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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소식

2022년 3월 5일 꿈글학교 봄학기를 개강했습니다.

 4명의 선생님과 15명의 학생, 그리고 10명의 봉사자와 함께 비전교회에서

진행되는 꿈글학교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비전을 가지고 찬양, 예배,

스트레칭 및 자세교정, 음악시간, 오감만족체험, 한글수업, 공놀이 등 다양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2년 봄학기 꿈글학교 개강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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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

www.one-ministry.org

원미니스트리 소식

2019년 1월 원미니스트리의 장애인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성인 장애인을 위한 day

care center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

다. 

후원 브로셔와 포스터 제작, 원미니스트리 홈페이지 오픈, 뉴스레터 (소통) 창간, 기업 펀

드레이징을 위한 기획안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후원자를 찾는 일은, 조지아 및 앨라바마

한인커뮤니티에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원미니스트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성원에 힘입어, 2022년 3월 8일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3회(화-목, 10a.m-

4p.m)로 운영되며, 스트레칭과 산책, 예배, 음악시간, 특별활동시간, 자세교정지도 등으

로 구성됩니다. 헌신적인 봉사자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데이 프로그램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https://www.one-minis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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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ac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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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창

Free Tablet &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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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숙  (500)

채정림  (20)

Michael Kim (사랑이네 치과) (500)

석성원  (50) 

Lisa Kim  (166.82)

이성규& 이미경  (1800)

이영환  (84)

구자은  (50)곽공옥  (1,000)

2월의 원미니스트리 후원금 : 6,970.82 (+ 2,050.00 : 1월) =  9,020.82

최경숙  (100) 밀알 선교회  (200 - 센터 오픈  감사)

서승연  (150)

장진원  (200)

Esther Han (50) , (1월-50)

장응선 (100)

www.one-ministry.org

Sally 성희 김 (The Good Management, LLC) (2,000), (1월-2000)

원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2월 후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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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e-ministry.org/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원미니스트리 후원방법>
 

1. 체크 우편 발송 
    Make check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334061943445
    Routing# :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 와 이메일  
    주소 (        oneministryatlanta@gmail.com)를 등록한 후 송금 

4. Amazon Smile
    Amazon Smile에 ONE Ministry Atlanta Inc를 Non-Profit 
    후원기관으로 등록하면 구매 금액의 0.5%가 자동으로 기부됨
 
 

 * 기부하신 모든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

Make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원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www.one-minis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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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302 Satellite Blvd Suite # 129,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9AM~5PM)
e-mail: info@one-ministry.com
website: www.one-ministry.org
전화번호: 470-350-1094
디렉터: 장진원 목사

      원미니스트리 센터 

               Suwanee, GA. 30024

 

1.  꿈글학교가 2022년 3월 5일에 비전교회에서 개강했습니다.
     

2. 성인 데이프로그램을 위한 오픈 하우스가 3월 2일에 원미니스트리 센터
    에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3월 8일 시작으로 화, 수, 목요일 주 3회 10시
    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3. 2022년 2월 26일 원미니스트리 센터오픈예배가 있었으며, 3월 11일
    원미니스트리 센터 간판을 올렸습니다.

4. 원미니스트리의 회계를 담당해오셨던 구자은님이 3월 1일부터 office 
    manager로 원미니스트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5. 인터넷 엑세스를 위한 정부 프로그램으로 Free Tablet& Wifi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원미니스트리 3월 알림>

게시판기도해주세요
 

3월부터 시작한 꿈글학교와
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
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

니다.

www.one-ministry.org

꿈글학교와 성인 데이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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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ONEBeautiful ONE
  ONE Ministry ONE Ministry 

3. 복지 사역 
    성인 발달장애 데이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I ♥ My Job!

원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발달장애 사역 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2. 교육 사역
    원미니스트리 한글학교(꿈글학교)
    Summer Camp
    주중프로그램 - Happy music
                        - Joyful Art
                        - SOL
                        - BF Talk

1. 예배 및 선교 사역
    교회 장애인 부서 개설 및 장애 사역 지원
    The ABLE Orchestra

www.one-ministry.org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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