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KMAC 정기회의 회의록 

 

기록 : 박 희 원 서기  

 

 

일시 : 2022년 09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반반호텔 세미나룸 

 

1부 예배(10:00)  

오창수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자가’를 찬양하다.  

임형철 총무의 대표기도 후, 성경 행13:1-5 함께 봉독하다.  

KWMF 회장 이은용목사가 "성령의 보내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을 찬양하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  

김금숙 회계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니  

10시 45분 이더라.  

 

2부 정기회무  

주캄 한인선교사회 이증재 회장의 기도로 정기회무를 시작하니 11시 00분이더라  

 

2-1. 회원점명  

박희원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다. 전체 회원 853명 중, 총 56명이 참석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다.  

 

2-2. 개회선언  

이증재 회장이 회칙을 따라 개회를 선언하니 11시 01분 이더라.  

 

2-3. 회순채택  

정기회의 순서를 유인물 문서대로 받자는 안에 회장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으니 

 회원들이 “예”로 답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2-4. 전회의록 낭독  

박희원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자는 장완익 회원의  

동의와 지구호 회원의 재청으로 유인물 대로 받기로 하다.  

 



2-5. 재정보고  

김금숙 회계가 재정보고를 하다.  

 공원묘지 관리기금을 본회 재정과 분리하였음을 회계가 보고하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대로 받다 

. 

2-6. 사업보고  

임형철 총무가 사업보고를 하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대로 받다.  

 

2-7. 지부보고  

2-7-1. 동부지부 장진기 서기가 도로사정 때문에 도착이 늦어짐으로 유인물대로 

 받기로하다.  

2-7-2. 시하누크빌지부가 참석하지 못하여 보고하지 못하다.  

2-7-3. 시엠립지부가 참석하지 못하여 보고하지 못하다. 

 

2-8. 위원회보고  

2-8-1. MK위원회  

MK 위원회 서현우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못하다.  

 

2-8-2. 주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30주년 준비위원회 백의성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보고하지 못하다.  

.  

2-8-3.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  

기독교 공원묘지 관리위원회 구현서 위원장이 진행사항을 보고하다. 

짝다이(성토작업)을 마쳤으며, 공원묘지 대문을 프춤번 이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하다. 

이증재 회장이 공원묘지 회비 납부를 독려하다.  

정진영 회원이 공원묘지 관리위원회이기에 장례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후에 선교사회 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을 하다. 

 

2-8-4. 이단대책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 최원찬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다.  

 

2-8-5. 장학위원회 위원장  



장학위원회 이성연 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다.  

 

2-9. 분과보고  

2-9-1. 예배찬양분과 

예배찬양분과 장성남 분과장이 11월 7일 예배 인도자 학교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2-9-2. 사역지원분과의 분과  

사역지원분과 이경곤 분과장이 사역지원분과에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중이라고 보고하다. 

 

2-9-3. 자립선교 연구분과  

자립선교 연구분과 김종식 분과장이 보고하다  

- 자립선교 컨텐츠 계발중이며, 청년 창업 지원을 준비중임을 보고하다.  

 

2-9-4. 위기관리분과 

위기관리분과 김정룡 분과장이 보고하다  

MK의 위기 상황을 보고하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다. 

교통사고 조심할 것을 부탁하고, 캄보디아 내에서 유괴사건들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을 보고하다.  

 

2-9-5. 대외협력분과 

대회협력분과의 김조동 분과장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고하지 못하다.  

 

2-9-5. IT-미디어분과 

IT-미디어분과의 경민규 분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고하지  

못하다.  

 

2-9-6. 교육분과 

교육분과의 김철환 분과장이 모친 장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보고하지 

 못하다.  

 

2-10. 신입회원 허입  

예비신입회원 6가정 중 허입을 위해 4가정 7명을 이증재회장이 먼저 호명하다.  

예비신입회원 7명이 자기소개를 한후, 회장이 허입을 위한 가부를 묻다.  



이의를 제기한 회원이 없으므로 박수로 받다.  

회장이 재가입 회원 김성구(황순희) 예비 회원을 호명하다.  

김성구(황순희) 회원이 선교사회를 탈퇴하게 된 배경과 연관된 일을 설명하다.  

오영식 회원이 김성구(황순희) 예비회원과 한국의 갈멜산기도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게된 문제를 설명하고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다.  

김성구 예비회원이 유감을 표하다. 

이의를 제기한 회원이 없으므로 박수로 받다.  

 

재가입회원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을 회장이 호명하다.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이 재가입 신청 배경을 설명하다.  

오영식 회원이 김진욱(박금영) 예비 회원에게 2가지를 질문하다. 

- 새대구교회와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 GMS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지부에 가입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이 질문에 대해 해명하다.  

 오영식 회원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다.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지연됨으로 인해 

 헌금하신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과,  

건축 후 헌당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 경찰의 개입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라고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의 해명에 이의를 제기하다. 

김한주 회원이 진행발언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후 가입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라고  

하다. 

오영식 회원이 GMS 지부에 가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다.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이 해명하다.  

오영식 회원이 김진욱(박금영) 예비회원의 해명과 가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  

이증재회장이 김진욱(박금영) 예비 회원의 회원 가입을 유보하기로 하다.  

 

박희원 서기가 9월 신입회원을(9명) 호명을 하다.  

한인선교사회 전체 862명중 정기회의 참석인원 65명이더라  

9월 신입회원 : 권영옥(이진숙) 김성구(황순희) 심미숙 이준원(손연경) 정준용(윤진주)  

 

2-11. 안건토의  

    [안건 : 주캄 한인선교사회 회원과 결혼한 외국인을 선교사회 수첩에 삽입의 건] 

   2020년에 만들어진 요람에 사진없이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2022년도 요람도 

2020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2-12. 회의록채택  

회의록 채택은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여 차후 2주 안에 회원들이  

회람하도록 카톡과 메일로 보고 받기로 하자는 장완익 회원의 동의와  

구상호 회원의 재청으로 그대로 받기로 하다.  

 

2-13. 광고  

임형철 총무가 광고하다.  

 

2-14. 폐회  

이증재 회장이 폐회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물으니, 지구호 회원의 동의와 장완익 

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이근희 회원의 기도로 폐회하니 12시 10분이었더라.  

 

 

회 장 이증재 선교사 

서 기 박희원 선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