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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naim Mission 

(Cambodia) 
For GOD For Country 

2021 –03 

(02.Jun.2021) 

 

제목: 러시아 선교사로부터 온 라오스성경 지원요청사항 

1. 라오스 유덕상 선교사로부터 받은 메시지 원문(2021.05.31.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요청>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다문화 ㄱㅎ로 사역하는 현지 러시아 ㅁ사님이 라오스어 성ㄱ을 찾습니다. 군사대학에 

유학하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학생들을 러시아 교ㅇ들과 함께 섬기는데, 라오스에서 온 학생(군 간부 

장교)들이 러시아어로 성ㄱ을 보기 어려워해서 라오스어로 된 성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시베리아 우동수 M)가 7월에 국내에 23일까지 머뭅니다. 격리 후 11일부터 숙소 정해지

면 그리로 택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짐이 없이 기내 캐리어 10kg만 허용되는 표를 사서 작

은 성ㄱ이나 신약성ㄱ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10부 정도면 전달에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추진 경과 

일   자 구    분 내              용 

5. 31. 월 (오전) 

         (오후) 

메시지 접수 

MSO 전달 

- 라오스 유덕상선교사(MSO협력선교사) ⇒ 캄보디아 이재율 선교사 

- 캄보디아 선교사 ⇒ MSO 선교실장 

6. 01. 화 (오전) 

 

 

         (오후) 

MSO 화요기도회 

 

 

캄보디아 선교사 

- 선교실장이 상기내용에 대하여 보고 

- 선교실장이 확인한 사항 

   ⇒ 대한성서공회 및 국제기드온협회에서는 라오스 성경이 없음. 

- 라오스 유덕상 선교사에게 한국에서 라오스 성경구입처 확인 요청 

6.02. 수 (오전) 

 

 

 

 

 

 

         (오후) 

라오스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라오스 선교사(답신) 

- 자신들도 한국에서의 라오스 성경구입처는 상기2개단체외에는 모름. 

- 라오스에 있는 성경을 한국이나 러시아로 보내는 방안을 문의 

⇒ 운송을 항공편이나 선박편으로 할 경우, 소요기간/물류비 확인 

(답신) 러시아 문의, 성경이 작은사이즈가 아니어서 한국으로 보내면 

     무게때문에 가져가는데 부담됨으로 가능하면 러시아로 직송요청 

- (잠정결론) 한국에서 구입이 불가하여 라오스에서 러시아로 보낼경우,  

제반비용확인요청(성경구입비, 운송소요기간/물류비, 주소 등) 

- 라오스 성경10권(신구약합본): 무료지원 

- 운송비: MSO에서 부담(라오스에서 러시아로 항공 및 선박운송가능) 

⇒ 물품(10kg)1개당 항공편(6,000바트), 선박편(4000바트) 

⇒ 소요기간: 항공편(1주), 선박편(1개월) 

 *라오스에서 러시아로 특정인의 이름으로 성경을 보낼경우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어서  

태국 (롱카이: 라오스 비엔티엔에 인접한 국경게이트)에 소재한 물류센터 활용하여 운송함으로 태국화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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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 사항 

- 한국에서 라오스성경 구입을 현재로써는 불가함으로 라오스에서 무료지원해주는 성경을  

라오스에서 러시아로 직접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건의함.   

- 물류비: 신구약성경합본10권(7kg)과 포장박스 무게고려시 10kg이내로 기본 물류비만 소요 

- 운송수단: 요청한 7월까지 배송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선박편 활용 

- 배달지역 주소: 러시아 선교사가 7월초에 한국에 나옴으로 인하여 현지 목회자에게 직송 

RUSSIA, 644009, 

Omsk region, Omsk city, 26 line 85 building 1 apartment 10 

Name: Babrovnikov Ivan Sergeevich 

Phone: 79043214116 

- 라오스에서 물류발송 담당: 유덕상 선교사(물류비용은 선교사 후원구좌로 입금) 

- 총 물류비용: 선박 운송비(4,000바트) ⇒ 한화142,800원 (35.57원/1바트: 6월2일 환율적용) 

 

4. 후속 사항 

   첫째, 러시아 특정지역(옴스크)에서 사역하는 군선교사역의 접촉점 활용/ 강태원선교사에게 상기 주소전달 

   둘째, 라오스 군간부의 신상은 확인하여 러시아에서 교육 복귀후 라오스 MCF회장에게 관련자료 전달. 

   셋째, 러시아 선교사가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중 MSO 방문 및 선교국과 연계하여 협력사역 협의 .  

 

                    

 

 

 

 

 

캄보디아  마하나임 선교센터    이    재   율   선 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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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855-12-194-7044 (인터넷전화) 070-7526-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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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ID: mahanaimmission 

Add: #18, St277, Tuol Kork, Phnom Penh,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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