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주간공지(8월 24일)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9월 정기회의

  1)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회원의 개개인의 장소.

  3) 방법 : Zoom Cloud Meeting 앱

2. 9월 신입회원 서류접수 마감 및 면접 안내

 1) 서류접수 마감 : 9월 5일(주일)

 2) 예비신입회원 정보회람 : 9월 10일(금) 

 3) 면접일시 및 장소 : 9월 13일(월) 오전9시/ ZOOM  [첨부파일 참조] 

 4) 비고 : 주간공지에 있는 가입원서를 이용해서, 이메일로만 접수. cammission@daum.net

3. 코로나 관련 긴급공지사항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도움을 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의심이 될 때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여 주십시

오. 증상과 기타 상황 등을 판단하여 코로나가 의심이 되는 분들에게는 제한된 자원범위 내

에서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체크하고 모니터링하여 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심증상

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상담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1. 코로나 긴급 킷 지원 (개인별 대여 : 보유수량 10개 셑)

    - 코로나 신속 검사 킷, 산소포화도 측정기, 혈압계, 체온계

 2. 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의료자문

 3. 증상에 따라 투약 필요시 의약품 지원 (의사 판단)  

[요청절차] 1. 도움이 필요한 분은 코로나 1차 설문지 작성 : 아래 링크 접속      

 https://forms.gle/nVawFyTtn9L9WrPk8

 2. 1차 설문지 접수 후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는 코로나 긴급 킷 배송 및 

2차 설문지 발송

 3. 환자상태에 따른 의료지원 (의료자문, 투약, 산소발생기 지원 등)  

[제한사항] 1. 코로나 특수상황에 따라 비대면 지원이 원칙입니다.

 2. 현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료팀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즉시적인 응답이 어려울 수 있



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3. 1차 설문지를 작성한분은 한규현 선교사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캄 한인선교사회 의료자문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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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8월)부터 가입가능.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없어, 여행자보험이 없는 분들은 신청바람.

            보험 관련 문의는 귀 단체대표님을 연결시켜 드리겠으니 상세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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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반 입국자를 위한 입국준비서류 리스트

  1) 유효한 캄보디아 비자

  2)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영문 원본(비행기 출발시간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

  3) FORTE 코로나19 보험 가입증서(칼라로 인쇄해야 함)

     https://www.forteinsurance.com/covid-19-insurance

  4) 예치금 USD 2,000 (CAB, Acleda Bank, Canadia Bank 중 한곳 예치, 만16세 미만 면제)

  5) 격리호텔 선택가능

     5-1) Sokha Hotel - 호텔에 2천불 예치하고 체크아웃시 정산.

     5-2) Courtyard by Marriott – 웹사이트 예약시 카드 결제.

  6) 자세한 사항은 캄보디아 입국자방 참조- https://open.kakao.com/o/gw5DVggc

           

▶ 선교사회 회원 광고



1. 8월~10월_선교말씀 아카데미(정용희 선교사)

  1) 주제 : 선교사를 위한 로마서 특강

  2) 강사 : 박장훈 교수(국제풀뿌리선교회 교수이사, 영국세인트앤드류스대학 PHD, 

                        아세아엽합신학대학원)

  3)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5시~저녁8시_(캄보디아 시간) 8월23일~10월 마지막주간

  4) 강의방식&대상&회비 : ZOOM_선교사_없음[첨부파일 참조]

2. 크메르 매일성경_ 2021년 9~12월(70호) 발간 안내(김창숙 선교사)

  1) 2021년 세 번째 qt 묵상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주문하신 분 중 배달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디지털 파일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본문: 창세기, 고린도후서, 시편, 역대하, 베드로후서

  3) 가격: 크마에($2), 한영캄($3)

  4) 구입처: 프놈펜큰빛교회(구글지도-The Light Church)

  5) 연락처: 김이레 선교사 (089 538 265 -한국어) / 짠뜨리어 간사 (093 482 540 

            -크마에, 영어) -카톡ID: cskim2032 (김창숙 선교사, 092 232 234)

  6) 비고 : 지방은 택배회사를 통해, 프놈펜시내는 방문하여 구매해주시거나

            Grab으로 배달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3. 캄보디아 M.K.와 함께하는 온라인기반 다니엘학교(김은택 선교사)

  1) 소개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의 선교사자녀학교에 교사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사 자녀들을 섬겨온 수원중앙기독학교와 기독교사들이 함께 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학교인 다니엘학교가 2학기에는 특별히 

            캄보디아 M.K.를 위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2) 수업일정 및 시간 :2021.9.8.-12.15(매주 수요일 저녁 8시_캄보디아 시간)

  3) 홈페이지 : iamdaniel.org

  4) 등록신청기간 : 2021.8.11. ~ 25(초과시 지방 MK먼저, 그후 선착순등록받음) 

  5) 개설학년 : 초등 5-6학년 (한국 나이 기준)

  6) 개설 반 정원 : 최대 12명 

  7) 신청방법 및 담당 : 개인카톡으로 신청. (air2602) 김은택선교사 061-218-360

  8) 회비 납부 : 8-1) 입금 기간에 입금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대기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8-2) 선교사자녀는 50% 장학금 혜택으로 15만원 입금(입금계좌 개별공지)

  9) 합격&.대기자 발표 : 2021.8.28.(토) 개인 카톡으로 공지[첨부파일 참조]

  10) 비고 : 10-1) 수업 신청 후 합격자 발표-> 회비납부(학기별 납부) -> 정식 회원

            10-2) 정식회원- 온라인 계정 부여- Online Class 2021 화상수업 참여 가능

4. THE 공감센터 독서클럽(김은택 선교사)

  1) 모집대상 : 독서에 관심있는 초등학생

  2) 시간 : 매주 화, 금

  3) 장소 : 보레이와리나 #Street 5, #House 61(상황따라 줌에서 모임가짐) 



  4) 모집기간 : 9월 14일(화)부터 시작, 수시모집

  5) 월 회비 : 10$(책값은 따로)

  6) 신청방법 및 문의 : 카카오톡 ID_ air2602(전번_061-218-360)

  7) 반구성 : 7-1) A반_ 오후3:40 ~ 4:20(최대 6명)

             7-2) B반_ 오후4:30 ~ 5:20(최대 6명)

             7-3) C반_ 오후5:30 ~ 6:20(최대 6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첨부파일 참조]

5. ACTS 선교대학원 2021학년도 후기모집(장완익 선교사)

  1) 소개 : 온라인 중심 하이브리드 방식의 선교학 석사 학위 과정

  2) 전공 : 일반선교학 전공, 비즈니스 선교학(BAM)전공 

  3) 공부방법 : 3-1) 학위취득에 필요한 10과목(30학점)중 8과목(24학점)까지 온라인 수업

                3-2) 최소 2과목은 한 학기(4개월)동안 양평 본교에서 대면수업 출석 

                3-3) 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더 많은 과목들을 월요일에 대면 수업으로 

                     이수 가능 4) 교수 : 안점식 교수(미, TEDS 박사), 김한성 교수(미,

                     바이올라대 박사), 소영섭 교수(서울대 박사), 신이철 굣(명지대 

                     박사), 그 외 초빙교수들

  4) 장학금 제도 : 4-1) 현지 선교사 장학금 – 수업료 50%

                   4-2) BAM 전공 : 교회 장학금 수혜 가능

  5) 모집시기 & 개강시기 : 2021년 6월, 8월_ 2021년 8월 마지막주. 

  6) 자세한 사항은 포스트 참조 [첨부파일 참조]

 

6. 비대면 전도폭발 13주 훈련생 모집(도성욱, 이태영 선교사)

1) 소개 : 안녕하십니까? 전도폭발 프놈펜 지부 지부장 이태영선교사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펜데믹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전도폭발 프놈펜 지부는 끊임없이 전도 훈련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폭발 프놈펜지부에서는 비대면으로 훈련받을 전도폭발 

13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전도훈련은 아래와 같이 ZOOM PROGRAM을 통해서 비대면 훈련으로 실시 됩니다.

훈련신청 접수와 문의사항은 도성욱 선교사가 도와 드립니다..

2) 시간 : 1-1) 주 1회 13주간, 3시간(ZOOM을 통한 강의와 전도실습)

          1-2) 월~금 중, 오전8시30분 ~ 11시30분 or 오후1시30분 ~ 4시 30분 선택가능

3) 대상 : 캄보디아 거주 현지인 목사, 전도사, 교회 지도자, 교사, 청년 등 그리스도인

4) 방법 : 4-1) 프놈펜지부 전폭훈련 ZOOM PROGRAM에 들어와서 비대면으로 훈련

          4-2) 신청시 주소 또는 ID와 PW를 알려 드림.

5) 비용 : 1인당 5불 (교재비 3.5불, CERTIFICATE 1.5불).

6) 신청 및 문의 : 도성욱선교사 012-488-219, 현지인 Staff 완남 077-980-801.



        

7. 크메르어 강의(김복음 선교사)

  1) 일시 : 매주 월, 수(초급반) 아침 8:30 ~ 오전 10시

            매주 화, 목(중급반) 오후 2시 ~ 3시 30분 

  2) 수업료 : 월 30$ 

  3) 강사 : 김복음 선교사(2008년 RUPP졸업) 

  4) 비고 : 현재 초급반 IFL교재 마지막 3과 남은 상황, 곧 2단계(읽기 집중) 들어갈 예정  

            중급반은 기독교 에센스 전체 12과 중 6과 성령님의 대해 배우는 중

  5) 문의 : 김복음 선교사(kimds2307)

           

8. GOST 신학대원 학교 소개(김복음 선교사)

  1) 소개 : 1-1) GSOT(Grace School of Theology)

     1-2)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 ATS와 TRACS에 모두 가입, 

     1-3) 졸업 후 한국 독립교단 선교단체 연합 안수 가능

     1-4) 한국과 미국 그리고 멕시코 캄보디아(4명)에서 34명이 한국어로 과정을 수강중.

  2）학비 : 선교사 학점당 100$ (일반인은 150$)

  3) 수업방식 : 3-1) 2016년 부터 Blue Jean(블루진)을 온라인 통한 수업.

                3-2) 켄버스의 토론방과 실시간(토요일 오전 5시~10시)강의.

  4) 과정 : Dmin, M.div(목회학 석사), NABS(신학석사), DBS(성경학)등.

            Dmin과정은 일정 인원이 차야함.

  5) 문의 및 홈페이지 : 김복음 선교사(kimds2307) http://www.gsot.edu

9. 헤브론 병원(김원식 선교사) 

 1) 8월 진료안내

-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안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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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 심장내과(캄), 소화기내과(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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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캄:오전)

-   검사과목 : 혈액, 소변 등 일반검사, 초음파, X-ray, CT검사(오전불가. 오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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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