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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식/단체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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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뉴스 레터 발간사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는 원미니스트리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과

다름, 혹은 연약함에 제한되지 않고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

스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며 부탁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

제이기도 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지난 2년 이 비전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들을 진행하

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원미니스트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

역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며, 뉴스 레터 발간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역 사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원미니스트리 뉴스 레터는...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생히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미니스트리

Event,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적인 변화, 사랑 등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 드러나

는 놀라운 일들이 전해질 것입니다.

둘째, 장애 사역 소식, 정보, 짤막 이해등의 내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직 원미니스트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장애 가정에 연결되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알림으로 다른 장애인 가정들이 다시 우리 사회 안으

로 들어와 아름다운 하나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 첫 발간이어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뉴스 레터의 성

공적인 역할을 위해서는 장애인 가정, 봉사자, 교사 등 모든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이 하

나가 되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간될 원미니스트리 뉴스 레터 많이 응원

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잘 알려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 레터

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받으셔서 풍성한 열매

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김 창근 



집에서 10분 놀이
M U M M Y  W R A P

Purpose of Mummy Wrap : to
provide uniform, deep pressure,
which can calm down an
oversensitive nervous system.
 
What you need : Medium weight,
50-yard length of latex-free,
stretchy exercise band.
 
Preparation : Wrap resistive band
around the child like a mummy,
from shoulders to ankles. As you
wrap, be careful that the band is taut
but not too tight. The more evenly
you apply the pressure, the better.
 
What your child can do : Walk and
roll around.
 
Benefit of the
activity : Taut
pressure from the
resistive band
organizes the
tactile system and
is both calming
and regulating.

- One Ministry 홈페이지가 개설 되었습니다. 꿈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사
진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One-ministry.org
 
- 성인 데이 케어 센터 설립을 위한 펀드레이징이 진행 중입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
니다. Amazon smile, gofundme, facebook 을 통해 함께 해 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홈페이
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매월 One Ministry뉴스레터가 발행 될 예정입니다. 유익한 정보와 소통의 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4월 13일 봉사자 파티를 마쳤습니다. 첫 봉사자상은 비전 캠퍼스의 양도훈 학생과 프라미스 캠퍼스의
김예솔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여름 캠프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7월 8일~7월 12일 10:00am ~ 3:00pm Hey Yo (장소미정)
   2차: 7월 15일~7월19일 10:00am ~ 3:00pm VBS Roar (슈가로프 교회)
   3차: 7월22일~7월26일 10:00am~3:00pm Big World! Big Adventure! (비전교회) / 3주간
특별 프로그램:도자기체험, 오케스트라, Percussions (비전교회)
 
- 꿈글 가을 학기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를 각 교감, 교장 선생님께 받아 종강식 날까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 김창근 목사, 윤보라 사모가 5월 15, 16일 Autism conference and Expo of Georgia 에 참석
예정입니다.

ANNOUNCEMENT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 없게 된 치료 용품이나 장난감을 나눠
주세요. (Email: oneministryatl@gmail.com)

정보의 창

나눔의 창

토들러부터 4세까지 쓸 수 있는

재활용 자전거 필요하신 분.

5세 부터 8세까지 쓸 수 있는

재활용 자전거 필요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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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정부로부터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액 Fund Program 인 Family Support 와 Respite 에 대해서 알

아 보겠습니다. 큰 의료 비용을 커버 할 수는 없지만, 각종 재활 치료나 놀이 치료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Family Support Fund 는 3살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Program 입니다.  매년 예산에 따라 후원 금액이 $1,200 에서

$3,000 까지 책정되며, Fiscal year 인 그 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아래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quine Therapy(승마 치료) 678-533-9643

* Speech Therapy(언어 치료) 770-614-2060

* Music Therapy (음악 치료) 404-934-0115

* Summer Camp(여름 학교) 678-736-3250

* Diapers or Pull Ups(기저귀 지원) 404-297-4900

* Specialized Medical Supplies (의료 용품) 404-299-1141/1-800-777-1111 

* Dental Care (치과 진료) 404-753-4753

* Nutritional Supplements (보조 식품) 

 

Fund 가 승인 되면, 사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와 연락처를 받게 됩니다.

 

Respite Support 는 지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일정 기간 동안의 휴식을 제공 합니다. Respite provider

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거나, Provider 의 공간으로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당 일정 시간, 주말 시간, 또는 한꺼

번에 몇 주 동안의 긴 휴식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는 이 주변 지역을 담당하는 Provider List 입니다. 개인적으로 연

락이 가능합니다.

* Roberta Sessions-Lawrenceville 678-471-8789

* Patience Eka-Lawrenceville 404-310-9847

* Willia Brewer-Lawrenceville 678-571-3161

* Aster Belihu Lawrenceville- 615-335-5051

* Mekedes Bogale Stone Mountain-404-983-1276

 

매년 5월은 정부에서 받는  Family Support 와 Respite 의 Renew 서류가 각 가정으로 배포되는 기간입니다. 각 담

당자에게 이메일로 궁금하신 상항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Family Support : Nicole Brickhouse / Nicole.Brickhouse@gacommunity.org

*Respite : Latarsha Hardy / Latarsha.Hardy@gacommunity.org

FAMILY SUPPORT AND RESP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