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공지사항(3월 23일)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2021년 3월 정기모임

1) 감사인사 : 이번 정기모임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적은 인원의 참석이었지만, 모임이 진행되는 90분의 시간동안, 줌 프로그램을 나가지 않으

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질의응답시간이 없

었음을 양해부탁드리며, 다음에는 이 점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30주년 준비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문의와 건의와 고

견 그리고 비평을 김동구 준비위원회 서기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선교사회 회비 납부(회계부) - 임향 선교사

1) 회비안내 : 부부 110$, 싱글 55$/ 2021년 3월 29일(월)까지- 5일 남았습니다. 

2) 납부방법 : 

 2-1) 정기 모임시 회계에게 납부

 2-2) 납부시간 : ABA은행과 WING 모두 월-금요일 오후5시까지(토,주일도 가능) 납부가능. 

 2-3) ABA은행 : 계좌번호(002 519079), 예금주(Lim hyang) - 송금 후 회계에게 카톡문자

 2-4) Wing : 095 306 810(송금 후 회계에게 카톡문자, 영수증 첨부 및 한글이름 기재)

 2-5) 송금 확인 후 납부자에게 당일이 아닌 다음날 일괄적으로 개인카톡으로 납부 영수증

      을 전송함.

3. 2021년 5월 신입회원 가입 및 면접 안내

1) 서류접수 마감 : 5월 2일(주일) cammission@daum.net(메일로만 접수)

   서류 전송 후 서기(장요한 선교사_ 카톡ID : godslave)에게 카톡문자하기.

2) 면접일시 및 장소 : 2021년 5월 10일(월) 오전9시/ 선교사회 사무실

3) 신입회원 관련서류 첨부파일 참조

4) 3월에는 신입회원 면접 및 가입이 없음.

4. 안식년 지원비 신청 안내

<안식년 지원비 신청 해당 회원>

1) KMAC 가입 5년 이상(2015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

2) 선교사회비 2020년도까지 완납한 경우(스스로 확인후 신청하시고, 회계부에서도 확인가

능)

3) KMAC 가입 후, KMAC로부터 안식년 전별금(부부 50$, 독신 25$)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경우

4) 지부회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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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수령 절차 그리고 비고>

1) 이 안내를 받으시는 때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당사자(배우자는 가능)가 직접 KMAC 

메일<cammission@daum.net>로 신청(ABA계좌번호와 함께. 마감은 2021년 3월 31일(수)까지)

2) 이메일 접수 후 1개월 이내 임원회 확인 후, 안식년 전별금 지원(부부 50$, 독신 25$)

3) 이름과 ABA 계좌, 선교사회 가입년도와 월을 이메일로 전송.(다른 은행 안됨)

4) 3월 31일(수요일 밤12시)까지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마지막 지급예정(4월1일~3일사이). 

   

5. E.F.C 비자연장 업무 변화를 통한 연장

- 10월 1일부터 엄격히 적용된 비자연장 건에 대하여 이제는 반드시 EFC를 거쳐야 됩니다.

  아래 내용을 첨부하셔서 직접 EFC 사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1) 여권

2) 한인선교사회 소속증명서

3) FPCS copy 

3-1)외국인등록화면/ 이름 여권번호 주소 나오는 면과 영문네임 주소 정보가 일치해야 함

3-2) Check in date & Check out date 표기(2년이상 차이나야 함) Room No, Visa 

expiration date, Visa number 표기 후 캡쳐해서 문서로 프린터해야 함.

4) 1인 300$

5) Covid-19 , 2$ 기부금

6) 연락처 : 012 786 816(행정담당 꽁롱)/ EFC : 077 572 572(대표 뗍썸낭)

7) EFC 사무실 위치(구글지도검색에서 “Evangelical Fellowship of Cambodia ”로 검색

참고 : 비자연장업무를 모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여행사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겠

습니다. 통상적인 월-금 업무시간을 기억하시고, 미리 록끄루 롱꽁에게 연락(전화&페이스북 

메시지 검색 : Kong Long)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선교사회 회원 광고

1. 4개국 연합 가상합창 담쟁이프로젝트 완료 및 동영상 나눔

1) 주제 : 그 벽을 넘는다.(크메르어)

2) 소개 : 담쟁이 프로젝트는 세계가 하나되는 문화예술의 선한가치를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입니다.

첫번째 프로젝트인 [그 벽을 넘는다]는 

현 코로나19 시대에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라는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4개국에서 

동시에 가상합창으로 제작되어 공유하는 프로젝트입니다.(모든동영상 4개국어 자막제공) 

3) 권유 및 부탁 : 하루가 거듭될수록 확진환자가 많이 나오는 요즘 캄보디아에서, 4개국 

언어로 되어진 희망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힘을 내고 이겨내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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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유투브의 구독과 함께 댓글로 소감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한국어) : https://youtu.be/jtNbIWVGRGU
캄보디아(크메르어) : https://youtu.be/q02tD5Erpm4
키르키즈스탄(러시아어) : https://youtu.be/j2Xba9oCQlU
태국(태국어) : https://youtu.be/GPTlPGrm16Y
Ivy Project Channe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m9c...
4) 비고 : 가사(시) : 도종환(시인), 작곡 : 이유정(좋은씨앗), 편곡 : 이진아

5) 기획 : WePlant | Noel Team Ministry | Noel Studio & Propagator Foundation | HIM 

Studio

6) 주관 : KWMA

2. 김현민 선교사님 기도제목

1) 사고경위 : 3월 3일(화) 부영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톱날이 다리를 쳤습니다. 

2) 치료경위 : 이후 3월 3일 사고당일 꼬사막 병원에 입원하여, 뼈 고정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 안에 여러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수술부위를 덮지 않고, 드레싱과 

소독을 계속 하며 치료를 하였고, 머지 않아, 엉덩이 부분에서 피부를 다리로 가져와서 

이식하며 치료부위를 덮는, 2차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수술과 그리고 회복과 

퇴원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위로 : 김현민 선교사 012 210 492 이혜진 선교사 – 012 917 024)

3. 어린이 선교사 훈련원의 강사 및 어린이 선교사 후보생 모집(홍천화 선교사)

1) 소개 : 본 어린이 선교사 훈련원은 어린이 선교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계 어린이 

선교회 (회장 : 한원섭 박사, 사무총장 : 유은도 목사)에서 운영하는 훈련원 입니다.

2) 어린이 선교사 훈련원 강사

1-1) 대상 : 1-1-1)어린이 선교에 관심있는 현지인 목회자

            1-1-2) 최소 6개월 (매주 하루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강의 가능한자

1-2) 대우 :  주 1회 강의 (두 시간) 기준 월 100 달러.

1-3) 준비 : 희망자는 4월 2일(월) 저녁 7시까지 출애굽기 1장이나 사도행전 1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A4용지 한장 분량의 (글씨크기 11)강의안을 작성, 지참하고

            본 훈련원에 내원할것(당일 20분정도 강의 시범 있음)



3) 어린이 선교사 후보생 

2-1) 대상 : 고졸및 동등 학력이상자, 회심후 목회자 혹은 선교사의 추천을 받은 18세      

            이상의 (지방: 여성에 한함, 프놈펜 : 남녀 무관 )

2-2) 학비 : 지방학생 매 월100불 (본인부담 50불, 50불은 한국교회 후원)

            프놈펜 거주자 매 월 50불.한국교회 지원없음

2-3) 실습및 이론교육시간

   2-3-1) 오전 08:00 - 08:30 아침기도회

   2-3-2)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교사훈련원부설 선교원 ( 6월초개원)에서 실습

   2-3-3) 오후 4시- 5시 : 피아노 연습

   2-3-4) 오후 5시- 6시 : 한국어공부

   2-3-5) 저녁 6:30 - 7:00 찬양 및 기도

   2-3-6) 저녁7:00 - 9:00 이론공부

2-4) 등록 안내 : 

2-4-1) 본인 희망에따라 지방거주자는 주말소속교회 사역가능 (단 교통비 지원없음 )

2-4-2) 희망자는 4월2일 금요일 오후 한시까지 추천하는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와 함께

       내원하여 면담하기 바람. 

2-4-3) 연락처 : 캄보디아 어린이 선교사 훈련원장 홍천화 선교사 017521099

4. 헤브론 병원(김원식 선교사) 

1) 3월 진료안내

- 환자의 안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원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병원카드가 있으면 접수용지에 기록하지  않고 바로 등록하실 수 있으므로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어 통역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  CT 장비의 고장으로 CT검사를 외부로 의뢰하고 있습니다(신장비 도입추진중). 

* 혈액투석실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오전 8:30 ~ 11:30, 오후 2:00 ~ 4:00, (수요일 오후 3:00)

- 진료시간 : 월 ~ 금 오전9:00 ~ 12:00, 오후2:00 ~ 5:00(수요일 오후 4:00)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한-오전,캄), 일반내과(한-목요일, 캄), 심장내과(캄), 소화기내과(캄),     

  일반외과(한,캄), 정형외과(캄), 정신과(한), 소아과(캄), 부인과(캄), 치과(캄), 

  안과(캄:오전), 한방과(한)

-   검사과목 : 혈액, 소변 등 일반검사, 초음파, X-ray, CT검사,

    위·대장내시경(수면가능),종합건강검진, 기관· 공단 등의 단체 종합검진

2) 휴진안내

- 정기휴진: 공휴일, 토요일, 주일

  - 임시휴진: 치과(한; 2월 9일이후), 한방과(한; 3월5일이후)  

  3) 문의안내 : 원무과 023-6336-119/ 8AM  ~ 5PM

  4) 씨엠립 헤브론분원 진료안내

     - 접수시간 : 08~12시, 14~16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휴진

     -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등 일차진료

     - 문의 : 접수처 016-422-492 / Kakao ID: suyuplee / Facebook ID: suyuplee56

     - 주소 : Hebron branch clinic, Sala Kamreuk village, Siem Reap city

 ▶ 선교사회원 필요서류 발급 및 광고 의뢰

1. (EFC)선교사회 회원 소속증명서 발급시 필요사항 제출용(예배허가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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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회 크마에 이름, 교회 개척날짜, 교회 크마에 주소.

(3) 접수기간 발급신청 최소 2주일 전

※회비 미납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cammission@daum.net(월화요일,메일로만).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8일전까지 가능

  신청후 서기 장요한 선교사(카톡 ID : godslave)에게 확인문자 전송. 카톡신청 안받음

※수령은 선교사회 사무실(구글 검색 : 예수사랑가족교회)에서 월,화요일만 가능)

2. 선교사회 회원 소속증명서 발급시 필요 사항(캄보디아 비자 內 및 기관 제출용)

 1) 영문이름,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영문, 집주소 영문, 전화번호 기재.

 2) 반드시 증명서 발급 원하는 날짜 기재 요망

※회비 미납시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cammission@daum.net(월화요일,메일로만).원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8일전까지 가능

  신청후 서기 장요한 선교사(카톡 ID : godslave)에게 확인문자 전송. 카톡신청 안받음

※수령은 선교사회 사무실(구글 검색 : 예수사랑가족교회)에서 월,화요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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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간 광고 의뢰

(1) 광고 내용 사역지역 연락처 사역광고 안식년 경조사 등 cammission@daum.net 보내시고

    부서기 서원교 선교사(카톡 ID : suh1970)에게 확인문자 전송. 카톡 의뢰 안받음

(2) 세부사항 및 사진은 첨부파일로 육하(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원칙에 따라

    * 장황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3) 광고 마감(매주 금요일 밤 마감)

(4) 광고 개제는 1개월 동안만 합니다. 

                                           

회장 : 장완익 선교사 

서기 : 장요한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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