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Newsletter

미주 한인 발달장애 사역기관

 One Ministry

August. 2019       Issue 4

CONTENTS

The Testimony of the Pastor

.....................................................................Page 1

ONE Ministry Monthly Plan

.....................................................................Page 1

집에서 10분 놀이

.....................................................................Page 2

정보의 창

.....................................................................Page 2

Announcement

.....................................................................Page 2

나눔의 창

.....................................................................Page 2

ONE Ministry Plan For Aug.

ONE MINISTRY                                                                                                                                                                                                            PAGE 1

The Testimony Of the Pastor

8월 3일 (10 ~11 am)
8월 4일 (4~5 pm)

8월 10일 (10~11 am)
 

Orchestra 연습
 (프라미스 교회)

8월 11일 
(4~5 pm) 

 

Orchestra 연주회
(Johns Creek Methodist Church)

윤석현목사(놀스캐롤라이나�랄리장로교회�부목사)
�
개인적으로�이번�단기선교를�통해�하나님께�감사한�일들을�다음의�세�가지로�정리해�보았습니다.
�
1.�하나님�나라의�복음�선포.
발달�장애인들과�함께�했던�한�주간의�여름성경학교�기간�내내,�매일�오전�예배시간�설교말씀을�전하면
서,�어떤�상황�가운데서도�하나님은�선하시다는�내용을�나눴습니다.
�
우리�삶의�다양한�상황�가운데�오직�선하신�하나님께서�통치하신다는�내용이었습니다.�즉,�삶이�불공평할
때,�무서울�때,�슬플�때,�삶의�예기치�않은�변화가�있을�때,�그리고�좋을�때에도�선하신�하나님께서�주관하
시고�다스리신다는�진리였습니다.�말씀을�전하는�순간마다,�하나님께서�(다른�사람들은�몰라도�적어도
제�안에는)�이�진리에�대한�강한�확신과�감동을�주셨습니다.�장애인과�비장애인�모두에게�삶의�모든�순간
선하시며�통치하시며�다스리신다는�진리를�성령의�감동과�확신�가운데�전할�수�있게�하신�하나님께�감사
했습니다.
�
2.�하나님�나라를�경험.
이번�단기선교에서�하나님께서�허락하신�최고의�장면은,�장애인오케스트라�연주�발표회�시간이었습니
다.�5일간의�여름성경학교�프로그램�중간에�오케스트라�연습�시간이�있었습니다.�장애인들이�봉사자들
의�도움을�받아�찬양과�동요�한�곡씩을�연습했습니다.
�
금요일�발표회�날,�장애인들의�부모님들을�초청해서�연주를�했습니다.�저는�연주회�내내�그�몇�분�안�되는
짧은�시간�동안,�“지금�이�시간이�영원처럼�길어졌으면�좋겠다”�라고�생각했습니다.�그�순간�만은�예배당
가득,�장애인들도,�봉사자들도,�가족들도�찬양소리�가운데�하나되어,�모두다�기쁨과�감사,�감동과�눈물로
충만해지는�시간이었기�때문입니다.
“이�순간을�위해�우리를�이�곳에�보내셨다”�는�생각과�“이런�것이�하나님의�나라구나”�라는�생각과�함께
눈물을�흘리면서�들었습니다.�비록�짧았지만�영원한�하나님의�나라를�잠깐�맛보게�하신�하나님께�감사했
습니다.
�
3.�하나님�나라를�소망함
선교�전�파송�예배�때부터�특송을�부를�때면�울컥했습니다.�“아름다운�세상을�만들어�너희에게�전해줄�거
야.�이것이�우리가�해야�할�사명인걸”�이라는�가사를�부를�때마다,�장애인들을�만나기도�전부터,�속에서
뜨거운�마음이�올라왔습니다.�금요일�오후�마지막�시간,�실제로�장애인들�앞에서�이�찬양을�부르게�되었
습니다.�눈물이�쏟아져�더�이상�부를�수�없었습니다.그들�앞에�서서�이�찬양을�부르며�세상�끝날�이루어질
하나님의�나라를�소망하게�되었습니다.�그리고�아직�오지�않은�그�나라가�오기까지,�이�땅�가운데서�그�나
라를�이루어가야�할�사명이�있음을�제�스스로에게�되새겼습니다.
�
이번�장애인�단기�선교를�통해�“이미�왔으나�(already)��아직�오지�않은�(not��yet)”�하나님�나라를�더욱
소망하게�하신�하나님께�감사�드립니다..

8월 17일
 

여름캠프 봉사자 파티
(김창근 목사님댁)

8월 22일
8월 29일

 

ONE Heart  기도모임

8월 10일
(11 ~12:30)

 

꿈글학교 개강

Orchestra 리허설
(Johns Creek Methodist Church)

 
(6~ 8 pm)

 

봉사자 트레이님
(프라미스 교회)

(1:30~5 pm)
 



집에서 10분 놀이
C O O L  A N D  C O L O R F U L  

One hot summer night, this activity for two or more players is
exceedingly cool. 
 
What you will need: 
Garden hose, Flashlight for each player, Colored cellophane or
Sandwich wrap
 
Preparation:
Cover each flashlight's glass with colored cellophane or sandwich
wrap.
 
What the players can do:
- Go outside at night.
- One player squirts a stream of water from the hose.
- Other players follow the stream with their flashlights.
 
 
 
 
 

Benefit of the activity :  
- Watching the stream of water (by night)
encourages eye tracking and binocularity.
- Following the water with the flashlight or
aiming the hose accurately to make a
rainbow strengthens eye-hand coordination
and force.
- Being showered with water nourishes the
tactile system.
 
 

1. 원미니스트리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2. 8월11일 (주일)에 원미니스트리 여름 캠프 오케스트라 팀이 광복절 음악회에 연주자로 참
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날짜/시간: 8월11일 저녁6시
장소: Jones Creek Methodist Church 11180 Medlock Bridge Rd, Jones
Creek, GA 30097
 
3. 2019년 꿈글 가을 학기는 8월17일에 개강하고 12월 21 일에 종강합니다. 새 학기 관련
문의는 각 캠퍼스 교감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 캠퍼스: 윤보라교감(817-965-3656)
비전캠퍼스: 황주리교감(678-641-9585)

ANNOUNCEMENT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 없게 된 치료 용품이나 장난감을 나눠
주세요. 더이상 필요없게 된 용품,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
는 물건들이 있다면 아이들 용품 외에 다른 어떤 물건도 뉴스
레터를 통해 좋은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보라 전도사 817-965-3656)
(Email: oneministryatl@gmail.com)

정보의 창

나눔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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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rgia Medicaid 에서 4살에서 21살까지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 Diapers, pull-ups, diaper liners, Pads 를 지원합니
다.  (Wipes 제외)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지정 supplier 인 Thrive Skilled Pediatric Care  (Soft
Touch Medical)  에 전화를 해서 아이의 발달 상황과 요구 사항
을 의논 합니다. (770-590-7383)전화 시, 아이의 Medicaid
number 와 담당 소아과 의사의 전화번호를 준비해 두세요.
 
2. 아이의 담당 의사와 상담 후, supplier 가 여러 기저귀 샘플을
발송 합니다.
 
3. supplier 에 다시 전화해서, 원하는 사이즈와 기저기 타입을 알
려 주시면,  supplier 는 Medicaid 에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Medicaid 로 부터 승인을 받기까지는 30에서 60일 정도의 시간
이 소요 됩니다.
 
4. 매 년 Medicaid 로부터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supplier
가 이 과정을 담당합니다.

GEORGIA MEDICAID COVERS DIAPERS!

지단 달에 게재되었던 자전거, 스탠드, 석션기 

아직도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