규 회원은 회원 신청서에 기재하여 지부과 제휴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회원은 회원 

갱신 통지서, AFA 프로필 또는 회원 부서에 연락하여 지부 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자동 제휴는 우편 번호 할당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 대통령은 주 내의 우편번호를 지부에 

할당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현장 운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새로운 구성원이 

처리되어 특정 지부에 할당될 때, 그/그녀는 그 과제를 통지받고 1) 해당 지부에 남아 

있거나 2) 다른 지부에 소속될 것을 요청하거나 3) 어떤 지부에도 소속되지 않는 요청을 

선택할 수 있다. 회원이 주소를 변경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재조정이 이루어진다. 

변경사항을 통지할 때 회원의 선택사항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유지된다. 

한 지부과 제휴하지 않기로 선택한 구성원은 AFA에 투표하거나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어떤 

직책도 가질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AFA 개인상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전당대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mailto:membership@afa.org
mailto:membership@afa.org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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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금융 

 
지역 대통령들의 여행 경비 

   각 지역 대통령는 VCOB‐FO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 내 AFA 조직 문제에 

발생하는 자신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요청은 자금이 의무화되거나 여행에 착수하기 전에 VCOB‐FO에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Filing for reimbursement of funds expended is as specified in the OPM, Section VII and 
expenses are subject to review by the AFA Finance Committee. 

   지역 대통령가 기금을 요청하는 각 분기에, 지출이 발생한 활동을 상세히 기록한 활동 

보고서를 VCOB‐FO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및 지부 조직의 기금 조성 책임 

1. 주 기관이나 지부 모두 AFA 내셔널의 지원금에만 의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수익 창출 아이디어는 현장 자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모든 주 및 지부의 연간 활동 및 재무 계획은 배분, 리베이트 및 지원 지급을 

초과하는 몇 가지 추가 소득원을 포함해야 한다. 일부 아이디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식사 또는 프로그램 

b. 주 회의/협약 등록비 

c. 강력한 지역사회 파트너 프로그램(지부) 

d. 분기별 뉴스레터 (그러나, 제한사항은 USPS 간행물 417 참조)또는 컨벤션 

프로그램의 광고 판매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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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세차 또는 골프 토너먼트와 같은 기금 모금자 

f. 선물 또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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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직‐ 지원금 

1. 각 주 기관은 연간 활동 및 재무 계획, 반년 활동 및 재무 보고서를 마감일 전에 

제출하고 승인할 경우 연간 두 번 AFA National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 지원금 지불은 주의 한 지부에 속하는 각 회원과 주 내에 소속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해 0.25달러로 계산된다. 6월 30일과 12월 31일 현재 회원의 합계를 기준으로 

매년 8월과 2월에 두 번 지급된다. 

3. State support payments will not be issued for state organizations who have not 
completed and submitted online, the Semi‐Annual and Annual Reporting requirements 
by the deadline. 

 
 

국가 성과 기준 

1. 국가 기관은 AFA 내셔널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특정 최소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주 내에서 적어도 두 개의 활동적인 전세 지부를 유지하라. 

b. 현장 포탈을 통해 현재 상태 주 담당자의 이름 목록을 파일에 저장하십시오. 

c. 파일 반년 활동 및 재무 보고서 및 승인된 지부 보고서, IRS 양식 990 또는 

990‐N. 
 
 

지부 조직‐ 지원금 및 회원 환불 

1. 각 지부은 본 지부과 제휴한 각 회원에 대해 AFA National로부터 0.6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지부은 지역사회 파트너를 제외한 신규, 유료, 지부으로 수령한 회원에 대해 AFA 

National로부터 1회 회원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2. 각 지부은 AFA 내셔널로부터 20달러의 도입률로 전년도에 가입하고 회원 자격을 

갱신한 회원에 대해 보유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보유 리베이트는 회원이 

리뉴얼을 처음 제안할 때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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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베이트는 Life 멤버를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 회비의 50%로 

지급된다. Life 멤버들은 7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다. 

4. 연봉은 8월과 2월에 두 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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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금이 한 지부에 지불되기 전에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지급 

또는 신규 회원 리베이트). 

a. 최소 20명의 투표 회원을 유지하라. 

b. 10월 31일까지 현장 포탈을 통해 제출된 현재 장교의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된 현재 승인된 연간 지부 활동 및 재무 계획 

수립. 

d. IRS 양식을 매년 990 또는 990‐N으로 저장하십시오. 

e. 마감일에 의해 온라인으로 제출된 현재 승인된 반년 활동 및 재무 

보고서 보유. 

 
새로 생성된 지부 

1. 새로 만들어진 지부은 정관일로부터 3년간 반기 보고기간당 최소 50달러의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지부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연장하는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부에서 벌어들인 리베이트와 지원금을 보장금액과 비교하고 지부에서 지급한 

금액이 더 큰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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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 필드 단위용 자원 
 

AFA 웹사이트 

AFA National은 모든 AFA 프로그램, 활동 및 요건에 대한 핵심 정보 출처인 웹사이트를 

유지한다. 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다. 그러나 일부 

섹션 및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암호로 보호된다. 

현장 리더의 경우 상단 탐색바에서 "Community"를 선택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섹션을 찾을 수 있다. 이 페이지에서 "Access Field Leaders Resources"를 클릭하여 

귀중한 가이드북, 양식, 마케팅 자료 등이 들어 있는 현장 자원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할 

수 있다. 현장 리더는 이 자원에 자주 접근하여 사용해야 한다. 
 
 

온라인 필드 리더십 교육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지부,주,지역 담당자들은 효과적이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은 AFA 전체 또는 협회의 새로운 수준에서 이전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사전 경험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자발적 조직을 

이끌기 위한 원칙과 모범 사례는 기업 또는 정부/군사 분야와 크게 다르다. 따라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드 리더들이 이미 협회에 한 시간 

약속을 존중하고, 동시에 철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지부, 주 및 지역 대통령은 부하 장교들이 이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볼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광범위한 지부 간부에 적용되는 모듈은 지부 집행위원회 회의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든 수준의 대통령은 이러한 모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더해야 한다. 

현장 위원회 훈련 소위원회가 만든 현장 리더 훈련 모듈은 현장 리더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모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연간 활동 및 재정 계획 개발 및 제출 

   실제 반기별 활동 및 재무 보고 

http://www.afa.org/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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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지부 프로그램 구축 및 유지             

  신규 회원 및 리더 채용 및 유지 

   모든 레벨의 AFA 조직, 그리고 

   기타 주제: 부분적으로 해당 요구 사항에 대한 현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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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듈들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된다. 훈련 소위원회는 최종 모듈 조사 또는 소위원회 

위원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환영한다. 이 피드백은 모듈이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멤버 목록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명단과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포함된 정보는 

AFA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게시되어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되며,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름 목록은 현장 포탈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AFA 보급품 및 재료 

회원 신청서, 지역사회 파트너 신청서, 브로셔, Air Force Magazine의 백 이슈 및 

기부금(이용 가능한 경우)은 field@afa.org에 문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지부은 이러한 

품목의 배송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 

AFA 인증서, 배지 및 시상, 개인 및 필드 유닛을 위한 추가 AFA 프로모션 아이템은 Hangar 

Store 또는 회원 온라인 계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Air Force Magazine 무료 사본 

지부 장교들은 field@afa.org. 에 연간 서면 요청서를 접수하면 지부당 최대 10장의 Air 

Force Magazine 무료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사본들은 대량으로 선적되어 AFA와 

지역사회에서 더 잘 알려진 지부를 만드는 것을 돕기 위해 지역 시민 지도자들과 뉴스 

미디어에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 부서에 제공된다. 

지부은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학교장, 주니어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신문 발행인 또는 

편집인 또는 라디오나 TV에서 비교 가능한 사람과 같은 시민 및 정부 관계자에게 이 

사본을 배포하거나 지역 회원 드라이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때때로 지부에서는 

지역 도서관, 공군 예비군 또는 공군 주방위군 부대 또는 인근 공군 시설에 무료 사본을 

배포하기를 원할 수 있다. 연간 회원제 드라이브의 일부로, 이러한 유형의 구축은 AFA의 

가시성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그 

mailto:field@afa.org
https://www.tmgwebstores.com/thehangar/default.aspx
https://www.tmgwebstores.com/thehangar/default.aspx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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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AFA 회원으로 채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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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장치 프로그램의 스피커를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FA 내셔널의 AFA 통신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충분한 리드 타임을 허용하고, 연설자의 유형, 프로그램의 위치, 청중의 

크기, 프로그램의 종류, 제안된 주제, 그리고 연설자의 운송비, 호텔비, 식사비, 그리고 

연설자의 적절한 예찬과 같은 비용을 장치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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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FOURTEEN ‐ AFA NATIONAL AWARDS 
 

GENERAL RULES FOR SUBMISSION OF NOMINATIONS FOR NATIONAL 
AWARDS 

 
AFA 단위 크기 범주 

많은 AFA 단위 시상의 목적상, 지부은 그 크기에 따라 경쟁한다. AFA는 100인 지부은 

3,500인 지부과 같은 수준의 활동으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AFA는 사이즈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이 문서에서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한, 유닛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크기 범주에서 경쟁한다: 
 
 

구성원 수 크기 범주 
20‐200 작은 

201‐350 중간의 
351‐650 큰 

651 이상 특대 

 

회원 모집/보유 보상의 경우 "1,100명 이상"의 추가 규모 카테고리만 설정된다. 이 

범주가 존재할 경우, 시상 세부사항(아래)에서 식별한다. 

 
지정 패키지 제출 지침 

1. 전국상 시상식의 구체적인 제출 방향은 매년 현장 지도자들에게 제공된다. 지부 

대통령들은 지명 패키지 및 모든 지원 자료를 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 

대통령은 이를 지역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 또는 지역 수준에서 출발하는 

지명자는 제출자 이상의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간 현장 및 항공우주 교육상 후보작은 AFA National이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Should April 30 fall on a weekend, the packages are due the first 

business day of May. 지역 및 주 기관은 검토 및 승인이 적시에 수행되고 여전히 

국가 제출일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위 기관에 적절한 기한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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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대통령과 지역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그들에게 제출된 각 지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권고하고 적절한 논평과 함께 이러한 지명을 전달해야 한다. 

AFA National로 예정된 지명 패키지는 이메일을 통해 field@afa.org.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4. 한 지부은 지명을 시작하고 주와 지역 양쪽의 승인과 AFA 내셔널에서의 수령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지지 없이는 어떤 지명도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5. 주 대통령 또는 지역 대통령이 적시에 승인 및/또는 권고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시상 위원회는 임명에 대해 활동할 수 없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후보 등록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6. 국가 기구가 없는 주 내의 지부 지명의 경우, 지역 대통령에게 지명을 

전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된 단위/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7. 내셔널 어워즈 지명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AFA National이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부, 주 및 지역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AFA National이 지정한 

날짜 이전까지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처리 보류 날짜를 설정해야 한다. 

8. The AFA National Awards Committee, during its duly constituted meeting, may select 
individuals or units for an appropriate AFA award, without regard to nominated status. 

 
지부 전국 시상식 최소 자격 요건 

AFA 전국상 수상 자격을 얻으려면 주 기관과 지부은 최소 2년 이상 임대되어야 하며, 

전년도 보고 요건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지부은 6월 30일 총계를 기준으로 경쟁하지만,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부에서 새로 구성된 지부으로 구성원을 포기하는 경우, 새로운 지부으로 

재결합하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기초가 축소될 수 있다. 한 지부이 닫힌 지부을 

병합하거나 흡수하는 경우, 얻은 수에 따라 기초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회원국 

자격기준의 변경은 주 대통령이 지역 총재의 동의와 VCOB‐FO의 승인에 따라 개시된다. 

mailto:field@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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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UNIT MEMBERSHIP RECRUITMENT AWARDS 

회원 모집상 심사 기간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The Storz Chapter Award 

이 상은 신규 회원의 수량과 지속적인 신규 회원의 모집 모두에 기초해 가장 권위 있는 AFA 

회원상이다. 이 상은 지부 크기 범주에 관계없이 예선 시작 시 지부 크기의 백분율로 신규 

멤버 수가 가장 많은 지부에게 수여된다. 자격 기간은 내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이 지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지부는 적어도 3년 이상 전매되었다.                         

  신입 회원은 25명 이상이다. 

Jack Gross Award 

1995년에 제정된 이 상은 신입 회원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수여된다. 각각의 크기 

카테고리에 한 개의 (회원이 1,100명 이상인 지부에 1개 추가) 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 

상은 자격 기간이 시작될 때 지부 크기의 백분율로 모집된 신규 지부 중 가장 많은 수의 

멤버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자격 기간은 내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최소 

10명의 신입 회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파트너 시상 

지역사회 파트너 어워드 구조는 인증기간 종료일(다음 해 7월 1일~6월 30일) 현재 

지역사회 파트너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파트너 골드상. 이 상은 지역사회 파트너의 총 합계가 자격 기간 시작 시 전체 

지부 멤버십의 6%와 같거나 그 이상인 지부에 수여된다. 최소 10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필요하다. 1,000개 이상의 지부에는 60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있고 3,000개 이상의 

지부에는 90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있다. 

지역사회 파트너 성과상. 이 상은 지역사회 파트너의 총 합계가 자격 기간 시작 시 전체 

지부 멤버십의 3% 이상인 지부에 수여된다. 최소 5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필요하다. 

1,000개 이상의 지부에는 총 30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있으며, 3,000개 이상의 지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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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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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단위 성취상 

수상 지명 애플리케이션 
 

Donald W. Steele Sr., "올해의 유닛'' 기념상 

AFA 최고 유닛상. A single such award shall be made to the AFA chapter which has 
distinguished itself in all fields of the AFA mission, new member procurement, community 
relations, aerospace education, overall programming, best single program, and communications 
over and above the service for which Exceptional Service Awards (Unit) and Outstanding 
Chapter Awards are presented for such service. Direct nominations for this award will not be 
accepted. 시상 위원회는 각각의 크기 카테고리에서 우수 지부으로 선정된 유닛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뛰어난 지부 (크기 카테고리별) 

각 크기 범주의 뛰어난 지부에 뛰어난 지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지부은 AFA 임무의 다음 

분야에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 새로운 멤버 조달, 지역사회 관계, 항공우주 교육, 전반적인 

프로그램, 최고의 단일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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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서비스상(유닛) 

지역사회 관계, 전체 프로그래밍, 베스트 싱글 프로그램, 재향군인, 항공인 및 가족 

프로그램, 유닛/AAS/SW 통합 및 커뮤니케이션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 

예외 서비스 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각각은 우선순위가 없는 동등한 구별을 가져야 한다. 

부문당 1개를 초과하지 않는 상은 연례 전당대회에서 수여한다. 

지역사회 파트너 분야에서 추가 예외 서비스 상이 수여될 것이다. 이것은 회원 가입 

연도의 시작에 전체 지부 멤버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율의 지역사회 파트너를 가진 

유닛에게 수여될 것이다. 지명할 필요는 없다. 국가 어워드 위원회는 각 지부 크기 범주의 

상위 지역사회 파트너 지부 중에서 선정한다.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뛰어난 주 조직 

뛰어난 주 조직 상은 다음 영역에서 그 자신을 돋보이게 한 국가 기관에 수여될 수 있다: 

연례 국가 회의를 포함하여 국가 조직과 그 지부에 의한 전반적인 프로그래밍; 주의 신규 

회원 조달; 그리고 국가 조직과 그 지부에 대한 적절한 제출과 활동 품질 및 재무 보고서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AFA 개인상 

수상 지명 애플리케이션 
 

개인에 대한 AFA 국가 활동 상은 다음 순위에서 8개 범주로 한다. 이 상들에 지명된 

개인은 협회의 현재 회원이어야 한다 (항공우주교육성취도 회장상 제외). 

 
AFA Gold Life Membership Card 

국가 차원의 AFA 기록, 제작 및 성과가 AFA 임무에 대한 최고 공적을 반영하여 수년 동안 

뛰어난 성과를 거둔 AFA 회원에게 특별 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별 업적이 가장 

큰 해로 기록된다. 상은 해당 AFA 임원의 서명이 새겨진 골드 멤버십 카드로 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골드 카드를 받기 위해 선택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전의 국가적인 서비스 

상을 받아야 한다. 1년 이내에 카드를 한 장 이상 발급할 수 없다.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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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멤버 

This award shall be presented an AFA member who is still active in AFA and whose cumulative 
AFA achievements in leadership positions in all fields up through the National level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represent distinguished services to AFA. 이러한 서비스는 의장 

표창장을 수여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이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한다. 

 
존경하는 항공우주교육상 

존경하는 항공우주교육상은 매년 수여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교육적 인정은 항공우주 

교육 의회가 추천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들의 권고가 국가 수상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만 수여될 것이다. 이 상은 AFA 기록이 수년에 걸친 협회의 교육 

사명을 뒷받침하는 뛰어난 지속적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증명하는 개인 AFA 회원에게 

수여된다. 모든 AFA 회원 및/또는 국가 AFA 직원은 AEC의 주의를 끌 만한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AEC는 권고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AFA 시상 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다. 

이 상은 이사회의 의장의 재량에 따라 전당대회 또는 항공, 우주 & 사이버 회의에서 

수여된다. 

 
Storz 개인상 

AFA상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가장 최근에 완료된 회원년 동안 개인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이상으로 AFA 회원 증진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개인 AFA 회원에게 매년 

수여되며, 이를 통해 협회의 효과와 개선에 기여했다.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항공우주 교육 성과 회장상 

AE 성과에 대한 회장상은 매년 수여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교육적 인정은 항공우주 교육 

위원회가 추천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수령자를 확인하고 국가 수상 위원회의 승인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할 때만 수여될 것이다. The award is for special or sustained achievement 
in support of the AFA education mission statements; namely, advocate for STEM Education 
and/or support and promote aerospace education. 이 상은 국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산업, 지역사회 파트너, 학자적 기업 또는 민간 또는 공공 사업을 인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상은 개인, 단일 기업 또는 지정된 범주 내의 기업에게 수여될 수 있다. AFA 지부와 주 

기관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AFA 회원 및/또는 국가 AFA 직원은 AEC의 주의를 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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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치 있는 개인/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다. AEC는 권고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들을 AFA 시상 위원회에 전달할 것이다. 이 상은 이사회의 의장의 재량에 따라 

전당대회 또는 항공, 우주 & 사이버 회의에서 수여된다. 

 
의장 인용 

의장 인용은 특정 분야에서 AFA에 기여한 공로가 개선되고 국가적인 의미에서, 예외적인 

서비스상 또는 훈장 이상의 공로를 통해 협회의 효과를 높인 개인 AFA 회원에게 수여될 수 

있다. No more than ten (10) Chairman’s Citations will be awarded in any one year. 그 상은 

전당대회에서 수여된다. 

 
예외 서비스상(개별) 

지역 또는 국가 분야에서 AFA에 대한 예외적인 서비스를 수행한 개인 AFA 회원에게 예외 

서비스상을 수여한다.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특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이 수상의 수혜자가 

결정된다. 시상위원회의 결정을 위해, 이전에 훈장을 수여받은 자와 그 시점부터 뛰어난 

봉사가 지속된 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 상들의 수는 시상 위원회에 의해 각 지역에서 

수여되는 메달 수의 약 절반으로 제한될 것이다. 

예외 서비스상은 수령인 국가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대통령이 지역 대통령과 

협력하여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국가 공무원이나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일 것이다. 예외 서비스상은 AFA 전당대회에서 

수여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이 현장에서 수여될 것이다. 

 
훈장 

지역 또는 국가 분야에서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상을 수여해야 하며, 특정 성과에 대한 

수령자의 큰 이니셔티브를 나타내야 한다. AFA 회원 중 처음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회원에게 결정 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성과에 대한 국지적 인식은 대부분의 경우 국가 

인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 국가 AFA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먼저 

훈장을 받아야 한다. 한 개인에게 각기 다른 성취 기간에 대해 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훈장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은 지역 대통령에게 있다. 3월 31일 지역 회원 수 중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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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당 지역의 총 활동 지부 수의 25%를 계산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중 더 큰 결과가 

주어진 지역에 수여할 최대 훈장(최소 5개 포함)를 결정한다. 지역 대통령들은 매년 4월 한 

달 동안 그 수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명들을 

승인/거부하고, 국가 시상 위원회의 조치를 위해 그들을 AFA 내셔널에 전달할 것이다. 

훈장은 지역 대통령과 협력하여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국가 공무원이나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적절한 주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훈장은 현장에서 수여될 것이다. 

참고: 상기의 시상 계열에 추천된 개인은 시상위원회가 평가한 지명의 장점에 기초하여 

하위에서 상위로 점진적으로 활동하거나, 초기에 더 높은 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특별 인용 

이러한 개인 AFA 회원, 비회원, 공군 또는 AFA 유닛, 항공우주 기업, 또는 국방에 기여한 

민간 기업, 공군 또는 공군 협회에 그 실효성을 향상시킨 개인 사업자에게 수여될 수 

있다. 

개별 지명은 장기간의 지속적인 서비스보다는 AFA 임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기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여는 훈장이 가장 적절하게 인정한 것 이외의 

것이어야 한다. 

공군 부대(활성, 예비 또는 가드)는 AFA를 직접 지원하는 활동에만 지명되어야 한다. 

공군의 뛰어난 임무 수행은 공군 지휘관들에 의해 공군 채널을 통해 AFA 상을 

수상함으로써 인정된다. 

특별 인용에 대한 지명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상식은 연중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특별 인용는 일반적으로 AFA 전당대회 동안 발표되거나 

발표되는 시상 구조 내에 있지 않다. 
 
 

국가항공우주교육상 

AFA 국가항공우주교육상은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우수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계층은 AFA 지부 항공우주 교육 

성과상, 두 번째 계층은 AFA 국가 항공우주 교육 우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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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 지부 항공우주 교육 성과상 

항공우주 성과상 신청 양식 
 

AFA 전략계획(우리나라 방위에서 항공우주 강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대중에게 교육)에 

따라 3개의 항공우주 교육 목표를 완료한 AFA 지부는 항공우주 교육 성과상을 수여한다. 

후보자들은 표준 연차 지명 마감일까지 AFA National을 받아야 한다. 

이 상의 세 가지 항공우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풀뿌리(비관객)를 매년 최소 한 번의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접촉/언어 기회를 

제공하여 클럽, 교회 단체, 상공 회의소, 지역 신문 편집 위원회, 정치 단체 

등에 제공하십시오. 

2. 올해의 교사 인정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3.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수상 자격증은 매년 9월 1일까지 수상 자격을 갖춘 각 지부으로 우송된다. 

이 상을 수상하고 전당대회에 참석한 각 지부은 대회 배지에 부착할 항공우주 교육 

리본을 받는다. 

 
AFA 국가 항공우주 교육 우수상 

항공우주 우수상 신청 양식 
 

AFA 지부은 현재 수상 연도의 AE 성취도상 기준을 충족한 장으로 항공우주 교육 우수상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지부의 항공우주 교육 프로그램이 예외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1페이지의 서술문을 제출한다. 전국상 위원회는 이 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것이다. 

본 지부의 시작과 같이 각 AFA 크기 범주의 1지부을 매년 선정하여 우수상를 수상한다. 이 

상은 지부 패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AFA 전당대회에서 수여될 것이다. AFA 전당대회에 

참가한 지부원들은 대회 배지에 착용할 항공우주 교육용 리본을 받는다. 

한 지부은 다른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없는 한 동일한 지부 크기 범주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을 수 없다. 재량에 따라, 시상 위원회는 자격이 있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떤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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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도 상을 보류할 수 있다. 
 
 

AFA가 후원하는 국가항공우주 및 특별상 

매년 공군 협회는 미국 공군, 정부, 학계 및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걸쳐 남녀의 뛰어난 

업적을 기린다. 이 협회는 항공 우주 회의 및 기술 전시회 또는 수상자 단체에서 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지명과 선정 작업은 AFA상 위원회 또는 USAF 리더십에 의해 관리된다. 

AFA 국가항공우주상 후보자들은 미국 공군, AFA의 회원 및 지도자들,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 또는 단체들로부터 요청 받는다. 

다음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AFI 36‐28에 기록된다. 특정 상 후보에 대한 공군 사무소의 

관리를 알아보려면 AFA HQ의 내셔널 항공우주상 감독에게 문의하십시오. 과거 수령인의 

목록은 A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 공로상 ‐ 단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평생의 

업적을 인정한다. 

내셔널 항공우주상 – 국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올해의 팀상 – 회원들이 우수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발휘하고, 상사의 칭찬을 

이끌어내며, 동료들에게 리더십과 영감을 주는 특정 USAF 사병 직업 분야에 대한 

인식. 

명예상 인용상 –인류 발전을 위한 항공 우주 개발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뛰어난 

공헌으로 상을 받았다. 

크루 어워드 – 몇 가지 카테고리에서 가장 뛰어난 작전 요원의 인식. 

공군 주방위군 및 공군 예비역상 – ANG 또는 USAF 리저브에 있는 개인, 단위 및 

팀에게 탁월한 기여도 또는 성과를 제공하도록 한다. 

프로페셔널·민간상 – USAF의 성공에 기여한 탁월한 기여에 대해 전문 직업 분야의 

USAF 회원과 민간인에 대한 인정. 

민간 사원상 ‐ 공군 민간인 직원들의 뛰어난 업적을 위해. 

AFMC 경영상 ‐ 공군 마테리엘 사령부에 배속되는 동안 경영에 기여한 뛰어난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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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공상 ‐ 미 공군 내 환경보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올해의 항공인 ‐ 공군 최고사령관이 공군의 최고참병으로 선정하는 수령인용. 

교육상 – 올해의 뛰어난 AF ROTC 생도, 민간항공순찰항공우주교육 생도, 그리고 

전국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항공 우주 교육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위한 

단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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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 리더십 개발 
 

강력하고 활기찬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FA에서 모든 레벨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부, 주 및 지역 수준에서 AFA는 리더십 개발을 위한 부통령(VP‐LD)의 임명을 

권장한다. VP‐LD의 역할은 AFA 커뮤니티 내에서 신흥 리더와 개발 리더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파악, 장려 및 준비하는 것이다. 
 
 

신흥 리더 프로그램 (ELP) 

신흥 리더 프로그램(ELP)은 AFA 내에서 신흥 리더들에게 가시성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 의회 이니셔티브다. 이러한 신흥 지도자들이 40세 미만이어야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AFA는 그들의 경력 초기에 지도자들을 파악하고 지도함으로써, 그들의 

참여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회복하고, 신흥 지도자는 일생 동안 이러한 지도력 훈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참가자들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간 복무할 것이다. 그들은: 

   지역 및 주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여 현장 리더십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세션에 

참여하십시오.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관찰자로 두 개의 이사회에 

참석하십시오. 

   그들의 국가 조직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으로서 봉사하라. 참가자는 컨벤션 

주말 동안 다른 많은 회의(지역 코커스, 현장 훈련 등)에도 일정대로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1년 동안 한 평의회나 위원회에 배속되어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VCOB‐FO에 의해 올해의 멘토를 배정받는다. 멘토들은 참가자가 배정된 

의회/위원회 위원장 또는 봉사자 또는 전직 국가공무원 또는 이사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장 의회 소위원회를 통해 VCOB‐FO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또한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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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을 할 것이다. 추가 자원은 현장 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https://airforcehq.sharepoint.com/sharedataAFA/Shared%20Documents/Forms/AllItems.aspx?cid=f7199104-40c5-48ae-a8f8-521181585486&amp;RootFolder=%2FsharedataAFA%2FShared%20Documents%2FAFA%20Field%20Resources&amp;FolderCTID=0x01200040D0389503B9354E828C09689C41C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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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약어 및 두음문자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가 사용된다. 이 상호 참조 목록은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 목록에 대한 제안된 변경사항,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을 첨부자료 1에 따라 

현장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약어/두음문자 텍스트 지우기 의미 

12OAY The Twelve Outstanding Airmen of the Year 

 
501c(3) 

Section 501(c), subsection (3) of th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 501(c)), defining categories of tax‐exempt organi‐ 
zations 

AAS Arnold Air Society 

ACSC Air Command and Staff College 

AE Aerospace Education 

AEC Aerospace Education Council 

AEVP Aerospace Education Vice President (at any level) 

AF or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AFA Air Force Association 

AFJROTC Air Force Junio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program 

AFM Air Force Memorial 

AFMF Air Force Memorial Foundation 

AFROTC Air Force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program 

AFVBA Air Force Veteran Benefits Association 

AWS Air Warfare Symposium 

CAP Civil Air Patrol 

CCAF Community College of the Air Force 

COB Chairman of the Board 

CP Chapter President; also Community Partner(s)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IN [Internal Revenue Service]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LL Emerging Leader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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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 Emerging Leaders Program 

ESA Exceptional Service Award 

EXCOM Executive Committee 

FC Field Council 

FOG Field Operations Guide 

FOG‐MC Field Operating Guide Management Committee 

JROTC Junio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program 

LD Leadership Development 

MC Membership Committee 

OPM Operations and Procedures Manual 

OPR Office (or Organization) of Primary Responsibility 

PASS Pacific Air and Space Symposium 

ROTC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program 

RP Region President 

SP State President 

SPC Strategic Planning Committe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W Silver Wings 

TOY Teacher of the Year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VCOB‐AE Vice Chairman of the Board for Aerospace Education 

VCOB‐FO Vice Chairman of the Board for Field Operations 

VP Vice President 

VP‐CP Vice President for Community Partners 

VP‐LD Vice President for Leadership Development 

WAP AFA’s Wounded Airma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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