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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는 갈 곳이 없어 인근의 공원을 순례하였다. 예전에 즐겨하
던 퍼즐이나 Wii 게임도 흥미를 잃고, 키우는 동물이나 식물도 없
으며,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마땅
치 않았다. 민용이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가족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하는 것과, 엄마에게 그들과
영상 통화를 하도록 조르는 일이었다. 오후에 3-4시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메신저로 전화를 하는 민용이는
정말 절규하는 아이같았다. 나 좀 여기서 해방시켜 달라고....사람
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혼자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테블릿에 저
장된 가족 사진들, 유튜브에 올라온 캠프 영상들을 보며 지냈다. 너
무 지루해할 때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마스크 쓰기를 싫어하는 민
용이를 일터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작년 가을부터 �알 주중프로
그램 참가자들을 위한 주 1회 줌 미팅에 참여했다. 그리고 올 봄에

지난해 3월 팬데믹이
공표된 직후에, 주중에
다니던 �알선교단의
주중프로그램이 문을
닫았고, 내가 운영하는
식당도 폐업 위기에
몰렸다. 다행히 정부의
지원으로 파트타임 직
원을 구하고, 반나절이
지만 민용이와의 시간
을 갖게 되었다.

팬데믹�끝자락에서

Joyful Art



3개월간 참여했던 원미니스트
리의 주중 프로그램 Happy
Music,  Happy Chefs,
Joyful Art는 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에 단비와 같이
숨통을 트여주는 시간들이 되
었다. 짧은 만남이지만, 누군
가 집에 찾아와 주고, 심지어
흥미로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민용이에게는 너
무나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
들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
을 것만 같았던 답답한 현실에  
한 줄기의 빛처럼 다가와준 프 

로그램들이었고 참으로 고마운 선생님들이셨다. 팬데믹이었기에
시도할 수 있었던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었으리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며, 24살 청년 민용이에게 무언가 특
별한 것이 아닌, 그가 속한 가정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것이
신체 장애를 동반한 중증장애인도 아우를 수 있는 데이케어 프로
그램을 통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끔 일터에서 답답하고 힘들 땐, 집에서 혼자 지내는 민용이의 마
음이 되어본다. 그 아이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외롭고 고통스런 시
간들을 이겨내고 있을 텐데, 어미가 되어서 삶의 무게를 감당해내
지 못하면 되겠는가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
을 때,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
는 것은 기도였다. 민용이가 메신저로 내게 calling을 하듯, 나도
주님께 기도로 calling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로서의 무기력
함을 인정하고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비로소 일하시는 하나님, 그
분이 민용이와 함께 계셨음을 믿는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유익인 것처럼, 팬데믹을 통하여 이만큼 살아
내게 해주신 은혜, 나와 내 주변을 되돌아보며 깨닫고 성장하게 하
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Happy Music

Happy chefs



예배선교부:�Promise�Friends,�VBS�참여

프라미스교회의 VBS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면으로 열
렸습니다. 이번 VBS에는 Promise Friends도 참여했습니다.
Promise Friends의 모든 학생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
랜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VBS 소식은 누구에게나 반가웠습니
다. 참여한 학생은 교사와 함께 오랜만에 열린 VBS를 통해  하
나님를 배우며 친구들과 즐거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일상의 모습이 차츰 회
복되고 있고 교회 예배나 각종 프로그램, 모임 등을 오픈하고 있
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복지부/교육부:�행복한�첫�회식

I ♥  My Job!의 1기 훈련생들과 훈련 교사가 손꼽아 기다려왔
던 회식을 드디어 가졌습니다. Duluth의 한 퓨전 일식집에 모
여서 수료증을 전달한 후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갖
는 회식 자리에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유
쾌하고 행복했는지 그 자리에서 2차 회식도 계획했습니다. 현재
몇몇 지역 교회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일터 찾기’에 동참
하고 계십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일
상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곧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2021�Spring�프로그램�전체�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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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토요일 오전에 ONE Ministry 전체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40여명의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인사하
며 기쁨으로 시작했던 발표회의 감동과 감사가 여전히 마음 속
에 남아있습니다. 특별히 서로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기쁨과 감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
년 봄학기의 꿈글학교, 주중 프로그램(Happy Music,
Happy Chefs, Joyful Art), I ♥  My Job!이 진행되는 동
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또한 가정마다 방문하여 일대일로 지도해주신 교사들
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 가을 학기에
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며 다함께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Faith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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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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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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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inistry Summer Camp 
 - Program: The ABLE Orchestra / Happy Music / 
   Let’s Play with Graphics / Joyful Art / Summer Recipes /
   I like to Move / Play Room
 - 기간: 7/5 ~ 7/23(3주) 
 - 시간: 10am ~ 1:45pm 
 - 장소: 1st week: 잔스크릭 한인교회, 
            2nd week: 아틀란타 벧엘교회, 3rd week: 섬기는교회 

2. 2021 Fall Program 
 - 꿈글학교: 8/21 ~ 12/11 (매주 토, 15주)
 - The ABLE Orchestra: 8/19 ~ 11/18 (매주 목, 12주)
 - Weekday Program: 8/23 ~ 11/19 (12주)
    Happy Music, Joyful Art, Happy Chefs 
 - 상세 정보 및 등록 방법은 원미니스트리 나눔방에 추후 공지
 - 문의: 470-330-9086
3. 2021~2022년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펀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470-494-5162

4. I ♥ My Job! 훈련과정을 마친 네 명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로 초청해 주실 분은 연락 주세요. 
 - 문의: 470-494-5162

손은정

Esther Han

6월의�광고

이달의�후원자
곽공옥 구자은

이영환 주안에 교회
Amazon smile

석성원

Chu Hui Ostoich
Gae S Park

김창근

심재혁

고수정

Fishers of men church, Inc(정한울)
사랑이네 치과(Michael Kim)

프라미스 교회

The Good Management, LLC(Sally Sung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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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3. 복지 사역 
    Day Care Center 설립 계획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I ♥ M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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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