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키르기 단기팀 

기간:  2021 년 10 월 8 일-19 일  

코비드 19 상황으로 이제껏 팀으로 방문하지 못하다가 이제 백신 접종율이 높아져서 여행에 다소 자유로워졌기에 2021 년 

가을 키르기 방문을 계획 합니다.  (방문팀 접수 마감은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입니다) 

항공권 가격: 약 1100 불 정도 (만일 한국을 들러 오기 원하면 엘에이-한국-키르기-엘에이 각 편도 일정으로 약 1500 불 정도) 

PCR 테스트: 출국 전날인 7 일 아침, 빠르면 6 일 저녁 시간에 테스트를 받아서 음성 결과 인쇄물을 공항으로 가져가야 함 

사역 내용: 현지나 학교 내에서 직접적인 복음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영어 강의, 영어나 한국 토크 클럽 등을 

인도할 수 있고, 문화사역 (예를 들어 햄버거를 굽는다거나 한류 댄스 등), 그리고 학생들 가정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각자 

받으신 바 재능대로 첫날 현지 도착 후 상의하여 추가 사역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 팀원당 $250, 부부 $400 (숙소비, 식대, 중간 외식비, 교통비, 가정방문시 선물, 학생들을 위한 샤실릭 파티, 햄버거 제공 

등 사역비 포함) 

코비드 19 그리고 델타변이 주의 사항: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백신을 접종한 경우 델타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이 드러났고, 만일 걸리더라도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키르기스스탄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대부분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출국 PCR 테스트: 미국으로 귀국할 때에도 키르기에서 17 일 오후에 테스트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을 

들리는 경우, 엘에이가 아니라 키르기에서 출발하면 백신증명서가 있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들리기 원하시면 먼저 한국 방문 후에 키르기에 가시는 비행기 편을 권유해 드립니다.) 

현지 인터넷 사용: 티모빌 사용자는 현지에서도 인터넷 및 문자가 무료입니다.  버라이존은 문자만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게스트하우스에 와이파이가 있고, 모빌 와이파이 라우터가 한대 운용되어 공유될 예정입니다. 

대강 스케줄 (현지 사역은 스케줄이 항상 변동 가능합니다) 

Dates (Jan. 2-7) 내    용 필  요  사  항 

준비 모임 9 월 초부터 매주 화요일 기도모임, 10/3 

주일 사역짐 분배 

checked in baggage 하나에 필요하면 개인짐, 남는 

공간에 사역짐, 다른 하나에는 팀에서 제공하는 

이민가방으로 사역짐을 꾸림 

출발 10/8 금요일 LAX 에 오후 4 시 반에 모임, 6 시 40 분 이륙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인쇄물 

첫째 날  10 주일 
 

터키를 경유하여 현지에 주일 새벽 5 시 반 

도착, 게스트 하우스에서 아침 식사후, 

온라인 예배, 첫째날은 사역 준비 및 휴식 

앞으로 사역에 대해 토론, 세부 계획, 현지 

선교사님에게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필요 물품이 

있으면 근처 마켓에서 구매) 

11 월-15 금 사역 시작 – 의료, 문화, 교육 

원하시는 날짜에 비쉬켁이나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 (2-3 회) 

(원하시는 분에 한해) 가정 방문 2-3 명으로 조를 

이뤄 1-2 번 

학생 및 교사, 스탭진들에게 햄버거, 샤실릭 파티 



16 토요일 (원하시는 분에 한해) 세계 2 번째 크기의 

산정호수 이시쿨 및 부라나 타워 방문 

아침 일찍 출발, 왕복 교통 약 8 시간, 호수에서 점심 

식사하고 2-3 시간 둘러 본 후, 오는 길에 부라나 

들러서 저녁에 귀가 

17 주일 아침 온라인 예배후, PCR 테스트 

수도 비쉬켁 방문, 관광 및 쇼핑, 저녁 식사 

 

18 월 남은 사역 및 귀국 준비  

19 화 새벽 3 시 게스트하우스 출발, 비쉬켁 

마나스 공항 도착, 터키 경유하여 

엘에이에 오후 5 시 40 분 귀국 

 

 

그외: 

• 필요에 따라 환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 불에 약 84.70 솜 (개인적인 쇼핑 아니면 따로 돈 쓰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 

• 숙소는 학교 내 게스트하우스 입니다. 부부는 한 방을 쓰실 수 있고, 개인은 단체 방을 사용합니다. 

• 코비드에 대한 건강 팁: 목이 칼칼하거나 불편하면 바닷물 보다 약간 더 짠 소금물로 깊이 가글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10 월은 현지 날씨가 추워집니다.  따뜻한 외투 (퍼퍼 잠바 같은) 적어도 한벌은 챙기셔야 합니다.  

• 세탁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