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주간공지(6월 1일)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선교사회 회비 납부(회계부) - 임향 선교사

 1) 회비안내 : 부부 120$, 싱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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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GMAC(Grobal Missionary Aid Center)단체 소개 및 사역 소개

  1) 소개 : 국제제선교사지원센터는 (대표 : 이 다니엘) 2008년부터 mcn멤버 총무로 선교

            사보험 및 임대주택 및 국민연금 강의로 선교사 케어 사역을 시작하였다.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 18평 규모의 선교사 M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교사 

            단체 보험 및 선교사 홈피 및 it개발업무를 중심으로 선교사 자동차렌트,

            선교관운영을 하고 있다.

  

  2) 선교사 혜택 소개

    2-1) 단체 여행자보험, 단체실비보험, 암보험

    2-2) 국내건강검진센터 및 할인병원 연결(1인 검진 15만원 강남,가산,안양,용인)

    2-3) 추방선교사, 선교사 숙소 운영(경기도 이천, 오산, 대전)

    2-4) 선교사 언어훈련 할인(15일 속성반(애로우 잉글리쉬, 온라인과정(정철)

    2-5) 선교사 렌트 8대(모닝, 카렌스lpg, 소나타lpg)

    2-6) 선교사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및 선교사 모임공간 대여(양재동 모임공간 대여, 

         BAM 사업자 등록공간 제공)

   

  3) 비고 : 단체여행자보험을 KMAC 주캄한인선교사회 이름으로 가입하려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없어, 여행자보험이 없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보험 관련 문의는 귀 단체대표님을 연결시켜 드리겠으니 상세히 문의바랍니다. 

  4) 문의 :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문의는 서기(장요한 선교사 카톡)에게로 해주세요.

            [첨부파일 참조] GMAC단체 여행자보험 소개

 

3. KMAC 긴급구조팀 구성 보고

  1)취지 : 코로나-19(간접적인 디렉션과 매뉴얼 제공) 그리고 각종 질병과 사고(직접적 참



여와 활동)으로부터 KMAC 회원과 가족의 생명 및 재산을 최단 시간(골든 타임)에 그리고 최

대한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팀을 구성했습니다. 

  2) 조직_

     2-1) 팀장 : 장완익 회장

     2-2) 부팀장 : 이증재 수석부회장/유남숙 여부회장

     2-3) 총무부 : 양순식 총무/정후식 부총무

     2-4) 서무부 : 장요한 서기/서원교 부서기(대사관/한인회 핫라인 겸)

     2-5) 재무부 : 임 향 회계/장연화 부회계

     2-6) 의료부(자문) : 이 철 선교사, 한규현 선교사, 이수엽 선교사, 정광수 선교사 그 

외 다수

     2-7) 법무부(자문) : 김대윤 선교사

     2-8) 항공사/보험회사 담당자 : 별도의 담당자 세워지기 전까지 총무부에서 겸임

     2-9) 지역별 담당자 : 시엠립-박효준 선교사, 시아누크빌-오창수 지부장, 동부-김 경 

선교사, 바탐봉-손동현 선교사 외, 기타 각 지역/분야의 전문가는 추후 논의하여 정한

다.

  3) 비고

     3-1) 본 팀은 KMAC 26회기 임기(2021.11.30까지)에 해당한다.

     3-2) 본 팀은 KMAC 임원회 안에 위치하며, 회장 직속 업무에 속한다.

     3-3) KMAC 회원 중, 보험 미가입 회원을 총무부에서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대안을 연

구하기로 하다. 

4. 더 힘! 기도 캠페인

 1) 취지 : 코로나19로 캄보디아 나라상황은 점점 선교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위축되

게 합니다.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듯한 우리의 영적상태

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풀어가며 이 시기를 극복하려 합니다. 

 2) 방법 : 

  2-1) 본회, 지부(씨엠립, 시아누크빌, 동부 – 지부장), 위원회(위원장), 분과(분과장),  

개인등 각각의 5개의 테마로 기도제목을 메일(cammission@daum.net)로 받습니다. 

  2-2) 기도제목은 한 줄 기도로 작성하되, 한가정 세개의 기도제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3) 매주 기도제목을 받기는 하지만, 바쁘셔서 못보내주시면 그 주의 기도제목으로 

       그 다음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2-4) 주간공지와 함께 더 힘! 기도 켐페인 파일로 만들어 메일과 카톡과 홈페이지로 발송

해드리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편한시간대에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힘! 기도캠페인 포스터 첨부파일참조]

            

▶ 위원회/ 분과 광고

1. 캄보디아 MK 정보공유방 개설(MK위원회 위원장 - 박영주 선교사)

mailto:cammission@daum.net


  1) 개설 취지 : 1-1)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 MK들과 현지에 있는 MK들의 정보 공유.

                 1-2) 외부로 오는 각종 취업과 장학금, 학사에 대한 정보 공유.

  2) 참여 대상자 : 캄보디아 선교사 그 자녀로 엄격히 제한.

  3) 주소 : https://open.kakao.com/o/gIJxh8bd

  4) 비번 : 0508

  5)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시길 바람.

▶ 선교사회 회원 광고

1. 2021년 상반기 프놈펜 포럼(양준석 선교사)

  1) 소개 : 프놈펜 포럼은 2011년 3월에 시작하여 캄보디아의 역사, 문화, 종교와 그리고 

            선교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주제 발표를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 일시 : 2021년 6월 17일(목)

  3) 장소 : ZOOM – 신청하신 분들에게 포럼 하루 전에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4) 신청 : 양준석(visioncom77), 조학현(neakloeung11), 이시은(shine2cam)

  5) 프로그램 : 08:00 - 09:00 ‘선교의 미래’ 이현모 교수

               09:00 - 09:30 질의 및 응답

               09:30 – 09:45 휴식

               09:45 – 10:45 ‘코로나 이후 인터넷 선교’ 오석환 선교사

               10:45 – 11:15 질의 및 응답

2. 국제풀뿌리 선교회 말씀 세미나(정용희 선교사)

  1) 소개 : 국제풀뿌리 선교회 말씀 세미나에 선교사님들을 초대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카톡으로 연락바랍니다.(문의 : 정용희 선교사 카톡)

            모든 세미나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 저녁 5시-8시까지입니다.

  2) 마태복음 : 6월 7일-28일(4주) / 신현우 교수(총신대원)

  3) 누가복음 : 7월 5일-26일(4주) / 신현우 교수(총신대원)

  4) 성경과 선교 : 8월 2/9/16 홍문수목사(신반포교회)

  5) 로마서 : 8월 23일-10월25일 /매주 월요일 (10주) 박장훈교수(아세아연합신대원)

  6) 히브리서 : 11월 1일-12월20일 / 매주 월요일 (7주) 이지혜교수(웨스트민스트신대원)

3.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박사과정(강진원 선교사)

  1) 안내 :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박사과정 과정을 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지금, 사역 재점검과 리더십 향상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박사원에서 리더십 개발을 돕고자 여러분을 

     박사과정에 초대합니다(코로나로 수업은 Zoom으로 진행).

  2) 과정 : 선교학 박사(DMiss),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3) 문의 : 캄보디아 코디네이터 강진원선교사(카톡 ID: Kanggolove)

  4) 홈페이지: dr.gm.edu 박사원 홈페이지

  5) 비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4. 2021 한캄 – 유아교육용어 - 최종수정본(이현경 선교사)

1) 안내 : 꼬마 캄보디아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선생님들이 함께 정리한 

유아교육용어입니다. 예전에 올려드린 것을 수정하여 최종 수정본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5. 헤브론 병원(김원식 선교사) 

 1)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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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 30분 ~ 11시 30분, 오후 2시 ~ 4시(수요일 오후 3시)

- 진료시간 : 월 ~ 금 오전9시 ~ 12시, 오후2시 ~ 5시(수요일 오후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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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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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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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진안내

- 정기휴진: 공휴일, 토요일, 주일

  3) 문의안내 : 원무과 023-6336-119/ 오전8시  ~ 오후5시

  4) 씨엠립 헤브론분원 진료안내

     - 접수시간 : 오전8시 ~ 12시, 오후2시 ~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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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기 서원교 선교사(카톡 ID : suh19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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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기 서원교 선교사(카톡 ID : suh197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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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장요한 선교사(카톡 ID : godslav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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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