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y to the world

2020년 12월 제20호2020년 12월 제20호
원미니스트리 뉴스레터원미니스트리 뉴스레터



2.�COVID-19�대응,�꿈글�온라인�가정�학습�배포(3월~5월)

3.�움직이는�교실,�Moving�Classroom(5월�2일,�6일)

The�ABLE�Orchestra의�첫�초청�연주(2월)�1.

Heartfelt 
moments of 2020

 



4.�원미니스트리의�첫�이웃�사랑�프로젝트,�Cheer�Up(5월�26일)

5.�Drive�thru�종강�이브�이벤트�&�온라인�종강식(5월�15~16일)

6.�Family�Support,�장애인�펀드�지키기�운동�동참(5월�29일)

7.�단비�같은�만남,�Door�to�Door�Prayer(6월�1일~7월�3일)



8.�Summer�Program:�Art,�Music,�Physical�Activity(7월)

9.�새로운�시작,�온라인�꿈글학교(9월~12월)�

10.�불의의�사고를�만난�가정에�따뜻한�모금�전달(9월�1일)

11.�Weekday�Program�개설(9월~12월)



12.�COVID-19�Relief�Fund�승인,�“Happy�Food�Sharing”

�����(9월�5일:�프라미스�교회,�10월�31일:�벧엘교회)

13.�소통�Sotong,�원미니스트리�뉴스레터의�새이름(10월)�

����(페이퍼�버전�뉴스레터에서�e뉴스레터로)



14.�2020년�가을�꿈글�PTA의�깜짝�펀드�레이징(10월�28일)

15.�대통령�봉사상,�3년�근속�봉사상,�봉사자�장학생�선발(11월�21일)



미국에서는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퍼진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채
벌써 올해의 끝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곧 끝나겠지 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
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원미니스트리 사역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꿈글학교, The Able
Orchestra, Summer Camp 등 모든 대면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가정 학습 제안서 및 온라인 자료 배포, Moving Classroom,

Summer  Program, Weekday Program, 온라인 꿈글학교 시작 등
새로운 길이 개척되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활동 참여 기회가 거의 없
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오는 동안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 되었
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이웃 사랑 프로젝트, Cheer Up이나 방문기
도를 통한 만남, Door to Door Prayer 등 평소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사
역들을 해가며 이끄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
은 원미니스트리가 당면한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펀드가 줄어든
데다가 펀드사용에 제약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미니스트리를 든든히 지탱하고 계신 이사님들, 넉넉치 않으나
후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어르신들, 원미니스트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
함없이 섬기시는 분들,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삼고 후원하시는 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프라미스 교회, 선교하는 개척
교회의 파워를 보여주는 Fishers of  Men Church, 깜짝 펀드 레이징을
통해 꿈글학교 운영기금을 모아주신 어머님들, 어려운 때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교사와 봉사자들,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하신 분들,

늘 기도하시는 영적 후원자들... 모두가 동일한 어려움을 지나게 되니 오히
려 단단하게 하나 된 마음들을 통해 원미니스트리가 잘 지나올 수 있었습
니다. 쉽지 않았던 한해를 돌아보니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감
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모두들 고백하십니다. 

박넝쿨로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소중한 것들을 더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한 ‘하나
됨’을 선포합니다. 2020년 한 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2021년에도 함께 걷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원미니스트리 디렉터 김창근 목사원미니스트리 디렉터 김창근 목사



11월호의 주인공은 이혜준 / 정답자 : Sandra Lee11월호의 주인공은 이혜준 / 정답자 : Sandra Lee    

Guess Who?Guess Who?Guess Who?

혜준이 애기였을 때 별명은 많이 울고 떼쓰고 끈질기게 졸라대서 찐

드기였다고 합니다. 유치원 무렵에는 까만 단발머리 찰랑찰랑 까만

눈에 인디언 아가씨였고요. 지금은 온갖 종류의 찌개와 매운 찜들과

김치를 하도 잘 먹어서 영락없는 토종 한국 사람 '순이' 랍니다.



1. 원미니스트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
   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9-2020 Year 
   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수상자
   Gold: Eric Park, Caleb Kim, Sunwoo Kim, Taeyong Kim, 
             Ann Lee, Ashley Chung, Christina Yi, Emily Kim, 
             Erica Lee, Hana Lee, Jennifer Jang, Jian Kim, 
             Joane Hong, Joshua Lee, Joyce Kim, Kevin Han, 
             Yenna Lee, Yunhui Shim, Jian Kim, Minji Lee
   Silver: Ashley Lee, Daniel Kim, Doyeon Kim, Dohoon 
                Yang, Hyunjin Kim, Jingyeom Choi,
                Justin Kim, Ryan Kim, Yekgyeom Choi
   Bronze: Grace Kim, Joshua Lin, Noel Park, Daeun Lee, 
                  Taegyu Kim, Stacy Yoon, Jaeyoon Byun
   3년근속봉사상: Max Yang, Erick Park, Joyce Kim, 
                            Caleb Kim
   봉사자장학생:Jingyeom Choi, Minji Lee

3. 2020년 Weekday Program에 Cooking Class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Happy Chefs: Danielle Chang)

4. 주요일정
   - 원미니스트리 사역 워크샵: 1월5일 ~ 1월6일

   - 2021봄 꿈글학교(15weeks): 1월23일 ~ 5월8일

   - Weekday Program: 1월18일 ~ 5월7일(15weeks) 

12월의�광고



Sending your Love & Warm HugsSending your Love & Warm Hugs

MERRY
CHRISTMAS!

Donate us!Donate us!
You can make a changeYou can make a change

  원미니스트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원미니스트리의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FOR YOUR GENEROSITY

Esther Han

장응선

곽공옥

서승연

한금숙

김지원

윤보라

김창근

김희원

Fishers of men church

MJ Cosmetics (박병훈)

원미니스트리�11월의�후원자원미니스트리�11월의�후원자

 

Thank you!Thank you!



원미니스트리
미주  발달장애  사역기관

아름다운하나
�

3959�Woodruff�Park�Way�Buford�GA
United�States�30519

(470)�494-5162

���oneministryatl@gmail.com

one-ministry.org

www.facebook.com/oneministry.atl

  ONE Ministry ONE Ministry 

 

   

3. 복지 사역 
     Day Care Center 설립추진 중 

ONE Ministry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비영리
발달장애 사역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Beautifu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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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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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facebook.com/oneministry.at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