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공지사항(3월 2일)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프놈펜, 껀달, 씨아누크빌 3개지역 교회에서의 예배 2주 금지- 발신: 기독교 사무실

# 훈센 총리 지시에 따라 전에 공포한 프놈펜과 껀달과 시하눅 지역 프놈펜 전달 그리고 시

하누크빌에 있는 교회들은 2주간 교회에서 예배 하지 말고 집 또는 온라인으로 할것.

그 외 모든 지방에도 모든 종교단체나 각종행사 인도자나 지도자에게 코빗-19 방역협조지시

- 방역위해 다수가 모이는 모든 종류의 행사모임 중지

- 교회를 비롯한 각 종교의 예배시 규정준수하여 시행 : 최소1.5m거리 유지, 위생소독, 온

도체크, 마스크착용, 책상과 의자, 강단, 각종 기구들 소독

- 보건부 지침에 따라 소그룹이나 온라인 또는 집에서 예배모임 갖기를 우선순위로 할 것

- 그외 다수 모이는 곳, 밀폐된 장소, 에어콘 많은 곳, 접촉, 악수, 포옹 금지

아래에 공포한 날짜가 2월 26일인데 이 날부터 2주간 (3월 12일까지)시행함.

ㅡㅡㅡㅡ

결론 : 3개지역(프놈펜. 껀달. 시아누크빌)은 교회에서 예배 2주간 금지되어. 각 가정집이

나 온라인으로 대체하여주시고. 그 외 지역은 교회에서 가능하지만. 최소1.5m거리 유지, 위

생소독, 온도체크, 마스크착용, 책상과 의자, 강단, 각종 기구들 소독해야한다는 규칙을 준

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기독교 사무실의 씨어 쏘페악 종교부차관 공문이오니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서제공 : 이대성 선교사, 문서번역 : 김조동, 양준석 선교사 - 

2. 안식년 지원금 2차 지급 완료 

안식년 지원금을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 2월 28일(주일)까지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3월 1일(월) 오전에 2차 지급완료함. 명단은 아래와 같음.

권명석 서순이, 김건중 신희자, 문삼섭 서혜원, 박순보 김은숙, 박승국 최광순, 박영희,

박지용 김영선, 박창환 박정아, 방명진, 송범주 김인숙, 신기조, 신진균 임  향, 

양순식 강인애, 엄태근 이효숙, 유남숙, 윤종철 현기연, 이근희 송민수, 이유진 조귀녀,

이현경, 장광섭 전순호, 정경희, 정범영 조유숙, 정현식 김연희, 최정섭 이상현, 

표명대 김재희, 황경호 장유정. 합계 26 UNIT, FAMILY 20, SINGLE 6

3. 선교사회 회비 납부(회계부) - 임향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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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납부방법 : 



 2-1) 정기 모임시 회계에게 납부

 2-2) 납부시간 : ABA은행과 WING 모두 월-금요일 오후5시까지(토,주일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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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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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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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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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캄보디아 한인선교 30주년 준비위원 추천

- 각 교단/단체/지역에서는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 준비위원”을 선임하여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백의성 위원장(012-558-730)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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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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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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솥 디저트카페 미팅룸 무료사용 및 10% 할인(김무성 선교사)

1) 보리솥 매장 2층 디저트카페 내실(미팅룸)을 개방합니다. 

2) 기도/예배모임, 성경공부, 제자양육, 화상회의 등 선교목적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 정원 약10~15명, 노트북, 빔프로젝터, 화이트칠판, 크마에성경 등 사용가능

- 개방시간: 매장 영업시간(월-토/08~19시)과 동일, 2시간 기본사용, 1주일 전 예약권장

3) KMAC회원 특별할인: 카페 계산시 ‘KMAC’라고 말씀하시면 전 품목 10% 할인(케익포함)

4) 소개: 선교비즈니스를 위한 헤세드(Hesed)는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보리솥 매장과 2층 

디저트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팜슈가 생산공장이 있는 캄퐁츠낭 마을에 가나안 교회를 개

척하여 팜슈가 생산자들과 마을주민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 예약과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855 (0)78-894-900

㉡ E-mail : david@hesedcambodia.com

㉢ 구글과 페이스북 : borisoth dessert 로 검색

㉣ 카톡 아이디 : zziim  or boriso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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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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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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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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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