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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보 고

Cambodia MCF.마하나임선교센터

 



세미나 진행계획
•주제: Post-COVID, 캄보디아 MCF 활동 방향

•일시: 2021. 7. 10(토) 08:30~12:00 (3.5시간)

•참가: 총12명, 비대면(MSO 4명, 호주아들레드교회 2명)

대면4명/비대면2명 (캄MCF/선교센터)

•진행: 1부(개회/기도), 2부(주제발표), 3부(중보기도/친교)

* 모든 발표는 영어로 통역 없이 진행

* 주제발표내용은책자화하여참가자에게사전 배부

* 개회기도(MSO 동남아지역팀장박재현 목사),

폐회기도(호주아들레드교회문광식목사)



세미나 발표 주제

1. C-19 팬더믹의 성경적 이해 이갑진 장로 (MSO 상임고문)

2. C-19 이후, 캄보디아 MCF 역할 이갑진 장로 (MSO 상임고문)

3. MSO의 세계 군선교활동소개 이장송 장로 (MSO 선교실장)

4. 캄보디아 MCF 비젼 Kep Korn 중장 (CMCF회장)

5. 캄보디아 MCF 지회설립/활동방향 Ma Phearak (선교센터 스텝)

6. 캄보디아 MCF 제자훈련방향 Rithy Nora 중령 (CMCF 부총무)

총 6개주제발표☞ MSO (3개주제), CMCF (3개주제)



CMCF 모토 및 활동방향 설정(1)

활동 방향

동남아 11개 MCF 국가의 선도적 역할 수행
 1개도에 1개 MCF지회 설립 (현재, 17개 지회 설립)
 1개 부대에 1개 MCF 소그룹 모임 결성

이사야 60장 1절성경 말씀

일어나라. 빛을발하라CMCF 모토

캄.MCF 발표 (핵심)



CMCF 정체성 수립(2)
1. CMCF 회원 자격

2. CMCF소속군인교회 자격

군인교회

민간교회

준 군인교회

- 교회사역자: CMCF 회원
- 교회위치: 군 부대내 및인근에서군사역

- 교회사역자: CMCF 비회원
- 교회위치: 군 부대내 및인근에서군사역

- 교회사역자: CMCF 회원
- 교회위치: 군 부대로부터이격되어군사역

★캄보디아육군, 해군, 공군소속현역및 예비역기독군인★



1차제자훈련전략
“선택과집중”

5개 CMCF 지회

CMCF 제자훈련
General 제자훈련 & Cornelius 제자훈련

10개군인교회
전지회/교회훈련

CMCF 총회(년1회)

CMCF 제자훈련 방향정립(3)



 사역자 양성 (군목 역할)

 군인교회 설립
목 표
100

군선교의 Paradigm Shift
예비역군인☞현역군인, 하위계급☞상위계급

목표달성의기반이되는주요동력원
1. 25개목표 MCF지회중 현재 17 개 MCF 지회설립완료
2. CMCF 본부임원 3명의신대원졸업(2명목사안수)
3. 모델군인교회기 설립⇒캄퐁츠낭교회, 해병마하나임교회

CMCF 제자훈련/지회활동(4)



정부기관에캄보디아 MCF 정식등록
등록명칭: Cambodia Mahanaim Christian Fellowship

캄보디아 MCF 정관제작
 MCF 지회가미설립된 8개도에대한지회설립추진
캄보디아 MCF 회원및교회등록
개정된 MCF 제자훈련시행(일반제자훈련/고넬료제자훈련)
일반제자훈련: CMCF 임원에의한지회/교회성도훈련(분기1회)

고넬료제자훈련: 전문강사에의한사역자훈련(반기1회)

캄보디아 MCF 자립활동 (1차목표: 2025년 $10,000)
자체모금 ($500/년): 소/염소양육및헌금
대외모금 ($1500/년)

2021~25년 CMCF 주요 추진과제(5)

캄보디아 MCF의성장을위한필수기본과제선정



세미나 진행 사진(1)



세미나 진행 사진(2)



캄.MCF 세미나 분석
인터넷환경면

-개인집/카페(속도, 언어)카페집결(속도, 소음) 선교사집(시행)

-발표자들의컴퓨터가노후화되어화상회의가가능한버전으로교체

세미나진행면
- Zoom에서 Google Meet변경⇒예행연습/혼동, 세미나/원만한진행
-계획된 3시간의세미나를중간휴식없이진행함으로써후반집중력저하

세미나참가면
-최근급속히확산되는변이코로나로인해부대영내대기 (3명불참) 

과제선정면
 MSO 과제: 교육적인측면에서참가자들에게 좋은반응
 CMCF과제: MCF활동목표와방향을대외에발표함으로써책임의식고취

금번세미나보완, CMCF 지회대상자체선교세미나시행



캄.MCF세미나 성과

 CMCF 임원들이자의적인사명감을일깨우는계기

 CMCF 활동방향정립
 CMCF모토및활동목표설정
본부및지회조직편성및제자훈련방향설정

 CMCF 활동목표달성을위한중/단기추진과제도출
대외: CMCF정관제정,종교단체로써정부등록

대내: 잔여지회설립, MCF요원양육, 자립기금마련등

 CMCF임원들의국제적감각을인식하는계기
주제발표내용(영문 PPT 작성), 설명(통역없이영어로발표)

인도차이나 Interaction, 동남아지역대회에대한관심표명

캄보디아MCF 주관처음시행한군선교세미나자긍심함양



캄. C-19 상황

구 분 인 구 확 진 자 사 망 자

캄보디아 16.5백만명 63,615명
(금일:915명)

986명
(금일:33명)

태 국 69.6백만명 363,029명 2,934명

베트남 96.5백만명 35,409명 132명

라오스 7.2백만명 2,901명 3명

미얀마 미얀마내부사정으로정확한통계불가

C-19 감염 주변국 현황

인구대비 C-19 확진자 비율(참고:한국17.2만명/0.33%) 
①태국(0.52%) ②캄보디아(0.39%) ③라오스(0.041% ④베트남(0.037%)

2021.7.14 현황



캄보디아 한인선교사회일시 철수 권고령(7월 9일 공지)
① 65세이상선교사전원

② 60세이상기저질환을갖고있는선교사

③ 60세미만선교사/가족중 정기적인치료를요하는선교사

④ 일시철수기간: 현 상황이안정적으로될 때까지

 배경:-근래에선교사들의 C-19 확진자발생증가

-한국정부의 PCR확인서미소지자입국 불허(7.15부)

선교사 의견
 현 상황을계속 주시하면서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여러분의기도 부탁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