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Monthly Newsletter

미주 한인 발달장애 사역기관

 One Ministry

June. 2019       Issue 2

CONTENTS

A Note From The Pastor (김창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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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대통령 봉사자상 수상자 선정 및 신청 마감

 

 

 

여름캠프 봉자사 트레이닝 1차 세션

 

 

 

Beauty Trade Festival 에 

원미니스트리 홍보 차 참여

 

6월 15일

 

 

 

6월 29일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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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e From  The Pastor

‘고진’하는 것 에‘감래’가있다

.

장애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같은

장애를 가졌더라도 각각 너무나 다른 장애니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마다 어떤 이해와 접근이 맞는 것

인지 갈피를 잡지 못 할 때도 많습니다. 그 때마다 제가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은 '피하지 않는 것' 입니

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사람을 외면하지도 안은 채 서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면하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힘들더라도 '고진(苦盡)’ 에 다다르는 길을 선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이 때로는 두려움 앞에 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선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상처받는 마음이 없도록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

도록 말입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아직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값진 '감래 (⽢來)' 를 경험

하게 하십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장애사역을 돌아보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자 할 때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평안을 그리고 형통하심을 경험하게 하십

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가야 할 것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이라

고 생각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방식에 대해 판단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며, 각자가 가진 부족함이나

상처를 눈물로 품어주며, 나의 필요만큼 상대의 필요도 중요히 돌아 볼 줄 알며, 갑작스레 당한 서로의

고난과 역경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면서 진정한 '우리' 혹은 '하나' 가 되기 위해 서로가 함께하는 것입

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크

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든 길을 걸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

진' 이 만들어 내는 축복에 쌓여 값진 '감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 사역의 어

려움을 보기 보다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고진' 에 이르면 '감래' 하는 것이 아니

라 '고진' 하는 것에 '감래'가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이 사역은 축복입니다.

 

 

목사 김 창근 



집에서 10분 놀이
P L A S T I C  B A G  K I T E

What you will need : Plastic grocery bag,
string, wide, colorful ribbon or crepe
paper, scissors, and stapler.
 
Preparation : Cut a length of string about
2 or 3 yards long --> Attach one end of
the string to one or both handles of the
plastic bag --> Cut ribbon into lengths
about 1 yard long, for streamers -->
Staple streamers to bottom of the bag
 
What your child can do : Hold the free
end of the string and run into the wind.
The air will fill the plastic bag and keep it
aloft.
 
Benefit of the activity :
Running into the wind is
hard work and build
strong gross motor
muscles.
Sensing when the bag is
full promotes sensory
awareness.
Stretching her arm up
improves grading of
movement
 
 

1. 원미니스트리 여름캠프에 처음 등록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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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ne-ministry.org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6월 30일 Beauty Trade Festival 이 Infinite Energy Center 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 원미
니스트리가 사역 홍보 차 참여합니다.
 
4. 꿈글학교 2019년 가을 학기 등록 신청을 7월 12일에 마감합니다.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
은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문의: 윤보라 817-965-3656)
 
5. 원미니스트리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을 위한 SAT Vocabulary Study 프로그램이 6월 12일에 시작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고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6. - 여름 캠프 안내입니다. 
1차: 7월 8일~7월 12일 10:00am ~ 3:00pm Hey Yo (섬기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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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비전교회에서 여름캠프를 위한 1차 봉사자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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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창

나눔의 창

자세교정과 하지근력강화,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스탠더 나눔합니다.

(사이즈: 높이 36inch, 넓이

15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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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일 들 중 하나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병원에 갈 일이 너무나 많고, 또 병원

한 번 나서는 길이 보통 힘 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Medicaid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런

병원 약속이나 재활 약속 시 무료 교통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브로커에게 전화해서 약속은 보통 1달 전에 잡아 놓는 것이 좋고, 적어도 3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 둬야 합니다. 만일 급하게 1~2일 내로 약속을 잡아야 할 경우에는 병원 담당 social

worker 를 통해서 교통편에 대한 도움을 받은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예약 할 시, 병원 예약 날짜와 시간, 해당 병원 이름과 주소, 전화 번호가 필요 합니다.

 

Toll  free 1-866-388-9844/Local 678-510-4555 (Forsyth, Gwinnett)

Local 770-693-8401 (Fulton)

 

7am 부터 6pm 까지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친구나 이웃의 도움으로 교통편을 제공 받는 다면, gas reimbursement program 에서 제공하

는 gas money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 운전을 한 경우라면 이 서비스에서 제외

됩니다. 마일 당 41센트를 해당 지역 브로커에게 체크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면허증 번호, SSN 이 필요하며, 병원 방문 시, 브로커에게서 받은 양식에 싸인을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GA NON-EMERGENCY TRANSPORTATION PROGRAM

지단 달에 게재되었던 자전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