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캄 지역부

조재찬˙오정미
선교사

사업계획

코람데오 기술 전수 훈련원(가칭/준비 중)
캄보디아는 봉제공장과 건축의 활성화 등으로 기계설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부품 조달이 어려운(수입) 상황입니다. 그
래서 기능인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술자 교육이 필요합
니다. 초기에는 소수 인원이 합숙하며 도제식 기술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하여(현지, 경험함) 숙련된 믿음의 기능인으
로 키울 계획입니다. 합숙훈련(유료 : 1년, 2년 과정)을 통
하여 믿음을 가진 산업일꾼으로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
는 산실로 자리 메김 하고자 합니다.
훈련종목 : 선반, 밀링, 용접, 전기, 목공

사업예산 및 후원방법
소개

2007년 2월에 캄보디아로 파송된 전문인
선교사 조재찬 오정미 선교사입니다. 저희
들은 전문성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아 ‘제
자양육’과 ‘교회개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를 준비하고자 4~14세, 청소
년까지 병행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
곳의 개척교회’와 ‘선교 센터 1곳’에 유치원
운영과 각 교회별로 예배와 방과 후 교실을
신대원을 졸업한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
고 있습니다. 현지 전임사역자와 교사 양성
을 위해 공동체 합숙 훈련 중이며, 매주 의
료사역(한방/침술, 쑥뜸)을 통하여 지역사
회를 섬기며 복음의 지경을 가족단위 마을
속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
니다.

연락처
후원계좌

- 전화번호 : 82 12 2580 82
- 카톡 ID : allcomej(조재찬)
                 allcomejoh(오정미)
- 이메일 : allcomej@hanmail.net
- 가상계좌 : 하나(KPM 조재찬)
                  990-014704-656

1. 전체예산
장비(중고)구입비(5종 20품=45,000$)
운영비(전기세 및 소모품비/월 500$)
2. 후원방법
일시불 : 45,000$ / 매월 : 500$
3. 필요인원
- 각 분야 교육가 : 한글, 영어, 컴퓨터, 유아교육, 태권도,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
- 각 기술 분야 기능 전문가 : 공작기계, 선반, 밀링,
   용접, 전기, 목공, 건축 기술 경험자
- 지역사회개발 사업 : 각 의료, 비 의료 봉사 활동 및     
   목회적 관점으로 교회 개척에 동역할 분.

기도제목
˙ 한 예배 공동체로 사역중인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령충만함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하는 은혜를 주소서

주 사역



1. 제자양육을 통한 교회개척 사역(5교회)
(전임사역자, 교사 세우기)
2. 선교센터를 통한 유치원 운영과 학교 사역
3. 의료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개발
4. 단기 기술 전수 훈련원 준비 중
    기계 : 선반, 밀링, 용접, 전기, 목공

˙ 개척된 교회들이 마을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 저희 부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며

현지 사역자들과 말씀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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