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주간공지(10월 5일)

▶ 선교사회 공지사항

1. 9월 정기회의 결과

  1)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AM 9:30

  2) 방법 : Zoom Cloud Meeting 앱

  3) 안건통과 : 3-1) 캄보디아 복음 100주년 위원회의 협조 요청으로,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의 규모와 사역 현황 설문조사 시작.

                3-2) 2021 회칙 개정 준비위원회(장완익, 이증재, 유남숙, 김철환, 

                     오영식, 장인혁, 오창수, 이윤수, 장요한_ 9인) 구성으로, 두 달간

                     (9.28-11.30)의 위원회 사역 시작.

  4) 9월 정기회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 선교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회칙개정 의견 접수

  1) 회칙개정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비록 회칙 개정은 선임해주신 9명의 위원이 

     주로 다루지만, 모든 회원도 개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 누구에게라도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마감 기간 : 10월 17일(주일)까지 [첨부- KMAC회칙 파일 참조]

3. 설문 조사 안내

 1) 안내 : 위와 같이 안건이 통과되어,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2) 내용 : 캄보디아 주재 한인 선교사의 규모와 사역 현황 

 3) 기간 : 10월 5일(화) ~ 10월 19일(화) 2주간

 4) 방법 : 구글 설문조사 

 5) 주소 : https://forms.gle/GcwZoW83inARq8Hh9 

 6) 비고 : 부부가 모두 별도의 사역을 할 경우, 부부 모두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어렵지 않으니, 1분만 섬겨주시면, 귀한 자료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한국산 진단키트 무료 나눔

 1) 안내 : 선교사회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서 공수한 한국산 진단키트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2) 내용 : 현재 캄보디아에 계시는 선교사회 회원 가정 3개씩, 

           싱글에게는 1개씩 나눠드립니다. 

 3) 수령날짜 : 10월 14일(목) 오전 9:30 ~ 11:30, 오후 1:00 ~ 3:00 



               10월 21일(목) 오전 9:30 ~ 11:30, 오후 1:00 ~ 3:00

 4) 수령방법: 본회 소속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되, 한분이라도 캄보디아에 계신 가정

              에 한해서만,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부 소속은 위레악분탐 택배회사를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제 22차 인도차이나 한인 지도자 베트남대회(INDOCHINA KOREAN LEADERSHIP CONFERENCE)

  1) 주제 : 성령과 함께 포스터 코로나를 준비하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  

  2) 주강사 : 이영훈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명진 목사(수원 중앙 침례교회)  

  3)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 11월 24일(수)

  4) 예상인원 : 200 ~ 300명

  5) 참가대상 : 인도차이나 5개국 한인선교사

  6) 등록회비 : 200,000 동/1 인, 10 불/1 인

  7) 핵심의제 :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핛 것인가?

  8) 핵심주제 : 8-1) 선교 플랫폼, 8-2) 환경과 기후, 8-3) 경제와 선교,

                8-4) 사역별 소그룹

  9) 대회특징 : “On-tact Zoom 현장선교사 중심의 소그룹 모임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선교대회

  10) 목적 : 10-1) 인차 5개국 선교사들의 상호 심층적 네트워킹

             10-2) 불교권, 공산권 선교를 위핚 Communitas 형성

             10-3) 인차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11) 참여방법 : ON - TACT Zoom ONLINE CONFERENCE 

  12) 등록방법 : https://forms.gle/j78VAUbxmdAAij4n7 [첨부파일 참조]

6. 제 22차 인차 한인 지도자 베트남대회_ 사역분과 소그룹위원회 위원 추천 완료

  1) 의의 : 인도차이나 5개국 선교사들의 상호 심층적 네트워킹을 위한 사역분과 소그룹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들의 활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각파트   2-1) 교회개척&디아스포라 : 이유진, 오창수

              2-2) 신학 & 제자화 : 장완익, 김동구.

              2-3) NGO. 의료. & 비즈니스 : 이철, 김종식

              2-4) 교육(일반, 교회, 음악), 문서 & IT : 유남숙, 장성남

              2-5) 캠퍼스 & 학사사역 : 지혁종, 유창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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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반 입국자를 위한 입국준비서류 리스트(캄입출국, 한입출국 관련정보 6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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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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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Courtyard by Marriott – 웹사이트 예약시 카드 결제. $1,994.99 ~

     5-3) Raffles Le  Royal Hotel – 이메일 예약, $2,426 ~

     5-4) Sofitel Hotel – 이메일 혹은 전화문의, $2,980 ~

  6) 캄보디아 입국, 한국출국 관련 정보 총정리(아래 주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https://www.notion.so/adigitalminimalist/74b82aabd8f44408aa5e1385163131b8

          

 

▶ 위원회 & 분과 광고

1. 캄보디아 한인선교사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밴드 개설(백의성 선교사)

 1) 취지 : 한인선교사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많은 참여와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밴드에 가입하시면, 기존 포럼들의 발제 



           자료와 논찬 자료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소 : https://band.us/band/85022108

 3) 비고 :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교사회 회원 광고

1. 캄장신 신입생 모집요강 안내(김영대 선교사)

  1) 안내 :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캄장독 모든 회원의 사역지와 가정 위에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래 첨부 파일과 같이 2022년 학기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섬기시는 교회에 기도와 눈물로 양육하신 제자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입학 서류 접수 : 2021년 12월 31일까지

  3) 모집학과 : 신학과, 교회음악, 유아교육, 기독교교육, M.Div. 

  4) 문의 : 캄장신 교무처장 김영대 목사(017-883-011)[첨부파일 참조]

2. 7차 캄보디아어 성경언어 School(이경곤 선교사)

  1) 대상 : IFL 4단계까지 마치고 사역 시작하시는 분 or 10년 차 이하 선교사

  2) 내용 : 옥중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단어, 구문 분석, 문법,

            직독직해. 문장구조관계 해설.

  3) 강사소개 : 14년차 선교사역, 크마에 새신자 양육서 제작, IFL 3,4단계 자습서 및 

                참고서 집필, 1-6차 성경 언어 강의

  4) 수강료 : 25$

  5) 장소 : Google Meet(온라인)

  6) 날짜 : 10월 18일 ~ 11월 15일(5주간)

  7)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9시~12시(3 시간)

  8) 문의 및 등록 연락처: 카톡 ID: dts99

  9) 등록 마감일: 10월 15일(월) 오전까지[첨부파일 참조]

3. 8차 캄보디아어 성경언어 School(이경곤 선교사)

  1) 대상 : 10년 차 이하 선교사

  2) 내용 : 요한복음 단어, 구문 분석, 문법, 직독직해, 문장구조관계 해설.

  3) 강사소개 : 14년차 선교사역, 크마에 새신자 양육서 제작 

                IFL 3,4단계 자습서 및 참고서 집필, 1-6차 성경 언어 강의

  4) 수강료 : 35$

  5) 장소 : Google Meet(온라인)

  6) 날짜 : 10월 21일 ~ 12월 30일(11주간)

  7) 시간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2시간)

  8) 문의 및 등록 연락처 : 카톡 ID: dts99

  9) 등록 마감일 : 10월 15일(월) 오전까지[첨부파일 참조]



4. 신장 투석환자 의료비 지원(박경수 선교사)

  1) 안내 : 선교사님 또는 사역지  성도, 마을  주민 등, 주변에  신장투석환자에게, 

            투석비용을 선착순 5명을 지원합니다.(1인_ 250$)

  2) 기입사항 : 환자 이름, 거주 지역, 선교사 이름, 선교사 연락처

  3) 방법 : 환자  파악을  위해, 위  내용을  기입하셔서  박경수 선교사  개인카톡으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직접  문의  해주세요. 

  4) 문의 : 099 309 263(박경수), pks1324(카톡 아디)

       

5. Day Camp_ 기타 컨테스트(신동호 선교사)

  1)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기타교육캠프(DayCamp)을 해온 임정희목사 입니다. 코로나로 

대면선교가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선교사님들께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2년째 기타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타 찬양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온라인 Day Festival을 

개최합니다. 기타를 활용한 주제곡과 자유곡의 찬양과 워십을 제작해서 유투브에 올리고 

온라인상에서 심사하여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홈피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와 질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크마에공지도 있으니 제자들과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 찬양과 

도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응모&투표기간 : 9월 1일 ~ 11월 18일(목), 11월 19일(금)~11월 25일(목) 자정

  3) 본선진출 발표: 11월 26일(금), 홈페이지 공지 http://dayinvica.com/

  4) 시상식 : 11월 28일(일) 캄 현지 3-5시, 홈페이지 공지 http://dayinvica.com 및ZOOM 

            초대 링크 접속

  5) 응모방법: 제작된 영상 유투브에 올리고 아래 페이지에 유투브주소를 홈페이지에 제출

               http://dayinvica.com/registration-page/

    5-1) 지정곡부문: 둘 중 하나.

        �악보1 http://dayinvica.com/media/waymaker.png

        ‚악보2 http://dayinvica.com/media/brokenvessels.png

    5-2) 자유곡부문

    5-3) 댄스퍼포먼스부문 -3개 컨텐츠 중 1개만 지원 또는 3개 모두 지원 가능

-2개 이상 지원한 개인이나 팀은 종합부문으로 심사[첨부파일 참조]

6. 프놈펜기술학교(PPTS) 신입생 모집 안내(정경희 선교사)

  1) 소개 : 캄보디아 KMSC에서 운영하는 프놈펜기술학교(PPTS)에서 2021/2022년도 

            신입생을 모집함. 교육과정은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며, COVID-19로 인한 휴교령

            시행 시 비대면교육(줌수업, 교육영상)으로 진행함. 많은 관심과 추천바람. 

  2) 모집 학과 : 한국어(기초,  EPS-Topic), 영어, 중국어(기초), 음악(키보드), 

                 컴퓨터(MS오피스)

  3) 모집 대상 : 청소년 / 청년 (크메르어 읽기/쓰기가 가능한 사람)

  4) 신청 및 인터뷰 기간 : - 1차_ 2021년 9월 20일 ~ 10월 1일

                           - 2차_ 2021년 10월 11일 ~ 10월 14일

                            *신청은 08:00~11:00 가능하며, 이외 시간은 협의 후 가능 

  5)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인터뷰



  6) 개학 일정 : 2021년 10월 18일부터

  7) 문의: - 한국어_ 정경희 선교사(카톡 jkhjoy), 박은미 선교사(017-365-625)

           - 크마에_ 023-216-128(행정실) - 커리큘럼. 신청서는 첨부파일참조

           - 이메일_ ppts.kmsc@gmail.com(KH) /camkmsc@gmail.com(KO)

  8) 주소: #14, Street 330, Sangkat Beoung Keng Kang III, Khan Beoung Keng Kang, 

           Phnom Penh

  9) 홍보영상링크 : https://youtu.be/zS67kSVz5bo

7. 헤브론 병원(김원식 선교사) 

 1)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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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CT를 설치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혈액투석실과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약이나 처치에 따라 선교사님들은 20~50% 할인을 해드립니다. 

* 2020년 KMAC 선교사수첩에 없는 선교사님들은 증명을 위한 서류(파송장이나 KMAC 

  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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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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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_060 745 026)에게 확인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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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번_060 745 026)에게 확인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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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