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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니스트리 새로운 얼굴
장진원 목사님 >

소개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장 14절)
 

“사랑부 사역 한번 해보겠나?”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와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달장애인부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서를 섬기겠냐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
장애인들과 장애인사역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혼전에 장애인사역
에 헌신하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따라 장애인집회에 참석한 일 때문입니다. 20
년 넘게 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장
인어른과 장모님을 따라다니며 당시 강도사였던 저는 교회의 일반사역이 아닌 생소
한 분야를 이것저것 몸소 체험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잊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자 당시 담임목사님께서
제자인 저에게 발달장애인사역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달장애인
사역.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순수한 천사들을 만나 즐겁게 사역했
던 기쁘고 감사한 기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시며 순수한 사랑을 베푸시는 교사들과, 그들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지체들. 오히려 저는 그들의 소통을 보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배
우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학 문학석사(M.A. in ministry)과정을 마치고 시카고로 옮
겨 이민교회 사역을 한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사랑부 사역을 했던 그 시절을 하나님
께서 자꾸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발달장애
인사역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께서 다음 챕터로 원미니스트리로 인도하셨을 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
느냐”(에스더 4장 14절)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에스더
서에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이미 예루
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과,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던 유대인들을 정해진 날에 죽이
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요?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중, 모르드개는 구원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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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도 역시 신앙이 있어서, 모르드개에게 “유대인을 모아 금식하게 하라”고 부
탁합니다. 왕은 먼저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금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에 달려 있
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하만을 신임하여, 유대인의 진멸을 명하고 이제 사형 집행일만 정해지면 끝
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합니다. 
에스더 6장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
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개란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에게 상을 내
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 여전히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었고, 이
때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갔고,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 7장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
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 7장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
한 하만이니이다’
결국 왕은 하만을 벌하고, 모르드개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
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우연들이 등장합니다. 우연히 와스디 왕비가 왕
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우연히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게 되고, 우연히 모르드
개는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어 왕의 목숨을 구하고, 우연히 왕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실기록을 보다가 모르드개의 선행을 기억하게 되며, 우연히 하만은 모르
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많은 우연들 속에서, 그것이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
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손길이라는 것
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적들은 하나님에 의해
쓰라린 결말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역시 동일하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유학하고 이민목회를 경험하며 훈련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
니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상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곳까지 인도하심
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이 분명함을 느끼며 제가 맡은 사역에 충성하려고 합
니다.
ONE Ministry 지체들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소망합니
다. 모든 일에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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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원미니스트리 소식
장진원 목사님께서 원미니스트리의 
새로운 디렉터로 부임하셨습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새로운 디렉터, 장진원 목사님께서 2022년 1월부로 부
임하셨습니다. 1월 9일 목사님께서는 이사진들(곽공옥, 최경숙, 조정배)
와 함께 원미니스트리 전반적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를 원미니스트리 센
터(302 Satellite Blvd Suit #129, Suwanee, GA. 30024, 470-
350-1094)에서 시작하셨습니다. 2022년 새롭게 펼쳐질 원미니스트리
의 모든 사역과 새로운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최경숙 이사, 곽공옥 이사장, 장진원 목사, 조종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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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원미니스트리 소식
2021년 원미니스트리 가을학기
종강식을 감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11일 원미니스트리 주말 프로그램 꿈글학교, 주중 프
로그램인 Happy Music, SOL, BF Talk와 The ABLE Orchestra가
종강식을 했습니다. 특히 꿈글학교 프라미스 캠퍼스의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시도였고, 꿈글 비전캠퍼스의 학생들(13)은 예배,
한글, 합창, Art와 KS-coding 또한 잘 마쳤습니다. The ABLE
Orchestra의 연주를 시작으로 프라미스 캠퍼스와 비전 캠퍼스의 종강
식 발표 뿐만 아니라, 이번 종강식에는 봉사자(45)들의 대통령 봉사상 시
상식, 장학금 수여식및 4년반 교사 지속상 수상식이 있었습니다. 수고하
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원미니스트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https://www.one-minist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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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후원자 >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석성원 (50)

곽공옥 (2000)

구자은 (50)

이영환 (1,000-성인데이케어 장비지정 후원금)

김혜란(1,000)

강정여 (100)

최미나&이국현 (50)

Ester Han (50)

원종부&이혜선(500)

Lisa Kim (74.55)

장응선 (100)오세재 (Prime Home Loan) (2000)

애틀란타 벧엘교회 (200)

Sally Sunghee Kim (The Good Management, LLC) (2,000)

Brimm&Etham (50)

The Auburn-Opelika Korean Church (300)

Birmingham 주님의 교회 (500)

12월 달 총 후원금: 10,974.55
(원미니스트리 후원금 9,974.55, 성인 데이케어 장비 지정 후원금 1,000)

최경숙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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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https://www.one-ministry.org/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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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ne-ministry.org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

Make Our Community 
a Better Place
원미니스트리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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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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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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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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진원 목사님께서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십니다.
     

2. 2022년 1월 중순에 예정된 원미니스트리 센터 오픈 예배가 오미크론
    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원미니스트리의 매달 후원금을 공개하며 전년도 재정보고는
    매년 1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4. 원미니스트리 프로그램 (꿈글학교, 주중프로그램과 성인 데이케어) 
    오픈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안내및 등록은 
    차후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www.one-ministry.org

원미니스트리  1월  알림  >

게시판

원미니스트리의 새로운 디렉터로 
장진원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뜻�안에서�2022년 
새롭게�펼쳐질�원미니스트리의 
모든� 사역과� 새로운� 섬김이들
을�위해서�기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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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니스트리 센터 

               Suwanee, GA. 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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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ONEBeautiful ONE

  ONE Ministry ONE Ministry 

3. 복지 사역 
    성인 발달장애 데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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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Satellite Blvd Suite #129,

Suwanee, GA 30024

470-350-1094

info@one-minist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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