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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캄보디아 군 선교 현장

회 고



Killing Field 

to 

Living Field !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
함께 수고한 십자가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MSO의 MCF설립/성장을 위한 MEO-P 참가

CMCF리더들의 땀의 결실

MEO-P 참가자 10명중 4명이 CMCF리더로 활동
-회장(2005), 부회장(2008), 총무/부총무(2019)-



2005년 1월

CMCF활동은이렇게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의 기간 …



캄보디아 MCF는
전국 25도의 군인들을
찾아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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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5지회, 현재:17지회)

우리의대장되신주님께서는
이렇게

캄보디아기독군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CMCF는
다시 일어나

동남아 군선교 중심기지가될
이곳에서함께 모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군선교활동



군인교회활동
(캄퐁츠낭교회)



캄퐁츠낭교회담임목사임직예배

• 일시: 2021. 1. 10(주일) 10:00~13:00
• 임직: Rithy Nora 목사
• 참석: 캄퐁츠낭교회 성도, 주변 교회사역자, 캄MCF리더
• 진행: 1부(신년감사예배), 2부(임직식), 3부(친교/오찬)

Rithy Nora 목사임직배경

• 2012. 5월~현재: 선교센터스텝 근무
• 2016년 ~현재: 캄보디아육군복무(현역중령)
• 2019년 MEO-P 참가
• 2018~2020년: 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과정졸업
• 2020. 11월: 목사 안수
• 2021년현재: 캄보디아 MCF 부총무활동



제 1부 :신년감사예배

기도와 설교



제 2부 :담임목사임직예배

임직목사 및 교인들의 서약



권면 및 축사 / 답사

캄퐁츠낭지회장권면 임직목사 답사

참석한 MCF리더들과 함께

CMCF회장축사



임직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군인교회활동
(해병교회)



해병교회/학교 2021학년장학금수여식

• 일시: 2021. 1. 24(주일) 09:00~11:00
• 대상: 해병교회 성도 및 해병국제학교 학생
• 수혜자: 대학생(2명), 중고생(9명), 초등학생(13명), 총24명
• 장학금: 대학생:2명(1년 학비), 기타:22명(국제학교 1학기 학비)

장학금후원현황

• 캥거루장학금(대학생 2명): 호주아들레이드교회
• 모세장학금(해병학교학생 10명): 호주아들레이드교회
• 마하나임장학금(교회소그룹리더 12명): 한국교회

☆장학금 수혜자 전원에게 학용품 세트 지급☆



제 1부 :주일예배



제 2부 :장학금수여식



캥거루장학금수여

• 남학생: 프놈펜대학영문과 3년재학
☞ 비젼: 신대원진학/목사안수, 해병교회및국제학교사역

• 여학생: 프놈펜대학국문과입학
☞ 비젼: 대학졸업후해병부대내초등학교교사희망



모세 /마하나임장학금수여

• 모세장학생: 국제학교 9개반에서영어성적최우수학생 9명

• 마하나임장학생: 해병교회학교각부서별리더 13명



장학금수혜자기념촬영

해병부대 첫 사역을 시작한 2010년 초등학생이었던 어린이가 10년 후
크리스챤 청년 대학생이 되었으며, 5년 후에는 그가 해병교회 담임목사가
되어자신이태어나고자란부대의군인자녀들을양육하게될 것입니다.



2021-전반기

CMCF 활동계획



기 도 - 매주 목요일 16:30 CMCF기도회(본부)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전국지회장 기도회

- Zoom 활용

- 5월 제자훈련후

방 문 - CMCF본부 임원의 지회 방문

⇒ 총6개 축선중 1개 축선 선정

- 3월 둘째주

- 1번축선(2개지회)

모 임 - 2021년 CMCF 총회

⇒ CMCF정관 제정, 신설지회 임명

- 제자훈련병행

교 통

- CMCF 공식 Facebook 개설

- CMCF정관 작성

- AMCF 핸드북 번역/제작(영, 캄문)

- 2월

- 2~4월

- 제자훈련시 배부

훈 련

- 캄보디아 고넬료 제자훈련

⇒ 전국 21개 지회 리더 참석

⇒ 선교센터 모임 불가시 대처방안 강구

- 5월 첫째주

- 회장, 총무 2명

- Zoom 활용

CMCF전반기활동계획



CMCF 1월활동모습

연간활동계획토의,  교통사고당한동료방문/위로



CMCF 기도 제목

-CMCF임원들의사역열정이식지않고지속되도록

-전반기 MCF활동계획에성령님의기름부음이가득임하도록

-전반기고넬료제자훈련이계획한일정에진행되도록

-CMCF지회와 Network구축에필요한교육/장비가충당되도록

-캄퐁츠낭교회와해병교회가군인교회의모델교회로성장되도록

-캄퐁츠낭교회임직한담임목사가청지기의사명을감당하도록

-해병부대의장학사역이학교와교회의성장에원동력이되도록



캄보디아 MCF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2021년
캄보디아 군 선교활동방향

(이사야 60:1)

“일어나빛을 발하라”



감사합니다

차기 선교활동보고 주제

☆캄보디아 MCF본부-전국지회간
Network 구축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