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1986 년 목사안수 준비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 떼를 쓰던 내가 시애틀에 이사 와서는 남편의
사업을 돕기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울면서 생을 계속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시애틀에 도착한 후 갑자기 하나님은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밤낮으로 미친 듯이 몇 번을 통독하도록 인도하셨다. 예를 들면
남편의 낚시질을 따라가면 해가 지고 글이 안 보일 때까지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대면서 " 내 눈이 띄었다"고 환호성을 울리곤 했다. 항상 앞이
캄캄하다는 찬송을 부르던 나였기에 남편도 "그래, 당신 눈이 띄었는가
보다" 했다.
그러던 중 1980 년대에 광주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아들을 땅에
묻고 울고 사는 우리는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도예배를
드리자고 지역사회의 한인 교포들과 목사님들을 초청했다. 신학 출신인 내
남편이나 내가 얼마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것이 희생당한 영혼들에게도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목회자가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때 우리가 예배를 인도해서
추도예배를 무사히 마쳤으나 목회자들에 대해 적지 않은 실망을 안게
되었다. 다 들 자식을 키우며 사시는 분들인데 설마 관심이 전혀 없어서
불참했겠는가? 1) 자신들이 주관하지 않은 예배라서, 2) 광주사태를
빨갱이의 소행으로 보았기 때문에 원수의 추도예배를 인도할 수 도 참석할
수도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책 갈피에 잠시
감추어놓고. 3) 참석했다가 영사관이나 교인들의 눈총과 비판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4)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주선하는 예배라서. 이
것들이 목회자들의 불참에 대한 분석이었다.
성경을 미치도록 읽혀 영적으로 준비 시키시고, 아들 잃은 절망에서
나와 더 보람 있는 일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가운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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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셨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스쳐간 의식적인 생각은
내가 목사가 되어 일반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야겠는가 보다 싶었다. – 그 것이 무엇이던 간에. 나의 Mentor 인
Wilson 목사님께 “목사 안수에 대한 영감이 마음에 들어온다” 고 말했다.
그는 즉시로 행동을 개시했다. 일반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그 것이 바로
훗날 노숙사역이 될 줄을 나는 짐작도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의식을 내 속에 넣어주시고 밀어 붙이셨던 것으로 나중에 신앙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Wilson 목사님은 나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Maplewood
장로교회의 당회와 자기가 속한 North Puget Sound 노회의 목회위원회에
연결을 시켜 안수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노회에서 공부를 다시 하라고
했을 때 내 나이 (50 살) 에 공부를 못하겠다고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회의 목회위원회나 Wilson 목사님이 들어주질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면서 밀어 붙였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밀어 붙이시는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밀어 붙이셨다고 고백한다. 더 저항할 수 없어서 시애틀의 Fuller 신학 분교
대학원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그 때 신약신학에서는 역사적인 예수를,
교회사에서는 교회와 사회를 하겠다고 허락 받아 재미있게 공부를 했다.
Fuller 신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추구하는 바를
못하게 하지도 않았다. 석의 학과 신약신학 교수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나는 두고 두고 설교를 준비할 때 마다 그에게 감사한다. 나의 신학사,
문학사, 사회사업석사를 인정해 주었고, 사회사업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많아 그 것들을 선택과목으로 쳐 주고 석사과정의 신학과목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석의 학, 교회사, 설교 학) 등을 하는 것으로
목사안수를 위한 준비로 인정해 주었다. 공부는 항상 너무 재미있었다.
영적으로는 기뻐서 찬송을 부르며 다녔으나 full time 을 하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두드러기가 돋으면서 육신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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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강력하게 항거하기도 했다.
안수를 받고자 하는 후보는 노회시험을 두 번 거친다; 하나는 전 노회
앞에 서서 왜 목사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가를 설명하고 신앙고백을 하는
과정이고 나중 것은 교육과, 총회에서 내려 온 필기시험과,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노회 앞에서 받는 최종 구두시험이다. 거기에서 통과하면
안수식을 거행하게 된다. 처음 관문을 통과하는 날 나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일" 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 말을 앞 자리에 앉아있는 내 남편이 알아듣게 한국말로
하게 해 달라고 허락 받아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 남편을 향해 그 말을
하면서 터진 수도꼭지 같이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할 길이 없었다. 왜나
하면 가장 귀중한 자식을 잃고, 내가 죽음의 문턱을 얼마나 넘나 들고 얻은
결론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수 백 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마른 눈으로 돌아간 이가
없었다고 한다. Fuller 신학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내려오는 시험도 다 패스해서 2 년 후 노회 석상에서의 둘째 관문인
구두시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 되었다.

1987 년 4 월 12 일 미국장로교 목사로 안수 받다
Maplewood 교회당에서 1987 년 4 월 12 일에 North Puget Sound 노회는
내를 미국장로교 목사로 안수해 주었다. 대개 4 월에 주님의 부활절이
오고, 내가 미국에 도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4 월 18 일이고, 내 아들
생일과 세상을 떠난 것이 4 월 25 일과 30 일이라 내게는 4 월이 의미 있는
계절이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행사를 4 월 12 일 주일에
치르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4 월은 주님과 내게 있어서 죽음의 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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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 달이기도 하다. 다음의 사진은 노회장이 질문하고 안수 받을
사람이 응답하는 모습이다.

노회 석상에서의 나의 시험과정과 안수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늘까지 가장 감명 깊은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학을
나온 지 28 년만에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모두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 때 내 나이 52 세였다. 여자 나이
쉰이 넘으면 쉬었다고 했다는데 나는 그 때 펄펄 날랐고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였다.
미국장로교회에서는 한정미 목사가 나보다 먼저 안수를 받았고, 내가 그
다음 받아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한인여성으로서 미국장로교에서 안수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안수식과 , 설교, 기도, 찬양 등 모든 순서를 이중 언어로
했고 순서에는 남녀 함께 참석시켰다. 나는 그제야 죽음의 도시 St. Louis 를
떠나던 날 밤에 주신 계시의 뜻을 알 것 같았다. 큰 나무가 불이 붙고, 붙고
나니 그 나무가 재로 변하고, 재에서 꽃이 피어나는 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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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었다. 킬케골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라고 했듯이 나는 하나님까지 밀어내며 살기를 거부한 완전한 절망 곧 죽었었다. 그런데 오늘 안수 받고 목사가 된 일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재에다 생명을 불어 넣어 살리신 기적이다. 내
서원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까지 계시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죽은 재로
남아있게 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 재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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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대답 과정을 마친 후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안수 받은
목사, 장로 모두가 나와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였다.

안수가 끝나면 stole 을 노회 목회위원회에서 안수 받은 사람의 목에
걸어준다. 왼쪽 사진은 처음으로 목에 Stole 을 걸어주는 장면이고, 오른쪽
사진은 stole 을 걸고 돌아서는 장면, 이로서 진정으로 목사가 됨을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이다. 아래의 사진은 안수가 끝난 후 축도는
안수를 받은 목사를 시킨다. 그래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축도를 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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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는 미국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USA), 의 목사가 된
것이다. 지금은 2 세들이 나와 영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언어 때문에 한국 남자들이 미국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52 살이나 먹은 여성이 이 일을 해
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용하다고 했지만 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list
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내가 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고백이다. 내 일생에 나 혼자 해낸 일이 거의 없고 만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 하셨기 때문이고, 목사안수도 그분이 밀어
붙이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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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에 내 안수 식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나의 Mentor 목사님들
중의 한 분이시고, 나의 대 선배님이신 정용철 목사님이시다. 이 분이
은퇴하신 후 시애틀에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셔서 섬기실 때에 나는
어른 성경 반을 가르쳤다. 주일 아침에는 Maplewood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Bellevue 에 있는 필그림 교회에 가서 봉사했다.
그러나 안수 받고 대학목회를 시작하면서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했다.
정용철 선배 목사님은 95 세가 되신다. 부부가 다 건재 하시다. 내
안수 식에서는 필그림 교회 찬양대는 한국말로, Maplewood 교회
찬양대는 영어로 찬양했다. 음식도 한식, 양식으로, 손님도 한국인과
미국인이 많이 참석했다. 예배와 기도 음악 모두가 이중언어로
되었다. 다음의 사진은 잔치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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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년 4 월 워싱턴 주립대학 목회를 시작하다

장로교 제도에서는 목회지가 있어야 그리고 50%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목회자로 청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Wilson 목사님을 통해
나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학원목회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나는 대학
목회실에서 내는 1988 년 겨울뉴스레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As a newly ordained Presbyterian clergy woman, I was asked frequently, "Why
ministry to internationals? It might be appropriate to start this article by sharing
who I am, for the seed for campus ministry was planted deep in my heart in my
adolescent years. I became a Christian in a high school campus run by the U.S.
Methodist mission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I was drawn to racial ethnic
minoritie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o I call "sojourners" because I myself
have become through the difficult, hurting, cold, hungry, thirsty, and lonely life
of the "sojourner" through the refugee life in South Korea, homelessness in the
Korean war, and immigrant life in the United States. Therefore, the cal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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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nant House to work with internationals seem so natural that I accept it with
a great joy and deep gratitude.......
As a mental health practitioner-social worker-clergy person, I feel "gifted"
in witnessing the love of God by offering counseling, advocacy, and crisis
intervention.
A large portion of my time is devoted to connecting the third world students
with the local community. As a third world person I carry a deep sense of global
awareness and mission. I am well aware of deep-seated tension and hospitality
between the two superpowers and countries which claim different economic and
political ideologies. Expressions of tension are see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oppressors and the oppressed, the dictatorial governments and Chris's
churches, the first and the third world. I am aware of a great need for U.S. citizens
and Christians to be informed correctly of what is going on in this world and what
we are doing to each other in our inevitably tangled relationship. .......
.
목회지를 선택할 때 한국교회가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절대로
한인교회에 안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를
먹었어도 신학에 있어서 진보적 성향을 가졌는지라 한국교회와 나는
서로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다. 목회를 늦게 시작했으니
목회할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서 내게는 투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목회지를 찾아 짧은 시간에 열심히 하면
족하겠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처음 목회지가 워싱턴 주립대학에다 외국학생 학원목회를
개발하는 일을 주었다. 그 당시 워싱턴 주립대학에는 전 학생수의 20%를
차지할 만큼 외국학생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개발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처음에 와서 주류사회와 이 나라 학생들에게 적응이
안되어 낮 설고 외로우니 그들을 위한 특수목회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항상 지역사회에서 무엇인가 개발하라는 책임이
주어지곤 했다. 나는 지역사회 조직 같은 것을 공부한적도 없는데, 하여튼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하늘의 지상명령으로 받아드리고 마다해본 적이
없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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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내가 하던 모든 사회사업을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했지만 이번에는
안수 받은 목사로서 했기 때문에 좀 달랐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공부를 준비했다.
내가 일한 사무실은 대학가 45 가와 19 가에 있는 Covenant House 에
있었다. 처음 대학목회가 시작될 때 그 프로그램을 Covenant House 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시대에는 Covenant House 의 초 교파 대학목회라고
불렀다. 나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그룹이었다. 발톱이 닳도록 큰 학교
캠퍼스를 누비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학생회와 연결하고
심방하고, 학교 근교의 학생아파트까지 심방했다. 정신질환 상담을 Parttime 으로 해서 job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일의 양은 두 개가 다 Full time
이상이었다. 특히 한인학생 중에서 정신질환을 일으킨 학생들은 내가
상담하고 치료하거나 정신과 의사와 협력 하여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서도 나의 과거의 정신질환 경험이 요긴하게 쓰였다.
다음의 사진은 세계 각 곳에서 온 외국학생 환영만찬에서 그 목적을
설명하는 장면과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다. 나는 키가 작아서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야기 했다. 학생들은 항상 배고픈 사람들이었다. 자취를 해도
그렇고, 기숙사 음식은 싫증나서 우리가 하는 동양음식을 매우 즐겼다.
지역사회에서 온 손님들 까지도 우리 음식을 매우 좋아했다. 그 시절에는
내가 허리와 다리가 벌써 아프기 시작해서 내 남편, 용이, 그리고 mentor
이신 Wilson 목사님이 오셔서 무거운 음식 통 나르는 일들을 많이
도와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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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계시 (1988 년 부활절 새벽)
학생들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지역의 교회
사회에게는 제 3 국 학생들로부터 미국과 제 3 국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고,
미국의 제 3 국에 대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역할에 대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도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엄청난 계시를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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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꼭 1 년이 되던 1988 년 부활절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칸짜리 방의 작은 교회의 문 안 쪽에 세워놓고
타지 않는 큰 불 속에서 영어로 바로 내가 서있는 거기에다 “Plant the
Cross. It will grow out the roof (십자가를 심으라, 그리하면 그 것이
지붕 밖으로 자라서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내게는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처음이라 감격하고 떨렸다. 그 계시가
너무도 분명하였으나 무엇을 뜻하시는지 알아 듣지 못해 여러 해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했다.
계시를 받은 후 세월은 흘러 두 해가 흘러갔고 1990 년 가을이
왔는데 혈압이 감당 못할 정도로 높아져 입원을 시켰다. 하루는 병원에
누워 하나님께 넉두리를 늘어놓았다: “저는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앓는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게 주신 그
꿈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알아듣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병실 안이 온통 눈처럼 희고 환해
지면서 비몽사몽간에 영안을 열어주시어 “십자가를 심으라” 는 계시는
노숙여성 목회를 하라는 비전임을 밝혀 주셨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생을 주님께 보험을 드려야지 세상보험에 매달린 것이
잘못입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렵니다. 몰라서
지금까지 헤맸으나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니 그렇게 순종하렵니다" 고
고백하고 노숙자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때가 왔다고 스스로 다짐
하고 퇴원했다.
십자가를 심으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나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많은 젊은이들과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던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죽기도 힘든 가장 참혹한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이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치욕과, 멸시, 가족과 사랑하는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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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 까지를 의미하는 육신적인 고문을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과 번뇌와 외로움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오늘 가난과 병과 학대와 강간과 버림과 무시와 절망이란 것들에게
몸과 영혼이 모두 밟히고, 찢기고, 버려져 길거리에서 걸식하며 노숙하는
여성들과 남성들과 아이들의 아픔과 외로움이기도 하다.
또한 십자가는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환영, 높임과 용서, 소망, 은혜, 재생, 부활을 의미한다. 이는
노숙자들이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이고
생명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일생 동안 가진 것이나 집이나 명예나 이름이나 지위도
없이, 자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몽땅 비워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정신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렸으나
빨리 찾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발자취요, 거울이요, 생명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노숙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에 심으라는
뜻으로 주시는 계시임을 미련한
나는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심으라”는 계시를 품고
노숙자여성교회,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셨다.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란 교회 벽에 걸려있는 죽은 장식품인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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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생동하는 십자가를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심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내게 말씀해주신 계시의
의미라고 믿는다. 이런 의미에서 위의 막달라 마이라 교회의 로고는
노숙이란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통해
나음을 얻고 자유스럽게 되어 소망가운데 기뻐하며 교회 안팎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지만, 나는 일생 동안 앓던 지병인 기관지
천식이 심해져 죽을 것 같아서 63 세 (1998)에 7 년이나 섬긴
노숙사역에서 은퇴하려고 준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은퇴하기 두 달
전에 또 다른 계시로 장로교 총회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7 년동안
전국적으로 순회설교의 길에 올려 놓으셨다. 그 때 나는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버려진
노숙자들의 생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희생적으로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
죽음에서 일으키자고 외치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었다. 두 번 째 은퇴 후 오늘까지 내가 계속하고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심는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었다.

작은오빠의 미국 여행
그 계시에 따라 사역의 준비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집을 옮길
기회부터 마련하시는 것 같았다: 작은오빠가 폐암에 걸리셨다고 내게 돈을
주신다고 했다. 나는 사양했다. 미국에 와서 좋은 집에도 살아보고
아파트에도 살아보고 부족한 것, 원하는 것이 없으니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라고 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기간이 그렇게 치명적인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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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셨다니 너무 서글펐다. 오빠는 나를 이북에서 업고 나왔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큰 오빠를 잃은 후 작은오빠가 나에게 학비도 벌어다 주고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시어 항상 고마웠는데, 그리고 한국에 계시거니 하니
마음이 든든했는데 수술도 못하는 small cell lung cancer 에 걸리셨다니
일생 일만 하고, 큰 오빠 가신 후 형수, 조카들, 어머니, 동생과 자기식구
여섯 합해 8-9 명 식구의 가장으로 한번도 놀아본 적도 없었던 오빠가
갑자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빠의 마지막 선물을 거절했을
때 오빠는 친척들에게는 다 주고 네 차례라면서 하루에 $5,000 씩 열흘
동안 내게 송금하셨다.
나는 오빠가 88 년도 겨울에 이곳 워싱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도록 주선해서 올케언니와 미혼인 딸 경희를 대동해서 오셨다. 우선
우리 근처의 아파트에 살림을 차려드리고 금방 아래 사진에 있는 큰 집을
사서 우리 모두 함께 살기로 했다.

위의 사진은 작은 오빠가 암 치료차 시애틀에 1988 년 성탄절 부터
1989 년 2 월 29 일 까지 머무수시는 동안 억지로 한번 찍은 사진이다. 앞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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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오빠이고, 오른 쪽이 작은 올케이고 왼쪽이 나 이다. 그리고 뒷줄
오른 쪽에서 부터 영수, 작은오빠 셋째 딸 경희, 내 아들 용수, 그리고 내
남편이다. 이 사진에 있는 오빠는 항암 치료를 받아 많이 수척해 진 그의
마지막 모습이다.

1988 년 겨울 Lake Forest Park 에 집을 사고 이사를 하다
하나님은 민주화 운동으로 파산에 넘어가 상실한 집을 신속하게 만회시켜
주셨다. 오빠네 식구 (오빠, 올케언니, 딸) 와 같이 살기 위해 아래 위로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큰 낡은 집을 사고 이사를 들었다. 다음의 두 사진은
앞마당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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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신은 우리 집의 뒷 모습이다. 앞 뒤 마당에 나무가 많아서
피서지에온 것 같이 서늘하고 공기가 나무 좋았다.
이 집은 앞으로 보기에는 큰 것 같지않아도 위의 사진이 보여 주듯이 뒤로

보기에는 매우 컸다. 앞 뒤 마당에 큰 나무들이 수 십대 서 있었다.

1989 년 2 월 26 일 작은오빠 별세하다
오빠 네가 이 집에서 두 달 살고 오빠가 University Hospital 에서
별세하시니 내 가슴이 또 찢어졌다. 너무 억울했다.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라고 늙으막에 사위들 신세 안 진다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모았고,
자신을 위해 써보지 못한 채 가시니 너무 억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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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으려고 오셨는데 폐암이 너무 많이 진행된데다가 폐렴으로
가셨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해도 모든 죽음이 억울한 것같이 느껴진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오빠는 62 세였다. 일만 하다가,
돈만 모으다가, 늙으막을 준비 하다가 간 사람이다. 너무 가엾은 일이다.
오빠장례는 이곳에서 간단히 지나고 시신은 서울로 가서 다시 장례를
성대하게 지냈다.
오빠는 어렸을 때 함흥에서 주일학교를 잠시 다닌 적이 있어서 "예수
사랑하심"은 기억했으나 그 후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시애틀에 오셨을 때 나는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안성진
목사님이 섬기시는 동네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가정예배에서 두 달 동안
사도행전, 욥기, 누가 복음을 떼었다. 그리고 세 식구 다 안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일주일 되는 그 다음 주일 새벽에 눈을 감으셨다. 내가 서울에
갔을 때 여러 목사를 소개하여 연결시켰으나 오빠에게 도움을 못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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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시애틀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드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이 사건에서도 분명했다. 오빠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별세하시기 전에 "서울에 돌아가면
엉터리로 믿거나 안 믿는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하겠다' 던 약속이
유언이 되어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불교를 믿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모르던 작은 올케가 어머니가 나가시던 신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듣고 그토록 작은 며느리가 예수 믿기를 원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 졌다고 감사했다. 그 후에 동네 교회로 옮겨 권사까지
되셨는데 믿음이 식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어머니의 기도에 이어
내가 작은 올케를 위해 기도한다. 더 깊은 믿음을 얻어 나머지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작은오빠의
맏딸, 난수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 고모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내 생전에 안되면
결국 또 이것이 나의 유언이 될 것이다.
훗날 Lake Forest park 집에서 살 때 용이가 약혼하고 다음해에
결혼해서 밑의 층에 일년간 새 살림을 꾸렸었다. 집을 사고 일년 후에 한 살
되는 대운이 (손자)를 데리고 이사를 가는데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배웅도
못했다. 그 때 서운하던 일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특히 애기가 가는 것이
그렇게도 서운했다.

1989 년 6 월 용이 U/W 졸업
1986 년 6 월에 용이는 U/W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벌써 졸업했을
것인데 공부하는 동안 뉴욕에 연수를 갔다 오는 바람에 졸업이 늦어졌다.
내가 목사안수를 위한 공부를 할 때 둘이서 이 도서관 저 도서관을 옮겨
다니며 함께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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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막내가 어려운 공부를 잘 끝내고 졸업하니 많이 자랑스러웠다.

Kubler Ross 의 Workshop 에 참석하다
Elizabeth Kubler Ross 는 죽음문제를 전문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다. 아들도 잃고, 남편이 파산하고 사업과 집도 잃고, 내가
너무 악몽을 많이 꾸고 있음을 안 내 여 목사 친구가 Kubler Ross 가
인도하는 세미나에 장학금으로 가도록 주선해서 San Jose 에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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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seminar 는 externalization workshop 이라고 하는데 100 여명이
참석했었다. 한 사람씩 침대 matt 같은 곳에 앉고, 손에는 물 호스 하나씩
들고, 앞에 놓인 전화번호 책을 두둘겨 패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속에 쌓인
한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속에 있는 모든 한과 미움, 분노를 모두 토해
내는데 너무나도 그 효과가 강력하였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100 명이
앉아 지켜보았다.

나는 휴식시간에 교회당에 들어앉아 기도하기도 하고, 종이에다 온갖
병과 나를 두고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써서 위의 사진에 있는 그
나무 밑에다 "영원히 여기에 있고 나를 따라 집으로 오지 말라"하고
묻었다. 사진은 Kubler Ross 와 함께 찍은 것이다. 왼쪽이 나이고 오른쪽이
그분이다. 전화 번호 책을 두둘겨 패는 일을 두 번 하고, 나의 모든 슬픔,
아픔, 분노, 쌓인 한 등을 모두 그 나무 밑에다 묻고 홀로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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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왔는데 한 주일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의 진과 에너지와
모든 분노가 다 빠져 나가니 일어나 걸을 기운이 없어서였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월남 전에 다녀온 사람들도 많았고, 나처럼 자식
잃은 사람, 재산과 건강을 잃은 사람 등 가지각색 경우들이 있었다. 내가
두둘겨 팬 인물 중에는 나 자신과 내 남편도 들어있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
얼굴을 보니 갑자기 그가 불상해 보였다. 자기를 그렇게 팼다는 말을
본인에게는 영원히 하지 못했다.

Seattle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낚시질
내 남편은 한국에서부터 낚시질을 즐겼다. 때로는 친구하고 낚시질
가는 것을 가족하고 지나는 것 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낚시질을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기까지 했다. 시애틀에 와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내가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가 낚시질을 가자고 하면 따라가서 옆에 앉아
책을 읽다가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보고 그만 가자고 졸랐다. 그러면
그는 당신이 졸라서 고기가 안 잡힌다고 까지 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살다가 한번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눈이 먼 고기들이 내게 잘 물려 나왔다. 그 재미를 알게 된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낚시꾼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내 남편이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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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자고 해도 내가 깜깜해 질 때까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형편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스트레스 해소에 최고로 좋은 오락이 낚시질인 것
같았다.

이렇게 큰 홍어가 잡힐 때면 낙시 하던 모든 사람들이 낙시 줄을 다
걷어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홍어 낙시 줄에 엉켜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어가 잡혀 올라오면 모든 낙시꾼들이 사진처럼
모여들어 환호성을 울리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된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홍어 한 마리를 잡으면 일 년간 홍어회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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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에는 내가 낚시 광이 되었고, 낚시질이 나의 유일한 오락이
되었다. 한번 나가면 집에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 것이 내가
남편에게서 전수받은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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