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교육부:�종강을�앞둔�2021년�가을학기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1.�예배선교부:�The�ABLE�Orchestra�&�동남부장애인체육회

지난 10월 10일 주일 오후에 미주 동남부장애
인 체육회(회장 천경태) 주최로 열린 ‘희망 나
눔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에 The ABLE 
 Orchestra가 초청되었습니다. 이 날 오케스
트라 단원들의 연주는 어느 때보다도 훌륭했
고, 자리에 모인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장애인사역 기관들과  관계자들,  지역 교회와 

8월에 시작한 교육부의 프로그램들이 벌써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중 프로그램인 Happy Music,
SOL, BF Talk은 11월 초순경에 12주의 여정이 끝나
고, 주말 프로그램인 꿈글학교는 12월 11일에 종강
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KS-Coding이나 생활공예
강사들 같은 외부 협력이 유난히 많아서 풍성한 프로
그램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월 11일에 예정
된 종강 예배 및 가을 프로그램 발표회, The ABLE
Orchestra 연주, 대통령 봉사상 시상 및 봉사자 장학
금 수여식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꼭 참석
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나누며 함께 하나된 자
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기획부:�지경을�넓히시는�은혜

근래 원미니스트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쩍 경험하게 됩니다. 조지
아주 뿐만 아니라 타주에도 원미니스트리의 사역이 알려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문의나
교회 사역 문의, 세미나 강사 요청, 교회 설교 요청 등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특수교육교사들의 한 연구회로부터 연말 학술대회를 위한 미국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교육 세미나, 발달장애행동중재 세미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데이 등을 개최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ABLE Orchestra의 대외적 활동 역시 선교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
한 일입니다. 원미니스트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하나
님의 역사를 입술로 선포할 때마다 발달장애인들을 향한 건강한 인식과 사랑의 지경
또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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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과 체육 활동을 활발히
이끌어줄 동남부장애인체육회와 원미니스트리의 지속적으로 협력을 기대하며, The
ABLE Orchestra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멋
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 준과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준을 데리고 병원 다니느라 일주일이 금방 가고 있어요. 
크론병이 발병한 이후에 엉덩이 염증이 계속 안 나아서 
소독하고 약 발라주고 밥 먹이고 약 먹이고 하다보면 하
루가 다 갑니다. 학교에 못 가고 있어서 집에서 티비도 보고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세번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2. 준이 크론병 진단을 받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네, 얼마나 울었는지 평생 울 거 다 운 것 같아요. 속은 타는데 
제가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요. 한 달 반 동안 설사하고 토하
고 목에 염증이 나서 물도 못 삼키는 걸 보는데…제 심정은 이
루 말할 수가 없죠. 3월 경에 설사와 구토 증상이 심해지고 오래 
갔는데도 병원에선 그냥 장염이라면서 항생제 처방만 해줬어요. 
그러다가 준의 몸무게가 40파운드까지 빠지더니 쓰러졌어요. 그래서 911으로 에모리
병원에 갔지요. 거기 가서야 크론병인게 밝혀졌어요. 그 때 제발 아들을 낫게 만 해달
라고 기도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마음에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는 천사인
데, 왜 이 천사들을 내버려 두시냐고요. 제발 낫게 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3. 준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학교에는 언제 쯤 다시 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 3번 씩 약을 먹어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액체 주사를 맞는데 5시간이 걸려요.
평생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주사 맞는 날 피 검사도 하는데 수치 확인하고
나서 의사를 한두 달에 한 번 만나야 해요. 학교 문제는 곧 간호사와 함께 학교에서 상
담을 하는데 그 때 결정을 합니다. 준이 직접 학교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으로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고요. 
4.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감사한 일도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준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사실 보험이 없었어요. 그 때 김창근 목사님이 필요한 서류
준비와 작성을 도와주셨고, 한인 보험 에이전시가 피치케어를 빨리 받도록 힘써 주어
서 병원 청구서가 잘 처리되었어요. 911으로 병원에 갔을 때 최경숙 집사님이랑 아드
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셨고요. 병원에서 크론병을 연구하신다는 한인 의료진을 만난
것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5. 원미니스트리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고 지
나왔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가서 편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원미니스트리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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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섯번째 이야기 : 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열여섯번째 이야기 : 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김준

1.  준의 염증이 빨리 낫고 건강도 회복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기도제목 기도제목 
      



1. ONE Ministry Center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02 Satellite Blvd Suite C129, Suwanee, GA 30024

2. 11/13에 꿈글학교를 마친 후 봉사자 바비큐 파티를 갖습니다. 
 시간: 2:30-6:30pm, 장소: 프라미스교회 축구장

3. 11/27은 땡스기빙데이 연휴로 꿈글학교가 방학합니다. 

4. 12/5에 The ABLE Orchestra 초청 간증집회가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5. 사역 및 행사 일정
 -12/5:오펠라이카 한인교회에서 The ABLE Orchestra 초청 간증집회 
 -12/11: 2021 Fall Program 종강 예배, 발표회,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
 -01/08: 교사 및 봉사자 트레이닝
 -01/22: 꿈글학교 개강
 -01/24: Weekday Programs 개강
 -01/27: The ABLE Orchestra 개강

11월의�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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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주인공 : Ashley Han.11월의 주인공 : Ashley Han.  
  정답자: 이미애님정답자: 이미애님  

Guess Who?Guess Who?

이달의�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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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순
김창근 김태환
석성원 심재혁

무명노정환구자은
양철호 엄주은

이영환 이유진 벧엘교회조혜정

Fisher of Men Mission Church

Michael Kim(사랑이네 치과)

주안에 교회

Esther Han

RPE E& S Sociedad Anonima LLC

Sally, Sunghee Kim(The Good management LLC)

Do Lee  Lisa Kim 



 <원미니스트리 후원방법>
1. 체크 우편 발송 
    Make check payable to: ONE Ministry Atlanta Inc

    Send to: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470-494-5162

2. 계좌 입금
    Bank of America account#: 334062740105

    Routing#: 061000052

3. Zelle Transfer
    온라인 은행 계좌에서 ONE Ministry Atlanta Inc 와 이메일  

    주소 (       oneministryat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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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one-ministry.org

Make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원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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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smile.amazon.com/ref=smi_ext_ch_81-5270651_dl?_encoding=UTF8&ein=81-5270651&ref_=smi_chpf_redirect&ref_=smi_ext_ch_81-5270651_cl
https://smile.amazon.com/ref=smi_ext_ch_81-5270651_dl?_encoding=UTF8&ein=81-5270651&ref_=smi_chpf_redirect&ref_=smi_ext_ch_81-5270651_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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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ONEBeautiful ONE

  ONE Ministry ONE Ministry 

3. 복지 사역 
    Day Care Center 설립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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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Music
    SOL 
    BF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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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470-494-5162

facebook.com/oneministry.atl

www.one-minis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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