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Note From The Pastor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으로 아니하였나니’ (고린도전서 2:1)

인생은 수동태 >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해에는  좀  잡히는가  했더니 ,  오미크론  변이  바이
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자가검사  키트 ’와  ‘마스크 ’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  얼마전에는  미  우정국에서   한  가정(주소)마다
코비드  테스트킷  4개를  무료로  배송해준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
이제는  집에서도  코로나에  걸렸는지  검사를  해볼  수  있다는  편리함과
동시에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종식되는가  하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
니다 .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고 ,  우리의  힘으로
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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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말하고 있
습니다. 그는 원래 유럽으로 갈 마음이 없었고, 터키 지역에 있기를 원했지
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셔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
도 바울은 아무 준비도 없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던져졌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도와줄 인맥을 찾고, 무엇을 준비
하지 못한 상태로, 그곳에 수동적으로 끌려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4절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만을 의
지했고, 5절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
려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한 번 회상해볼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은 우리도 어떤 일에 던져지고 묶이면서,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시대에, 원하지 않는 사회에 던져졌습니
다. 아무도 부모님을 골라서 태어나지 못하고, 나라도 택하지 못합니다. 우
리의 선택 없이 외모와 성격도 정해졌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고린도에 보내진
바울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떤 준비를 할 여유
가 없었고 단 한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기억하
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수동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책 없이 일어나
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딘가에 붙들려 묶이는 것,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다 책임질 수도
없는 짐을 평생 져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해보고 사는 삶조
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지금의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은 수동태이며,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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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소식

전화심방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Mission
>

www.one-ministry.org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신 장진원 목사님께서 1월 17일부터 20

일까지 원미니스트리 PTA 대상으로 전화심방을 하셨습니다. 집으로 직

접 방문하는 일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어렵기 때문에 전화심방

으로 처음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겨주

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격려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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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소식

원미니스트리 센터 오픈 예배를 
드립니다.

Mission
>

2022년 2월 26일 오후 5시에 원미니스트리 센터 오픈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7년 3월 ONE Ministry 발촉 이후 원미니스트리의 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Day Program을 시작하기 전에 드린 예배에, 곽공옥이사장님이

사회, 디렉터 장진원 목사님이 기도, 애틀란타 �알선교단 최재휴 목사님께

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천경태 장애인체

육회 회장님이 축사를, 아가페선교교회 강진구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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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소식

Education
>

2022년 꿈글학교 봄학기에 새로 오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황은경 선생님은 작곡과 첼로를 전공하셨으며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반주자로, 한국에서는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다수의 유스 

오케스트라 지도경험이 있으시며 앞으로 The ABLE Orchestra 지휘자
와 꿈글학교 교사로 섬기십니다. 

김근희 선생님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셨고,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10년을 섬기셨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을 같이 체험하면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셨습니다. 앞으로 원미니스트리
를 통해 이러한 감동을 다시 기대하며 꿈글학교 교사로 섬기십니다. 

김송이선생님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여 기독교신문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목회자와 결혼 후 다양한 부서를 함께 섬겼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원미니스트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
대하며 꿈글학교 교사로 섬기십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원미니스트리와 함께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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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후원자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윤배경  (1,000)

장진원  (200)

Michael Kim (사랑이네 치과) (500)

석성원  (50) 

김영옥  (100)

이병유& 이미애  (200)

이영환  (84)

* 정정합니다. 
소통 33호에 12월 후원자에서 Brymm& Etham (50)을  Brynn& Ethan
Kim (500)으로 정정합니다.

구자은  (50)곽공옥  (1,000)

1월 달 총 원미니스트리 후원금 :  4,354

채정림  (20) 최경숙  (100, 센터 장비 - 정수기)

함혜경  (500)

서승연  (250)

장응선  (100)

이성규 & 이미경 (300) 

임지숙 (센터 장비 - 전자렌지, 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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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니스트리 후원방법>
 

1. 체크 우편 발송 
    Make check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 와 이메일  
    주소 (        oneministryatlan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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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

Make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원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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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2월 알림>

게시판

2022학년도 봄학기 
원미니스트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위치: 302 Satellite Blvd Suite # 129,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9AM~5PM)
e-mail: info@one-ministry.com
website: www.one-ministry.org
전화번호: 470-350-1094
디렉터: 장진원 목사

      원미니스트리 센터 

               Suwanee, GA. 30024

 

1.  지난 3년 동안 원미니스트리 이사로 섬겨주셨던 조종배 이사님께서 1월 10
    일로 이사직을 사임하셨습니다.  
     

2. 2021년 Donation Receipt은 각 후원자님들께 1월 말에 발송 되었고 
    2021년도 재정보고는 2022년 1월 31일에 받아서 2월 소통지에 첨부합니다. 

3. 원미니스트리 센터 오픈 예배가 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4. 봉사자 교육이 2월 26에 있었습니다.

5. 원미니스트리의 2022년 봄학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시작합니다.
  - 꿈글학교 개강: 3/5  , 종강: 5/7
  - 성인 데이프로그램: 오픈하우스 - 3월 2일

기도해주세요
 

3월부터 시작하는 꿈글학교
와 Day Program이 하나님
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사람
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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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2021년 ONE Ministry 사역을 위와
같이 결산 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


Beautiful ONEBeautiful ONE
  ONE Ministry ONE Ministry 

3. 복지 사역 
    성인 발달장애 데이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I ♥ My Job!

원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발달장애 사역 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2. 교육 사역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꿈글학교)
    Summer Camp
    주중프로그램 - Happy music
                        - Joyful Art
                        - SOL
                        - BF Talk

1. 예배 및 선교 사역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The ABLE Orchestra

www.one-ministry.org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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