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6시에서 8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6시에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음악’은 잔
잔한 클래식들을 어렵지 않고 친숙하게 클래식이 세계로 다가가게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시작되는 시그널 음악은 사람의 마
음을 파고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어둑어둑 해지면서 가로등은
하나 두울 켜지는데 말없이 어두워지는 차도를 달리는 불빛들이 긴
행렬을 이루면 나도 모르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의 감정이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퇴근 시간 교통 체증으로 차가 막혀도 조급
하지 않고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는 고요한 제로의 시간이기도 합
니다. 시그널 음악과 함께 진행자는 시작 멘트를 하면서 “오늘 하루
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스트레스와 피
곤으로 지친 날에는 이 한마디에 울컥해서 우는 날도 있습니다. 아
니, 오늘 나의 수고에 위로해주는 이 없으니 어쩌면 이 말을 듣기 위
해 주파수를 맞추고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
들은 저 마다 자기가 꿈꾸던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자랑스럽
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쳐주거나 환호의 반응
을 해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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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여는 글



그러나 평소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말도 별로 많이하
지 않은 한 학생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반친구들은 그 학생에게 별로 관
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는데 조용히 일
어나 수줍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엄마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
은 반 친구들은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고 여기 저기서 비웃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졌기에 매일 아침 엄마가 저를 업고 학교 교실에 데려
다 주고, 수업이 끝날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를 업고 집으로 데려
갑니다. 비가 올때는 엄마가 비에 다 젖고, 추울 때에도 엄마의 이마에
는 나를 업는 것이 힘들어 땀방울이 맺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
난다면 이렇게 저를 위해 고생하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내가 엄마
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엄마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엄
마’....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왈칵 솟아 올랐는데 남편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말 없이 밥을 먹다가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다시 태
어나면 나와 같이 또 살거야?” 0.1초의 생각과 주저함도 없이 “아니.”
라고 남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깔깔거리며 웃고 지나갔습니
다. 6년을 연애하고 39년을 같이 살아왔고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을 자
면서도 새벽에 잠이 깨서도 남편의 단호한 “아니”라는 말이 괜찮은 것
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섭섭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나랑 사는 것이 힘들어? 아니면 싫은
거야?”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나의 속 마음은 남편이
다시 태어나도 나와 함께 같이 살 것이라는 말을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아니!”라고 나의 눈을 보며 확신있게 말합니다. 순간 나의 마음이 섭
섭함으로 물들어 가려고 하자 남편은 재미있다는 듯 입이 벌어지고 해
죽거리며 말합니다. “다시 태어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 것이지!”  하루의 아침이 이렇게 시작 되었습니다. 

해질 무렵 저마다의 사연과 수고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루한 차들
의 불빛 행렬 속에서도  “세상의 모든 음악”에 젖어 돌아갈 집이 있다
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2020년에�원미니스트리�교육부가�만난�큰�도전과�모험은�온라인
꿈글학교�운영과�주중�프로그램의�첫�시도�였습니다.�염려와�기대
속에서�시작되었지만�종강할�때는�학기를�잘�마쳤다는�안도감�이상
의�큰�감사와�기쁨이�있었습니다.�종강�영상과�악기�연주�영상�속에
는�교사와�학생이�노력했던�시간이�고스란히�녹아�있었을�뿐�아니
라�각�학생의�진보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큰�도전과�모험을�실행
하도록�용기�주시고�도우시고�귀한�결과를�만나게�하신�하나님께
영광을�돌립니다.

온라인�꿈글학교�&�주중�프로그램�종강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1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2 

Promise�Friends�성탄�핸드벨�연주

ONE��Ministry의�예배선교부�사역�소식입니다.�프라미스�교회
의�장애인�예배�부서,� Promise� � Friends는�지난�성탄�주일을
특별히�따뜻하고�즐겁게�보냈습니다.�지금은�많이�사라진�전통
이지만�‘새벽송’에�착안하여�교사들이�각�가정의�현관�앞에서�서
프라이즈로�핸드벨을�연주하였습니다.�가까운�이웃에게도�울려
퍼지는�핸드벨�연주는�예수님의�사랑을�더�널리�나눌�수�있는�좋
은�도구가�되었고,�맞이하는�가정도�차임을�직접�연주할�수�있도
록�준비해�드려서�함께�완성하는�뜻�깊은�연주가�되었습니다.



              현진이는 ~현진이는 ~

현진이는 어릴 적부터 동물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그림에 스스로 뿌듯해서 가족들에게 박수를 강요할 때도 있답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밥인데 매운 것과 야채는 정말 싫어합니다.
학교 가기를 즐거워했던 현진이는 코로나로 이후로 집에만 있으니 힘들
어합니다. 지나가는 스쿨 버스를 쳐다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합니다. 집에서는 아이패드를 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산책을 하거
나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도 아빠가 재워주는걸 좋아하는 현진이가 마냥 어린 아이 같다가도
무서워하던 에스칼레이터를 몇 번의 시도 끝에 발을 내딛는 것을 보노라
니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견해지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꿈글에 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HowHow

old?old?

어릴 적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사진의 주인공을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는 상품을 드립니다. 

Guess Who?의 주인공에 응모해주세요.   쉿!        

뉴스레터 팀에게 연락주세요~ 

(oneministryatl@gmail.com)

누구인지 알아맞춰보세요~누구인지 알아맞춰보세요~

WhenWhen  

I was...I was...

Guess Who?Guess Who?Guess Who?

12월호 정답자 Sandra Lee12월호 정답자 Sandra Lee12월호 정답자 Sandra Lee



1.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 교육 프로그램 일정 

  - 꿈글학교 개강: 1/23, 종강: 5/8 

  - Weekday Program(Music, Cooking) 

     개강: 1/18,종강: 5/7  

3. 복지 프로그램 안내 

  - 성인 직업 훈련: 2~3월 중에 시작 예정 

  - 참여 대상자: 2020년에 해당자에게 사전 공지
  - 인터뷰 일정: 1/26~ 2/5 

4. 2021년부터 매월 ‘소통’의 표지 디자인으로 노재숙님이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5. 2021년 소통 1월호에 좋은 글을 보내주신 김난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6. 모집(문의: 470-430-9086)

    교사: Art, Physical Activity, 꿈글학교 각 1명

    교육부 디렉터: 1명

 

1월의�광고



FOR YOUR GENEROSITY  FOR YOUR GENEROSITY

장응선

곽공옥

서승연

한승빈

김창근

이영환

박현숙

벧엘교회 겨자씨 구역

이달의�후원자이달의�후원자

Thank you!Thank you!
 

정두메

조미영

 황지우 

Atomy America Holdings, Inc.

MLK, Inc. (사랑이네 치과)
Jermana, Inc. (Sung, Uisook)

Zion Atomy LLC (Nam Sun Pak)

Son, Je Ryong

백은주

Atomy America

고수정  황지수 



   

ONE Ministry는 
미국 조지아주의 비영리 발달장애 사역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ONE Ministry ONE Ministry 
Beautiful ONE

2. 교육 사역
    꿈글학교, The ABLE Orchestra, 
    Summer Camp, Weekday Program

1. 예배 및 선교 사역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인 사역 지원

3. 복지 사역 
    직업 훈련 및 고용 
    Day Care Center 설립 계획 중 

oneministryatl@gmail.com

 
 

one-ministry.org/donation
�

one-ministry.org
www.facebook.com/oneministry.atl

�
�
�
�

원미니스트리의�후원자가�되어�주세요

You�can�make�a�change!You�can�make�a�change!

Donate�us~Donate�us~Donate�us~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United States 30519
(470)-494-516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3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blank-1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facebook.com/oneministry.atl/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https://www.one-ministry.org/blan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