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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naim Mission

(Cambodia)
For GOD For Country 2020 –12

(05.Jan.2021)

제 목: Adieu 2020, Welcome 2021 (마하나임 군선교 종합보고)

금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위에 주신 비젼의 말씀“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을 선포하며 희망찬 한해를 시작합니다. 회자해보니 어둡고 지저분한 곳을 좋

아하고 야비하기까지한 쥐(경자년)와 함께했던 난생 처음겪어보는 한해를 주님의 인도하심

으로 건강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태어나 죽을때까지 우리에게 이로움만 주는 소(신축년)의

근성을 되새기며, 변함없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교회, 단체,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에서 2021사역계획과 함께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Adieu 2020 -

1. COVID-19 상황정리(2020.3월~12월)

최초 제한 조치

(2020.3.17)

1.대중집회금지

- 종교집회(교회,사찰 집회금지)

- 가라오케, 영화관, 맛사지샆 폐쇄

- 앙코르왓,박물관 등 관람시설 폐쇄

- 대중공연금지

2.모든 학교 등교수업금지/자가학습전환

3.인접국가 국경 완전 폐쇄

4.미주/유렵 6개국 입국 금지

- 미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이란

5.항공노선 일부허용(중국, 한국)

-입국자 공항검사 강화

부분해제된 조치

(2020. 8월말)

1. 대중집회 금지: 일부 해제

-종교집회: 제한된 허용

(어린이예배금지, 성인예배30분이내, 20명이내 모임)

-실내활동: 일부허용, -실외활동: 허용(운동경기,야외모임 등)

2. 학교는 단계별 수업재개: 고교(9월)⇒중등⇒초교순으로 개학

3. 육로통행은 물류만 허용 4. 미주/유렵 6개국 입국금지 해제

5. 코로나 관련 제반비용 전액 자부담

최초 지역감염발생

(2020.12월초)

1. 헝가리외무장관 방문이후 집단감염 발생(11월말)

2. 내무부 교정국장등 정부부처 감염으로 프놈펜지역감염 발생

3. 태국지역 대규모 확진자발생으로 캄보디아 노동자 귀국으로

인한 북부지역 집단감염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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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5일(화) 07:00 기준(정부발표)

□ 신규 확진 : 2명 (태국발 근로자 복귀)

- 캄보디아인 여성(28세, 24세-바탐방) : 태국 발, 1.1 입국

□ 추가 완치 : 0명

■ 누적 확진 : 382명

■ 누적 완치 : 362명(완치율 94.76%)

■ 격리 치료중 : 20명

- 러시안 병원(프놈펜) 1명

- 국립 결핵·한센병 센터(프놈펜) 2명

- 바탐방 주립병원(태국 국경접경) 6명: 태국발 근로자

- 빠일린 주립병원(태국 국경접경) 11명: 태국발 근로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에대한 검사는 전무한 상태

2. 2020년 군선교사역 정리

(1) 고넬료 제자훈련

미얀마 2.3~8(1주) - COVID-19 발생 초기단계로

국가별 이동금지/공항폐쇄 이전으로 시행라오스 2.17~21(1주)

캄보디아/베트남 5.4~8(1주) - 미시행

(2) 영어캠프

- 한국 국군중앙교회 (8월)

- 호주 아들레이드교회 (12월)

- 호주 시드니 그레이스교회 (12월)

- COVID-19으로 인하여 단기선교 취소

(3) 캄보디아 MCF 활동

- 정부의 모임활동 통제와 프놈펜지역감염발생으로 제자훈련/지회방문 활동을 미시행

★지난 3년여 동안 사단의 갖은 유혹/고난과 역경을 오직 믿음으로 통과한 성과

 MCF리더 4명중 2명 목사안수 (여건상 이름생략)

MCF 회장 현역 소장 신대원 졸업(교회관리학), 목사안수 (2021년 예정)

MCF 부회장 현역 준장 신대원 휴학(1년수료)

MCF 총무 현역 대령 신대원 졸업(목회학), 목사안수 (2020. 11월)

MCF 부총무 현역 중령 신대원 졸업(목회학), 목사안수 (2020.11월)

☞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 담임목사 (2021. 1월)

- 전원 MEO-P에 참가했던 인원으로 캄보디아 MCF 활동의 중추적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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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무의 목사안수기도) (영예의 졸업자들, 왼편부터 회장, 총무, 부총부)

(4) 기타 활동

1) 부활절 및 성탄절 사역

-매년 2주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가졌던 군인교회 전도집회를 금년에는 미시행

☞부활절이 캄보디아 설(쫄츠남)과 겹치면서 정부의 전국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

성탄절은 12월초 프놈펜지역감염발생으로 프놈펜 거주자 지회/교회모임 불가

2) 해병국제학교 활동

-COVID-19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가 폐쇄되어 1학기를 하지못하였으나,

8월부터는 정부의 방역규칙을 준수하면서 정상수업을 진행 (부대장 승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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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새학기 시작

-등록 학생 현황

구분 Children Youth

총계 계 A B C-1 C-2 계 Y-1 Y-2

69 46 6 13 15 12 23 14 9

☞ 전년도 대비 청소년 12명 증가: 지난3년동안 어린이반에서 수업한 학생 진학

-3년간 사용한 교복의 색상 변경 (Red Brown ⇒ Sky Blue)

(2021학년 개학예배: 청소년반 특송 및 교사의 기도)

(2021학년 등록학생 기념촬영)

3) 군인교회 예배활동

정부의 종교활동 제한적조치로 인하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못하다가

교회설립기념주일(캄퐁츠낭교회:7월 마지막주일, 해병교회: 9월 첫주일)을 기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 감사한것은 4~5개월 모이지 못하여 몇 명이나 모일수 있을가

걱정하였는데, 오히려 예배에 잘 나오지 않은 인원까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캄퐁츠낭 마하나임교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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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마하나임교회 예배참가자)

4) 송구영신 및 신년감사예배

11~12월에 연속해서 발생한 COVID-19지역감염이 프놈펜 중심으로 발생함에따라

최초 계획하였던 성탄절 전도집회와 방문예배가 타의에 의해 취소되어 모두들 분함과

아쉬움으로 한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선교센터도 송구영신예배는 이곳에서 가장높은 보코산(1,050m)에서 스텝들과 함께,

그리고 신년감사예배는 본부교회에서 MCF리더들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

(체감온도15도되는 보코산 정상에서 신년 첫예배)

(CMCF리더들과 신년감사예배드리고 2021년 1/4분기 활동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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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2021 -

1. 2021년 군선교 분기별 주요사역

★고려사항: 1/4분기는 2020년에 준한 제한된 선교활동

구분 주 요 사 역

1

분기

-신년 감사예배

-캄퐁츠낭교회 담임목사 임직예배

-프놈펜지회 조직개편 및 정규모임시행

☞Zoom미팅을 전국지회로 확장하기위한 1단계 사역활동

-동부지역 4개 MCF지회방문 (캄퐁참, 트몽크몸, 프레벵, 스바이리헹)

☞Zoom미팅활용 전국지회 1차 교육 및 시연

2

분기

-부활절 전도집회

-해병국제학교 1학기말 시험

-전반기 캄보디아 고넬료 제자훈련

☞Zoom설치 및 활용교육, 자체강사편성교육(신대원졸업 MCF리더)

-MEO-P 참가

3

분기

-국군중앙교회 영어캠프(예정)

-해병국제학교 학년말 시험

-캄퐁츠낭교회(9주년) 및 해병교회(8주년) 감사예배

-북부지역 지회방문

4

분기

-해병국제학교 2022학년 시작

-후반기 캄보디아 고넬료 제자훈련 및 CMCF 총회

-호주교회 선교팀 영어캠프(예정)

-Cambodia Mahanaim Central Church 3주년 감사예배

-성탄절 전도집회

-송구영신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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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사역 추진방향

(1) 인도차이나 고넬료 제자훈련

1)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고넬료 제자훈련

-예년처럼 현지에 직접가서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예측불가함.

-전반기 각국가의 백신접종상황과 항공운항, 입출국 허용상황을 주시하며 판단

따라서 IT시스템을 활용한 제자훈련 방안을 각국MCF리더들과 협의

2)캄보디아 고넬료 제자훈련

-현상황에서 더 악화되지만 않은다면, 제자훈련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

따라서 금년도에는 년2회(5월, 11월) 제자훈련을 시행하도록 계획수립

(2) 캄보디아 MCF활동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MCF리더들이 선두에서 활동하도록 교육/격려

(3) 영어캠프

-COVID-19 백신접종과 더불어 펜더믹사태가 해소되어 여행이 자유화되면 단기선교

또한 재개되리라 봄. 선교팀 파송의 주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림.

-Come&Go선교의 길이 막혔을때 가용한 선교방안(Tele-Mission)이 여러선교전문기관

에서 개발하고 있으니 금년에는 시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기초교육

및 준비를 하고 있음.

(4) Tele-Mission을 군선교에 적용하기위한 선결과제

-사역대상국가(인도차이나 4개국)의 IT 환경은 어떠한가?

①국가별 통치체제(사회주의국가)가 상이하여 적용가용한 시스템 확인필요

②국가별 IT인프라 구축이 상이하여 소통 가능한 시스템 확인 필요

③Global네트웤(인도차이나 4개국) 형성이 가용한가? 아니면 1:1접속만 가용한가?

★국가별/ 지역별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군선교 모델 개발 필요

-사역대상자들의 IT기기의 수준과 활용기술은 어느 정도인가?

①각국 리더들의 컴퓨터 및 스마트폰이 Zoom미팅 및 YouTube 접속/시청 가용확인

②각국 리더들의 분포를 볼때 2G/3G세대를 3G/4G세대로 업그레드 교육 선행요망

-2021년 전반기 캄보디아 MCF를 대상으로 시험적용방안

①Zoom/Google를 활용한 Meeting

-1단계: 선교센터 - MCF리더(프놈펜)

-2단계: 선교센터 - MCF리더 - MCF프놈펜지회

-3단계: 선교센터 - MCF리더 - MCF전국지회

②YouTube를 활용한 제자훈련

-5월 전반기 고넬료제자훈련시 1차 시행(예; MSO이갑진장로 YouTube 강의)

★상기 Tele-Mission를 군선교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요망

2020년들어 COVID-19은 펜터믹이라는 질병공포로 다가와 삶의 여러분야를 중지/변화/말

살시켜버렸지만, 한편으로 실질적인 21세기, 4차산업혁명 등 막연하게 생각했던 사항들이

피부에 와닿는 한해였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군선교에 있어서도 구습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는 군선교의 paradigm shift를 모색하는 2021년 한해를 보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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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영어캠프/제자훈련/MCF조직 등에서 그래왔듯이 군선교의 개척자적인 마음으로

또한번 새로운 군선교사역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재에 안주하기 쉬운 지금의 선교여건을 벗어나 이것을 저의 군선교 4기(2020년~24년)

핵심사역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주님께서는 이 사역 위에 기름부으시고 이를 수행할 모든이들에게 이사야60장 1~9절 말씀

으로 비젼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2021년 군선교 주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선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또하나의 군선교의 열매를 소망하며 2024년을 향하여 진군, 또 진군!!!

3. 2021년 군선교 기도제목

(1) 군선교의 paradigm shift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2)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캄보디아 MCF리더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군사역을 하도록

(3) COVID-19 사태가 종료되어 예년처럼 정상적인 선교사역을 할수 있도록

(4) 군선교에 기도/후원/파송으로 참여하는 교회, 단체, 동역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5) 군선교사역을 함께 동역할 장/단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6) 선교센터 2단계 공사(교육관, 식당 및 숙소)를 위한 건축예산 확보를 위해서

(7) 저와 아내 박병진 선교사가 건강한 육신으로 주어진 사역을 할수 있도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님들께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장문의 2021년 군사역계획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2005년 선교사로 파송받아 16년의 시간을 한결같이

군선교에 매진할수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30년을 조국을 위해 충성하였으니, 이제 30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선언한지 절반이 지났지만, 이제다시 남은 절반의 시간은 바울 사도의 고백

(빌3:13~14)처럼 뒤에 있는것은 잊어버리고 앞에있는 푯대를 향하여 좇아 가고자 합니다.

변한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COVID-19 펜더믹 상황하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역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장중에 품어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마하나임 선교센터 이 재 율 선 교 사

☎(캄보디아) 855-12-194-7044 (인터넷전화) 070-7526-8117

카톡ID: mahanaimmission

E-mail : joygodlove@gmail.com , t20200113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