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Rev. Dr. Jean Kim) 목사 약력
학력:
김진숙 목사는 1955 년에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1959 년에
한국 신학대학에서 신학사와, 1960 년에 단국대학에서
문학사를 취득하고, 1960 년에 시카고 대학에 수학,
1977 년에 St. Louis 대학에서사회사업 석사 학위를 취득 후,
1987 년에 Fuller 신학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2006 년
71 세에 노숙사역을 주제로 San Francisco 신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력:
김진숙 (Jean Kim) 목사는 1935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 1946년 11살에 가족과 함께 이남으로 피난.
한국에서 1970 년에 미국으로 이민온 후 미국이민생활 거의를 미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에 몸바쳐오고 있는 한인계 미국시민 여성이다. 그는 미국장로교 (PC/USA)
은퇴목사이며, 워싱턴주 공인 정신질환 카운슬러 이면서 공인 사회사업가로서 정신병원/건강원, Presbyterian
Counseling Service, 생활상담소에서도 봉사했고, 일생을 정신문제를 가진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노숙여성 교회를개척하여 섬긴 후 미국장로교 총회직원으로 미국전국의 장로교회(미국/한국 장로교회)
들에게 7 년이상 교육하고, 훈련하고, 현재도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노숙사역을 조직 (전국적으로) 하고,
노숙사역자를 훈련하고, 자료를 쓰는 일에 헌신한다. 한편 전국 한인교회 총회 PC(USA)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한인교회들을 위해 여성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기도 했다. 시카고의 McCormick
신학에서 한인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성추행” 강의를 4 년간 했다. 수년간 KOSTA 여름 conference 에서 plenary,
seminar, 상담등에 봉사했다. 10 여 노숙사역 단체의 이사/ 고문으로 활약하면서 워싱턴 주지사 노숙문제
고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섬기기도 했다. 현재는 시애틀 둥지선교회의 목사/정신질환/사화사업/ 선교
담당목사이다. 김진숙 목사는 노숙문제, 가정폭력, 여성문제, 목회자 성추행 문제 집필가이며 강사이며
워크샵리더이다. 그는 미국장로교의 믿음의 여성상과, 노숙자의 영웅상과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포장상과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이화를 빛낸 상”등 사회봉사상/감사장을 20 번 받은바있다.
김진숙 목사는 다음의 10 가지 노숙사역을 개척 혹은 공동개척하다.
1) 시애틀 노숙자들의 낯 쉼터 Olive St. Social Club (for the homeless 개척 (1980년대)
2) 시애틀 노숙자들의 낯 쉼터 Cherry St. Social Club (of the homeless) 개척(1980년대).
3)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 외국학생목회 (Covenant House에서) 개척 (80년대)
4) 시애틀 노숙자 여성교회 the Church of Mary Magdalene (of homeless women) 개척(1990년대).
5) 북미주 노숙자 한인선교단체협의회(National Korean American Coalition for the Homeless) 개척(2000년대).
6) 미국장로교 노숙선교연합(National Presbyterian Network to End Homelessness) 개척(2000년대).
7) 시애틀 둥지선교회 (Nest Mission for the homeless) 개척 (2006).
8) 워싱턴 주 장로교 노숙연합(Regional Presbyterian Networks to End Homelessness (Washington State) 개척.

9) Connecticut 주 New Haven 의 아가페 노숙자 교회 (Agape Church for the Homeless, New Haven, CT) 공동개척
(2000년대).
10) 시애틀 한인생활상담소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Seattle) 공동개척 (1980년대).
11) 김진숙 홈리스교육재단 설립

저서로서는
1. 노숙근절 (영어) (미국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 발간, 2000).
2. 같은 주제의 비데오 (영어) “

“

“

“ , 2000).

3. 김목사의 사역에 대해 “또 하나의 열매” 를 주제로 DVD: KO-AM TV. 시애틀이 제작 .
4. 십자가를 심으라 (한글)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 발간, 2008.
5. 한인교회 여성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 공저: 한글(전국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와 미국장로교 한인
목회실 공동출판), 2009.
6. 한인교회 여성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 공저: 영어(전국 미국장로교 한인교회총회와 미국장로교 한인
목회실 공동출판), 2012.

“

7. 아래의 5권을 책을 영상강의로 출판: 한글 (서울: Vision, Knowledge, Community, 2015).
8. 아래의 5권을 책을 영상강의로 출판: 영어 (서울: Vision, Knowledge, Community, 2015).
보라색 사람들 제 1 권: 누가 왜 노숙자가 되는가? (영어)
보라색 사람들 제 2 권: 가난/노숙에 대한 신,구약 성서의 입장 (영어)
보라색 사람들 제 3 권: 106 노숙사역방안과 15 개인경험 간증 (영어)
보라색 사람들 제 4 권: 103 개 견본 노숙사역들 (영어)
보라색 사람들 제 5 권: 일반교회와 노숙자 교회에 한 설교모음 (영어).
9. 위의 5권을 한권에 담아 인쇠 책으로 (한글) 2016년에 출판예정.
10. 위의 5권을 한권에 담아 인쇠 책으로 (영어) 2016년에 출판예정
11. 자서전 “보라빛여성” (한글). 2016년 출판예정.
김진숙 목사는 1997 년부터 현재까지“노숙근절”이 새겨진 보라색 shirt 를 매일 입고 다녀 “보라색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김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내가 앓은 병으로 말하면 다섯 살에 이미 죽었어야 했고, 내가 겪은 아픔과 한
으로 말하면 십대에 이미 완전히 망가져야 했고, 내가 범한 죄로 말하면 이십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했고,
하나님의 부름에 불복종으로 말하면 삼십대에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했고, 사십대에 자식 잃고 살기를 거
부했을 때 나늘 놓지 않고 내게 매달리신 주님의 은혜와 그후에 내게 쏟아 부으신 축복으로 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삼아 기록해도 못다 하겠나이다.”

연락처: (425) 563-3006 (cell phone)
E-mail: jeankim1935@yahoo.com
Website: www.jeankimhom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