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Newsletter

미주 한인 발달장애 사역기관
 ONE Ministry

Photo Gallery
........................................................Page 1
ONE Ministry Plan For May
........................................................Page 1
원미니스트리 사역일지
........................................................Page 2
Message From the Pastor
........................................................Page 3
정보의 창
........................................................Page 4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Page 4 

Photo Gallery : 몬드리안 그림 그리기

ONE Ministry Plan For May

5월 15일에 여름 방학 선물 증정식을 Drive  thru로 진행합니다. 이 날
Spring  Santa 이벤트선물과, Kares4Kids의 kareBear (학령기의 장
애학생들 대상)도 함께 지급됩니다.

1.

     - 날짜/시간: 5월 15일, 10:00am ~ 12:00pm
     - 장소: 프라미스 교회 뒤 주차장
 
2. 원미니스트리의 첫 이웃 사랑 프로젝트, “Cheer Up”이 진행됩니다. 위
생 용품과 마스크와 스낵을 넣은 선물 가방을 제작해서 Children’s
Healthcare of Atlanta의 Chaplains과 Medical teams에 전달합니다.
 
3. 5월 16일 토요일에 종강 영상을 통해 2020년 꿈글학교 봄학기를 마칩
니다.
 
4. 여름 캠프와 2020-2021년도 꿈글학교 학기 등록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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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Moving Classroom
원미니스트리가 드리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응원을 위한 첫번째 프로젝트는 Moving  Classroom 입니다. 학교를 그리워하는 학생
과 가정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5월 9일까지 수요일과 토요일 두 차
례씩 진행되는데, 신청자의 집 파킹 랏이나 뒷 마당, 또는 프라미스 교회 잔디밭에 교실을 옮겨 드립니다. 액티비티는 아트, 체육, 음악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위한 멋진 교실과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제공되고, 안전 거리 유지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
었습니다.

 

 

둘. 김지헌 코치의 스트레칭 세션, “코로나로 멈춰있을 순 없다!”
음식 섭취량은 늘었는데 운동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요즘 일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요? 김지헌 피지컬 코치는 이런 상황에서
도 가정마다 가볍게라도 스트레칭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영상을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애초에 계획되었던 줌 세션은 사용
자의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고, 피해 사례가 많아서 취소 되었지만, 종강전까지 3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1시에 제공되는 코치님의
영상을 놓치지 마시고 온 가족이 활용해 보세요. 김지헌 코치님의 재능 기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셋. 교사와 봉사자들의 응원 영상 제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관도 여러 가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응원 영상입니다. 학
교와 봉사자들을 그리워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비전과 프라미스 캠퍼스의 봉사자들이 각각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가드닝, 종이접기,코로나 관련 유머, 응원 메시지 등을 다양하게 담아낸 응원 영상을 만드느라 수고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합니
다. 또 하나의 영상은 꿈글 스텝과 교사들이 만든 응원 영상입니다. 학교 현장을 그리워할 학생들을 위해 김창근 목사님, 윤보라 교장, 황
주리 교감은 두 캠퍼스를 방문하여 교실 등을 둘러보며 찍고, 교사들과 줌미팅을 통해 학생들을 그리워하는 교사들의 마음과 응원의 메
세지를 담았습니다.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넷. 첫 이웃사랑 프로젝트, Cheer Up!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최근 원미니스트리도 처음으로 이웃사랑을 실
천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관으로서의 원미니스트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보다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일이 많
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
스와 싸우며 수고 하시는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영적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채플린들을 위한 선물 가방이 전달
될 것입니다. 기관의 모든 분들이 동참하여 그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감사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따뜻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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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inistry 사역 일지
꿈글 가정학습 엿보기, <몬드리안 그림 그리기> 1.

2.원미니스트리의 코로나19 대응 / 응원 프로젝트

 
꿈글학교에서 제공하는 가정 학습에 매주 한 두명의 학생들이 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화그리기>에이어 4월에는 <몬드리안 그림 그
리기>가 아트 액티비티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을 대화방에서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못만나고 있어도
역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로서의 공동체가 건실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느낍
니다. 5월 9일 마지막 가정 학습까지 얼마남지 않은 꿈글 가정의 토요일을 응원합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첫 이웃 사랑 프로젝트인 “Cheer  up”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COVID-19이 전 세계로 퍼져 나
가고 있는 동안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
의 수고를 빼먹을 수가 없겠지요. 원미니스트리는 일부 의료진과 채플린(Chaplain)을 위한 감사의 선물가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가방 안에는 마스크, 위생용품, 스낵등이 담기게 됩니다. 감사한 일은 이 프로젝트의 경비
모금을 위해 5월 15일, 방학 선물 증정 행사장에 도네이션 부스를 계획했는데, 5월 5일 현재 공지를 드리자마자 1
차 목표액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몇분의 사전 도네이션이 있기도 했지만, 꿈글 PTA의 도네이션이 큰 비중을 차
지했습니다. 5월 15일 모금액은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도네이션을 하는 것 외에 선물가
방 패킹하기, 감사 메시지쓰기, 의료진을 위해 기도하기등으로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
다. 특별히 응원과 감사의 메세지는 꿈글 학교의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영어와 한글로 쓰게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22:37-39)의 계명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원미니스트리 가족들이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장애인을 항상 동정의 대상이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
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이 오히려 사회로 하여금 제도와 정책을 건강하게 바꾸게 하고, 모든 존재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장애사역을 하며 기대하고 꿈꾸는
것은, 발달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든든
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분명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십니다.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특성과 다
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이 꿈꿀 수 없는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지혜로
운 것, 강한 것, 높은 것, 부요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들을 하도록 이끄십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은 얼마든지 놀랍고 크신 일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마운 의료진과 채플린에게 선물 가방을 전달하는 이 프로젝트가 장애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
전을 다시 떠올려 보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분명 ‘크고 비�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목도하게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을 위해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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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rom the Pastor
Cheer up! Chaplains & Medical Teams!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문제 행동 중재, 우리는 왜 실패할까 
글: 정유진 (부모/ 유아특수교육석사/ 국제행동분석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학교, 치료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작업장, 평생교육센터, 거주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가
정 등 발달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행동은 보고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소연합니
다. 이 문제 때문에 뭔가를 하긴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들 하지요. 이 시나리오 안에는 많은 실패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1) 특정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규정한 것 부터가 잘못된 방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보통 감각추구 행동, 상동행동을 통제하려는 중재
시도에서 나타납니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 특정환경, 일정,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
지 않으면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중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2) 문제행동이 발생한 현장에서의 중재에만 몰두할 때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행동은 특정 환경이 제공하는 요소에 따라 촉발
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환경 속에서도 행동의 양상은 달라집니다. 한 명의 발달장애인이 가정에서, 센터에서, 그리고 활동
지원사와 함께 있을때 행동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학교에서의 중재 실패를 무조건 교사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으며 주간 보호센터에서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위해 보호자의 협력없이 사회 복지사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3)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시도했던 기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기법의 선택이 과연 적정했는지 부터 점검해
보아야하고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기법이 실제로 구현되는데 오류가 있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함부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자해
행동에 무시전략을 남발하거나 신체적 개입을 잘못 시행하여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를 더 흥분시키는 경우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으로
문제행동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4) 단계적인 성공이라 일컬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중재의 출발선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것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
다. 오늘 적재적소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문제 행동이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점차 감
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면 이 중재는 ‘효과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감지할 장치나 시기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행동이 관찰된다는 사실에만 주목한다면 이 세상에 성공한 문제행동 중재의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편에서 계속됩니다)
 

TELEHEALTH / TELEMEDICINE

정보의 창

Telemedicine
Covid19로 인해 많은 일상이 바뀐 지금, 병원을 안 갈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 선생님
과 전화나 화상 통화로 진료하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Telemedicine 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예약 시 telemedicine 으로 예
약하시면 집에서도 담당 주치의나 전문의를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Teletherapy(Telehealth)
사회적거리로 민감해지면서 예전같이 재활받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재활센터 또한 현재 효과적인 대안으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
는 원격 재활 치료(teletherapy)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의 활동 제한, 삶의 질과 웰빙 감소 등을 생
각한다면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일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
담받으면서, 모니터링하는것 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수있습니다. 
http://allaboutkidstherapyservices.com/index.htmlhttps://tenderonestherapy.com/
Pharmacy –Home Delivery Service 
약국에서도 처방전 약일 경우 집으로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면 처방전을 받자마자 문자
메세지가 오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약을 신청하면 1~2일이내 집으로 바로 무료 배송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약국은 CVS,
Welgreens,와 한국약국,Oh Pharmacy가 있습니다. 죤스크릭에 위치한 Oh Pharmacy는 5 마일 이내 무료 배송합니다.
*https://www.cvs.com/content/delivery  
* https://www.walgreens.com/rx-settings/home-delivery-pharmacy * https://ohpharmacyga.com/
 
참고로, 개인보험 Cigna는 매달 먹는 처방전약 3개월치를 무료 배송하는 Home Delivery Pharmacy가 있는 보험입니다.
https://www.cigna.com/individuals-families/member-resources/home-delivery-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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