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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My Job! 이 Field Training을 통해 더욱 풍성하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ffice Depot, Staples,
Pubix 등에 방문하여 사무실 용품들을 돌아보며 직
접 구매해 보았고, Promise Church Office에서는
그곳 훈련 교사의 지도로 실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인 네 청년들
을 직장 동료로 초청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주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주세요. 
(문의: 470-494-5162) 

뉴스레터 초기 발간 작업과 현재 소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2019년
5월 첫 발간 이후 그해 10월부터 기획부서 안에 문서/미디어
팀을 두면서 작년 9월부터는 e-Newsletter로 형식이 바뀌
었고 ‘소통Sotong’이라는 멋진 이름과 로고도 갖추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습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앞으로 참여
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통Sotong’을 통해 ‘하
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 소
통’의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적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Door to Door Prayer
2021'을 통해 그동안 닫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이 큽니다. 모두가 작년과 달리 코로나로부터 훨씬
자유한 모습이었고,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오셨음
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창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는 특별
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정
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문을 두드리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Door to Door'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1.�예배선교부:�관계�회복의�기쁨���

2.�복지부/교육부:�풍성한�현장�체험,�Field�Training

3.�문서/미디어팀:�뉴스레터�2년을�돌아보며...�



지난 1월 11일은 아들 진우의 30살 생일이었습니다. 미국 땅
을 밟은지 6개월만에 태어난 아들이라 진우의 30년은 우리 가
족의 이민사이기도 합니다. 진우가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만성적 중이염과 인두염으로 항생제를
달고 살았고, 고열과 경기로 진우 엄마와 저는 맘 편히 지내는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쩌
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저희 곁에 항상 계셨는데 말입니다. ONE Ministry
Atlanta의 창립은 이제 막 4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전, 혹은 그 훨씬 전 부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

원미니스트리가 지나온 4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의 시간이며 소통의 2년은 그 역사가 우리 자
신들과 맞닿아 있는 모습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하나되는 자리로 날마다 이끄시고 격려해주시는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뉴스레터를 세우는 초기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정진이님, 남
다른 열정으로 늘 수고하시는 서현정님, '소통'이란 이름과 로고를 만드시고 매달 커버 디자인으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노재숙님에게 모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소통' 2 주년을 축하합니다. 매달 소통 커버를 작업하면서 학생들의 작품을 볼 때마다 '참! 잘 했다,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모
든 것을 끄집어 내어 용감하게 소통하는 뉴스레터 '소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큰 계획이심을 매달 소통을 발간하면서 알게 됩
니다. 뉴스레터팀에서 봉사를 하지만, 오히려 감동과 영감을 받아 일하는 내내 설레입니다. 다음 달
이 더 궁금하고 기대되는 원미니스트리와 뉴스레터 '소통'인데 벌써 4년과 2년이 되었습니다. 앞으
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장애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로 빚어질 계획들이 원미
니스트리의 사역 위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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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기둥과�불기둥으로�인도하시는�하나님��

마음을 여는 글

- 뉴스레터팀  윤보라

 - 뉴스레터팀 노재숙

 - 뉴스레터팀 서현정

금도 쉬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들의 무지
와 바쁨을 핑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봅니다. ONE Ministry Atlanta 4주년과, 소통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
중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벤에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
심에 감사하며, 주시는 평안함에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ONE Ministry 이사장 곽공옥 

소통Sotong  뉴스레터팀 후기
Congratulation ~ !



  태규는 15살 10학년 고등학생으로 8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벌써 1년동안 Zoom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는 것도 너
무 좋아하고, 수업과 게임도 잘 참여하는 모습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고기 밥도 주고, 엄마 아빠 커피도 타 주고,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내
고 있습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키보드, 피아노를 가지고 노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
다.
  주중 온라인 수업 후(2시 이후)에는 음악테라피도 가고, 피아노도 배우고, 꿈글 프로그램으로 오
케스트라(클라리넷)과 아트 클래스에도 참여하며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
다.
  집에서 Wii 게임, DS, 보드게임, 루빅스 큐브, 퍼즐 등 여러 게임도 하고, 아이패드, 테블릿, 전화
기로 유투브도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10대
로 집에서 만 있을 수 없어서, 동네 놀이터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스쿠터도 타고, 주말에는 가까
운 공원에도 가고, 할머니댁에도 가고, 엄마와 마트에도 함께 가며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 꿈글학교 수업을 받고,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달에
한번 교회에 가서 야외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길, 백신을 맞아서 마음놓고 학교,
교회, 여행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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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원미니스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www.one-ministry.org)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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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혁

곽공옥 김창근

문소윤

서승연

백은주박계순 박현숙

석성원 안종걸

한지혜 

Grace Ahn

남궁금순 (올랜도중앙침례교회)

Andrew Hwang Esther Han

Fishers of men church (정한울)

남희경

손은정

이예선이성희 조혜정

조주형

장응선

Joo Hyung Cho Michael Kim (사랑이네치과) 

Jamie J Yoo

김혜숙

민현주

채명진

고수정

<후원방법>
 
1. 체크 우편 발송 
     Make check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470-494-5162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334062740105
     Routing#: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 와 
     이메일 주소(         oneministryatl@gmail.com)를 등록한 후 송금 

4. Amazon Smile
     Amazon Smile에 ONE Ministry Atlanta Inc를 Non-Profit 
     후원기관으로 등록하면 구매 금액의 0.5%가 자동으로 기부됨
 

*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후원자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smile.amazon.com/ref=smi_ext_ch_81-5270651_dl?_encoding=UTF8&ein=81-5270651&ref_=smi_chpf_redirect&ref_=smi_ext_ch_81-5270651_cl


�

원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발달장애
사역 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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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사역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꿈글학교) 
     The ABLE Orchestra
     Summer Camp
     Weekday Program

3. 복지 사역 
     Day Care Center 설립 계획
     직업훈련 프로그램, I ♥  My Job!

1. 'Door to Door Prayer 2021’이 5월에도 계속됩니다.

2. 2021년 봄학기 발표회(꿈글학교, Happy Music, Happy Chef, Joyful Art, I ♥ My Job!)
    가 5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줌링크:단체대회방에공지) 

3. 2021년 봄학기 꿈글 꾸러미가 5월 7일(금,4:30pm)에 프라미스 교회 주차장에서 배포됩니다.

4. 2021년 ONE Ministry Summer Camp
    - 캠프 기간: 7/5~7/23
    - 등록 마감: 5/1까지
    - 온라인 등록링크: 단체대화방에 공지
    - 여름 캠프 문의: 470-330-9086
       봉사 문의: 678-641-9585
       펀드 문의: 470-49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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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470-494-5162
one-ministry.org 

facebook.com/oneministry.atl

5월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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