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년 1 월 19 일 막달라 마리아 노숙자 여성교회 개척하다
왜 노숙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이전까지 한국 (나환자, 전쟁고아, 전쟁과부)에서 섬김 노숙사역과
미국에서 섬긴 노숙사역 20 연년은 년신학도로서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했다면 아들을 잃어버린 경험, 한번 죽었다 살아난 후로는
나처럼 아픈 사람들, 노숙자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영안으로, 영성으로 보게되었다. 과거에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했다면 지금부터는 완전히
주님께 붙잡힌바되어 그의 가슴이 내가슴에 들어오고 내가슴이
노숙자들의 가슴에 들어갔다고 할까. 그들의 가슴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다고 할까. 그 후 그렇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30 여년의
노숙사역이 시작된다. 아래에 바로 그이야기를 나누고저하는 것이다.
내가 노숙자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게 된 몇 가지 동기가 있었다: 그
첫째는 내가 정신병원 입원병동, 외래 정신건강원 에서 그리고, 또
지역사회의 세 쉼터에서 정신질환 자 노숙자들의 치료를 맡았을 때 자살
기도해서 들어 온 환자들, 여러모로 자신을 버린 사람들, 파괴적인 생을
사는 사람들은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일하던 시설에서는 병 원목 외에는
하나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이라 교회와 사회의 분리라는 입장이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하는 상담, case management, 사회사업 모두가 필요한 치료여서
열심히 그리고 잘 하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영성을 개발할 기회가 없더라는
사실과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살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시설에서 그들의
영혼문제는 다룰 수 없어서 나같이 신학 배경에다 사회사업에다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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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가지에 종합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좋은 봉급과 혜택 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나 노숙사역에 대한 꿈은 막연하나마 싹이 트고 있었다. 그
둘째는 이 나라에는 예상외로 정신질환, 마약, 술 중독에 시달리는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에 놀랐다는 사실이다. 그 셋째는 미국에 잘
살아 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게 잘 사는 길
인가? American dream 을 쫓을 것인가, 주님의 dream 을 쫓아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봉착해서 응답을 요청 받았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집이 없이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셨다는 성경말씀이 나의 뇌리에 박혀있어서 주님의 Dream 을 쫓아
사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그 넷째는 정신질환/술, 마약을
남용하는 노숙자들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더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모두 병이 들어 살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 책임감, 꾸준한 노력, 참을성도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약속도 못 지키고, 제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일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이 정신문제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성장할 때 제대로 된
가정에서 제대로 된 부모들에게서, 제대로 사는 삶을 본 적이 없고, role
model 이 없어서 멋대로 자라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훈련
(discipline)과 한계 (limit setting), 규칙을 견디지 못했다. 게다가 육체
노동을 할 만큼 건강한 이가 몇 명 안되더라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한번
노숙에 떨어지면 만성병 환자처럼 되어버려 가정에서, 사회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절망감에 사로 잡혀 자포자기 해서 자신까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험한 노숙생활을 하다 보니 피해망상증 환자가 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킬케골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한
것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노숙생활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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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나는 진단했다. 그러므로 약물 치료가
아닌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왜 여성교회인가?
왼편의 로고는 막달라 마리아교회의
로고이다. 하나님께서 1988 년
부활절 새벽 꿈에 큰 불 속에서 내게
"십자가를 심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노숙자 여성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초기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이사로
수고하시던 Sheryl 수녀님이 막달라
마리아교회의 로고로 그린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모여든 모든
노숙여성들이 이 여성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롤 만나고 가난과 노숙과
병과 절망에서 해방을 얻어 잃어
버린 믿음과 자신, 존엄성과 소망을
회복하여 기뻐서 교회 안과 밖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첫째로 여성의 몸으로 노숙자가 되어 길에 산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을 말한다. 쉽게 도둑맞고, 매맞고, 강간당하고
살인까지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사는 삶이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노숙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천재 지변처럼 응급이라 생각하게 되어 우선
노숙 여성들을 섬기는 사역, 여성들의 노숙 근절이 우선이라고 생각
해서였다. 둘째로, 이 여성들은 과거에 결손 가정이나, 폭력 가정이나
정신질환, 술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가정에서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파괴된 사람들이다. 그들 자신들이 술, 마약을 했고, 매춘에다 도둑질에다,
거짓말에다, 폭력에다 구치소나 감옥살이 경력 등 화려한 과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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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성격에 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
자신감이나 존엄성, 자존심 같은 것은 버린 지 오래인 사람들이었다. 어떤
자매들은 살아남기 위해 난폭해졌고, 항상 방어태세에 있는 여성 깡패들도
있었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용하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생활수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어떤 여성들은 얌전하고 순해서 난폭한
여성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셋째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 와서 그들의 허물어진 자존감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넷째로, 그들이 믿는 대로
정죄하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섯째로, 사회와 교회가 그들에게 가한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함이었다. 여섯째로, 그들 자신들이 냄새 나고 정상이 아니라서
일반교회에는 가기를 꺼려했고, 교회들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꺼려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아무 위협 없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 그 들만의 시간,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모습이 허용되고
환영되는 그들만의 예배처가 필요했다. 현재까지 체험한 폭력 하는
남자가 없는 여성들만의 평화스러운 분위기의 여성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였다. 일곱째로 여성들이 노숙자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다. 그러므로 흔히 오늘 어머니와 아이들의 노숙이
미래의 어린이들의 빈곤과 노숙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의 노숙근절이 미래 세대의 노숙근절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덟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88 년 부활절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 속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심으라”는 계시는 “여성교회를
하라” 는 계시로 수년 후에 밝혀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게는 천식이
심해 죽음이 앞에 보였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외에 아무런 차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0

왜 교회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눅 8:1-3 의 말씀대로 일곱 귀신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예수를 따랐고 예수의 삶,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의
증인이 된 여성이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근본 주제가 되는
본문으로 요 20:18 의 "나는 주를 보았다"를 택했다. 노숙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와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병과 문제에서 치유 받고, 그녀처럼 주를 만나 그녀처럼 새로운 삶을
찾고, 그녀처럼 그의 사랑과 긍휼의 증인이 되고, 그녀처럼 자기가
만나고 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주를 보았다"고 외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지은 이름이었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다:
1991 년 1 월 19 일에 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열기까지 거의 3 년이란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안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헤매다가 1990 년
5 월경이었는가, 나는 교단을 초월해서 초 교파적으로 내가 이전에 인권
운동하면서 사귄 시애틀 시에서는 내 노라 하는 지도급 미국여성들을
대학목회 사무실에 모았다. 그리고 나의 꿈을 소개했다. 그들은 나의
여성노숙자들을 위한 비젼을 대 환영했다. 나는 여성교회의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 교회라 가칭하고 그들에게 다른 이름을 제안하라고 했다. 노숙자
여성교회의 그림을 Proposal 에 담아 써놓고 그들 더러 내가 서울에 다녀올
때까지 읽고 평가하라고 맡기고 서울여행을 떠났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막달아 마리아 노숙자 여성교회 사역의 설계를 대환영으로
받아드리고 다른 이름을 제안하는 이가 없어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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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장소를 구하기 위해 나의 가까운 친구 중의 한 사람인 감리교
여성 Jan Cate 를 대동하고 시내 5 가에 있는 미국 제일 감리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Hierholtzer 목사와 만난 것이 막달아 마리아 교회를 시작하기 두어
달 전, 1990 년 늦가을이었다. 나는 그에게 방 하나를 달라고 요청하니
담당 위원회와 의논해야 한다고 했다. 그 때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여성들이 저 밖에서 죽어가니 응급이다.
작은 방 한 구석을 주면 노숙여성들과 만나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한 두 달 후인 1991 년 1 월 19 일
토요일이라고 하니 "그렇게 빨리?" 하면서 허락하던 일을 기억한다.
처음에 제일 감리교회는 내가 요청한대로 찬양대가 옷을 벗어 거는,
사람 10 여명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방, 그러나 피아노가 놓여있는 방을
사용하라고 했다.
감리교회가 주일에 방이 없어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했다.
자원봉사자들도 주일에는 자신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에
오는 것이 더 쉽다고 했다. 쉼터는 새벽에 모두 내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길가나 공원에 자서 춥고 배고프고 화가 잔뜩 난 자매들을 따뜻하게 마지
하기 위해 따끈한 커피와 아침을 준비해 놓고 7 시에 문을 열었다.
우리의 첫 예배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미국장로교 사람들의
풍습처럼 만사를 다 준비해 놓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령님이
밀어붙이시는 영감을 느끼면 다른 계획 없이 즉흥으로 일을 시작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비 장로교적인 운영을 해왔다. 그래서 “시작이 반”
이란 말대로 시작한 것에서 도중하차 하지 않는 내 성격과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내가 구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알아서 예비하시고 충분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아는 고로 우선 빈손으로 시작
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이런 주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박두해서 전혀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두 주 전에 내가 일하는 세 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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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게 노숙여성 교회의 의도를 알리고 땡전 한 푼 없이 빈 손으로
1991 년 1 월 19 일 토요일에 우선 문을 열었다. 첫 날에는 별 준비도 없었다.
다섯 명의 자매들이 왔다. 그 중의 한 사람이 Penny Bog 였다고 기억된다.
그리고 내 친구 Donna Frye DeCou 목사가 와서 피아노를 쳐 주었다. 곧 그
방이 좁아서 거기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큰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새로 옮긴 방은 교회가 결혼식 등으로 자주 사용하므로 맨
밑의 지하층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 때 우리는 솥과 그릇, 찬송가, 성경,
심지어는 재봉틀까지 이고 지고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내가 “오늘은 집이
없어 이리 저리 쫓겨 다니는 여러 자매들의 사정을 알 것 같다며 울먹이니
자매들이 “우리 그냥 위에 머물면 안되나” 하면서 오히려 내가 불상하다는
듯이 위로했다.
지하층의 방도 점점 좁아졌다. 그래도 그 방 한쪽에 부엌시설이
있어서 편리했다. 그 좁은 방에서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좁아서 의자가
서로 닿을 정도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 십 명이 예배를 드렸다. 하루는
내가 설교 중이었는데 몸 싸움이 벌어졌다. 뒤에 앉은 한 자매가 장난으로
그랬는지 앞에 앉은 자매의 머리를 끌었다는 것이다. 앞에 앉은 자매가
발딱 해서 반응하고 서로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설교를 중단하고
가서 뜯어 말려 제자리에 앉혀놓고 설교를 계속했다. 이번에는 의자가
날아가고 우산이 날아가면서 다시 몸 싸움이 계속되었다. 나는 그 두 자매
가운데 서서 두 사람이 다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니 한 사람이 나가라고
했다. 그 둘 중 한 자매가 “내가 나갈 테니 돌아오면 점심을 주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 동네를 몇 바퀴 돌고 화를 가라앉히고 돌아오면
점심을 주겠다고 해서 한 사람을 내 보내고 예배를 계속했다. 두 사람 다 내
보내면 밖에 나가 죽고 살고 위험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두 자매를 화해시키고 점심상에 합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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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그 방도 좁아져서 바로 옆의 큰 Hall 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부엌 시설은 작은 방의 것을 계속 사용했다. 공간은 넓으나
어둠침침했다. 그래서 한인교회 청소년들이 와서 페인트를 칠해주어 약간
밝아졌었다.
따뜻한 아침식사 후, 한 시간 동안 신나게 찬양하고, 대화설교와 죄를
종이에 써서 헌금으로 바치는 등의 그들의 치유를 목표로 하는 색다른
예배를 드린 후 더운 점심을 진수성찬으로 차려 대접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속옷 사역이었다: 노숙여성들은 겉 옷이건 속
옷이건 거의 남이 입던 것을 입는다. 좋은 마음으로 옷을 나누는 사람들도
거의 입던 옷으로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에 맞지도 않는, 남이 입던
속옷을 입는 일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딱 맞고,
예쁘고, 편하고, 남의 몸에 대보지 않은 새 속옷은 곧 나의 자존심이다.
이세상에서 나면서부터, 혹은 성장해서 가족에게 혹은 남에게, 사회에서
무시와 학대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 입어 온 노숙자 여성들의 짓밟힌 자존감은 누가 어떻게 회복시켜줄
것인가? 나는 내가 섬기던 여성들의 자존심, 존엄성,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사역으로 여성들에게 입어보지 않은 새 속옷을 매 3 개월마다 한
벌씩 배급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여성신학은 속옷신학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Feminist's theology starts with lingerie theology)
미국교회의 많은 남, 여성들을 웃겼다. 그러나 웃을 일이 절대로 아니다.
속옷은 남, 녀를 막론하고 인간 자존감을 세우는 기본이다. 속옷을 사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상점에 가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할인 받아서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곤 했는데 한번은 Seattle Times 신문의 Jean Godden columnist
가 Lingerie Church (속옷 교회) 란 기사를 썼다. 그 기사를 본 큰
백화점에서 속옷을 준다고 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좋은
속옷을 배부할 수 있었다. 사역의 자세한 내역과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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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책 – 노숙사역 제 3 권에서 읽으라고 제안하고, 여기서는 더 길게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991 년 봄에 용이와 진경이 약혼하다

내 며느리와 아들은 둘 다 용띠이다. 용이를 밸 때 나와 내
남편은 아주 좋은 태몽을 꿨다. 내 남편은 쌍 용이 바다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꿈이었고, 나는 아름다운 바위 두 개가 바닷물에 찰랑찰랑
잠겨서 그 위에 서서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다가 깨었다. 우리 남편
쪽으로 쌍둥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쌍둥이를 밴 줄 알았다. 용 태몽에
용해에 나서 그 아이 이름을 "용 (용수) 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용수"라고 부르지 않고 용이라고 불렀다. 우리 친척들이나 St.
Louis 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도 "용"이라고 부른다.
내 아들 며느리는 각각 다른 태에서 나온 쌍둥이끼리 만난 것이다.
둘 다 1964 년생, 용띠, 동갑이다. 나는 딸 하나를 얻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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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이라고 부른다. 진경이와 나는 영어로 Jean Kim 이다. 그 것도
보통인연이 아니다.

1992 년 July 11 일 에 용이와 진경이 결혼
위에 잠깐 언급한대로 1964 년 9 월 28 일 생 용과 같은 해 11 월 30 일
생, 용 둘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다. 우리 아들, 며느리의 결혼식은 아주
검소했다. 정관봉 목사 주례 하에 그 교회에서 했다. 음식은 노인회에다
$5.00 미만의 점심 box 를 주문해다 손님들을 대접했다. 그리고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오게 했다. 물론 우리 쪽 손님에는 미국사람들이
반이나 되었다. 그렇게 저렴한 점심이지만 모두 즐겼다. 그러나 훗날 어떤
친구 아들은 한 사람당 $70.00 짜리, 혹은 $200.00 짜리를 했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그렇게 따라와
준 사돈댁에도 고맙고 미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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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풍습에서는 부모가 목사이면 목사부모가 자식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부모가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자식의
결혼을 축복해줄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아들
결혼식을 주례하고 싶었다. 내 남편은 내가 주례하는 것을 전혀 문제시
하지 않았다. 그는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여성주의자였다. 그러나 결혼은
양가가 하는 행사이니 여 목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 풍습에 따라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나는 지금도 서운하게 생각한다. 사실은 며느리
삼촌도 목사님이시다. 나와 그분이 이중언어 결혼식을 주례했더라면 이
세상에서 그 보다 더 진심으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아마도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용을 축복하는 마음도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을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 문화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영원히 내
가슴 한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 친구 한 가족은 딸의
결혼식 주례를 여 목사인 내게 맡긴 일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옛날에 사귄
한 남성 지인이 자기 딸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그 날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수락을 못한 일이 있었다. 그 분들은 양가 모두
남존여비사상을 극복하신 분들인 것 같았다. 아직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남존여비상에 대해 절망하다가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희망을
가진다. 고맙고 귀한 분들이다.
이 두 용은 내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매우 성실한 부부이고, 부모이고,
기계공학, 전기공학도로서 직장인이고 성실한 기독교인이다.

1993 년 5 월 17 일 첫 손자 대운 (Paul) 탄생하다
아래의 사진은 내 아들 용이가 첫아들을 분만 실에서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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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가지고 나온 모습이다. 내가 안아보니 너무 신기했다. 할아버지도
신기하게 들여다 본다. 내 막내아들이 애기 아빠가 되다니 신기하고
감사했다. 진경이가 제왕절개를 하고 분만해서 안쓰러웠다.

208

209

우리아들 며느리는 둘 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들 배고, 낳고 키우느라
매우 고생하고 수고했다. 외할머니가 많이 봐주셨고 나는 둘이다 새벽에
회의를 갈 때나 특별한 경우에 불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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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가 대운 (Paul)이고, 금년에 대학 3 학년이 된다. 작은 둘째 손자
대현이와 손녀 서연이는 고등학생인데 셋 다 내가 하는 노숙사역에 엄마,
아빠와 함께 참여하여 고맙고, 기특하고 예쁘다.

1993 년 UCC - PROK 자매 결연 맺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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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했듯이 연합그리스도 교단과 나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3 년에 우리 집에서 연합그리스도교단 대표 몇 명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와 자매결연을 맺는 꿈을
잉태시켰다. 한국 측에서는 기장 서울 동 노회와 서부지역 연합그리스도
교단 (Washington-North Idaho Conference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 이 자매가 된 것이다. 그 후에 같은 지역의 Disciples of
Christ 교단이 합세하여 세 교단의 자매결연이 맺어져 온지 금년
(2013)이 20 년깨이다. 그래서 2013 년 5 월에 세 교단 대표들이
시애틀에 모여 20 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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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진은 2013 년에 서울 동 노회 팀이 시애틀에 와서
20 주년을 기념하며 찍은 것이다. 뒷줄 오른 편에 파랑 색 바지 입은
백발의 노인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는 나와 오랫동안 정의,
평화운동을 함께 해온 동지이자 굉장히 가까운 친구이면서 서울 동
노회와 연합그리스도 교단과의 자매결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미국측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걸이시다. 그는 건강문제 때문에 여행을
할 수 없는 목사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서울에서 오는
대표들을 20 여년 host 하면서도 서울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열녀이기도
하다. 나의 mentor 중 귀중한 부부이다. 내가 80 을 거의 먹어가니 나의
mentor 들은 거의가 90 이거나 넘었다.
이 세상에는 혼자 설 수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이런
하늘이 보내준 귀중한 친구들이 있어서 모든 일이 가능해 진다. 이 분은
내가 대학목회를 할 때나 노숙사역 할 때나 정의 평화 운동할 때나 항상
파트너이고 지지자이고 동지이고 동역자이다. 내가 아끼는 귀중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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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는 미국측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다른 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로 시애틀로 온다.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대표들을 민박을 시키고,
대표들이 자국의 교회에서 설교하고 교인들을 만나 친교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고, 여러 주요한 현대와 옛날 문화의 중심지를 방문하게
하여 문화교류를 하지만, 또 양측의 종교, 사회, 경제, 정치, 선교와
교회에 대해 토론하고 배우고,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서로의
나라끼리의 관계에 대해 배우려는 것이 목적이다. 금년 모임에서는
미국측 대표들의 한국의 남, 북 관계와 미국과 남,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한국 대표들의 의견이 달라 열을 올리는 순간도 있었다.
나는 금년 행사에서 한국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1993 년 대학목회에서 은퇴

214

Brooke 목사가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쓴 것을
판에 붙여 선물로 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내가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개척해서 했는데 지당한 선물인 것으로 너무 감사했다.
나는 자원봉사로 시작한 막달라 마리아 사역이 full time 으로
발전했다가 대학목회를 시작하면서 50%로 줄이고 대학목회를 50%
했으나 둘 다 full time 이상이 되어버려 하나님께서 "죽을래 하나
놓을래" 하시는 지경에 이르러 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학목회에서
은퇴하기로 하고 누구나 하기 어려운 노숙자 여성교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돌이켜 회고해 보면 7 년동안 대학목회에서 많은 행사를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낸 보고에 의하면 아래의 사진과 같이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서 온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밥상을 332 번 차렸고,

예배를 포함해서 종교와 사회, 교회의 국제문제 이해와 참여 등의 행사를
673 번 했는데 그 중에 국제정세 의식화에 대한 행사가 40 번이었다고
기록했다. 대학목회에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설교, 강연, 회의 참석
등이 685 회, 학교캠퍼스에서의 심방이 136 회, 학생들의 even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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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위한 준비모임과 참석이 212 회, 학생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심방과 면담/상담이 505 회였다고 보고했다. 어느 동료목사는 내가
은퇴할 때 "한 시대 (era)가 끝났다" 고 했고, 냉냉하던 대학 목회 실이
천국 잔치 집으로 변했다고 했다. 이 것이 어디 나 같은 힘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이는 오로지 성령님께서 나를 업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진에서 보듯이 내 아들 용이는 UW 학생시절부터 결혼 후까지
나의 멘토 Wilson 목사님과 함께 엄마의 사역을 도왔다. 참 좋은
아들이다. 아들 뒤에서 고기를 굽는 것이 엄마 목사이다. 내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 모두가 현재도 나의 노숙사역을 돕는다. 나는 이 세상에
나서 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천하를 다 감명을 주고 내 자식
하나에게 주지 못했다면 나는 세상에 산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가 항상 귀하고
고맙다.

1993 년 5 월 26 일 지역사회의 목소리 상을 타다
Community Voic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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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는 지역사회의 아시아 사람들의 제반사를 다루고 싣는
International Examiner 라는 신문이 있다. 이 신문은 소수민족이
목소리를 못 내고 사는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목소리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로 "지역사회의 목소리 상"이란 이름으로
시상하는 일이 있다.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졌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Mentor, Wilson 목사님과 함께 받는
장면이다.

1994 년 3 월 5 일 International Women's Day 에서 시상
매년 봄에 열리는 세계여성의 날에 한 사람씩 시상하는 일이 있다.
1994 년의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Seattle Center 에서 열렸는데 막달라
마리아 노숙여성교회를 개척해서 섬긴다는 사실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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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하는 모양이었다. 내 노숙자 자매들이 함께 참석했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했다. 이 날은 아들 며느리와 어린 대운이도 와서
축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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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7 월 15 일 토요일 나의 환갑잔치 피크닉
내 생일은 몇 개나 된다. 진짜 내 생일은 음력으로 7 월 26 일이다.
그런데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왔을 때 누구의 잘못으로인가 12 월
26 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항상 음력으로 매년
정확하게 7 월 26 일에 특별음식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7 월 13 일로 기록되었다. 법적 서류에
그렇게 기록되어있고, 애들과 친구들 까지도 그날을 기억하고 매년
음력을 따지지 못하기에 그냥 호적에 기록된 대로 7 월 13 일을 내
생일로 지킨다.
요새는 사람들이 장수하므로 환갑을 차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환갑이 나같이 병이 많은 사람이 60 살 까지 살아남았으니 특별한
생일인 것만은 사실이니 이날을 어떻게 남을 위해 의미 있게 보낼까를
생각한 끝에 시내의 근교, 버스로 갈 수 있는 Madrona Park 에다
피크닉을 차리고 내가 섬기는 노숙자 자매들과 친구, 친지를 초청하기로
했다. 초청장에는 선물이나 꽃을 가져오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꼭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친구는 내가 노숙자가 없는 밤을 시행해보려고
하니 막달라 마리아 교회 앞으로 수표를 보낼 수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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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음식과 프로그램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책임졌고 전문
음악인을 초청하여 노숙자 자매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종일 틀었다. 그
날은 피크닉 하던 중 가장 즐거운 피크닉이었다. 자기들을 사랑하는
목사, 자신들이 사랑하는 목사의 60 회 생일날이었기 때문이고 음악이
좋아서였다. 점심 식사 후 노숙자 자매들을 춤을 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섬기는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본일이
없었다. 그들도 우리와 똑 같은 감정과 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환경이 그들에게서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감 모두를 빼앗아 간
것이다. 그 것 모두를 돌려주는 일이 "정의"라고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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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사역은 "정의사역" 이다. 나는 춤도 출줄 모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노숙자가 없는 밤
내 환갑 날엔 내가 요청한대로 카드와 선물은 없었고 막달라 마리아
교회 앞으로 헌금이 $10,000 이상 들어왔다. 그 돈으로 나는 노숙자가
없는 밤을 한

해보고 싶었다. 추운 겨울 성탄절 저녁이었던 것 같다.

나는 자원봉사자를 여러 명을 풀어 길에서 헤매는 노숙여성들을 다
데리고 오라 해서 근처의 저렴한 호텔 방에 따뜻하게 쉬도록 모셨다.
그리고 집세 보조 등을 도와주어 그 해 내 환갑선물로 들어온 돈은
187 명의 노숙자 여성들과 아이들의 집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다. 그 당시
우리교회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집 문제 해결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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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시애틀에서 미국장로교 총회직원들을 만나다
미국장로교 직원전원 약 500 명이 매년 여러 도시로 다니며 하던
연중 직원수련회가 1995 년에는 시애틀에서 있었다. 시애틀 노회에서
주일아침 예배를 맡았는데 그 맡으신 Dennis Hughes 목사가 나에게
설교를 부탁했다. 나는 우리여성들 8 명과 나와 9 명이 설교를 하도록
준비했다. 그 직원수련회의 제목은 Unity (화합, 일치)였다. 나는 새벽에
시애틀 시내에 나가 약속한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노숙자 여성들을
모았다. 어떤 이는 간밤에 길에 자면서 소변을 옷에 누어 아랫도리가
젖고 지린내 나고 말이 아니었다. 하여튼 8 명을 다 내 벤 차에 태우고
Bellevue 의 Marriot Hotel 에 도착하여 화장실에 데려가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혀서 예배장소에 다 함께 들어갔다. 우리 차례가 되어 나도
Unity 란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나는 설교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시애틀 시내에서 혼란 (chaos)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Unity(통일)를 이루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다"로 시작했다. 마이크를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갔다 대주며 우리가 준비한 설교를 9 명이 자기
이야기와 함께 잘 엮어서 하게 되었다. 그래야 길게 하거나 횡설 수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8 명 모두가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감사하는 예배로 잘 끝마쳤다. 나는 그 일로 인해 장로교 전
직원에게 삽시간에 유명해졌다고 한다. 아래의 사진에 보여주듯이 한
여성은 성경을 봉독한다. 그 여성은 아주 착하고 악의가 전혀 없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내가 막달라 마리아 교회 문을 연 첫 날부터
참석한 자매이다. 그러나 마음이 많이 아픈 자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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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애틀 노회 원 목사는 Jean 목사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고
North Puget Sound 노회원 목사는 우리가 안수를 준 사람이라고
서로 자기네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것이 사실이다. 안수는 North
Puget Sound 노회에서 받았고, 현재는 시애틀 노회 원이기
때문이다. 목회지가 Seattle 노회산하 지역이라 전근했다.
여기 사진에 성경을 봉독하는 자매는 신앙이 아주 돈독했다.
한번은 내가 성경 반을 데리고 Ferry 를 타기로 했는데 비 오는
날이라 이 자매 혼자 나왔었다. 나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계획을
취소하는 일이 없는지라 우리 둘이 Ferry 를 탔다. 그런데 왕복 두
시간 동안 매 10 분마다 기도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기꺼이 함께
하다가 하도 많이 하자고 하니까 좀 힘들기도 했다. 목사가 기도를
10 분마다 하자는데 힘들었다구? 그렇다. 내가 섬기고 사랑한
자매들은 여러 면에서 사랑스럽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었다.

1997 년 2 월 Lynnwood 의 Condo 로 이사하다
내가 은퇴하기 일년 전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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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되는 작은 Condo 로 옮겼다. 나는 오늘도 그 condo 에

16 년째 살고 있다. 꽃이 많이 걸려있는 아래 층이 내 집이다. 밖에서
보면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이다. 이 동네에서 우리 집에 꽃이 제일 많다.
나는 꽃을 좋아해서 여름에는 앞에다 꽃을 주렁주렁 달고 아침마다 물을
주고, 키우며 이야기한다. 우리 창 앞에 앉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Condo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어서
나무가 우거지고, 항상 푸르고 공기가 좋다. 집안에서 유리창 밖을 향해
찍으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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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내가 가진 것의 얼마가 남의 것인가를 가려내어 돌려주는
일이라"이라고 Walter Brueggemann 교수가 말 한대로 하나님은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셔서 잃은 것을 다 돌려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은 것으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고 내 생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또 하나의 간증이다.
시애틀 겨울 날씨는 비가 오는 기온이고 눈은 거의 오지 않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잠시, 하루 이틀 눈이 내리는 때가 있다. 거의 오지 않는
겨울눈이 오는 날 우리 집 창 밖의 모습이다. 이 눈 속에도

살아남은 Basket 의 꽃나무들의 생명력이 놀랍다. 과거에 살았던 세
집에 비해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 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포근히
안아주는 복음자리이다. 이렇게 따뜻한 작은 공간, 내 집을 감사하면서
따뜻하게 누울 자리가 없는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내가 즐기는 공간들이다. 아래
사진의 왼쪽은 나의 식당 공간이고, 책과 컴퓨터와 함께 지나는
공부방이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아직도 나의 귀중한 일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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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공간이 나의 부엌이다. 내
육신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작은 부엌
공간이다. 나는 부엌을 즐기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낸다. 왜냐하면
건강식을 직접 해서 먹기 때문이다. 아래에 다시 말하겠지만 나는 많은
병과 함께 친구하여 살아간다. 그래서 특별히 병 치료에 도움되는 음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많은
편이다. 나는 이 공간들을 주셔서 나의 육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깊이 감사한다. 사람에게 자기만의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면서 또 한번 노숙자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

1996 년 2 월 6 일 둘째 손자 대현 (John)탄생하다
아래의 사진은 뱃속에서 나오자 마자 배고파 해서 할머니가 우유를
먹이는 장면이다. 우리시대에는 새로 탄생한 애기는 몇 일 동안은 설탕
물을 먹였는데 미국에서는 찬 우유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서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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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아 대운이가 동생에게 뽀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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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대운(Paul)이와 대현 (John) 이를 안고 행복해한다.

대현이가 올 가을에 (2013 년)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다.
대현에 대해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있다. 아빠, 엄마 둘이 다
새벽에 회의를 갈 때 내가 아이들을 봐주러 갔다. 항상 laptop 과 일감을
가지고 가야 했다. 그 것을 안 내 작은 손자 대현이는 내가 도착하면 으레
내 laptop 상과 의자를 fire place 앞에 놓아주고 fire place 에 불을 켜
주었다. [전기 스위치로 켜는 불] 거기에 앉아 따뜻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 때 나이가 댓 살 되었을 것 같다. 손자들에게 이 할머니는
아마도 항상 일하는 할머니, 컴퓨터하고, 영어하는 할머니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손자들이 한국말을 못하니 영어로 통하는 수 밖에 없어서였다.
애들이 어릴 때는 함께 놀아주고, 근처의 공원에도 갔는데 크니까
저희끼리 2 층에서 놀고 밥을 먹을 때만 아래층으로 내려오곤 해서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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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6 월 믿음의 여성상
나는 1997 년 6 월에 장로교 총회의 여성분과에서 주는
"믿음의 여성상"을 타게 되었다. 그 때는 보라색셔츠를 제작하기
전이라 차신덕권사님 도움으로 여러 색깔 셔츠 앞 뒤에다" 모든
여성들의 노숙근절"이라 새겨 입고 갔었다. 다음의 처음 사진은
상을 탈 사람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내가 상을 탈 때 전국에서 네
사람이 함께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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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 때 시애 노회가 총회에 제출한 노숙근절에 대한 헌의안
통과를 위해 몇 장로와 함께 발언까지 했다. 그 때 발언자에게
시간을 5 분밖에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노숙근절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왔다갔다하며 시위했다. 헌의안을 위한 발언은
5 분밖에 못해도 셔츠의 message 를 읽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
생각대로 효과가 있었다.

1997 년 6 월 에 미국장로교 총회에 헌의안 제출
1997 년 봄에 나는 내가 속해있는 Seattle 노회원 몇 교회를
움직여 총회에 여성의 노숙근절에 대한 헌의안을 내도록 제안하고
그 헌의안 내용 준비에도 함께했다. 그 때 나는 노숙자 여성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에 너무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노숙자라는
사실에 Shock 를 체험하면서 여성노숙근절운동을 펴게 되었기
때문에 교단차원에서 이 일을 착수해야 모든 지 교회가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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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생각에서였다. 1998 년에는 추가 헌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었다.
마침 내가 1997 년 6 월에 총회의 여성목회부에서 주는 믿음의
여성상을 타기 위해 Louisville 에서 열리는 총회에 가게 되었다.
마침 그 총회에서 시애틀 노회가 제출한 헌의안도 토의되고
통과되거나 부결되는 기로에 있었다. 나는 내가 탈 믿음의 여성상
보다 그 헌의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더 급선무여서 거기에 참석하여
그 헌의안을 위한 발언도 하였다. 그 헌의안의 중요 골자는 1) 미국
장로교회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노숙 근절운동을 개시하라. 2) 모든
장로교회는 방 하나씩을 열어 노숙자들을 환영하라 3) 노숙근절이
새겨진 셔츠를 모두 입어라. 4) 초 교파적으로 다른 교단과
연합하여 노숙근절 사역에 동참하라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1997 년
제 209 차 총회는 헌의안 97-51 을 승인했고, 다음해인 1998 년 제
210 차 총회는 또다시 시애틀 노회가 나의 제안으로 제출한 작년도
헌의안 97-51 의 추가 헌의안인 8-55 을 승인했다. 왜 여성들과
아이들의 노숙근절인가? 앞에서 잠시 말한 적이 있으나 여성들과
아이들이 노숙한다 함은 너무나 위험하고 사람을 버리는 일이었고
내가 그 당시 노숙자 여성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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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년 9 월 19 일 첫 손녀 서연 (Nina) 탄생

이 아이가 금년 (2013 년)에 고등학생이 되어 softball 선수로서
출정경기도 많이 하고 나하고는 성경말씀을 토론하기도 한다. 손녀하고
이야기가 통하니 너무 재미있다. 어렸을 때에는 우량아로 안아 주기도
무척 무거웠다. 대현이와 할머니가 서현이를 목욕을 시킨 모양이다.
기억은 나지 않으나 사진이 역사를 말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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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2 월 막달라마리아 교회로부터 은퇴
나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인 시애틀 길바닥에서
노숙 사역을 한지 7 년되는 해에 나의 지병인 천식이 때로는 급성으로
심해저서 어떤 날 아침에는 반쯤 죽은 상태로 깨었다. 그리고
노숙여성들이 앓는 모든 병을 같이 앓기도 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온 것 같아 준비 차 1998 년 1 월 부로 은퇴하기로
하고 이사회에 그렇게 통고했다. 어느 날 저녁 이사회에서 주최한
송별회에서 나는 너무도 놀라운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사진의
만화이다.
내 표정이
나의 감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까?

234

그 선물이 무엇이길래 나를 그렇게 놀라고 감탄하게 했을까? 그 선물은
바로 아래의 만화였다.

위의 만화는 내가 물위로 노숙여성이 가득히 탄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노숙자 여성들과 아이들 틈에 함께
앉아 계신다.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나의 사역을 천재적으로 잘 표현해
준 만화라 생각 들어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 자신의
로고로 사용한다. 그 만화 바로 밑에는 Jean walks on the water 란
말이 쓰여있는데 나는 황송해서 그 말은 지워버리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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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 2 월 미국장로교 노숙문제 담당목사로 순회설교의 길에

순회설교는 이렇게 시작하다:
죽음을 준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은퇴하기 두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
하신 다음과 같은 일이 먼저 일어났다.
내가 은퇴하기 2-3 달 전에 미국장로교 총회의 어느 분과의
주최로 빈곤에 대한 Consultation 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참석하고 나는 노숙문제에 대한 workshop leader 로
초청을 받게 되었다.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Workshop 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총회의 여성목회분과의 Director 인 Barbara
Dua 목사도 끼어있었다고 한다.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노숙여성들을
교회로 환영하는 일은 위험한 (Risky) 일이여서 못한다고 했을 때
나는 반응했다: "나는 지난 40 여년을 (1997 년 당시) 노숙자들과
함께 했고, 안 간데 없이 그들을 내 차에 태워가지 다녔고,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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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곤 했으나 하나님이 보호 하사 아무 일도 없었다. 세상만사가
위험이 따르지 않는 일은 없다. 위험이 무서우면 예수 믿는 일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내게는 그 것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두 달 후면 나는 그 사역에서 은퇴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두 달 후면 은퇴한다” 는 말이 workshop 에 참석한
Barbara Dua 목사에게 나를 발탁하고 싶은 의욕을 주는 일이 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후에 Barbara Dua 목사는 그 때 일을 다음과 같이 간증했다:

As the new Associate Director of Women's Ministries, I had
been considering for several months what direction God might
be suggesting for the women's ministries program area.
During the night after attending Jean Kim's workshop, I had a
dream. It was such a powerful dream that it awakened me. I
sat up in bed and rehearsed the dream in my mind. Then it
became clear to me, in some mysterious way, I felt that I must
talk with Jean Kim to see if it might be possible that her call to
challenge the church in concrete ways to end homelessness
might be a program from women's ministries. Feminist
theology, could be put into action in an important way as we
served the often voiceless and marginalized among us. The
following day Jean Kim and I talked and it was clear to both of
us that her sense of call to the larger faith community and my
sense of God's direction for women's ministries could be
realized in her joining our staff with this mission before us.”
It was also during the 1997 General Assembly that the
Presbyterian Church accepted an Overture that we would seek
as a denomination to "End Homelessness for All Women and
Children". At the time, I wondered, what does accepting such
an enormous challenge really mean for our den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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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간증한 대로 꿈을 꾼 Barbara Dua, 당시의 여성 목회 부
Director 는 그 다음 날 나를 만나자고 하더니 자기와 함께 총회에
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 없느냐고 물었다. 자기 분과에 자리가
있다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려고 은퇴하는 사람인데 다시 일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어 즉흥으로 대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귀가했다. 집에 돌아와 이럭저럭 한
주일이 지났을 때 그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하는 일은 전국의 장로교회에 여성과 아이들의
노숙근절을 촉구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순회설교를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나이에 총회사무실이 있는 Louisville 에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했더니 내 집을 거점으로 하여 여행을 계획하고 총회사무실에는 몇
개월에 한번씩 오라는 것이었다. 여성 목회 부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발탁하기를 원했다. 나 개인으로는 지병인 천식이 너무 심해서 다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한 처지였지만 하나님이 오라시면 순회설교
출장을 다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이 것이 또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 2 의 부르심인가라고 생각되어 제안을 받아드렸다.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 1997 년 12 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은 당장
시작해도 좋다고 했다. 나는 곧 은퇴를 하는데 두 달 쉬고 1998 년
2 월부터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기로 동의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전혀 계획한 것은 아니었으나 내가 시애틀 노회로
하여금 제출하게 한 헌의안의 저자인데 그 헌의안을 전국 장로교회에
알리고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일을 결국 내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속에 Dua
목사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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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내게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더 큰
광장을 열어주셨으니 이번에는 내 교구가 미국 전국으로 커졌던
것이다. 이 것이 어디 내가 원해서 될 일이랴.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 것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나는 간증한다.
그리하여 나는 1998 년 2 월부터 일을 시작하니 사진의 사람들은
총회 여성 목회부의 나의 동료들이다. 맨 뒷줄 오른쪽에서 셋째가

꿈에 계시를 받은 Barbara Dua 목사, 나의 상사이다.

나는 1998 년 2 월부터 총회 여성목회 부를 대표해서 2 년반
전국적으로 장로교 총회레벨의 노숙문제 담당목사로 순회설교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끌고 미국전국의 2/3 를 비행했다.
처음 2 년은 여성목회분과를 위해 하고 그만 둘 계획이었으나 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에서 나를 계속 채용하여 그 다음 4 년간을 지역교회를
의식화하고 교육하는 순회설교를 계속하도록 했다.
나는 6 년간 순회설교를 하고 끝마칠 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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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ast 6 years, the Initiative was able to reach out (I spoke) to 430
groups in 96 cities and 31 states at synod, presbytery, congregation, women’s
events, seminary classes, national and local ecumenical events and others. I
boarded a plane 184 times. I spoke on the west and east coast more than the
north, central, midwest or southern states. In the first two years period, I
visited 127 homeless missions in the nation.

1998 년 봄 노숙자 셔츠 제작
1997 년 믿음의 여성상을 타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자들이 자기들도 그 셔츠를 입겠다고 했고, 다른
후원자들도 그 셔츠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1998 년 봄에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로고를 넣고
보라색으로 여성들의 노숙근절이라 새겨 시애틀의 노숙자 여성들이 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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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그 후 2 년 후에 내가 총회 기아프로그램으로 옮겨
순회설교를 계속할 때 기아프로그램에서 총회의 로고를 넣고 제작했다.
그런데 1998 년에 다시 나의 제안으로 시애틀 노회는 997 년 헌의안의
보충 헌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 때 나는 이미 총회 여성 목회 부에
발탁되어 총회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시애틀 노회가 보낸 헌의
안에 전 장로교인들이 노숙자 셔츠를 입으라가 한 조항으로 들어있었다.
그런데 시애틀 노회 총대 중에서 이 헌의안을 위해 발언을 해 줄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그 전날 밤에 홍보차원에서
젊은 학생총대 (YAD - Young Adult Delegate)들에게 노숙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라색 노숙자 t-shirt 를 나누어 준 일이 있었다. 아무도 그
헌의 안에 대해 변호할 사람이 없는지라 내가 일어나서 "그 헌의 안은 내
노회 (시애틀 노회) 에서 왔는데 아무도 변호할 사람이 없으나 나는
총회직원이라 발언권이 없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살아있음을 기억하라"
고 한마디 던지고 앉았다. 그러자 어젯밤에 내게서 셔츠를 받은 청소년
총대 중에서 누군가가 "Let her speak" (이야기 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회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그래. 그럼 말해 보시요"했다. 나는
일어나서 몸을 앞뒤로 돌리면서 "보라. 이 셔츠에 쓰인 메시지를 읽는가?
내가 이 것을 설명하려면 30 분이상을 말을 해야 하지만 이 셔츠를 입고
비행장이나 시장을 한 바퀴 돌면 수 백 명이 노숙근절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게 된다. 그러므로 장로교인들이 이를 다 입으라는 헌의안이
들어온 것이라고"고 단숨에 역설했다. 시애틀 노회 원 교회들을 도와 그
헌의안 내용까지 내가 작성한 사람이니 오죽이나 쉬웠겠는가? 그래서 이
헌의안은 50 명이 모인 소위원회에서 아무 질의도 없이 무사 통과되었고,
총회 석상에서도 무사 통과되었다. 거기서도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
그날의 기적은 그리 깐깐한 장로교인들이 앉아서 "제작비는 누가?
수익금은 어찌하고?" 등 질문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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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총회직원으로 내가 발언한 것도 불법이거니와
질문도 없이 무사통과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성령님께서 그 위원회
사람들을 벙어리로 만드신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내가 전국으로
순회설교 다닐 때 총회 기아프로그램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보따리씩
보내 6 년간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물론 판매 전액은 기아프로그램으로
돌아갔다. 내 손자들, 손녀도 즐겨 입었다.그때 경험을 말하라면 오순절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의 바람 역사 같았다. 미국교회, 한인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라색 셔츠를 입었다. 여기에 사진 몇
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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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내가 장로교 총회에서 노숙근절 목사로 일할 때 어느
총회에서 벽돌을 상징하여 box 로 집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벽돌
하나에 자기들의 소원을 쓰고 $1.00 씩 후원하게 했다. 내 뒤에 푸른
색갈 종이의 list 는 내가 개발한 77 가지 노숙사역 방안이다. 이
것도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성들과 아이들의 노숙은 근절
되어야 한다는 campaign 의 일부였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2013) 지난 15 년간 나는 매일 밤낮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보라색 노숙자 셔츠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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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라색 인가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언급했다. 나는"노숙 근절"이 새겨진
보라색 셔츠를 1997 년부터 현재까지 밤낮으로 언제, 어디서나 입어
"보라색 여성"이란이름을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색깔을 택할 바엔
이왕이면 모든 옷, 양말, 운동화, 여행가방, 핸드백, 모자까지도 보라색을
택하다 보니 항상 보라를 입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주 가는 의사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버스를 탈 때나, 비행장에서 검문 대를 통과할
때에도 사람들은 "당신은 보라색을 좋아하는가 봐", "완전히 보라로
통일했네" 라고 한마디씩 던진다. 그때마다 나는 이것이 나의 선교의
색깔이라고 하면서 가슴에 새겨진 "노숙근절"을 보여준다. "아, 그러냐"
고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좋아, 좋아, wonderful”, 나는 그
메시지가 좋아" 한다.


나는 "노숙근절"이 새겨진 보라색 셔츠를 막
달라 마리아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19911998) 그의 로고를 넣어 “모든 여성의 노숙근
절”이라 써서 제작했고



미국장로교 총회직원으로 전국의 장로교회를
노숙문제에 대해 의식화 하고 노숙근절을
촉구하는 순회설교를 하는 동안에는(19982003) “모든 사람의 노숙근절” 과 미국장로교
logo를 넣어 제작했고,



둥지선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2006-현재 2013)
둥지의 로고와 “모든 사람의 노숙근절”을 넣어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게 하여 "노숙근절"을
계속 촉구한다.

그래서 미국장로교와 한인교회 교우들이 보라색 셔츠를 많이 입었고, 현
재는 둥지선교 이사들과 몇 명의 후원자들과 노숙자들이 한 마음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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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색 셔츠를 입는다.

2006 년 둥지선교회 개발
출발은 이렇게
내가 순회설교를 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도시와 시골에 까지 가 보았는데 어느 곳에도
노숙자가 없는 구석이 없었다. 내가 사는 Lynnwood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이 지역(Seattle 시내에서 15 마일 북쪽) 에 살면서
시애틀 시내(Downtown)에 노숙여성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었다. 워싱턴
주에서 노숙자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내가 과거에 일한 정신병원과
shelter 들이 거기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과 노숙단체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사는 Lynnwood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곳에도 노숙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퇴 후에는 내가 멀리 통근할 필요 없이 내
주위의 노숙자들을 섬기고 싶었다.
사실 2004 년에 San Francisco 신학에서 한신 여자후배를 만났는데
한국에 가기도 마땅치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무르기도 힘들어하기에 목회
학 박사학위를 끝내고 시애틀에 와서 노숙사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 했다. 그는 그런 꿈을 안고 와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타코마에 노숙사역을 시도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San Francisco 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가 떠나간 얼마 후, 2005 년
가을 어느 날 이경호 목사와 옥 민권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이대로 그만둘
것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나는 두 사람에게
내가 하는 방식의 노숙사역 (노숙근절사역을 염두에 두고) 에 동의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 하에 우리 세 사람은
노숙사역을 Edmonds/Lynnwood 지역에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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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척한 막 달라 마리아 교회가 있고, 다른 노숙사역들도 많으니 아주
없는 곳에서 개척하자고,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내야 하는
형편이므로 통근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의견의
합의를 보고 2006 년에 둥지선교회 (이하 "둥지") 사역을 시작했다.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둥지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만감이
오간다. 그 동안 옥 민권 목사는 세상을 떠나고, 내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다.
남들은 다 돈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시작한다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요" 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정드실 목사 내외가 주는 십일조가 유일한 재력이었다.
2006 년 12 월에 옥 민권 목사, 이경호 목사, 정 득실 목사, 권준 목사,
김 양옥 장로, 강성림 목사, 김진숙 목사 등 일곱 명으로 이사회를
조직하고,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이듬해 2007 년 3 월에 연방
세무 국으로부터 501 (C) (3) 면세인가를 받아 합법적인 단체로 출발했다.
나는 이 수속을 직접 맡아서 했다. 연방 세무 국의 501 (C) (3) 면세신청
서류는 너무 많고 복잡하여 변호사들이 많은 비용을 받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사람마다 물어가며 했다. 심지어
여행하다가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즉시 "나 무엇 하나 물어보자. 내가
501C 를 신청하는데 모를 것이 너무 많아 그런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가며 배워가면서 결국 해냈다. 그 후에 시카고와 뉴헤이분의
아가페 교회의 것은 한번 경험이 있었으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해냈다.
시간은 무척 많이 걸렸지만. "배워서 남 주나" 하는 한국말대로 정말 한번
배워두니 무척 유익했다. 그래서 둥지선교회는 연방정부의 501C (3) (C) 를
소지한.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세금공제가 되는 제대로 조직된 비영리
지역선교이다.

246

목적은 이렇게:
1) 신명기 8장-15장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민 갈 때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풍부한 자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도시의 가난
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자리잡고
잘 살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미국에 여러모로 빚진
자들이니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식에서, 그리고 워
싱턴주의 한인교포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가난하
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려놓아, 이들의 재생사역에 동참하기 위하
여, 2) 이사야 1: 11-17에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 고아
와 과부를 변호하고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의미
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오늘의 사회에서 과부, 고아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노숙자들이라 생각되어 3) 노숙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동거 동락하
시던 예수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노숙자들을 사랑하
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4) 그리고, 아예 처음 부터
지역이나 전국의 "노숙근절" 운동에 탑승해서 노숙근절을 중요한 목적으
로 출발하기로 했다.
우리 둥지선교 사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노숙자들에게 직업과
거처를 찾아주고, 짓밟힌 존엄성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지역선교이다. 그리고 영적인 구원사역에 육 적인
궁핍 (거처와 일자리)을 동시에 충족 시키므로 통전적인 구원에 이르러
그들이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고, 성실하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거듭나게
인도하는 선교사역이라고 자부한다.

둥지선교의 “둥지”란 이름은
마 8:20 에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에서 얻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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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짓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가
둥지를 얻어주는 것이니 아예 영어이름도 Nest Mission 으로 고쳤다.
한국말로는 여전히 "둥지선교회"다.
둥지선교의 자세한 사역 내용에 관심 있는 독자는 노숙사역 책 제
3 권을 읽을 것을 권하면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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