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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9월 14일
 

비전 꿈글 : 김공배 목사님 말씀 
(주안에 교회)

          PTA (10:00 am) 
 

프라미스 꿈글 : 이광주 목사님 말씀
                  (프라미스 교회)

                         추석 송편 만들기 및 
               민속놀이 체험

9월 21일 
 

프라미스 꿈글 : PTA (10:00  am)

탐방일: 8/20/2019, 탐방 가족: 애슐리 한 
탐방 일행: 김창근 목사, 윤보라, 박현숙, 황주리 
 
여전히 여름 햇살이 눈 부시고 따가운 8월 20일 한낮에 “원미니스트리 가족 탐방” 1호 집을 다녀왔
습니다. 그곳은 에슐리네 아버님께서 지인과 함께 오픈한 Buford의 Philly Bistro! 꿈글 학교 스
텝 미팅 후 부랴부랴 달려가니 박현숙 선생님과 에슐리 어머님, 그리고 4월 12일에 태어난 아기 우주
가 먼저 와있었습니다.우주와 대면하는 첫 순간! 우주는 더없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아기
였습니다. 
 
김창근 목사님과 황주리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합류해서 창가 테이블에 모여 앉으니 금새 푸짐한 상
이 차려 졌습니다. 그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회오리 감자였는데 씨즈닝을 곁들여 바삭한 것이 좋았
고, 모짜렐라 치즈가 듬뿍 올라간 필리 스테이크 샌드위치와 버팔로 윙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주 임
신을 계기로 이 비즈니스를 결심한 이후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애슐리 어머님의 얼
굴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주의 방긋방긋 미소를 바라보며 ‘애슐리네가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있구
나’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풍성해졌습니다. 
 
Q: 요즘 애슐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A: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는데...사춘기가 되니 요구 사항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학교 친구랑
Sleepover도 하고 Play date도 하고 싶다고요. 커 가는것 같아요. 특히 꿈글 학교 갔다오면 재미
난 시간을 보내서인지 할 말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아요. 본인도 뿌듯해 하면서 기분좋게 오후 시간을
보냅니다. 
Q: 원미니스트리/ 꿈글 학교에 하실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A: 한글 교육도 좋고 새로 시도하는 오케스트라 악기 배우는 프로그램도 좋아요. 다양한 분야를 경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계속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애슐리, 효주, 우주 세 자녀가 온 세상과 우주를 품고도 남을 넓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길 축복하고,
예수님만 최고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시작하신 비즈니스가 하나님 사
랑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Philly Bistro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애슐리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2.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세요.
***Philly Bistro: 2680 Hamilton Mill Rd #101-A, Buford, GA 30519
                                                                                                                 글 : 윤보라
 
 
 
 
 
 



집에서 10분 놀이
MA T C H I N G  S O U N D S  

Discerning different timbres may be challenging for the child with an
auditory processing problem. This activity makes that task both pleasant
and interesting.
 
What you will need: 
- Ten empty, identical containers, such as small plastic bottles.
- Five different kinds of small objects, such as rice, dried beans, kosher
salt, paper clips, pennies, buttons, or small pencil erasers.
 
Preparation:
- Fill five pairs of shakers with your child. This process can be a counting
aloud game.
- Mix up the pairs and spread the containers on the table.
 
What the players can do:
- Shake the containers and guess what is inside.
- Pick up and shake other containers, one by one. until she finds the one
with a similar sound. Shake them at the same time, to be sure they match.
- Use the containers as shakers to keep the beat while singing songs or
listening to music.
 
 
 
 
 

1.꿈글 학교가 2017년 8월 개교 이후 이제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며 협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꿈글 학교 9월 PTA 안내 입니다. 
   (프라미스 꿈글 : 9월 21일 10:00am, 비전 꿈글 : 9월 14일 10:00am)
 
3. 원미니스트리가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The ABLE Orchestra를 창단합니다. 자녀가 입단
하기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10월3일 저녁에 있는 Open  House (지휘자소개, 입단신청, 일정소
개, 운영방침등)에 꼭 참석 하시길 바랍니다. 
 * 날짜 및 시간: 10월 3일 (목), 6:30-7:30pm  * 단원모집: 30명  * 장소: 추후 공지 
 * 문의: 지휘자 정미경(404-457-6077) * 행정황주리(678-641-9585)
 
4. 아틀란타 프라미스교회가 PromiseSwim Night에 모든 발달 장애인을 초청합니다. 교회가
인근 지역의 모든 발달 장애 가정을 초청하는 첫 행사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날짜: 10월12일 토요일 (저녁제공, 무료입장) * 시간: 6:30-8:30pm 
 * 장소: Bogan Park Aquatic Center (실내수영장전체렌트) 2723 N Bogan Rd NE,
Buford, GA 30519
 * 주최: 프라미스교회  * 협력:ONE Ministry  * 신청 문의:김창근목사(470-494-5162)
 
5. 10월 5일에 아틀란타 �알에서 일일찻집이 열립니다. 발달 장애 사역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10월 19일은 프라미스와 비전 꿈글 학교의 연합 피크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가족 참석하셔
서 신나고 행복한 가을날을 만끽 하시길 바랍니다.
 * 장소: Rock Springs Park(Suwanee)550 Rock Springs Rd, Lawrenceville, GA
30043
 * 프로그램: “추억의 가을 운동회”  * 점심 제공: 벧엘교회  * 시간: 11am ~ 3pm
 

ANNOUNCEMENT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 없게 된 치료 용품이나 장난감을 나눠
주세요. 더이상 필요없게 된 용품, 집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
는 물건들이 있다면 아이들 용품 외에 다른 어떤 물건도 뉴스
레터를 통해 좋은 나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보라 전도사 (470-330-9086)
(Email: oneministryatl@gmail.com)

정보의 창

나눔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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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잔스크릭 하이 스쿨에서 장애인들이  잔스크릭 소방관
들과 직접 런어웨이에 서는 'Fashion Speaks" 가 개최될 예정입
니다. 동물 구조와 장애인 awareness 대표 단체인 Jonny and
Xena's Spread the Words Foundation 은 Belk의 의상 협
찬과 United Community Bank 의 스폰서로 진행이 되는 이
번 Fashion Show 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장애인 지
역 발달 사업에 도움이 되는 fund raising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미 모델 선발은 마감이 되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소 :  Johns Creek High School 5575 State Bridge
Road. 
Contact : Linda Hickey
at jonnyandxena@xenathewarriorpuppy.com or 770-
851-1266..
 
.

SPECIAL NEEDS FASHION SHOW  IN JOHNS CREEK

Benefits of the activity:
Counting beans and buttons out loud is a
basic language skill.
- Listening to and differentiating the sounds
of the containers' contents improves auditory
discrimination and auditory memory.
- Shaking the containers improves grading of
movement, bilateral coordination, and beat
awareness.
 
 
 
 

2세에서 4세 정도 사이즈의 여아 옷 입니다. 잠옷, 원피스, 티
셔츠 및 바지까지 2박스 정도의 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