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 대학교 소식 

표지 :  송호대학교와 라이프 대학교 MOU 협약식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교및 부속학교 지역교회및 마을 학교 정기 소식지  2021년 7-9월 (71호) 

캄보디아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주님 품으로 ! 

  



 펜데믹 상황이 길어 지고 있다. 학교에 학생들 수업이 비 대면으로 전면 전환 되었다. 바이

러스가 조금 잠잠 해 질것 같아,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였다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 되었다. 펜데믹 이후 벌써 두번째 일어난 일이다. 실로 불 확실한 교육의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준비하며 앞으로 미래

의 교육 선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펜데믹 상황이 언젠가는 종식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은 여러모로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지금은 메타 버스의 세상이라고 한다. 초월

적인 세상,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 공간에서 사람도 만나 비즈니스도 하고 공연도하고 영

화도 보고, 파티도하며 어떠한 일들이든 현실과 같이 해 내는 세상이다. 교육도 비 대면으

로 아바타가 학교를 가서 그 가상 공간에서 교수를 만나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며 토의하

고 질문하고 답변하며 공부가 이루어 진다. 이미 온 라인으로 공부는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는 점점 온 라인을 통한 보다 더 진보적인 초월적인 세상에서 아바타가 실제

인물을 대신해서 가상 학교나 학원에서 비 대면으로 아바타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제페토라는 가상공간에 가입해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 실제로 돈을 주고 멋지게 옷도 사입고 구두도 사 신고, 이곳 저곳 만들어 놓은 공

간에 참여해서 게임도 하고 학교도 가서 여러 나라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빅 스크린

이라는 곳에 VR을 쓰고 들어가 영화도 보는 체험을 해 보았다. 이것을 체험해 보는 순간 

앞으로의 교육은 이러한 공간에서 아바타가 공부하는 세상이 온다는 학신이 들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러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 지지는 않겠지만, 펜데믹을 계기로 이 가상 현

실 세계는 점점 변화하며 진화하여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세계가 점점 

다가오리라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교회도 이제 신도들의 아바타가 가상 교회 공간에 참

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지 대학들은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세상을 남의 일 보듯이 보고 있다면 우

리 선교지도 미래는 없다. 우리도 이러한 것에 대비해야 한다. 메타버스안에 라이프 대학

과부속 로컬 및 국제 학교를 세워 그 가상 공간에 학생 아바타들이 참여 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 교수도 교사도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이 어려운 시기, 새롭게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시기와 초월적인 가상 현실 세계에 과연 

우리 선교지 대학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에 끝없이 하나님께 지혜

를 구하며 간구하며 연구하며 계획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 남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교육을 선도하며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

리라 확신한다. 그렇다. 우리 대학이 어떻게 세워진 대학인가?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자부

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걸맞게 이 하나님의 대학에 새로운 변혁과 혁신을 이룬다면 반

드시 라이프 대학은 생명을 살리는 대학으로 다시 서리라 확신한다. 메타 버스 시대, 이에 

맞춰 하나 둘 대응해 나가는 대학이 될 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대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선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세상이 하루 아침에 다가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가상 세계에 우리도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미래를 위한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펜데믹 시대의 교육 선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 

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태복음9:7 



21.8.5일 한국에 있는 송호 대학교와 (정 창덕 총장) 캄보디아의 라이프 대학 (구견회 총장)간에 4차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업무 

협약식이 송호대학교 송호관 산학 협력실에서 있었다.  

대학교 소식  – 송호 대학과 MOU 

송호 대학과 4차 산업 인력양성 협약식 



7월3일 4학년 졸업 시험이 온라인으로 교육부의 점검하에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대학교 소식  – 온라인으로 졸업 시험 마무리 

온라인으로 4학년 졸업 시험 마무리 



대학교 소식  – 펜데믹 상황 가운데서의 학생 채플 

온라인 학생 채플 

펜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채플을 드리는 학생들의 모습... 



대학교 소식  – 적정 기술 WORKSHOP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적정 기술 WORKSHOP 

9월23일 라이프 대학 미팅룸에서 국경 없는 과학 기술자회와 라이프 대학간에 캄보디아 오지 지역에 대한 적정 기술에 대한 적

용문제등을 다루는 웍숍이 은혜 가운데 열렸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ACSI 최종 인가   

ACSI ACCREDITED 

2021.9.6일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던 ACSI 최종 인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인 되었다. 약3년여의 준비와 점검을 통하여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국제 기독 학교 협회의 공식 인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ACSI 최종 인가   

ACSI ACCREDITED 

2021.9.6일 그동안 학교의 숙원 사업이던 ACSI 최종 인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인 되었다. 약3년여의 준비와 점검을 통하여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국제 기독 학교 협회의 공식 인가를 받게 되었다.   



대학교 부속 국제학교 소식  – FACULTY ORIENTATION 

FACULTY ORIENTATION   

7월19일 20일 라이프 국제 학교 교직원 모두 새학년 새학기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는 오스트레일리

아의 Mr. Bill Rusin 이 수고하셨다.  



이번 2틀동안 이루어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제 학교의 스태프진과 교직원 모두 연합과 화합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학교로서 리더쉽과 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도 함께 심도 있게 나누었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  – FACULTY ORIENTATION 

FACULTY ORIENTATION 

Thank Mr. Bill Rusin for the 2 days seminar on PBL  

It was amazing and really beneficial. That'd be a great headup to the coming AY 21/22  



대학교 부속 국제학교 소식  – 어린이 백신 접종  

12세이상 어린이 백신 접종 

9월20일 기점으로 캄보디아의 12세 이상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라이프 국제 학교 학생들도 대 부분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  – 미국 대사관 직원 대표단 방문 

미국 대사관 대표단 라이프 국제 학교 방문 

9월15일 프놈펜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중에 . Mr. Joswiak 과 팀원들이 라이프 국제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를 둘러보며 협력 

방안등을 상의하였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  – 학생회 회장 선출 

국제 학교 학생회 임원 선출 

8월13일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국제 학교 학생 임원  선발이 있었다. 금년에는 Colin John 학생과 Jonathan Minh학생이 공

동으로 회장이 되어 학생회를 이끌게 되었다.  



대학교 부속 국제 학교 소식  – 유.초등학교 교장 임명  

ELEMENTARY SCHOOL PRINCIPAL-MARILOUS GARCIA 

8월4일 라이프 국제 학교에 10여년 몸 담고 헌신해 온 Marilou Garcia 선생이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담당하는 교장으로 

직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대학교 및 부속 학교 소식  – 중.고등학교 교장 임명 

SECONDARY SCHOOL PRINCIPAL-THOMAS HAREFA 

8월4일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중.고등학교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장이 임명되었다. Thomas Harefa 교장 선생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학교의 중.고등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서울 사무소 이전 

주소: 서울시 중구 난계로 207, 오알 플러스 로프트 오피스텔901호 

박을종 서울 사무소 대외협력 부총장:010-3203-2794            담당자: 함성범 팀장: 010-2692-3471 (acumvita@naver.com ) 

팀장 박윤수 010-7665-5335 (beithaim@naver.com)  

2021.2.22일 서울사무소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서대문에 있었던 사무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울 중구 난계로로 옮겨 업

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이프 대학교 후원 안내 

 사랑나눔이야기방 

수 많은 기부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많은 하나님의 대학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부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부의 힘으로 이루어 낸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캄보디아의 내일을 이끌 기독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한 라이프 대학의 발전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라이프 대학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부가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라이프 대학의 발전에 쓰여 질 것입니다.  

기부해 주신 발전 기금은 교육 제반 시설에 투입될것입니다. 교실 증축및 도서관, 컴퓨터실및 실습실, 필요한 기자

재등 전반적인 교육 시설에 투입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기숙사 시설을 하여 전국으로 부터 오는 학생들의 수

요를 감당할 것입니다.  

■ 발전 기금 후원 안내 

기부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장이 수여되며 기증하신 방과 교실에 기념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교수 아파트 1룸 건축하기: 5천불 

학생 기숙사 1룸 건축하기 (4명-8명 수용):1만불   

학생 강의실 1실 건축하기: 1만불 

학생 도서관 기증: 30만불 

기타 후원:사랑의 과실수 심기 운동:U$10/1그루  / 지역교회 교역자 후원:U$200/월 

■ 1:1 장학 결연 후원 안내 

이곳에 가난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어 꿈과 희먕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수 있도

록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주십시요! 

전액 장학 후원:U$80/월      일부 후원:U$50/월           일반 장학후원:U$10/월 



캄보디아의 젊은 기독인재들을

양성합니다.                         

 후원 안내 

여러분의 귀한 후원이  

라이프 대학교 캄보디아 현지 후원 계좌 번호         

Instruction for money transfer 

 

56 A/Intermediary 

Standard Chartered Bank (New York Branch) 

1 Evertrust Plaza, Jersey, New Jersey, U.S.A 

Swift: SCBL U$ 33 

Telex: 62621SCBUSA UW 

ABA: 0260-0256-1 

57 A/ ACCOUNT WITH INSTITUTION 

US$ A/C No: 3582-050368-001 

CANADIA BANK PLC. 

265-269, Ang Duong Steet, Phnom Penh, Cambodia 

S.W.I.F.T:CADI KH PP 

59/Beneficiary Customer: 

A/C No:0030000034769 

A/C Name: LIFE UNIVERSITY 

예금주: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국민 은행: 012501-04-218391 

농협: 301-0061-4679-11 

우리 은행: 1006-901-342612 

신한 은행: 100-026-483900 

한국 후원 계좌 



 

라이프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재정 모금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총 U$180,000/ 1개교실 후원U$9,000 

 

라이프 대학교 부속 로컬 유.초.중.고: 학생 1,172명

라이프 대학교 부속 로컬 유.초.중 고등

학교에 교실이 부족하여 몰려오는 학생

들을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입니다. 교실이 더 있으면 2018년 10

월 학기에300-500여명의 학생을 더 수

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주님안에서 이렇게 밝게 

웃을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요!  

공사개요: 총5층, 16개 교실 및 다용도 옥상  

1교실 후원 : U$9,000 후원 

총 공사 금액: U$180,000 

기초만 놓여 있고 재정이 부족하여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물 기초 모습– 이 부분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요! 

캄보디아의 어린이들을 주님품으로 …! 여러분의 귀한 정성과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라이프 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교실 증축 진행 상황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총 U$180,000/ 1개교실 후원U$9,000 

부속 초.중.고 교실 증축 기금 후원자 명단 

1교실 후원:U$1,000-U$10,000 불 후원자 

캄보디아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주님품으로 ! 여러분의 귀한 정성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5층 슬라브 완공된 상태에서 6층을 위한 공사준비 중!  

이현아, 김 홍경, 허미경, 대구 동신 교회 (윤희수,이인주, 석기채,이영원), 신효헌. 이명희,  

고영민. 이혜영. 이은지, 박기철. 김소연. 염산국,황은현, GTC 교사팀, 김상태. 김 윤수, 이 정례, 홍상

대, 최창선, 문 희순 (아들레이드 한인 장로 교회),구미교회, 이 현아 선생님 가족, 김 윤수, 최창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젼회원및 발전 기금 후원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 기금 후원자 
광명교회, 광주 서림교회(담임목사 송재식), 구미교회 의료선교팀, 구미교회 청년팀, 국제전문인도시건축선교회(회 

장 천근우), 김경수, 김광윤, 김동호, 김상태 교수, 김선미,  김윤수, 김정숙(소망교회), 김조자, 김혜숙, 나눔과 기 

술, 나승만, 남서울은혜교회, 높은뜻연합선교회, 동부교회, 동부교회 선교회, 또감사선교교회, 랄리제일한인교회,  

랄리제일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최동갑), 문상호, 박시현, 박영순, 박을종, 박정수, 백승권(백종원), 백용태, 비젼 

교회(조성엽 목사), 삼일교회, 삼일교회 컴퓨터 기증, 성서대학교회, 송탄 신흥교회 선교팀,  수원중앙중학교, 서초 

교육선교회, 성진숙, 신자은, 신천교회, 신촌장로교회,  신희정 전도사(토론토), 싱가폴한인교회, 안상훈, 안천교회 

(담임목사 서정환), 양태자 박사, 유성호, 유정임, 윤경운, 윤경자, 윤경호·권희정, 이기형, 이리신광교회, 이미경, 이 

민철(김혜정) 교수, 이중명, 이진권, 이천신하교회(담임목사 홍성환), 이혜경, 이희상, 임병재, 장선희, 장정애 교수,  

전나혜리 집사, 전은희 교수, 즐거운교회, 차규식,  최정순, 최창선, 표선옥 집사, 캐나다 토론토 라이프 대학 후원 

회(회장 주권태), 한국수출입은행, 한상철, 한선규, 한양대 함께 한대, 화인기계전자(주), (주)티엔제이앤테크(장제 

순), Hands Korea(홍은경 대표), Life B-P Church, Life B-P Church 무명성도, MikyungKim, 백승권집사 가족, 김 윤수, 임서연외

할머니, 윤희수.이인주. 이현아.김홍경,허미경, 대구 동신 교회, 신효헌, Maryland Baltimore 한인교회 (강우근목사), 토론토 라이

프 대학교 후원회, 고영민, 이혜영, 이은지,박기철.김소원,염산국,황은현, GTC 교사팀,김상태,손팔원, 장인숙, 이정례, 김윤수. 

싱가폴한인교회 (담임목사 윤 장훈) 

비젼 회원 

권성윤, 김미경(2), 김상태, 김희진. 김혜숙, 라이프대학교한인예배성도일동, 성진숙(2), 싱가폴 무명의 성도, 안천교회(담임 

목사 서정환),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유성호, 윤경은, 이경원, 이희상, 임병재, 장정애, 조인숙, 한국수출입은행, 한 

창교, 홍성숙, 김 경수, 임 성민, 윤희수. 이인주,허미경, 대구 동신 교회, 손팔원,장인숙, 이정례, 김윤수 

라이프 대학은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대학교입니다. 



 

 

교수 기숙사 1룸 건축하기: 5천불 후원자 

 

김선미 집사, 문상호·신자은 교수 부부, 박기철·이은정 부부, 윤경자 교수, 차규식, 무명, 성 진숙 선교사, 

최창선 교수,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천불천사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천불 천사 후원자 

강경숙, 강병서, 강정옥 박사, 고혜원(권요한) 집사님 가족, 권광숙, 권성윤, 권용구,  김명희(2), 김상일, 김상태, 김 

석산, 김영숙, 김재열목사·이영숙사모, 김요셉, 김윤수, 김일선, 김임, 김조자(4), 김향자, 김희진, 노원정, 류양숙,  

무명1, 미주꿈이있는교회, 박나영, 박성영 안수집사가족,  박성진, 박영기 , 박운규, 박을종(2), 박종오, 박종태, 박 

주배, 박창래, 백승남, 백종원, 백종찬, 백중필(2), 백태정, 빌립보서 4장 13절, 서준용, 송은섭, 신양자, 신인섭, 안 

양제일교회(담임목사 홍성욱), 오정분,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우선, 윤경운, 윤혁경, 이경원, 이기선, 이기숙, 이문 

옥, 이미경(2), 이원종, 이종석, 이중헌, 이춘희, 이희상(2), 이희선, 임성민(2), 장갑덕 목사, 전은경 장학사(김석주  

집사), 정영숙, 정주영, 제승모, 조성실, 조성엽, 초세문, 최경순, 최성경, 최창선(3), 최행진, 최희정, 한선규, 함병 

우, 허경진, 호은아빠, 홍진영, 홍의식, 신 효헌. 이 명희. 임 길성 집사 가족, 최 창선 교수, 신종오학생, 장선희, 김상태, 손팔원, 

Yew Soong Ding, 최창선,, 김조자 명예총장, 강원호, 전북대학교팀, 기억만 목사, 삼일교회팀,송철오. 윤동원 부부, 윤경운, 청주 

금천 교회 (담임목사:김진홍), 박을종,구리 즐거운 교회 (담임목사 전남호), 한상철, 최 청순. 홍상대, 

라이프 대학을 위한 천사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요! 

수 많은 기부자들의 힘으로 오늘의 많은 하나님의 대학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기부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기부의 힘으로 이루어 낸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캄보디아의 내일을 이끌 기독 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한 라이프 대학의 발전을 위한 모금을 합니다.  



 

장학 후원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례 광명 교회: 매월30만원후원 

이 인영: 매월5만원 후원 

지 민수 장학 후원: 매월 10만원 후원 

랄리 제일 한인 침례 교회: 매년 2천불 상당 후원 

다운교회 캄라이프 목장: 매월20만원 후원 

Gnt 정 지원 : 10만원 후원 

김 상태: 매월10만원 후원 



 

장학 후원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민 정명 : 매월5만원 후원 

유 수옥 교수: 10만원 후원 

민 정숙: 매월3만원후원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 입니다! 

은혜 침례 교회 (담임 목사: 오 지수) : 매월5만원 후원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 손 종필): 매월8만원 후원 

문 인수 (사무엘):10만원 후원 

박 창래 교수 : 매월10만원 후원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양 동옥 ):매월10만원 후원 



 

장학 후원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영암 교회 (담임 목사: 김 우종): 매월10만원 후원 

곤지암 교회 (담임 목사: 문 영민): 매월20만원 후원 

당신은 보내는 선교사 입니다! 

구미 교회 (담임목사: 김 대동): 매월20만원 후원 

진잠 제일 교회 (담임 목사: 조 병희): 매월3만원 후원 

김 진희 : 매월1만원 후원 

토론토 라이프 대학교 후원회: 매년 U$2천불 상당 후원.  

한국 유아 기독 협회: 1백만원 후원 

미아 중앙 교회 (담임 목사: 이 충신 ): 매월10만원 후원 



 

캄보디아 교역자 치료를 위한 특별 헌금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염차배 교수 선교사:1백만원 후원 

위례 광명 교회 (심명석 담임 목사) 1백만원5십만원 후원 

장학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어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교회를 위한 후원교회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ㅣ 

 

이 천진 담임목사 

구미 교회 (담임목사: 김 대동):매월50만원 후원 

신 효헌 교수 선교사 : 오 짬나 교회 매월 45만원 정규 후원 

안천 교회 (담임 목사: 서 정환) :매월54만원 후원 

위례 광명 교회 (담임 목사 : 심명석) :매월30만원 후원 

지역 학교를 위한 후원교회및 단체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ㅣ 

영암 교회(담임 목사 : 김 우종) :포이펫 영암 학교 매월정규후원 

안천교회(담임 목사:서정환):빠떼랑라이프 안천학교 매월 정규장학후원 

송신자 선교사:커 트마이 섬 마을 학교를 위한 우물 지원:U$2,200 



 

CMS 자동이체 후원자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어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경란, 강진선, 강철, 계영희, 구덕뢰, 구슬기, 김동섭, 김선미, 김선숙, 김성호, 김성훈, 김양수, 김양연, 김영 

철, 김윤희, 김주환, 김지영, 김택동, 김하은, 김한경, 문성숙, 민광명, 민성기, 민정숙, 민현명(2), 박대선, 박성 

진, 박수영, 박윤수, 박재명, 박정숙, 박진희, 박치근/장옥연, 박향선, 백영의, 봄날교회, 성일석, 소분티운, 송 

한정, 신동진, 신인섭, 신현민, 엄정웅, 유대윤, 유은주, 유태윤, 육근진, 윤수경, 윤수란, 이왕호, 이종미, 이지 

현, 이향원, 임수민,장인성(2), 장정순, 전웅현, 정경주, 정기순, 정인환, 조보숙, 최영희, 최혜석, 추이엽(2), 한 

상교, 함성범, 함재복, 홍은경 

후원자 명단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ㅣ 

일반 후원 

현지 은행및 직접 후원 

김경수, 나승만, 랄리한인침례교회(최정이), 박나영, 박선영, 박점수, 박정수, 박종택, 백승권(백종원), 백혜 

정, 벤쿠버 한인침례교회, 서재은, 성진숙(2), 수정교회, 신호림, 윤경운, 이리신광교회, 이진성, 이춘희, 이혜 

경, 임신배, 장선희, 최청순, 캘거리한인침례교회, 크리스챤월드(서준용), 토론토 라이프대학후원회(회장 주권 

태), 한상철, 행복한교회(김순예), Binnerri church, Global access foundation INC, hannam schclarship  

foundation, Hi Sook Park, Hope B-P Church, Kim Michelle, Korean church in Singapore, Life B-P  

Church, Sharon L Nitschke, Wong Chuan Hock, 신효헌. 이명희. 임 길성 (임 서연 가족), 싱가폴 한인 교회 (담임목사 윤장훈) 

한사랑교회, 늘 푸른교회, 이 종훈, 손 팔원, 윤 희수. 이 인주. 허미경, 신종호 학생, 대구 동신 교회, 시니어선교회, 

기독경영연구원, 지민수. 류양숙,GNT 교사 팀, 강원호(서문교회), Mrs. Tan Poh Yok, 서상오, 토론토 라이프 

대학 후원회, 송신자. 노승희, 김주상, 이혜영. 프른꿈 교회팀, 수영로교회시니어팀, 심선택선교사 가정,  

정 현욱 선교사 가정, 강원호 교수 선교사,  



일반 은행 후원 

기업은행 011-008506-03-013  / 043-079015-01-012  

7월:  민정숙,영암 교회,  참좋은 교회 (양동옥), 박꽃초롱, 곤지암교회 

8월: 민정숙, 영암교회, 진잠제일교회(2구좌), 참좋은교회, 박꽃초롱, 곤지암 교회 

9월: 참 좋은 교회 (양동옥), 영암교회, 진잠 제일 교회, 민정숙, 박꽃초롱, 곤지암교회 

우리은행 1002-332-312436  

 

국민은행  012501-04-218391  

7월: 다운교회 캄라이프, 이 인영, 미아중앙교회, 안천교회(3구좌), 구미교회, 지민수 장학 후원, 위례 광명 교회,   

8월:  지민수 장학후원, 안천교회 (3구좌), 구미교회, 염차배, 위례광명교회(2구좌), 이인영, 다운 캄라이프,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  

9월: 다운 캄라이프, 미아중앙교회, 이인영, 지민수장학후원, 구미교회, 안천교회 (3구좌) , 위례 광명교회 선교 

신한은행  100-026-483900 : 7월: 민 정명   8월: 민 정명   9월: 민 정명   

하나은행  279-910007-58304 : 7월:  김진희   8월: 김진희      9월: 김진희  

농협  301-0061-4679-11 : 7월: 박창래, 은혜침례교회, 늘푸른교회,윤경운    

                                         8월: 박창래, 늘 푸른 교회, 은혜 침례 교회, 윤 경운 

                                         9월 : 박 창래, 은혜 침례 교회,  늘 푸른 교회, 윤경운 

외환은행  630-007266-993 :7월:          8월:          9월 : 

 

         

후원자 명단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ㅣ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통장-연말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 



 

 

2021년 7-9월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회계 보고 

후원하시는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ㅣ 

 2021. 7-9월 캄보디아 라이프 미션 회계 보고   

     

구분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수입 
후원금 (캄라이프 미션) 18,080,029     

후원금 (일반 은행) 1,500,000    

계 19,580,029     

          

지출 

   라이프대학및지역교회후원 16,427,889 

   서울사무소운영및기타 경비 3,152,140 

계    19,580,029 

보내는 

고맙습니다 ! 



헌신자 모집 

전문인 교수 봉사 요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헌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귀한 기독 인재들을 양성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이프 대학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 

대학교 

인문 언어 대학: 영어, 한국어, 신학(신학 강의, 영적 훈련, 제자훈련 담당), 중국어 

간호대학: 간호학, 조산학, 생물학, 화학 

경영대학: 경영학, 회계학, 재무, 마케팅, 창업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컴퓨터 공학과, 토목 공학과, 

건축대학: 건축학과, 조경학과, 인테리어학과, 설계학과 

호텔관광 경영대학: 조리학과, 호텔관광 경영과, 관광 가이드과,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경제학과, 상담학과 

행정분야: 기획, 서무및 행정, 회계, 

기숙사 담당자: 남.여 기숙사 담당자및 영적 지도자 

건물 관리자: 학교 캠퍼스 건물 관리자 

국제 학교: 영어, 컴퓨터, 물리, 화학,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행정요원 

초.중.고등학교 

영적인 부분 담당자 (예배, 제자 훈련, 청소년 신앙 상담), 컴퓨터, 영어, 음악, 미술, 체육, 한국어 교사및 행정요원 

지원 자격: 세례 교인 이상,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투철한자 

교수 요원: 관련분야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으로 관련분야 5년이상 경력자), 영어 강의 가능자, 한국어 학과는 한국어로 강의 

교사 요원: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학생으로서 전공분야 관련자. 

구비 서류: 라이프 대학 지원서 양식 1부, 이력서 (영문, 한글), 신앙 간증서및 자기소개서, 추천서2부(1명 이상의 목사님 추천서 혹은 가족및 

주변 사람 추천서 1부) 

* 면접 후 최종 심사를 거쳐 허입 결정 

전문인 교수 봉사 요원 모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 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12-14)) 

1. 라이프 대학의 설립 목적및 비젼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룰수 있는 기독 인재들을 양성할수 있도록 

2. 새로운 신입생들이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3.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1:1 결연 장학 후원운동이 잘 될수 있도록 

4. 모든 교수님들의 영적인 충만함과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수님들이 주님을 영접할수 있도록 

5. 같이 협력하시는 선교사 교수님들과 행정 요원들이 은혜 가운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6. 부속초.중.고등학교및 국제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신앙안에서 잘 성장할수 있도록 

7. 개척되어진 전국의 21개 교회의 교역자및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8. 마을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9. 대학 기숙사가 완공이 되어 외국학생들과 캄보디아 전 지역의 학생들을 수용하며 복음의 활성화를 이룰수 있도록 

10. 새로오신 교수및 교사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11. 열악한 환경에 있는 캄보디아의 의료 현실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12. 바이러스로 인한 휴교로 인하여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13. 구 견회 총장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지 않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내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14:14) 



라이프 소식지  

구견회 총장 캄보디아  

Cell Phone: 001-855-12-885

-882 

cmbp0823@gmail.com  

CT Street, Group 10, Mon-

dol 3, Sangkat 2, Khan Mit-

tapheap, Sihaouk Ville, 

Cambodia 

라이프 대학 서울 사무소  

팀장 함 성범  

010-2692-3471 

acumvita@naver.com  

  

 

캄보디아 선교의 내일의 기독 인재 양성을 위한 라이프 대학교…... 

라이프 대학교 소식지 : 2021.7-9월호, 통권 71호,  발행인: 구 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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