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레터의�새�이름1.
원미니스트리 뉴스레터에게 드디어 멋진 새 이름
과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종 당선된 뉴스레터
의 이름은 노재숙님께서 응모하신 “소통Sotong”
입니다.  앞으로 원미니스트리 뉴스레터는 “소통
Sotong”이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 행
복하고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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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의 김창근 목사는 9월 20일,

North Carolina의 샬롯 열린 교회(담임
조재철 목사)를 방문하여 ‘하나되게 하소서’

라는 말씀을 전하고 더불어 원미니스트리의
장애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을
훌륭히 섬겨온 샬롯열린교회가 더욱 아름다
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시길 기도
합니다.

벧엘 교회가 주최하고 원미니스트리가 협력
하는 제2차 'Happy  Food  Sharing'이 10
월 24일에 열립니다. 개인과 기관, 지역 단체
와 교회들이 펼치는 장애사역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어 주시고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루
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2.�장애사역��나눔,�‘하나되게�하소서‘

사역일지  

�3.제�2차�Happy�Food�Sharing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마스크를 계속 벗                                           는 에드윈은 온라

인 수업을 합니다.                                          수업에 집중해서  

앉아있는게 힘들                                            어 엄마가 내내

곁에 있어야 한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자기가 좋아

하는 창작동화 CD Player                 를 틀어 놓고 유투브나 깨

비키즈 학습 싸이트에 접속                 해 즐깁니다. 한글 동요도

듣고 종이에 그림이나 숫자, 글씨 쓰고 가위로 오려 카드 처럼 만들

어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엄마랑 동네 산책도 하

고 집 안에서 트레드 밀위에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하며 가

끔 공원에 가서 실컷 뛰기도 합니다. 주일엔 교회의 쥬빌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

니다. 에드윈이 여전처럼 스쿨버스타고 학교에 가는 날을 기대하며,

또 다른 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살 10학년 에드윈의 뉴노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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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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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호의 주인공은 이준수 / 정답자: 테레사 안

7 8
 * 다정쟁이 준수의 어릴적 모습
1. Baby  준수            2. 돌 사진        3. 첫 음악 발표    

4. 첫 아쿠아리움 방문                       5. 할머니가 보내주신 부츠   

6. 혼자 양치질           7. 첫 학교 인터뷰            

8. 아빠랑 공원 산책    9. The ABLE Orchestra 첫 바이올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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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무지했던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하게 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
음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순수한 모습은 제게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알게 해주었으며, 같이 웃고 또 섬길 수 있었던 시간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무섭게 생겨서 아이들이 많이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래도 같이 호흡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
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는 작년에 Newnan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원
미니스트리 사역에 직접 동참하지 못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
서 김창근 목사님께 주신 마음과 그리고 그 열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
다. 그리고 그 열정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하시고 인도하
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원미니스트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
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정한울 목사 -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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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번째 이야기 :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원미니스트리를 구상하시며 김
창근 목사님께서 연락을 해오셨
던 일이 생각납니다. 순두부 찌
개를 드시며 장애인 사역에 대
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지요. 말씀을 끝나고 목회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1. 사람을 낚는 어부교회(Fishers of  Men Mission Church)가 제 자  삼기 위한

    교회’ 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를 위해

3. 동역하는 기관을 위해

   (모퉁이돌, 원미니스트리, 디딤돌 선교회, 시카고 기도의 집) 

기도제목�

���



1. 10월 1일은 음력 8월 15일 추석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2. 신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꿈글꾸러미는 10월 2일
    (금) 오후 4:30에 프라미스 교회 주차장에서 배부됩니다.

3. 제2차 “Happy Food Sharing”이 열립니다.
    -날짜 및 시간: 10월 24일 토, 3~5pm
    -장소: 벧엘 교회 주차장
    -주최: 벧엘 교회
    -함께하는기관: ONE Ministry

4. 뉴스레터 이름 공모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모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당선된 분께는 축하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보
    내드립니다.
    -당선자: 노재숙님  
    -당선작: 소통Sotong

10월의�광고

ONE Ministry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비영리 발달장애 사역기관
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원미니스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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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 사역
    꿈글학교, The ABLE Orchestra, 
    Summer Camp, Weekday Program

3. 복지 사역 
     Day Care Center 설립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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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후원자원미니스트리 후원자  

 MJ Cosmetics - ByungHoon Park

 Fishers of Men Mission Church (July& Aug)

    Donate us!  You can make a change.

oneministryatl@gmail.com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원미니스트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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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미주  발달장애  사역기관  

아름다운하나�

3959�Woodruff�Park�Way�Buford�GA.

United�States�30519

(470)�494-5162

www.one-ministry.org

www.facebook.com/oneministry.a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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