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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10월 10일
 

The Able Orchestra Open House 
(프라미스 교회/ 6:30 pm~ 7:30 pm)

10월 12일 
 

꿈글 학교 방학
 

To:gather 발달 장애인 수영 초청 행사
(Bogan Park Aquatic Center/ 

6:30 pm -8:30 pm )

탐방일: 9/19/2019
탐방가족: 세훈 형제네 가족 탐방 
일행: 김창근 목사, 윤보라 교감, 이창열 담임 교사 
 

원미니스트리 가족 탐방 2: 아름다운 청년, 세훈
 
꿈글 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좀 더 쓰이거나 평소에도 자주 생각나는 학생들
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중에는 계속 아프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정 상 결석이 많아
학교에 오는 날보다 못 오는 날이 더 많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훈 형제가 바로 오는 날보다 못 오는 날이 더
많은 학생입니다. 가을 학기 개강 이후 아직 한 번도 꿈글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훈 형제를 기다리기만 하다
가 이번에는 직접 보러 나섰습니다. 세훈 형제를 궁금해 하며 보고 싶어 했던 담임 선생님, 김창근 목사님과
함께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Café Sip the Experience를 방문했습니다. ‘커피 맛이 좋은 예쁜 까페’ 라는
소문을 들어온지라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인테리어와 환경이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
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주방에 머물렀던 세훈 형제와 함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티를
마시느라 커피 맛은 못 보았지만 생크림과 과일을 곁들인 프렌치 토스트는 입에서 살살 녹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던 세훈 형제의 넉넉히 웃어 주는 미소를 가까이서 보고 있노라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오전 하늘의 밝은 햇빛과 빨간 파라솔 아래의 세훈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Q: 세훈 형제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A: 매일 똑같지요. 제가 새벽에 출근하니 케어 기버를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까페로 데리고 와요. 밤새 잠도
설치는 애라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참 좋아해요. 세훈이가 가끔 소리를 크게내기도 하는데 미국 사
람들은 별 반응도 없고 이상하게 쳐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Q: 원미니스트리나 꿈글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A: 하나밖에 없어요. 세훈이가 늘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세훈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는 행복한 미션을 맡았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뒷 자리에 앉아서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덤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선생님의 노력과 사랑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세훈
형제를 부탁하고 집을 나오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러 가기를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꿈글 학교에 잘 출석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잠과 건강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훈이네 기도 제목 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세훈 형제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2.어머님과 가족들이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3.세훈 형제가 꿈글에 출석할 수 있도록 잠을 잘 자고 여러 환경이 열리기를.
 
Café Sip the Experience 528 Main St. NE Atlanta, GA 30324
 
                                                                                                                          글/윤보라
 
 
 
 
 

10월 19일 
 

꿈글 학교 “추억의 가을 운동회”
(Rock Springs Park/ 
11:00 am - 3:00 pm)



집에서 10분 놀이
P O S I T I O N S ,  E V E R Y B O D Y  

Can you touch your toes? Make the letter "T" with your body? Sit like
a pretzel? This funny activity will get you and your offspring into
some amazing positions.
 
Developmental Age Range : 3 and up
 
What you will need: 
- Your own body
- Optional : A flexible doll or figure, or a wooden, jointed mannequin
from a store specializing in art supplies or hobbies.
 
What the players can do:
- Strike a pose or bend the flexible figure into a position that is
physically possible for everybody playing to copy and momentarily
maintain.
- Take turns suggesting and imitating positions.
 
Benefits of the activity:
- Arranging his body in different ways improves proprioception,
body awareness, postual security, gross motor control, balance,
bilateral coordination, extension and flexion, and motor planning.
 
 
 
 
 
 
 

1.원미니스트리가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The ABLE Orchestra를 창단합니다. 
   Open House (지휘자 소개, 연간 계획, 운영 방침 등)
   * 날짜 및 시간: 10월 10일 (목), 6:30 - 7:30 pm 
   * 장소: 프라미스 교회 Youth 예배실 
   * 문의: 지휘자 정미경 (404-457-6077), 행정 황주리 (678-641-9585)
 
2.프라미스 교회가 TO:GATHER에 모든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 날짜: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제공, 무료 입장)
    * 시간: 6:30-8:30 pm (6시: 수영장 입구에서 액티비티 시작)
    * 장소: Bogan Park Aquatic Center (실내 수영장 전체 렌트)
               2723 N Bogan Rd NE, Buford, GA 30519
    * 주최: 아틀란타 프라미스 교회    * 협력: ONE Ministry 
    * 참여 신청 및 문의: 김창근 목사 (470-494-5162), 678-482-9106
 
3.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틀란타 밀알에서 일일 찻집이 열립니다.
    * 4281 Steve Reynolds Blvd. NW #5 Norcross, GA. 30093
 
4.꿈글학교에서 두 캠퍼스 연합으로 “추억의 가을 운동회”를 가집니다. 
    * 날짜 및 시간: 10월 19일, 11 am ~ 3 pm
    * 장소: Rock Springs Park (Suwanee) 
               550 Rock Springs Rd, Lawrenceville, GA 30043
    * 프로그램: “추억의 가을 운동회”(진행: Justin Kim, Weight Trainer) 
    * 점심 제공: 벧엘교회
 
5.성인 데이 케어 센터설립을 위한 fundraising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틀란타 한인들과 부모님들
의 많은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Amazone  smile,  gofundme,  facebook 등을 통해 동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방법은 홈페이지 One-ministry.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NOUNCEMENT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 없게 된 치료 용품이나 장난감을 나눠 주
세요. 더이상 필요없게 된 용품, 집에서 공간 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아이들 용품 외에 다른 어떤 물건도 뉴스레터
를 통해 좋은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보라 전도사 (470-330-9086)
(Email: oneministryatl@gmail.com)

정보의 창

나눔의 창

ONE MINISTRY                                                                                                                                                                                                          PAGE 2

FODAC 는 휠체어나 병원용 침대와 같은 Durable Medical
Equipment (DME) 를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장애인 가족
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25불의 등록비가 있으며, 요청 물품이 있을 시
이틀 안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나 직접 방문을 통해 요청 할 수 있고, 전화 예약을 통해 의
료 용품의 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품 수리 시에는 부품 비용과 노
동력 이외에 25불의 서비스 비용이 청구 되며, 반드시 예약을 통하셔
야 합니다. 
 
아래는 제공 받을 수 있는 DME 리스트 입니다.
 
Wheelchairs•Standers•Strollers•Corner chairs•Gait
trainers•Shower supports•Toilet supports•Therapy
aides•Specialized mattresses•Canes•Bathing
aids•Walkers•Hoyer lifts•Hospital beds•and many
other items
 
Service Hour : 9:30 am ~ 12:00 pm / 1 pm ~ 5 pm
Monday - Friday
Tel. 770-491-9014
Email : fodac@fodac.org (Walk-in requests are not
recommended). 
 
.

FODAC (FRIENDS OF DISABLED ADULTS &

CHILDREN)

 
- Manipulating the figure improves
visualization, fine motor skills, and eye-hand
coordination.
- Studying the position of the other player or
the doll in order to imitate it improves visual
discrimination and attention.
Playing this game may greatly improve
everybody's sense of hum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