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 한인선교사회 주간 소식-2019/10/07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제20차 미얀마 인도차이나 선교사대회

-주제: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

-장소:  롯데호텔 양곤

-날짜:  2019. 10. 21(월)-25(금)

-참가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2>  MK장학금 지급(MK위원회)

신청서와 함께 안내드린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신청서를 참고하시고 안내드린 날짜까지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MK위원회

위원장  박영주 선교사 / 서기  서현우 선교사

*첨부파일 참조.

<3> 회비 납부안내 

1) 납부방법:  WING (015 70 40 40) / ABA BANK(계좌번호 000250538)

2) 회비: 부부(120$ ) /싱글 (60$ )

3) 문의 : 회계 이광숙 선교사, 015 70 40 40 (회비납부 후 회계에게 반드시 통보바랍니다)

▶ 선교사회 일반 광고

<1> 헤브론 병원 진료안내 (차승연 선교사)

1) 휴진 안내

- 프춤번 휴진 : 9월 24일 공휴일은 진료를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휴진합니다.

- 10월 15일, 23일, 29일 공휴일 휴진

2) 한국인 전문의 일반 진료과목 안내

- 내과, 심장내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가정의학과

- 월~금 풀타임 상주, 일반진료 가능합니다(수요일은 오전만 진료)

- 10월 14~25일은 한국 심장내과(성인) 선생님 출타하셔서 현지인 의사선생님이 진료합니다.

3) 9-10월 특별진료 안내

- 10월 7(월)~11(금) 성인심장수술 (보훈병원)

- 10월 16(수)~17(목)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안과 진료

와 수술(대한병원협회팀)



- 10월 28(월)~1(금) 소아심장수술 (고대안산병원팀)

*** 심장수술 외에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의 수술 환자는 미리 진료와 검사를 하여 명단에 올

려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4) 11월 특진안내

- 11월 4(월)~7(목) 안과팀 백내장 수술(세계실명예방단)

- 11월 18(월)~19(화)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영상의학과 진료 및 수술

5) 12월 특진안내

- 12월 2(월)~5(목) 언청이, 6손, 화상 등의 성형수술(백무현 성형외과)

- 12월 9(월)~13(금) 소아심장수술(세종병원팀)

- 12월 16(월)~19(목) 무릎연골, 십자인대 등 무릎손상환자 치료(이범구 정형외과교수)

- 12월 18(수)~20(금) 안과팀 백내장 수술 예정임/ 논의 중(실명예방재단)

4)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무과 한국인 접수 및 안내/ 2명

-근무 : 주 2 or 3일 근무(월~금요일 8:30~4pm)

         (2명이 일주일에 2일씩, 수요일은 오전만 격주 근무)

-혜택 : Ngo비자(1년) 제공(수고비 10불정도 발생할 수 있음), 중식제공(한식, 점심휴식12:30~2pm)

-지원양식: http://withhebron.org/volunteer.php#volunteer 자원 봉사자 지원하기 부분 클릭해서 양식 작성

-문의 : 이희승 선교사 012-631-6038

<2> "예수로 성경읽기" 세미나 안내( 장완익 선교사-09/02게시)

1. 일시/장소: 11월 4(월)~6(수) 오전 9시~오후 4시/프놈펜선린교회(이유진 목사)

                 11월 7(목)~9(토) 오전 9시~오후 4시/시엠립 참빛교회(배봉신 목사)

2. 강사: 김동일 목사(생명찬교회 담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3. 대상: 한인 선교사 및 한인 교인

4. 등록비: 20불(중식과 다과)

5. 등록처: 프놈펜 이유진 목사(017 787 472), 시엠립 배봉신 목사(012 221 025)

6. 교재: 각 교회별 선착순 등록자 10명에게 판매(20불)

7. 문의: 장완익 선교사(092 746 03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의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프놈펜 기술학교 신입생 모집 (정경희 선교사-09/23게시)



한인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땅에 하나

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동안 저희 프놈펜기술학교에 학생들을 보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놈펜기술학교는 아래와 같이 2019/2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학교에

학생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 집 요 강 +++++

1. 모집 학과 및 인원 (총 100명)

• 한국어반 40명 | 영어반 40명 (Level 1, 2) | 이미용반 10명 | 음악반 10명

* EPS TOPIK(결혼/이주노동자)반의 경우 PPTS 부설 가나다어학원 별도 운영.

2. 지원 및 인터뷰 시간: 2019년 10월 1일 ~ 10월 11일

(월~금요일 오전 8:00~11:00, 주말의 경우 사전에 시간 조율 시 가능합니다.)

• 인터뷰 후 입학예정자는 필요에 따라 한국어, 영어 반 배치 시험을 보고, 입학

금 20 달러를 납부하면 됩니다.

3. 신학기 개교일정(입학식)

• 2018년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

4. 문의

• 한국어: 012-488-223(정경희), 089-770-061(김청식)

• 크마애: 023-216-128(학교 주간)

5.추가 내용및 지원서는 첨부파일 참조.

<4> 새찬양축제 (김명완 선교사-09/23게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마 21:16) 말씀 에 따라 2001년 분당 할렐루야교회 (김상

복 원로목사)에서 시작된 새찬양축제가 곧 20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캄보디아 네 도시 (프놈

펜, 깜뽕짬, 시엠립, 바탐방)를 포함, 전세계 약 30개 도시에서 매년 열리고있는 찬양콩쿠르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바꾸고 있으며 교회와 예배에 새로움을 주고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참가합니다.)

작년에 프놈펜에서는 75팀이 참가, 장장 6시간 동안 대성황을 이루었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입상자들에게는 찬양사역에 꼭 필요한 악보, 악기(키보드, 기타 등)들이 상으로 전달되었

습니다.

그러나 참가자가 너무 많아 올해부터는 프놈펜은 동영상 심사를 미리 합니다. (다른 도시는 이전과 동일합니

다.) 노래, 악기연주, 중창, 합창 등 거의 모든 찬양장르가 참가할 수 있으며  22세까지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브로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십여년 전부터 (사)새찬양후원회와 지역교회의 협력으로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대상수상자에게는 외국연주

초청등의 특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14년 대상수상자 쏘써니 양은 이듬해 한국으로 초청되어 할렐루야교

회, 새해찬양축제 등에서 연주했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대회 수상자 마테우스 군 역시 한국으로 초청되어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2021년 봄에 뉴욕에서는 2020년까지 20년간의 사역을 감사하는 새찬양대축제

를 열 계획이며 여기에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전세계의 아이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캄보디아 아이도 꼭 초청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력 및 후원: ICA, 프놈펜제일교회, 프놈펜은혜한인교회, 달라스 뉴송교회, 샌디애고 소망교회, 리노장로교

회, Vine Street Baptist Church, 창원벧엘교회, 서울영광성서침례교회, 솔로몬회계법인, 아모텍 주식회사, 새이

치과, 센트럴치과, 서울대학교 캄보디아 동문회 등

* 문의사항: 김명환 목사 kimpraise@gmail.com

(캄장신 교회음악과 교수/ 호산나학교 음악감독/ 새찬양후원회 설립자)

<5> 프놈펜 포럼-10월 정기 연구 발표 모임(양준석 선교사-10/07게시)

프놈펜 포럼에서 10월 정기 연구 발표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요일) 오전 9시-12시 

- 간식 제공하며 이후 점심식사와(각자부담) 교제모임이  있습니다. 

2) 장소 : CRRC(Cambodia Research and Resource Center) 강의실 

3) 발표 주제 : 

- 발제 1) 이교욱 (캄보디아 선교의 재고와 제안) , 지혁종(논찬)

- 발제 2) 장완익     (21세기 캄보디아 질서 변화에 따른 선교적 대응),     양준석(논찬)

4) 문의 : 조학현 선교사 (012 291 730 ), 양준석 선교사 (097 445 2500)

#.장소 CRRC 위치 : - 이온몰 2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빈 식당 맞은편입니다. 

- 혹은 구글 지도에서 (11.5972253,104.8855650)으로 검색. 

프놈펜 포럼은 2011년 3월에 시작하여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종교와 그리고 선교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주제

발표를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선교사 회원 필요서류 발급 및 광고 의뢰 

1. 선교사회 회원 증명서 발급시 필요사항(EFC 제출용)

(1)   크마에 이름과 영문이름 (허가 받으실 분) / 선교사회 가입 날짜

(2)   교회 크마에 이름 / 교회 개척날짜 / 교회 크마에 주소

(3)   접수기간 : 발급신청 3주일 전 

 

2. 선교사회 회원 증명서 발급시 필요 사항 (비자, 기관 제출시)
(1)   영문이름 (허가 받으실 분) /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집주소(영문)

(2)   증명서 발급 원하는 날짜

(3)   접수기간 : 발급신청 3주일 전

※. 회비 미납시 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 선교사회 이메일(cammission@daum.net)로 증명서 신청. 3주후 Coffee breath에서 수령.

 

3. 주간 광고 의뢰.
(1)   광고 내용: 사역지역, 연락처, 사역광고, 안식년, 경조사 등

(2)   세부사항 및 사진은 첨부파일로(6하 원칙에 따라)

(3)   광고 마감 매주 금요일 밤 마감 

(4)   광고 공지기간 한달. 추가 신청시 연장 가능.

<이상.끝>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회장 정진영 선교사(098 535 770)



서기 한상웅 선교사(096 511 5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