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iel 형제 가정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Daniel 형제가 곧
삼촌이 된다고 하네요. 기다려오던 손주 소식이라 부모님의 기쁨
도 크겠지만, 조카 Peyton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Daniel  삼촌의
얼굴도 상상이 됩니다. Daniel 가족과의 첫 인연은 2019년 무더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름 캠프 장소로 어머님이 방문하
신 이후 가을부터 Daniel 형제가 꿈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요.
단정한 옷 차림의 청년 Daniel은 교재나 악기 등 자신의 물건 관리
를 스스로 잘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
람에게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고나니 이제 꿈글학교는 마땅히 가야
하는 루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열번째 이야기 : Daniel이 곧 삼촌이 된대요열번째 이야기 : Daniel이 곧 삼촌이 된대요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장애인을 위해 현재 시급한 일 중 하나는 올바른 장애인 인식 같
아요. 인식 개선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고요. 일일 봉사 프로 그
램을 만들어서, (예를들어) 경찰들이 직접 장애인을 만나보게 한
다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외
에도 어머님과 여러가지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어머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에 더욱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Covid-19 이후에 짜인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지내온 Daniel
형제의 하루가 참 알차 보였습니다. 앞으로 ONE Ministry가
Daniel과 끝까지 함께 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 바로 ONE
Ministry의 마음이기도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 빨리 Daniel 형
제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또 Tea  with  ONE  Ministry  Family
를 위한 만남 때는 향긋한 차 한잔씩 마주 앉은 사이에 놓을 수 있
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1.��Daniel�형제와�함께�Community�living�Skill을�할�수�있는�좋은��사람
������을���만나도록

2.�조카�Peyton이�7월에�건강하게�태어나고�산모도�건강�하도록�

3.�ONE�Ministry가�Daycare�Program을�시작할�수�있는�길이�순차적
�����으로�열리도록

기도제목�
���



예배�선교부�:Friends�목장의�시작을�축복해요

Promise  Friends 가족들로 구성된 “Friends” 목장의 초대 목
자를 맡은 강미숙 집사님은 Promise Friends의 교사이기도 합
니다. 온유한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목자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 시작된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데
리고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임을 통해 마음과 영이 온전
한 쉼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모
두에게 열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1



Happy Chef의 장예은 교사와 Joyful Art의 주수경 교사가 주
중 프로그램을 위해 교육부에 새로 합류하였습니다. 요리 프로
그램인 Happy Chef는 학령기의 자녀에게 ‘통합놀이’로서 흥
미롭게 다가갈 것이며, 성인 자녀에게는 ‘자립과 여가 활동’의
의미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yful  Art는 전문적인 수
업 계획과 가르침을 통해 저마다의 멋진 결과물을 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2 

교육부:�Weekday�Program의�새�교사를�환영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ONE  Ministry의
복지부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 I ♥  My Job을 시작합니다.
1기 훈련생으로 선정된 네명이 인터뷰를 거치고 나면 ONE 
 Ministry  사무실에서 개인에게 적절한 업무 훈련을 받게 됩니
다. 훈련을 마친 성인 장애인들이 지역 기관이나 회사 사무실,
또는 교회 등에 실제 고용되기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프로그램
인 만큼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나 남은 여러 절차들도 순차적으
로 준비 되기를, 무엇보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함께 꿈꾸며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세요.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3

복지부:�직업�훈련부터�고용까지!



정연(10학년)의 매일 아침은 Michael Jackson의 'Ben'에 맞춰하는 스
트레칭과 크리미 오트밀로 시작합니다.  보통 오전은 디지털 러닝인 학
교수업을 하고, 월, 목 오후엔 원격 재활치료, Speech Therapy를 합니
다.  G-tube Feeding을 하던 정연이가 요즘 죽이 아닌 밥을 입으로 먹는
데 오늘 김치찌개에 밥도 말아 먹었으니 참 놀라운 일이지요. 금요일엔
Occupational Therapy 선생님과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메일
을 보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목 게임과 각종 구기종목을 하기도
하고 혼자 머리빗기나 칫솔질을 하면서 새로운 배움의 일상 속에서 지냅
니다.  특히, Physical Therapy를 통한 꾸준한 재활을 통해 118도로 휜
허리로도 휠체어에서 나와 바닥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주일 예배
를 앉아서 드립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주중 프로그램인 음악과 미술은 집
콕 생활에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훗날 정연이 혼자서도 악기로 음악
한 곡 쯤 연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Outgoing activity는 아빠와의 드
라이브가 유일한데 제대로 산책이라도 하려면 코로나-19가 어서 지나가
고 따뜻한 봄 날을 기다려야겠죠.

              봄을 기다리는 정연이봄을 기다리는 정연이

슬기로운 팬데믹 생활  



11월호의 주인공은 박태규11월호의 주인공은 박태규    

장난꾸러기 태규, 쇼파 위를 날아다니고, 온 동네를 거침없이 뛰
어다니던 태규가 이제는 의젓한 청년이 되어가네요. 피아노를 어
렸을때부터 배웠는데 음악을 좋아해서 기타, 우쿨렐레, 클라리
넷, 드럼 등 여러 악기를 다룹니다. 음악과 친구가 되길 바라며,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건강하고 행
복한 사람으로 성장해나가길 기도합니다.

Guess Who?Guess Who?Guess Who?

1월호 정답자 남희경1월호 정답자 남희경1월호 정답자 남희경



2월의�광고

1. 2020년 Donation Receipt과 세금보고를 위한

   Contribution Letter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 Weekday  Program (Happy Music, Happy Chef,

    Joyful Art)이 2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3. Promise Friends 가정이 모여 새로 시작하는 Friends

   목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ONE Ministry에서 함께 사역하실 교육부 디렉터를 모집

    합니다. 

    (특수 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험자 환영)

     문의:교육부 470-330-9086

 



FOR YOUR GENEROSITY  

1월�달의�후원자1월�달의�후원자

Esther Han

Fishers of Men Mission Church
(정한울)

곽공옥 김창근

무명

류선미 손은정

장보영 서승연

이영환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YOU MAKE US BLOOM!



원미니스트리는 
미국 조지아주의 비영리 발달장애 사역기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Beautiful ONE, 아름다운 하나’를 추구합니다.

  ONE Ministry ONE Ministry 
Beautiful ONE

 
 

one-ministry.org/do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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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의�후원자가�되어�주세요원미니스트리의�후원자가�되어�주세요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U.S.A.
(470)-49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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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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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지 사역 
    직업 훈련 및 고용 
    Day Care Center 설립 계획 중 

oneministryatl@gmail.com
one-ministry.org

www.facebook.com/oneministry.atl

YOU MAKEYOU MAKE
US BLOOM!US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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