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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Plan For June

1.2020년 Summer Camp는 Covid-19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2.꿈글학교,The Able Orchestra 오픈 시기와 등록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
지 드리겠습니다.
 

3. 2019~2020 대통령 봉사상 신청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당 봉사자들의
수상식은 가을 학기에 있습니다.
 

4.Respite Fund 리뉴가 진행중입니다.
-레터를 받으신 분들은 작성하신 후 카피본을 꼭 남겨주세요.
-7월부터 9월 1일 전에 최소 한 번이라도 펀드를 사용해야 펀드 수령이 유
지됩니다.
- 레스핏 펀드 첫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문의: 김창근 (470-494-5162)
 

5. Covid-19으로 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김창근(470-494-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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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오전 11시, 김창근목사와 윤보라 전도사는 Scottish  Children 
 Healthcare  of  Atlanta 에서 채플린들과 의료진을 만나 감사의 선물가방
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채플린들이 아침 미팅이 끝나는 11시에 원미니스트리 가
족들이 전하는 감사와 격려의 메세지를 간단히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의료진들에게는 선물 가방 박스를 통째로 전달해서 오가며 가방 하나
씩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개별 가방 안에 마스크 등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담고, 감사 카드까지 넣어서 보내온 도네이션은 여지껏 한번도
없었다고 모두 감동하며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공식적으로 감사 메
일을 보내주셨고 일부 채플린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기획부터 딜리
버리까지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일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Family Support 펀드 지키기에 동참해 주세요. 조지아주가 Covid19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맞이하자 브라이언 캠프 주

지사는 예산의 14% 경감을 요청했고, 그 방안으로 DBHDD (Department  of Behavioral  Health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발달 장애인 가정에게 지급해 오던 Family  Support 펀드 지급을 중지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Family Support는 장애인들의 캠프나 레스핏(respite), 테라피등에 사용해 오던 펀드이고 장애인 가정에

게 꼭 필요한 펀드입니다. In Community (구 GCSS)로부터 이 안의 철회를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 주 소지의 지 역의원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펀드 중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왜 이 펀드가 각 가정에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하고 절실한 이야기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 알아보기 https://openstates.org/find_your_legislator/

 

 

5월 16일은 꿈글학교의 종강일이었습니다. 각 반 발표회와 시상식등과 같은 긴장과 기쁨의 생생한 순간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를 무사히 마칠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정마다 종강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주간의 캠퍼스 수업과 그 이후 진행되었
던 가정 학습 플랜, Spring Santa, Moving Classroom, 봉사자와 교사의 응원 영상, Cheer  Up! 프로젝트, PTA의 도네이션등
의 내용들을 담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소소
히 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COVID-19 사태를 맞아 위험하고 어려운 국면을 지나오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여름동안 가을과 향후사역에 대해 고민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크게 힘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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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사역 일지

2. 2020 봄학기 종강은 영상으로!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올 때마다 기대감에 가득찬 교사들의 얼굴을 잊을수가 없습니
다. 이날 8명의 스텝 및 교사들이 참여하였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와주었습니다.
반가움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에게 오랜만에 묻는 안부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
으로는 마음을 아프게도 했습니다. 간단한 가족 게임도구를 방학 선물로, 학령기의 학
생들은 포근한 Kare Bear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화 그리기에 참여했던 학생
들은 스프링 산타로부터 예쁜 꽃 화분을 받았습니다. Cheer Up! 프로젝트를 위해
이 날 함께 진행된 도네이션, 선물 포장 작업, 카드쓰기,기도하기에도 적극적으로 참

3. 수줍은 이웃사랑, Cheer Up 프로젝트

1. Drive thru로 진행된 종강 이브의 행사

4. Family Support 펀드를 지키기 위한 액션에 동참해 주세요!

여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수 있었습니다.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의 선한 마음과 저력을 보여준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날짜: 05/28/2020
만남 가족: 백세인 가족
만남 일행: 김창근 목사 부부

 

오늘 만나고 온 가정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숙사에서 종종 한솥밥을 먹던 이웃인 백성인 목사님댁 세인이네입니다. 그래

서인지 마치 친구네 방문하는 것처럼 평소보다 조금은 더 가볍고 편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발병 출신의 아빠가 세인이 이발

을 어찌나 말끔하게 해주었던지 더욱 잘생긴 얼굴을 하고는 그 사이 부쩍 자라있었습니다. 초록이 빈틈없는 백야드에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세인이의 모습이 참 거침없고 신나보여서 저희 부부도 흐믓했습니다. 작은 모종삽으로 화단의 흙을 파기도

하고, 개미집을 발견하기도 하고, 축구공을 차서 골대에 넣기도하는 세인이가 늘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원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부터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들어주고 지금껏 기도해 주고있는 가정이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더니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원한 냉커피를 마시며 옛 추

억을 떠올려 보기도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Q: 자녀를 꿈글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꿈글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신 점이 있다면?

A: 우선 매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긴 수업시간이랑 점심 제공해 주는것도 좋아요^^ 프로그램에대한 적절

성과 기관에 대한 신뢰간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면에서 꿈글은 늘 안심하며 보내고 있어요. 봉사자 형을 잘

따르고 좋아했던 것도 세인이에게 좋은 점이었습니다. 

Q: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꿈글도 못 가는데 세인이는 마음이 어때요?

A: (세인): 저는 집에 있는게 더 좋아요.

Q: 그래요? 세인이는 집에서 뭐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A(세인): 비디오 게임이요^^

Q: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부모님으로서 혹시 기관에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나 하고 싶은 말씀은?

A: 세인이가 자라서 다른 형들처럼 봉사자로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어요. 꿈글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되고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일반 학생들도 더 많이 받아서 이런 환

경에서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제안 감사드립니다. 교실을 꾸릴 수 있는 장소가 더 허락되고 교사가 충원되면 제 3의 캠퍼스를 만들어야 겠네요^^

A:한 학기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몇 학기를 꾸준히 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여서 좀 놀라웠어요. 봉사자 케어에도 늘 최

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특히 세인이가 늘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2.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원미니스트리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4.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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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With ONE Ministry Family

네 번째 이야기 : Backyard Talk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문제 행동 중재, 우리는 왜 실패할까 
글: 정유진 (부모/ 유아특수교육석사/ 국제행동분석가)
 
5)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발달 장애인의 현삶과 연관된 모든 사람이 함께 고안하고 동의한 계획이 부재한 채로 중재에 덤벼 든다면 상황
을 그저 몸으로 떼우는 주먹구구식 대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에 무방비로 놓이게 되면 당연히 당황하
고 흥분하고 우왕좌왕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적인 문제 행동’까지도 미리
예상하고 계획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긴밀한 협력, 치밀한 계획과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작은 성공을 감지하지 못하고 실패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시도하고 꾸준히 노
력해야 할 문제 행동 중재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는 자세, 그리고 지치지 않을 응원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이 글은 <함께 웃는 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케어팜이 감정 표현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농업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 김경미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케어팜(carefarm)은 돌봄(care)과 농업(farm)이 합쳐진 말로 치매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
요한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 활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케어팜이 탄생한 곳은 네덜란드입니다. 농업 경영의 다각화를 연구하던 네덜란드는 농업 활동이 인간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
견했습니다. 케어팜 초기에는 텃밭 가꾸기를 비롯해 동물 돌보기, 정원 작업 서비스가 만들어졌고, 뒤이어 파킨슨병 환자, 치매 환자를
위한 요리, 댄스, 치료 마사지 등의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케어팜은 요양원이나 병원보다 비용
이 저렴할 뿐 아니라 자연 보전, 에너지 생산 등 사회적 가치에도 부응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케어팜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USIC THERAPY

정보의 창

The George  Center for  Music Therapy 에서는 무료 및 유료 서비스로 음악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음악 치료는
그룹으로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세계적 팬데믹으로 모든 교육 기관과 꿈글학교가 멈춰선지도 3 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 가정에서의 교육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되어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느리게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멈춰 있는
시간이 누구보다 안타까운 것도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 그리고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외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속적인 교육이 필
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도 전문 음악 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

      (https://www.eventbrite.com/e/gcmt-summer-clubhouse-tickets-105472278424)
 

Organizer The George Center Organizer of GCMT Summer Clubhouse
At The George Center, we are relentlessly, tenaciously, and passionately pursuing our mission to improve
access to music therapy in healthcare right here in Atlanta. We are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and we
rely on the support of our community in order to reach those who need our services.Our talented staff of
licensed and board-certified music therapists possess advanced training and certifications and place a high
value on a holistic, team-based approach to therapy by collaborating with members of our clients’ therapy

teams.
 
    2.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https://www.thegeorgecenter.com/telehealth) 
 
    3. 유료인 개인 1:1 음악 치료는 상담 및 평가에 150$이며 각 치료는 1시간에 85$ 입니다. 치료비는 Medicaid Wavier       
      NOW/COMP, Avita나 In Community (GCSS)로 커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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