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니스트리(대표 김창근 목사) 여름캠프가 3주간의 대장정을 마
치고 지난 금요일 마무리 됐다.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20명의 캠퍼들을 위해 36명의 봉사자들
이 기도 가운데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준비된 이번 캠프는 쟌스크
릭한인교회(담임 김경원 목사), 아틀란타벧엘교회(담임 이혜진 목
사) 그리고 섬기는교회(담임 안선홍 목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
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애틀랜타 교회들마다
장애사역에 대한 인식을 깨우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
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7개의 클래스를 오픈하고 각각 선택한 대로 시간과 장소를 나눠진

  3주간,3주간,    세세    교회의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가능

'장애인 중심'  원미니스트리  여름캠프
기쁨과  감동,  다양함과  협력,  새로움이  넘쳤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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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것도 유익한 캠프의 한 요인이 됐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진행상 편의를 위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
에 모여 흩어지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캠퍼들의 흥미와 가능성에
따라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모이고 모든 참가자들이 봉사자
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진정 ‘장애인 중심의
캠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캠프 디렉터는 프로그램 디자인과 교사 모집도 쉽지 않았지만, 캠
퍼들의 개별 스케줄에 봉사자들의 개별 스케줄까지 짜는 것이 가
장 오래 걸리고 어려웠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 한 명 한 명
을 향한 대단한 관심과 진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았을
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봉사자들의 반응이다. 봉사자 등록 링크
가 오픈되자마자 신청이 넘쳐 링크를 금방 닫아야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이 있었고, 캠프 시작 전 트레이닝 세션에도 거의 모든 봉사자
들이 성실하게 참석해 준비를 마쳤다. 무엇보다 마음으로 다가가
고 친구가 되어 즐겁게 봉사에 임했고 캠프를 마치던 마지막 날 봉
사자 파티를 하며 소감을 나눌 때 ‘훗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를 이뤄갈 이들의 면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번 여
름캠프는 기쁨, 감동, 다양함, 협력, 새로움이 점철된 매우 성공적
인 캠프였다”고 평가하면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라고 나눴다.



예배선교부:�새로움이�가득한��Promise�Friends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Promise Friends는 ONE Ministry가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프라미스 교회의 장애인 부서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예배 처소
가 결정되었고 한창 단장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등록
한 새가족과 앞으로 오게 될 새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기에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
습니다.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Promise Friends의 새 대면
예배에 Friends 가족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
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Friends 목장을 통해 견고히 하
나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육부:모든�것이�은혜,�모든�것이�감사�������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2021년 여름 캠프는 코로나로 인해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
만 가장 많은 교사가 동원되어 가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
으며 가장 많은 협력과 지원을 받은 캠프였습니다. 프라미스 교
회 임직 추대 은퇴 예배에 초청된 디에이블 오케스트라의 연주
로 멋지게 마무리한 것도 기억에 오래 남을 순간입니다. 무엇보
다 참 보기에 좋았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캠퍼들이 매순간 봉사
자나 교사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대 일
로 맺어진 캠퍼들과 함께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했던 봉사자의
탁월한 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캠프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장소를 내주신 잔스크릭 성결교회, 아틀란타 벧엘교회, 섬기는
교회의 세심한 동역에도 감사드리며, 참여하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획부:�발달장애인�가족을�위한�맞춤�성교육�
����������������������������������

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원미니스트리 사역나눔  

합니다. 한국의 올두 성교육 연구소의 전세원 소장이 이 세미
나를 인도하며, 전 생애주기에 대한 전반적 성교육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교육은 무엇인
지, 관련 문제 앞에서 가정ㅁ바른 반응과 지원은 무엇일지 등
부모님들의 실제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성별과 연
령과 장애에 관계없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먼저 발달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우리의 성인식이 개선되고, 몰랐던 것을
배우며 예비하며 시원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
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추후 단체 대화방과 뉴스레터
를 통해 공지됩니다. (문의: 기획부 470-330-9086)

오랫동안 계획해오
던 세미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합니
다. 발달장애인 당
사자와 가족들, 그
들과 함께하는 기
관의 담당자와 스
텝, 교회 사역자와
교사들 등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성교육 세미나
를 9월 17일 금요
일, 저녁 8시에서
10시 까지 두 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



Summer Recipes 교사, 강미숙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

었습니다. 매 시간 마다 캠퍼들이 열심히 주어진 것을 해내는 모습에 또 봉사자들이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

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신 ONE Ministry에 감사드립니다.

Joyful Art 교사, 주수경 
수업 준비를 하면서 무조건 안전하게, 재밌게, 그리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결과 캠퍼 한 명 한 명의 손을 거쳐 아름답고 멋

진 작품들이 나왔고 모두 그들의 개성과 색깔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 같은 죄인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

님의 마음 또한 느껴져 캠퍼들과 소통하는 매순간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소

통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

다. 발달장애인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

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경험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et’s Play with Graphics 교사, 김민정
어떤책을 읽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 있지요. 이번 썸머캠프는 여

러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책과 닮았어요. 캠퍼들, 봉사자들, 선생님들,

목사님과 부모님들이 'Beautiful ONE'이라는 주제하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 말이에요. 모든 삶이 그렇듯 이 책의 주인공들도 눈물과 기쁨,

고난과 희망을 거쳐 성장하리라 믿어요. 이들을 만난 후의 저의 삶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Beautiful ONE'이라는 주제하에 온전히 하나됨을 이

루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 말이에요. 모든 삶이 그렇듯 이 책의 주인공들도 눈물과

기쁨, 고난과 희망을 거쳐 성장하리라 믿어요. 



I like to Move! 교사, 박기현
한 친구가 팔을 활짝 펼치자 손끝 너머 투명한 날개가 피어오릅니다. 날개가 펄럭일 때

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가운데 사랑의 영이 꽃

처럼 피어납니다. 여름, 세 개의 교회, 수십 명의 봉사자들과 캠퍼들, 하나의 몸이 된 그

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Play Room 교사, 황주리
항상 풍성한 캠프였지만 이번 캠프는 더 풍족했고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수

업을 꽉 채워 주신 선생님들과 풍족한 음식과 도네이션, 기도로 함께 해 주신 학생 부모

님과 봉사자 부모님들 학생들과 하나되었던 봉사자들 원미니스트리 캠프가 부족할까

주위를 살펴주셨던 세 교회의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뭐 하나 부족함 없

이 하나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e ABLE Orchestra 지휘자, 정미경
각자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 캠프 디렉터, 윤보라
이번 여름 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원미니스트리의 성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캠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잘 준비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교사, 스텝, 봉사자, 그들의 가정, 그리고 세 교회

가 마음을 다하여 성숙한 협력을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격으로 늘 사역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주실 크신 은혜를 절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

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캠퍼, 장이안 어머님
내 아이에게만 집중되었던 캠프가 봉사자 아이에게로 초점이 움직여지는 캠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장애 아들을 보낸 주신 이유가 다른 아들인 봉사자 신에게 이

세상의 좋은 일꾼이 되게 기회를 주신 캠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봉사자들

이 함께였던 아름다운 캠프였습니다.



캠퍼, 박태규 어머님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

만.... 3주 동안 정말 좋은 프로그램과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

들. 캠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봉사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황주리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캠퍼, 피터 안 부모님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 캠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교회를 옮겨가며 아이

들에게 멋진 여름 추억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아

무 사고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를 올려드립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

캠퍼, 자슈아 한 어머님
우리 자녀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 애쓰시고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

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사자 부모, 신진희 
이번 원미니스트리 여름캠프와 함께 저의 자녀들이 즐겁고 기쁘게 보낸 것을 감사드립니

다. 픽업할 때마다 선생님과 봉사자분들에게 받은 칭찬과 그 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여름 캠프에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프가

끝날 때는 3주가 빨리 갔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배워가

게 하는 따뜻한 원미니스트리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자 부모, 이하나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결정했냐면서 투덜대던 아들 녀석이 캠

프가 끝나는 날, 나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너무 즐거웠고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봉사에 처음 오랜 시간 타주로 집을 떠나는 것이라 걱정도

했었는데 기도와 헌신으로 캠프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저도 아들도 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원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예수그리스도

의 사랑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넘어 온 땅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더 기도하겠습

니다.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캠프에 참여한 장애인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Volunteer, Daniel Lee
This camp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Before this camp I was a



by stander in this world, I never tried to hurt or insult a disabled person

before, but I never went out of my way to really help one either. This all

changed when I attended this camp. When I first heard about this camp,

I was reluctant on attending as it seemed difficult and I have never done

something like this, and the first few days were rough. I didn’t know how

to interact with my camper, nor did I understand him most of the time.

At times I was frustrated and felt like this kind of experience was not

meant for me. But, after a few weeks of spending time with my camper, I

grew attached to him and other members of this community. I felt joy

when my camper was happy, I was excited when my camper learned

something new and achieved something, and I was able to understand

what my camper was telling me. This camp showed me the joys and

fruitfulness of helping others. 

Volunteer, Daeun Lee
I had such a wonderful time with my buddy, other campers, and

volunteers. It was wonderful to get toknow all of the students and learn

what each of them love. I think by being with them everyday for three

weeks, I deepened my relationship with my partner, and I hope to meet

them again in the future. I think the joy we had during this summer will

remain as a beautiful memory in all of us. 

Volunteer Min Chang Kim
여름 캠프를처음 시작했을 때 기대도 됐지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막상 가서 해보니 선생님들과 수년 봉사를 했던 선배 봉사자들이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어서 봉사가 수월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음 해에도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요한복음 13장 34절 -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메일을 통해 정답을 보내주세요.
첫 정답자에게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oneministryatl@gmail.com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Guess Who?Gues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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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A SPLASH !MAKE A SPLASH !MAKE A 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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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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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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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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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Fall Weekend Program(8/21~12/11, 토요일, 15주)
    꿈글학교: 비전 캠퍼스(학령기), 프라미스 캠퍼스(성인)
    장소: 비전교회, 프라미스 교회

2. 2021 Fall Weekday Program(8/23~11/19, 12주)
    The ABLE Orchestra, Happy Music, SOL, BF Talk
    장소: Orchestra/프라미스 교회 

3. 2021~2022 Year 프로그램 문의
    펀드: 470-494-5162
    등록: 470-330-9086 
    The ABLE Orchestra: 404-457-6077 

4. ONE Ministry Center 가 현재 오픈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320 Satellite Blvd Suite C129, Suwanee, GA 30024 

5. 2021년 9월 17일(금) 8-10pm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맞춤
    성교육>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강사: 전세원 소장, 링크 추후 공지)

6. 사역 일정 및 사역자 동정
   -목회자 가정 세미나 인도 및 김창근 목사 휴가: 7/28~ 8/5/2021
   -가을학기 개강: 꿈글학교 8/21/2021, 주중프로그램 8/23/2021
   -장애 사역 컨퍼런스 인도: 9/24~9/26/2021(뉴저지 초대 교회)
   -ONE Ministry 감사의 밤: 11/14 (장소 미정)
   -2021 Fall Program 종강 및 발표회: 12/11/2021(장소 미정)

손은정

8월의�광고

이달의�후원자
곽공옥 구자은

이영환 이유진
박계순

Jacob Yoo

김창근고수정

사랑이네 치과 (Michael Kim)

이태경 최경숙
Easter Han JinHee Shin Lisa Kim

Sandra G LeeMin Lee

미남침례교 한인교회총회 국내선교부

섬기는 교회
애틀란타 벧엘교회 존스크릭 한인교회

Fishers of Men Church
Sally 성희 김 (The Good Management, LLC)

주안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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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BLE Orchestra
    Summer Camp
    Weekda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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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9 Woodruff Park Way 
Buford GA 30519

470-494-5162 
one-ministry.org

facebook.com/oneministry.a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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