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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Plan For Aug

1.2020 가을 꿈글학교가 9월 5일에 개강합니다. 수업은 실시간 및 비실시
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을 학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보내드린
등록 링크를 통해 등록해 주세요. (문의: 윤보라교장 470-330-9086 /  황
주리교감 678-641-9585)

2. 2020년 Summer Program이 대부분 학생들의 참여로 무사히 마쳤습
니다. 수고해 주신 교사들께 (정미경, Grace Eom, 김지헌) 감사드립니다.

3.원미니스트리가 귀넷 카운티로 부터 1만 2천불의 Covid-19 Relief 펀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reimburse 형식이며, Emergency 
 Food Assistant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Family Support  펀드가 30% 삭감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 아직 담당
기관과 주정부의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In Community, BDI,
Avita 등 각 기관이 정부와의 계약이 끝난 후에 펀드 renew 과정이 진행
되니 메일을 계속 체크해 주세요.

5. Covid-19으로 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기관으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김창근목사 (470-49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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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달간의 Summer Program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총44 건의 1:1 또는 일부 2:1의 액티비티가 진행되었습니다.

Respite 펀드를 사용하는 가정이 대다수 였지만 펀드 상관 없이 참여한 가정도 있었고 학령기 장애 학생의 비장애 형제자

매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소된 여름캠프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었

지만, 앞으로 주중 소그룹 프로그램이나 일대일 프로그램 오픈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

다. 모두를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해주신 교사와 늘 도움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

니다.

꿈글학교가 캠퍼스로 사용하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가 7월부터 뉴스레터, Promise Times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Promise Times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김창근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과 황지우 학생 어머님의 간증이 8월호에 실리

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창근목사는 프라미스 교회의 장애 부서인 Promise Friends의 담당사 역자로서 장애사역을 지원

하고 있으며, 황지우(Emma)학생은 봄학기에 꿈글에 입학한 신입생인 동시에 Promise Friends의 새가족이 기도합니

다. 프라미스 교회는 원미니스트리에게 늘 변함없이 고마운 ‘형제 교회’ 요 ‘둥지 교회’ 입니다. 2017년에 꿈글 오픈이 가능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고, 2019년 3월에는 교회 내에 장애부서를 오픈했습니다. Promise Times에 실린 장애 사역 이야

기와 지우네 간증도 참귀하지만, 장애인 이웃을 향한 프라미스교회의 열린 사역도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원

미니스트리도 늘 형제 기관으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월 4일에 신청한 Gwinnett County Covid-19에 관한 펀드가 7월 13일에 $12,000을 승인이 났습니다. 이 펀

드는 COVID-19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Emergency Food Assistance룰 제공하는 명목으로 지원이 된

것이며, 최대$12,000불까지 Reimburse  받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두번의 귀넷 카운티 웨비나 참여, 원미

니스트리 이사 승인 과정,  여러 서류 작업 등을 거치며 귀넷카운티와의 Contrac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첫 이웃사랑 프로젝트였던 “Cheer  Up”을 되돌아보며 장애인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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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사역 일지

2. COVID-19 Relief Fund, $12,000 승인

가을 학기 꿈글학교 개강 소식을 전합니다. Family Support Fund가 확정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9

월 5일 개강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 종강하게 됩니다. Covid-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방식은 원미니스트리와 꿈

글 가정에 큰 도전이 됩니다. 장애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더 예상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

은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이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

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온라인 접근 방식과 컨텐츠를 연구하고 구축해야할 것입ㄴ디ㅏ. 원미니스트리

와 꿈글학교가 늘 여러분들 곁에 서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부모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

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새로운 방식에 잘 적용하고 즐겁게 혐업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각 가정에게 제공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윤보라교장 470-330-9086, 황주리

교감 678-641-9585)

3. ONE Ministry Summer Program 종료

1. 꿈글학교 오픈 소식을 전합니다.

4. Promise Times를 소개합니다



데이트날짜: 06/18/2020

데이트가족:  박태규가족

데이트일행:  김창근목사, 윤보라교장, 황주리교감

되돌아보니 태규와 인연이 참 깊습니다. 김창근 목사님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장애인 부서에서 7 년 전 쯤에 태규를 처음 만

났고, 몇년 뒤인 저도 그 부서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태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태규의 담당교사 였던 저는

주일 마다 이런 저런 경험을 함께 쌓아가며 정이 들었고, 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학생으로 예배자로 자라

가는 태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 부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어머님이신 박현숙님 선생님은 슈가로프 교회 장애 사역

부터 �알 어린이 프로 그램을 세워 가던 초기 시절, 이후 원미니스트리 설립 과 지금에 이르기 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걸어

주신 역사 같은 분이시지요. 종종 제가 갑자스레 전화해서 질문 공세 (주로 학교 장애인 교육과 외부 프로 그램에 관한 질문)

를 펼쳐 놓을때에도 늘 시원하게 답해 주시는 믿음직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B. Yoon    : 꿈글 학생 어머님으로서 원미니스트리나 꿈글에 대한 평소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태규 Mom :모든 부모들이 바라고 원했던 기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 제 자녀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해 가길 바랬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늘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애쓰시는 것도 감사 하고요. 사랑으로 우리 자

                    녀들을 대하는 목사님과 교사,   봉사자들의 마음 때문에 부모로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기관입니다. 모국어

                    인 한글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는 것 같고, 부모와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더욱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장소에 센터를 굳건히 세워서 데이 프로그램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

                    니다.

B. Yoon    : 태규나 승규로 인해서 제일 행복 했거나 자랑스러웠던 기억, 또는 감사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태규Mom  :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 해줘서 늘 감사하고 자랑 스러워요.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태

                    규, 승규와 함께 가족이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태규와 승규를 키우면서 정말 작은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것도 늘 감사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B.Yoon      : 그 외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태규Mom   : 힘든 지금 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화이팅!

- 기도제목 - 1. 어려운 이 시기를 모두 잘 이겨내길 기도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2. 가족이 모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새학기를 두 아들이 잘 적응하며, 지혜롭게 잘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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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 With ONE Ministry Family

일곱 번째 이야기 :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태규와 승규 가족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인터뷰] 농업 진흥청국립원예 특작과 김경미박사

◇장애인치유농장조성, 첩첩산중

그럼에도 농진청에서 진행한 치유 농업 프로젝트는 대부분은 일반인들로 한정돼 있다. "우리는 장애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
는 문화를 가지고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치유 농업을 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 농업은 장애인
시설이구나하고 색안경을 쓰고 볼여지가 많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효과가 있는 치유 농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
반인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점차 사회적 약자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타 분야 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큰 산이에요. 복지쪽에서는 농업을 잘 모르고, 농림부는 복지 서비스에 대
한 정보가 많지않죠. 공동연구가 되면 좋은데 치유농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고민의 수준이 서로 달라 아직 거기
까지 나아가지 못했어요. "장애인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가공의 단순 반복 작업과 비교할때 농업의 장점은 무엇일
까? "매일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작물 마다 크기와 모양이 다르고 작물의 성장에 따라 환경과 작업방법이 달라져요. 다양
한 직무가 있고, 작업을 세분화하면 분업화도 가능하죠. 장애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업무에 배치할 수도 있어요. 매일
변함 없이 똑같은 작업을 해야하는 임가공보다 훨씬 낫지요. "장애인 시설의 기준이 우리보다 느슨한 일본은 다양한 형태
의 사회적 농업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은 복지 서비스로서 농업활동을 하는 수준이지만 농촌의 일손 부족문제를 사회적 약
자의 일자리창출로 해결해 서로 윈윈할수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지향점이다. 유럽의 케어팜 역시 같은 목적에서
시작이됐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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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승마

정보의 창

아직도 꺾이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세로 실내 대면활동이 불편한 이 때에 우리 아

이들이 할 수 있는 야외활동은  산책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가 어리면 어

릴수록 좋다고하는 재활승마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혹은 장애의 경, 중을 떠나서

유연성, 균형 및 근육 강도를 향상시킴으로 어떤장애가 있는 어린이(4 세이상)나

성인 모두에게 좋은 실외활동입니다. 장애인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 승마는 건강, 교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레저분야에서도 효과적인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승마는

인간의 보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말탄 사람의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말의

움직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매우 치료적입니다. 특히 히포재활

(HIPPOTHERAPY)은 기능적 결과를 이루기 위해 말을 타면서 하는, 소위 통

합된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말의 움직임을 활용하며 하는 물리, 작업및 언어치

료 요법입니다. 승마물리치료는 말의 다양한 움직임으로 앉기, 서기및 걷기와 같

은 운동능력과 기능적 결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는 재활승마로 미세한

운동조절, 감각통합, 식사, 집중력 강화및 기능적인 일상생활 기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언어치료는 말과 언어를 지원하는 생리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말

의 움직임을 사용합니다.

4371 Powers Ferry Rd NW, Atlanta, GA 30327
https://www.chastainhorsepark.org   / Email:lessons@chastainhorsepark.org
Call:404.252.424

Chastain Horse 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