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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5 월 Jubilee Manual 출판  

 순회설교여정을 시작한지 2 년만인 2000 년에 그 동안 강연할 

때마다 자료로 한 장씩 두 장씩 쓴 것이 300 페이지가 모였다. 

기아프로그램에서 장로교회의 자료로 출판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 

당시 나의 supervisor 였던 Gary Cook 목사와 Barbara Dua 목사와 

훗날 나의 목회 학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Bill Cate 박사는 다음과 

같이 그 책 서두에 썼다.  

그 책은 전문적인 글이 

아니고 내가 개발한 

노숙근절의 77 가지 방안과 

내가 2 년간 방문한 127 개 

사역소개가 들어있다. 이 

책을 여기에 다 소개할 수 

없어 그분들의 소개를 읽고 

관심 있는 사람은 나의 

website, jeankimhome.com 에서 그 책을 읽을 수 있고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Foreword by Rev. Gary R. Cook 

 I remember seeing, as a child, old newsreel images of 

breadlines and soup kitchens – realities that I was comfortably 

assured belonged in the long-past Great Depression.  It is one of 

my greatest disappointments in life (and in my country) that my 

children have now grown to adulthood thinking of soup kitchens 

and homeless shelters as a normal part of American life.   

 In a time of unprecedented economic strength, it should not be 

this way, but there is a growing segment of our population to 

whom the benefits of prosperity have never trickled dow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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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ing economic tide that was to "float all ships," has left many of 

our sisters and brothers swamped in poverty, hunger, and 

homelessness. 

    How the church responds to this situation says much about our 

true commitment to the Christ who identified directly with the poor 

and the marginalized.  Do we look the other way?  Do we cast a 

disapproving glance?  Do we exempt ourselves from concern 

because of our busy-ness or because the problems are "too 

complicated?"  Or do we find ways to join Jesus in reaching out to 

the "untouchables" of our society? Jean Kim has chosen to follow 

Jesus.  And in two years of traveling across the United States, she 

has found many Presbyterian congregations who have chosen that 

route as well.  Drawing from her many years of experience and the 

inspiring stories of programs she has visited, Jean shares her 

learnings and her commitments in this Jubilee Manual which the 

Presbyterian Hunger Program is pleased to make available to the 

church. 

 As Jean points out, provision of services to homeless people, 

no matter how lovingly they are provided, is only part of the 

needed response to homelessness.  We also need to ask "why?"  

“Why are so many people left out or left behind in this era of 

prosperity?” “Why are so many people with jobs numbered among 

the homeless?” “Why has our government passed laws that 

exacerbate the problems and at the same time discontinued 

programs that help prevent or remedy homelessness?”  I invite you 

to join the Presbyterian Hunger Program and many Christians 

across the country in seeking answers to these questions – and an 

alternative public response that begins to put an end to 

homelessness.    

  It is my prayer that my children's children will grow up in a 

world where widespread soup kitchens and homeless shelters are 

once again relics of the past.  Until that day, I give thank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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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of faithful Christians who reach out in the name of Jesus to 

provide shelter, food, and hope to those in need. 1 

Gary R. Cook 
Associate for National Hunger Concerns 
Presbyterian Hunger Program 
World Ministries Division 
Presbyterian Church (U.S.A.) 
 
/////////////////////////////////////////////////////////////////////////////////////////////////// 

 
 
Foreword by Rev. Barbara Dua 
 
 "Do you know where to find Jesus?” asks the small, five foot 

tall pastor, The Rev. Jean Kim.  After a pause, she boldly states, 

"Jesus is on the streets.  Jesus is homeless.  If you go to the 

streets, there, you will find Jesus!"                                                               

 My dear friend, Jean Kim, knows where to find Jesus.  Finding 

Jesus so often in the bruised face of a homeless woman, perhaps 

the victim of years of domestic violence; or in the eyes of a young 

mother who turned to selling her body as a way to provide food for 

her young children, Jean Kim discovered a basic search within us 

all for a home.  Jean Kim learned that we seek that place of 

belonging and being loved as a valuable child of God, emotionally, 

spiritually, but also, physically.  God's dream that we all live "at 

home", was the call to Rev. Kim to begin a church for homeless 

women in Seattle.  This church, The Church of Mary Magdalene, 

has become a spiritual home for hundreds of women and from this 

faith based center, emotional and physical needs have been met 

for thousands of homeless women over the past thirteen years.  

     In 1997, I had the privilege as the Associate Director for 

Women's Ministries to present Jean Kim with one of the three 

annual "Woman of Faith" awards at the General Assembly in 

                                                      
1 Jean Kim, Jean Kim's End Homelessness. Jubile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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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acuse, New York.  While this award is known as a great honor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nd recipients often come to 

the celebration breakfast in their finest attire, Rev. Kim received 

her award in her daily uniform of purple running pants and a purple 

sweat shirt that reads, "End Homelessness for All Women".  Rev. 

Kim lives her commitment to ending homelessness every day, all 

day, and even her clothing is a witness to the call she received 

from God.  Several months after the "Woman of Faith" award 

ceremony, I had the opportunity to attend a workshop Rev. Kim led 

on "Ending Homelessness".  During this workshop Jean mentioned 

that she was retiring after ten years as pastor of the Church of 

Mary Magdalene.  She said that she felt God was calling her 

beyond the Seattle streets to spread the urgent word that people 

of faith much respond to this national disgrace.  She also said that 

while she has no idea what she would be doing next, and even 

though she was in her 60's and not able or ready to retire, she was 

confident that God would show her where this new call would lea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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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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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before us.                                                                        

 Over the past two and a half years, Jean Kim traveled 

endlessly, visiting churches, shelters, homeless programs, and 

soup kitchens.  From coast to coast Rev. Kim took her message of 

ending homelessness and offered concrete ways every 

Presbyterian Church could participate by offering one room in each 

church to be used for child care, job training, health assistance, 

shelter, etc.  Her proposal was simple, "Every church, One Room".  

As she preached from church to church she would look out at the 

congregation and ask, "How many rooms are in your church 

buildings?”  When it was obvious no one knew, she would 

encourage this thought, "If you do not even know how many rooms 

you have, surely one could be put to use to end homelessness!"                      

 Many churches, presbyteries, and women's groups and 

individuals have heard Rev. Kim's challenge and have responded in 

creative ways.  Jean has visited many of these new initiatives to 

end homelessness as well as the many existing programs she 

visited on her travels these past few years.  This book is the result 

of her call to accept God's dream that there are ways to end 

homelessness.  We are people of hope and God has given us the 

abilities to work creatively in communities of faith to offer a home 

for every one of God's children.                                                                    

 As you read this book and discover the many incredible ways 

Presbyterians are responding to this urgent need of our time, I 

invite you to participate not merely as a detached reader, but to 

allow Jean's experience to work within you.  I believe Jean is right, 

that if our churches go into the streets, we will find Jesus.                              

 I conclude this forward with deep gratitude for the inspiring 

and hope-filled ministry of my colleague and friend, The Rev. Jean 

Kim.   

Barbara E. Dua 
Former Associate Director 
Women's Ministries Progr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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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word by Rev. and Mrs. Bill Cate 

 The Reverend Jean Kim's experience working with homeless 

people and the issues of homelessness has resulted in an essay of 

theological insight presenting models of action that reveal the 

ultimate in understanding of the responsibility of being a Christian 

in today's world.  The entire study is set in the context of biblical 

concepts and basic Christian theological understandings.  We are 

never at a loss as to the motivating dynamic which moves Jean 

Kim in mission. 

     Jean Kim's own personal experience of homelessness occurred 

when as a young girl she and her family escaped from North 

Korea, working their way down to South Korea, walking many 

nights through conflict zones.  She became a refugee in South 

Korea moving from room to room for 4 years until the Korean War 

broke out.  During the Korean War her family became homeless in 

exile, escaping from the war zone.  Arriving in Pusan, they slept on 

the train station parking lot for the first few nights until an old man 

offered his yard.  Six members of her family stayed in a 10x10 

makeshift shack on the yard patched by sheets, ration boxes and a 

few pieces of panels for 3 years until the war was over.                                 

 In her later life, her training as a social worker, as well as a 

theologian, has prepared her well for the pioneering work she has 

done with the homeless community.  An important part of this book 

is her analysis of the many ways a congregation and concerned 

individuals can use the resources available to them to alleviate 

homelessness in their community.  No one can say after reading 

this book, "What can I do about homelessness?" 

 Her actual case studies in the last portion of the book are an 

essential resource.  She not only describes the ministry in detail, 

but she gives you references to call with telephone numb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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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ing addresses.  She artfully combines the theological and 

biblical mandate with concrete action steps.  Every church should 

have this Manual in their library as well as all theological libraries 

in seminaries training our future religious leaders. 

 
The Rev. Dr. William B. Cate,  
President Director Emeritus, 
Church Council of Greater Seattle 
Dr. Janice P. Cate, Feminist and social activist 
 
/////////////////////////////////////////////////////////////////////////////// 

기아프로그램에서 4 년을 더해 총 6 년을 순회설교를 했는데 총 

비행기를 184 번 타고 날아다니면서 31 주, 96 개 도시에서 430 

교회와 그룹에게 노숙근절을 촉구하는 설교내지 workshop 을 

430 회를 한 셈이다. 한번 나가면 한 도시에서 여러 교회나 

그룹에게 설교했다. 내가 설교한 430 교회나 소 그룹 중에서 101 

(23%)개가 한인교회였다. 처음에는 거의 없었으나 차차 늘어나서 

한인 교회들도 관심을 많이 보였다. 

 미국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은 Jean Kim’s End Homelessness 

video 제작해서 전국의 미국장로교회에 자원으로 배부하다. 

사진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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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5 월 이화여고 상  

 또 하나의 중요하고 감명 깊은 상은 내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한국) 

주는 "이화를 빛낸 상"이었다. 한국에 살지 않아 이화를 위해 한일이 

없는데 특히 이화졸업생으로서 일했다는 "사회봉사상"이었다. 

 이날은 서울에 

사는 조카들 (작은 

오빠 딸들)- 경수와 

경희가 내 남편과 

함께 축하해 

주었다.  

오래간만에 서울에 

사는 동창들을 

한꺼번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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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5 월 청와대 방문 

그날 이희호 당시의 영부인을 이화에서 만났다. 그분은 우리 이화의 대 

선배님으로서 그날 창립기념일에 강연을 맡아서 오셨다. 나를 보시더니 

"이따가 들어와" 하셨다. 청와대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문 앞에서 국무총리와 회의가 있으셔서 

가신다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잠시 만나 인사를 건네고 안으로 들어가 

사모님 - 우리선배님-을 그분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둘이 찍은 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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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사무실이고, 또 청와대 앞마당에서 남편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었다.  

 내가 노숙자 셔츠를 입고 청와대까지 간 것을 보시고 노숙 

사역하느라, 또 민주운동에 망해서 가난해서 그런가 생각하셨는지 

용돈을 $1,000 주셨다. 나는 그 다음날 이화외국어 고등학교 교장을 

하는 이화동기 친구를 만나 내 돈과 합해서 $5,000 을 장학금으로 주 

고왔다. 나는 이화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한 아이라서 언젠가 갚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던지 내게 용돈을 주면 그 돈은 자선에 쓰는 습관이 

있어서 그 돈은 이화에 주고 왔다. 그 용돈은 감사했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편지를 드렸었다. 후에 들은 소식이지만 이희호 선배님은 

이화여고 교장과 외고 교장 둘을 청와대로 불러 후원금을 주셨다고 

들었다. 잘하신 일이다. 이화가 돈이 없어 쩔쩔 맨다고 들었거든. 

아가페 노숙자 교회 설립- 2003 

 순회설교 중에 내가 하는 강연에 5 회나 참석했다는 유은주 자매가 

사는 New Haven, CT 에 가서 아가페 노숙자 교회를 유은주와 함께 

공동으로 세웠다. 나는 아가페교회의 10 주년을 회고하는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10 년이란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을 말한다. 나는 검은 

머리로 (66 세) 아가폐 교회와 함께 걷기 시작해서 오늘 (76 세) 백발이 

되었다.  그러므로 10 주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깊고, 할말이 많기도 하다 

로 시작해서 나는 부족하나마 "아가페 교회의 어머니, 동역자, 친구, 

고문, co-founder"로 아가페의 10 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더듬어 

본다: 1990 년대와 2000 년대에 전국에서 내가 인도하는 노숙문제 

workshop 에 5 번 참석한 유은주 선교사는 New Haven 에서 자기도 

노숙사역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를 도와주려고 10 년전 어느 날 나는 

Seattle 에서 New Haven 으로 날아갔다.  "노숙사역은 이렇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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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느 비 오는 추운 날 유은주 

선교사와 함께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마당에 펼쳐 놓은 텐트 촌에 들려 

노숙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아침밥을 먹으며 현지사정을 좀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세 명이 기꺼이 우리를 따라 나섰다. 따뜻한 

식당에 들어앉아 그들은 New Haven 이란 동네의 노숙현황을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었다. “우리가 당신네들을 도울 사역을 하려고 하니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니 이것이 아가폐교회가 잉태된 

순간이 아닌가 싶다, 유선교사와 나는 그 동네의 몇 미국교회를 찾아 

다니며 장소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가 거절했다. 유선교사가 장소를 

계속해서 구하는 동안 공원에 앉아있는 노숙자들을 심방하며,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의 필요를 최소한으로라도 도와줄 것을 계획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Trinity 루터교회 가 장소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천사를 만난 것이다.  나는 "조건 없이 자신을 

모두 바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모토로 삼으라" 는 

뜻으로 유은주 선교사의 사역을 "아가폐교회"라고 이름을 추천해주고, 

이사로 봉사할 사람들을 추천 받고, 이사회를 모이고, Connecticut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주었다.  그 후 물론 최근 

몇 년을 빼고는 거의 매년 나는 New Haven 으로 날아가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 동안의 후원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후원을 부탁했다.  

몸으로 못 가면 전화로 유선교사를 도왔다. 우리가 나눈 전화통화는 수백 

통에 이를 것이다.                                                                                

 지난 10 년간 유선교사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무보수로, 길에서 

노숙자들에게 길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밥해 

먹여가며, 그들에게 손가방을 여러 번 도둑맞아가며, 직장을 구해주고 

함께 데리고 가서 일하며, 아파트를 구해주고 집세를 제 때에 내도록 집 

주인역할 까지 해가며, 장사면허를 얻어주어 길에서 행상을 하여 수입을 



289 
 
얻도록 인도하고, 어렵게 번 돈을 허비할까 봐 저금을 해 주어 돈 관리인 

역할까지 해 가며, 여러 빵집, 라면공장, 뉴욕에 까지 달려가서 입을 것과 

먹거리를 얻어다가 그들을 배부르고 따뜻하게 해 주었다. 새벽에 나가 

밤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이란 말 그대로 허리 병이 도져 일어나지 

못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남편이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게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사생활은 완전히 접어둔 채 오직 노숙자들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아가페사랑을 실천한 눈물 겨운 십 년이었다.  

  

순회설교 여행에서 은퇴하던 날 2004 

  6 년이상을 섬기고 은퇴하는 날이 내 일생에 잊지 못할 날이었다. 

나 모르게 Cook 목사 (나의 상관)는 은퇴파티를 기절할 정도로 

준비했다. 내가 그 방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 

회의 참석한 50 명의 Hunger Action Enabler 라는 직함을 가진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제히 보라색 셔츠를 입고, 방을 보라색으로, 

보라색 케이크에, 보라색 풍선에, 보라색 접시에, 컵, 수저를 준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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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내가 들어서면서 기절하는 모습이다. 너무 놀래서 내 목의 

신경이 온통 일어선 장면이다. 누군가가 졸도하기 직전의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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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함께 서있는 분이 나를 무엇으로 가장 기쁘게 할까를 잘 생각해낸 

나의 상사 Gary Cook 목사이다. 나의 6 년간의 순회설교사역을 끝내는 

잔치를 이보다 더 보람 있게 할 수가 없었다. 내게 여하한 좋은 선물을 

주어도 내게서 그 보라색 노숙셔츠를 벗길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들이 일제히 함께 입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궁리해 낸 것이다. 너무 감사했다. 아래의 사진은 일제히 보라색 

셔츠를 입은 그들의 모습니다. 보라색 셔츠를 비행기로 날라다 입은 

것임에 더욱 귀하고 감사했다. 

 

미국장로교 전국 노숙근절 연합 조직   

 내가 6 년이상을 순회설교하고 은퇴할 때 미국장로교 노숙근절 

연합을 조직하여 훈련차원에서 내가 1 년을 임시 director 로 섬기고, 

일년 후에 사역 자를 채용해서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모두 

7 년을 섬긴 셈이다. 그들은 나를 이 프로그램의 founder 라고 부르며 

"hunger and homelessness are the twin children of poverty" 란 

내가 한 말을 항상 인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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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직의 결과로 나는 워싱턴 주 지역사회에 와서 노회차원에서 

다섯 노회에다 미국장로교 노숙근절 연합을 조직해 주었다. 둥지선교도 

그 계속이라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2001 년 -2005 년 한인교회 총회에서의 Preconference 

 순회 설교할 때 나의 상사는 내게 왜 한국교회에는 안 가느냐고 

물었다.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청이 없으니 당연히 

안가는 것이었다. 미국장로교회는 여성목회 부와 기아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뉴스레터에다 총회차원의 노숙사역근절 운동과 나의 존재를 

소개했기 때문에 초청이 쏟아 저 들어왔지만 한인교회는 미국교회와의 

회보를 읽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었고 나를 초청하는 한인교회는 나를 이전에 알았거나 내가 설교하러 

간 미국교회들이 주위의 한인교회에게 한국말 하는 목사가 이런 일로 

왔다고 말해주어 몇 교회가 초청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첫해에 내가 

설교한 미국교회/그룹이 72 이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는 7 개 (10%)에 

불과했다. 

   그래서 총회 하루 전에 기아프로그램 비용으로 pre-conference 

를 하는 것을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가 허락했다. 총회 하루 먼저 

와서 하룻밤 자는 비용과 그 하루 식사대를 제공하고 노숙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다. 그래서 상당수의 한인 교회 목회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참석했다. Pre-conference 를 3-4 년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6 년이 끝날 때 총 430 교회/그룹 중에 101(23%) 교회가 

한인교회였다.  

 

2005 년 7 월에 NCKPC 로 부터 감사장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로부터 내가 pre-conference 를 끝내는 

2005 년 7 월에 감사장을 받았다. 그 곳에서 Pre-conference 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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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ACH (Korean American Coalition for the Homeless), 미주 

노숙자 한인 선교단체 협의회가 탄생했다: 한인교회 총회가 Anaheim, 

CA 에서 모였을 때 나의 preconference 가 끝나면서 최상진 목사 외 몇 

명이 북미주 노숙자 한인선교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 같은 노숙사역을 

하는 한인끼리 서로에서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단체가 탄생했다. 내가 초대회장에 2 년을, 최상진 목사가 2 년을,  

김광수 목사가 일년을, 금년에 나주옥 목사가 회장을 맡게 되니  금년 

(2013)에 7 년째를 맞는다. 우리는 일년에 한번씩 회원이 사역하는 

도시에서 모여 회원들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기 위해 지역교회에서 

설교하고, 회원들이 다른 주에서 하는 사역을 소개하고 그 지역 우리 

회원의 사역을 후원할 것을 호소했다.  

 
2008 년 6 월 "십자가를 심으라" 를 출판  

여기에 책 겉장을 scan 하여 넣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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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년 6 월에 한인교회 총회는 렘 9: 27 을 주제로 내 걸고 선교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내게도 수요예배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고 내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노숙문제에 대한 연구와 사역 방안 - 십자가를 

심으라" 라는 나의 글을 한인교회 총회는 출판하여 430 한인교회에 한 

권씩 배부한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 한인교회 총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한인교회들은 노숙문제에 대한 강의와 자료를 접할 길이 

없었기에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그 당시의 총무 이유신 목사님, 총회의 

김 선배 목사님과 한인교회 총회 임원들에게 감사한다.  누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뒤에서 보태주는 후원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없이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또 한번 간증한다. 다음의 글은 그 책 서두에 실은 그 당시 총회장님과 김 

선배 목사님이 추천하는 글이다. 나를 울게 한 글들이라 여기에 실어 

본다: 이 책은 나의 Website, www.jeankimhome.com 에서 읽을 수 

있다.    

 

추천하는 글 

  “십자가를 심으라”는 제목의 본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책이 아니라, 일생 동안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과 

이웃의 삶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의 이웃이 

되어 소망의 십자가를 30 년 동안 심어온 김진숙 목사님의 깊은 체험 

속에서 영근 값진 이야기입니다. 

 노숙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된 김 목사님의 사역동기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시키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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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고 뜨거운 감동이 가슴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총 정리하고 후세들에게 그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퇴한 나이에 Doctor of Ministry Dissertation 을 

씀으로써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잘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미국사회에 만연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노숙상태를 분명히 보게 하고, 이의 치유를 위한 노숙사역 방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한인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값진 자료입니다. 

 

 NKPC 는 2003 년에 한인이민 백 주년 기념 총회를 가지면서 

21 세기를 향한 비전을 채택하고 우리의 결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도시, 그리고 미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간에 평화와 정의, 화해와 치유를 증진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고 천명하였고, 2005 년 “Seek the Welfare of the City”의 

주제로 가진 34 회 총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 동안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에는 많이 힘써 

왔지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우리의 이웃에 있는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에는 

크게 부족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영안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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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영적 노숙자 됨을 보게 하시고, 본서를 통하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교회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이 귀중한 자료를 나누어주신 

김진숙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NKPC(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와 총회 한미목회 실이 공동으로 출판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주 후 2008 년 1 월 1 일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종민 목사 

 

추천하는 글 

 일생을 노숙사역에 바치시고 미국장로교 노숙사역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이 사역을 꽃피우신 존경하는 김진숙 목사님의 혼이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으라”가 출판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축하 

드립니다. 이 책은 김 목사님의 평생 사역의 결실로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논문으로 쓰신 것을 간추려 

한인교회의 노숙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을 위해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조그마한 힘이나마 

더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인 

노숙사역을 단순히 선교와 사회 정의신학의 관점에서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사역에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 바친 

김진숙 목사님의 숨결과 피와 살이 진하게 베여있어 우리 주님의 

성유신적 목회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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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는 전도와 교회성장에 있어서 가장 은사가 큰 교회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이 부분의 사역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전도와 함께 통전적인 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위한 선교적,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 선교의 불균형을 초래 하였고 심하게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해 옮기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성숙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김진숙 목사님의 

“십자가를 심으라”가 한인교회들이 지역사회를 향한 디아코니아 사역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기폭제가 되어서 미국장로교총회 산하 

한인교회들뿐만 아니라 미주전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이 사회책임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김 선배 목사 

총무 

미국장로교 총회 한미목회실 

 

 

2006 년 71 세에 목회 학 박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참석한 졸업식 날    

 내가 목회 학 박사를 하게 된 동기가 몇 개있다: 그 중에 하나는 내 

남편이 작은 stroke 를 몇 번 해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몇 년간 차를 사려고 모아놓은 돈 만여 불이 있었던 것 같다.  

결혼 50 여넌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박사공부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이들을 낳으며 일하며 사느라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내가 박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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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데 대해 늘 안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나더러 박사를 하라고 할 

때마다 "돈과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하루는 "당신이 

박사를 한다면 내가 모은 돈을 내놓을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받는 Social Security 는 자기 용돈으로 쓰고. 여행하고 즐기면서 살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언젠가는 박사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말한 대로 시간과 돈이 없어 미루다가 70 살을 먹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래, 할 테니 내 놓으시오" 했다.  

 나는 신학사, 문학사, 사회사업 석사에다 일한 경험이 수십 년이라 

San Francisco 신학 (PC/USA)에 쉽게 입학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중에 남편은 당뇨병으로 온갖 합병증이 와서 응급실과 

intensive care 에 들락날락하고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양로원 (자활 원)에 입주하는 입장에 이르게 되었다. 대개는 공부를 

도중하차해야 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나는 lap top 을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병실로, 양로원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그의 

침대 옆에 앉아 계속 논문을 써갔다. 그는 내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 옆에 있기만 하면 만족해 했다. 양로원에서는 매일 방문하는 

가족으로, laptop 을 매일 치는 노인으로 소문났었다. 나 자신은 내가 

나이 먹은 노인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남들은 나를 보는 순간 즉시로 알 

수 있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내 나이를 잊어먹고 사는 

할머니였던 것 같다. 이 것은 8 순이 거의 된,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은 자기자신을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  

 미국장로교총회 차원에서 순회 설교할 때 300 page 짜리 책을 

쓰기는 했지만 그 것은 나의 전 사역을 정리한 것이 아니고 2 년간 

순회설교의 보고형식으로 쓴 것이라 나의 노숙사역을 총 정리하는 글을 

쓰고 싶었다.  내 나이 70 에 학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생을 한 

노숙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죽기 전에 미국사회에 노숙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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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좋은 글을 남기고 싶어서 좋은 자료를 접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고 

싶었다. 내 나이 70 에 학문을 가르칠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내가 한 

사역을 총정리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목회 학 박사가 철학박사나 

신학박사보다 시간도 적게 걸릴 것 같아서 목회 학 박사공부를 

2003 년에 San Francisco 신학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그 학교는 시애틀에서 자동차로 하루 반 내지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첫 해에는 낮에만 운전하고 중간에 하루 자고 시애틀에서 

San Francisco 까지 이틀에 갔다. 첫 학기에 읽으라는 필수과목 책들을 

미리 사서 다 읽어 요약까지 해 가지고 San Francisco 로 즐겁게 희망에 

차서 날아갔다. 둘째 해에는 내가 우리 주차장에서 우연히 넘어져 발목이 

부러져서 하는 수 없이 발목에 cast 한 채 목각을 짚고 비행기로 갔다. 

노숙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교수가 없었지만 내가 기대한 대로 신학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관계 서적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 너무 많은 

자극과 흥분과 기쁨을 체험했다. 목회 학 박사논문에 그렇게 까지 필요치 

않은 양인 100 여권의 서적을 읽고, 요청되지 않은 깊이의 빈곤과 

노숙문제에 대한 성서의 입장과 가르침을 파고드는 등 너무도 재미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영어실력이 모자라는 한국학생들은 백발노인의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내가 기대한대로 사역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다.  나무 많은 양을 써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한계인 300 페이지로 줄이느라 애 먹기도 했다.  

 나는 목회 학 박사를 보통사람들 보다 일찍 끝낸 것 같다. 보통은 

학교에 두 여름을 가고 셋째 해에는 집에서 independent study 를 하고 

그 다음해에 논문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나는 두 여름을 학교에 가고 그 

해 independent study 와 함께 논문을 써서 다음해 2 월에 논문을 

제출해고 같은 해 5 월에 졸업했다. 그래서인지 나와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내가 졸업할 때 한 사람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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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 Francisco 신학에서 공부하는 중에 칠순을 학교에서 맞게 

되었다. 이를 안 학생들이 cake 를 사오고, 밖에 나가 꽃을 꺾어다 

장식하고 해서 섭섭지 않게 칠순 생일을 차려주어 너무 감사했다.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으나 남편은 양로원에 누워있어서 함께 못 

가고 아들, 며느리, 두 손자와 손녀 5 명이 나와 함께 졸업식에 갔다. 

여섯이 비행을 하고 호텔에 들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나 아들네 

식구들은 기꺼이 이를 부담했다. 내 손자, 손녀들에게 공부는 나이를 

얼마를 먹건 상관없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학교측은 졸업식을 끝마치는 축도는 이중언어로 나에게 시켰다. 

아래의 사진은 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인 졸업식 현장이다. 너무 

고마웠고 보람찬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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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장을 타가기고 와서 양로원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반은 당신의 

것이라 하며 고맙다고 했다. 그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도 박사를 했으면 

했는데 철학박사보다 못한 것이지만 해 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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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으로 보면 목회 학 박사는 공부를 하기 나름이다. 엉터리로 하면 

아무 소용없는 졸업장 한 장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얻고, 제대로 하면 

자신이 일생을 해온 사역을 총 정리하여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이다. 

아무런 일한 경험이 없이 목회 학 박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길이다. 왜냐하면 철학박사학위처럼 이론으로만 해내는 학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을 구상해 내고 

개발하는 과정이거나 이미 한 사역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 없이 학위를 위해 온 사람들은 애를 먹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목회 학 박사 공부는 스스로 하는 공부이고 어느 교수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의해 주지 않는다. 말하자면 내가 하는 노숙사역에 

대한 강의는 전혀 없었다. 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읽은 일반 서적들에서 즉 경제, 정치, 빈곤에 대한 이론을 

정립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에 참고를 삼아야 했다. 그러려면 경험이 

없이는 어려운 공부이다. 그래서 나는 일과 사역의 경험이 없는 특히 

어린 사람들이 목회 학 박사를 하러 가는 것을 장려하고 싶지 않다. 

차리리 석사학위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내 경우에 

내가 수많은 해를 노숙 사역한 경력이 없었다면 "노숙의 근본 문제와 

교회의 반응"이라는 논문을 실질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야 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써놓은 작품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학교측으로서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학교의 경제문제도 있고 해서 

공부하러 온다는 학생 마다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았다.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을 잘 해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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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 사진을 찌고 San Francisco 에서 하루 

즐기고 돌아왔다. 2006 년에 내 졸업식에 참석했던 (위의 사진) 내 두 

손자와 손녀는 금년 (2013 년)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성장해서 왼쪽의 큰 

소자는 대학 3 학년이 되고, 오른쪽의 손녀와 둘째 손자는 고등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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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논문을 썼는가 궁금해 하는 독자들을 위해 내 논문 전체를 

여기에 소개할 수 없고 논문 Advisor 와 논문을 읽어 평가한 분들의 글을 

소개한다. 논문 advisor 외 두 교수가 논문을 읽어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평가가 또 나를 울게 한 글이라 아래에 

실어본다: 누가 논문을 평가한 분들인지 그들의 이름은 알려지지않았다. 

COMMENTS BY DISSERTATION ADVISOR and READERS 

For the approval of the Doctor of Ministry Degree  

at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Title: A Critical Study on the Root Causes of 

Homelessness and the Church's Response 

 (논문제목: 미국의 노숙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와 교회의 반응) 

 

Advisor 

“This study is so important and well-done that it should be in the 

hands of every clergy and laity in every church. The portion of the 

dissertation on the Scripture can be useful for clergy who wish to 

preach on the topic of homelessness. Other portion of the study 

will be useful to social action committees in the church or in the 

community. It is a valuable study to solve the pressing problem of 

homelessness in our world.” 

 

Reader 1. 

“This dissertation should be circulated to all the pastors, church 

administrators, denominational executives and lay leaders. Courses 

should be taught in adult forums, classes, workshops, and 

seminars. I would suggest the development of a syllabus for 

classes on the Mission of the Church or the Nature of and Mission 

of the Church. There is an urgent need for our local churches to 

restructure their theology of mission as well as study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After reading Jean Kim’s dissertation, I must 

confess that I have been deeply convicted regarding som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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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ssions in my personal ministry. She is on the right track and I 

believe this is the need for today. Most of us have been victims 

and captives of the Euro-Western cultural Christianity and church 

model that we are in need for re-conceiving and reconstructing 

our theology as well as our church patterns.” I highly commend 

Jean Kim for her thesis and recommend her for the degree that she 

is pursuing. 

 

Reader 2. 

“I have read a large number of D/P (Dissertation/Project) over the 

years, and this is one of the best of the group. It is written with 

passion and conviction, it gives evidence through research and an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and it is incredibly practical. I 

would hope that it would issue in a book in the fairly near future. 

Such a book would be very helpful, not only to congregations and 

church offices, but to policy makers on many levels. …… Again, 

the author has a gift for interweaving theology and practice.” 

Again, this an outstanding D/P. Congratulations to Ms. Kim for a 

job well done. 

 
/////////////////////////////////////////////////////////////////////////////////////////////// 

미국장로교 총회 소수민족 위원회에 봉사 

 나는 한인교회총회를 대표해서 미국장로교 총회의 

소수민족의원회의 위원으로 4 년간을 섬겼다. 그 위원회는 백인은 몇 

명뿐 전부가 미국장로교 소속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그 

위원회에서 한국인 은 나 한 사람뿐이었고 백인은 거기서는 

소수민족이었다. 그 위원들의 거의가 한인교회에 대해 삐딱하게 보고 

적개심 마저 보였다. 한인교회가 어느 소수민족보다 수가 많고 성장을 

하고 세기 때문이라는 하나 그들의 불만은 "한국교회는 찾아먹을 것은 

부지런히 찾아먹고 꼭 해 야할 것은 안 한다"였다. 그 것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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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회측면과 교회 안에서 여성리더십을 외면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총회 임원회에 가서 이 일을 말하고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하지않겠는가라 고 해서 제안했더니 무엇인가 

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여성리더십 특별위원회 

 정의/평화측면에서는 한인교회 총회에서의 Preconference 를 

허용했고, 십자가를 심으라 는 책을 출판하여 한국교회가 읽도록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장로교 산하 한인교회에서 여성리더십을 -여 

장로와 여 목사 안수하는 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제 37 회 NKPC 총회(2007)가 실행위원회에서는 여성지도력 강화 

특별연구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여 한인교회의 여성 리더십 현황을 

파악하게 하고, 여성들의 은사활용으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이은주 목사와 나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일했다.                                 

 본 위원회는 2 년 동안 NCKPC 한인교회의 여성 리더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원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노회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들을 근거로 지속적인 대화와 설문조사, 분석, 연구를 했다. 이를 

통해 평등공천, 평등고용, 평등인사정책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규례서 G-4.0400 다양성과 포괄성의 전체참여(G-4.0401)의 

원칙적용에 대한 당회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NKPC 산하 한인교회들이 성경에 입각한 평등 대표제를 

선호할 수 있는 교회문화 풍토의 정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임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인하여 상하 종속관계가 아니라 

동등관계로 이해하고, 성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과 은사를 잘 

활용하여 더불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예수 공동체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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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하며, 이 제안이 한인교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NCKPC 는 

적극 권장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와 함께 앞으로 10 년간을 여성과 

함께하는 십 년으로 (Decade with Women) 정하고, 해야 할 사역을 

제안하고 촉구했다. 그 제 안중에 총회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제안들을 실행에 옮겨주기를 촉구했다.   

 

여성위원회조직. 첫 위원장으로 봉사 

  나는 그 여성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아  "한인 교회여성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하는 책 (저자 여러 명)을 이중언어로 여성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하고, 총회에 제출한 제안서를 이중언어로 준비하고, 

포스터, 전단 (Brochure), Bookmark 을 만들어 전국의 430 

한인장로교회에 발송하고 매년 총회에서 보고하고, Display table 을 

놓고 참석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여성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했다.  

 "여성리더십 이대로 좋은가" 책에서 나는 "신, 구약 성서의 

여성리더십에 대한 이해" 편을 썼다. 내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전을 주기 

위험이었다.  그리고 미국장로교 한인장로교회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미력이나마 보태기 위함이었다. 미국장로교 총회산하 한인교회들의 많은 

수가 여 목사와 여장로 안수에 등한하고 여 목사 채용에도 거부감이 많아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뒤진 감이 없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글 편은 급히 쓴 미비한 작품이고 영문 편은 좀 update 해서 약간 

발전한 작품이다. 나 개인에게는 기대한 대로 공부를 많이 하는 

기회였다. 나는 내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도전을 좋아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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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보수사상을 가진 사람의 눈에 진보적으로 보이는 글을 쓴 것 

같다.   

  물론 우리 저자들은 영문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 미루어 오다가 

다음 위원회 위원장이 출판을 촉구하는 2012 년 말까지 우리 저자들은 

우리 스스로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었다. 나는 3 년을 위원장으로 

섬긴 후 은퇴했다.   

 이런 위원회를 리드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한인교회의 

여성들이 여성을 질투하고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여 장로 여 목사를 

여성들이 반대한다는 믿지 못할 현실이었다. 우리여성들 자신이 

남성들만큼이나 남존여비사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했다. 내 

당대에 여성들이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것 같지않아 

서글프기까지 하다.  

 끝으로 여성위원회 조직과 과정을 위해 미력이나마 한인교회 

총회에 원동력 역할을 할 수 있었음을 영광으로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목회자 성추행 

 하도 쓸 것이 많아 하나 빼놓은 것이 있다. 나는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자란 아이라서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 

고장의 내 친구이며 세계적으로 이름난 Marie Fortune 박사에게 훈련을 

받고 스스로도 공부해서 시카고에 있는 McCormick 신학에서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5 년간 영어실력이 짧은 한인 목회자 

학생들에게 목회자 성폭행에 대한 강의를 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에 관해서도 workshop 을 인도하기도 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었지만 노숙사역을 언급할 때마다 빼놓는 나의 또 다른 전문 

분야이다. 지역사회에서 미국노회차원에서 한인교회들을 위해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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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를 다루는 workshop 할 때 강사로 불려가기도 한다. 언젠가 내 

강의자료가 책한 권이 될 듯싶은데 쓸 것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목록 중의 하나이다.  

 

끝맺는 말 

 누가 읽기를 원할지 말지도 모르는 자서전이란 것을 쓰고 나니 

감개무량하다. 이북과 이남, 미국 등 세 나라를 옮겨가며 산 79 년이란 내 

인생은 한마디로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했다.  나는 한달 동안 나의  

79 년이란 세월을 돌아보는 여행을 했다. 마음의 거리로 말하면 천마일, 

만 마일의 넓고 깊은 세계를 여행한 것 같다. 시간이 바빠 초음파의 

속도로 긴급하게 다녀온 셈이다. 모든 사건들과 감정까지도 기억 속에 

연대별로 차곡차곡 다 정돈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천마일 만 마일의 깊은 창고에 꽁꽁 숨어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꺼내왔을 때 그 감정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많이 

울게 했다                                                       

 우선 먼저 내가 이세상에 나서 처음 11 년이란 세월을 살았던 이북 

땅에 다녀왔다. 내가 자라던 황금정 네거리, 사포리, 그리고 선덕에도 가 

보았다. 내 생의 첫 11 년이란 세월로 돌아가 보니 좋은 일이란 별로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울던 기억이 생생했고 아버지가 부시고 때리던 일 

외에 좋은 기억은 별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선덕 우리 집 

주위의 아름다운 산천, 세 과수원은 지금도 내 기억 속에 건재해있다. 

내가 태어났던 1930 년대와 자라던 1940 년대는 온 나라와 백성이 

가난과, 일본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때였다. 이 때는 개인으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도 불행한 시대였음을 다시 보게 되었다.  

 삽시간에 또 나는 1940 년대 후반과 1950 년-60 년대를 여행했다. 

1950 년대는 전쟁과 피난으로 민족 거의가 노숙자가 되어 배고프고 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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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던 시대, 전쟁으로 삼천리 강산만 폐허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도 폐허가 되었었다고 기록되어있었다.  

1960 년대는 전쟁 직후라 아직도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가족 잃은 

후유증을 앓으며 가난과 싸우던 시대였다. 나의 생활도 한마디로 

고달파서 눈물을 많이 흘리던 시대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한국에서 

제일 간다는 사립학교였던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과 

단국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생을 찾아 시집가고 애를 낳고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살았던 일들과 미국유학의 길에 오르는 등 밝은 세월에 

대한 기억도 저장되어있었다. 더욱이 1950 년대에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일도 매우 귀중한 사건으로 저장되어있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서울을 떠나기 전에 발음으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아이들을 

이 집 저 집에 맡기고 일을 다녀 그들을 외롭게 했다는 죄의식의 강이 

아직도 철철 넘치고 있었다. 언제나 그 썩은 물이 다 빠져나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차차 일기가 좋아지면 그 흙탕물도 마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져본다. 불행하고 버림받은 나환자들을 도운일, 

교회를 짓도록 도와준 일등은 개인 날의 햇빛처럼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기도 했다. 그리고 죽음의 수렁에서 나를 구해 주신 일등 모두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일이니 나의 남한에서의 24 년간의 

이야기도 나를 업어 나르신 하나님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생활의 44 년을 돌아보고 왔다. 나는 Union, Mo. St. 

Louis, Mo 와 Seattle 세 군데에 살았다.  일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다. 

거기도 희비 쌍곡선의 생이었다. 기적 같은 좋은 일도 많았으나 아들 

잃은 아픔을 가슴에 박힌 파편처럼 안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많이 성장했고, 학문적으로 성취한 것도 많았고, 이미 책도 여러 권 

썼고, 상도 20 번이나 탔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사역도 많이 했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형제, 자매, 자녀들과 친구도 많이 얻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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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박힌 파편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 

까지 품고 살아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일 외의 모든 것, 그 일을 

통해서 까지 하나님은 소나기 같은 축복을 쏟아 부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44 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고백 외에 할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간증이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고 생각해본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의 44 년간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이다. 

   나의 인생 79 년은 한 손은 항상 내 곁에 함께 있겠다는 몸과 마음의 

병과 아픔과 손을 잡고, 또 다른 한 손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공부하고 

일하고 노숙자들을 섬긴 역사로 채워진 생이었다. 이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 은혜와 섭리,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가 

했다고 보이는 모든 일 뒤에는 나를 업고 달리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서전은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간증이다.                                                                                     

  79 년간의 기억을 대강 껴내 종이에 쓰는데 한 달이 걸렸고, 사진을 

scan 해서 붙이고 대강 정리하는데 한달 해서 전부 두 달이 걸렸다. 

시간여유가 없어서 두 달 동안에 79 년이린 세월을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돌아온 셈이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억을 무궁무진하게 저장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격 감사하면서 인간의 두뇌에 

대해 읽은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의 능력을 

간증하고 싶어진다.  시 139 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조립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신비는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을 

간증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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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의사가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아래의 

분석은 치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증명하는 것이라 

여기에 소개하며 간증하고자 한다: 

 어른의 뼈는 206 개인데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 7 년마다 한번씩 몸 전체의 뼈가 모두 새 것으로 바뀌는 셈이라고 

한다. 혈관의 길이는 120,000 km 로서 지구 3 바퀴를 도는 거리라고 

한다. 자동차 만드는 데에 13,000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747 제트기 

여객기는 3,000,000 개의 부속품이, 우주 왕복선은 5,000,000 개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인간의 몸에는 자그마치 100 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 조 개의 적혈구와 250 조 개의 백혈구가 각기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Body, Mind, Health 란 제목의 책에 인간의 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3 파운드 무계의 뇌 (골-Brain) 는 인간의 머리 속에 자리잡고 

있는 대단한 특권과 역학을 가진 장기(privileged organ) 이다. 심장은 

뇌에 피를 공급해주고, 폐는 뇌에 산소를, 장 [Intestines] 은 뇌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신장은 그 주위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뇌는 우리 몸의 신경조직 (nervous system)의 가장 주요한 

부분이고, 인체조직 전체의 초점 (focal point of organization )이기도 

하다. 인간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경조직, 특히 뇌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뇌를 살리기 위해 다른 모든 기관은 

희생해준다. 90% 의 중추신경은 뇌라는 형태로 머리 속에 들어있다. 

뇌는 척추신경에 까지 연결되고 허리와 (Spinal Column)척추 속에 까지 

연장된다. 뇌와 척추신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경은 눈, 코, 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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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관(Sensory Organ)으로 연결된다. 신경은 또한 근육과 피부, 

몸의 모든 다른 기관에 까지 연결된다. (P 26-27) 

 뇌는 몸 전채에 전달되는 신경의 충동(nerve impulses)을 조종한다; 

즉 뇌는 몸의 여러 부분에다 정보를 보낸다. 뇌는 근육의 방향, 기력 

(strength)과 근육 운동의 협동이라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까지 

관장한다. 그 과정은 후각, 촉각, 시각과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즉 뇌는 숨쉬고, 심장 뛰는 속도, 소화, 대(소)장과 방광, 혈압, 

호르몬 분비와 같은 몸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동기능 (vital 

function)을 모두 관장한다. 마지막으로 뇌는 개념 (ideas)이 발상하고, 

기억이 저장되고, 감정이 체험되는 몸의 인식/인지 (Cognitive Center) 

의 중심이다. (P. 27) 

 이 책은 또 면역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몸에는 

면역성이 버티고 있어서 모든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어서, 

그리고 병이 났을 때도 면역의 힘이 병을 낫게 해 준다.  우리가 강하게 

감정을 느낄 때 내부의 기관은 싸우던지 도피하던 지의 반응을 보인다. 

이 생리현상은 피를 통해 호르몬을 보낸다. 이 호르몬은 신경조직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 때 이 메시지는 우리의 면역체제를 약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기쁘거나 슬픈 감정이 우리 몸의 병을 

이겨주는 면역체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은 

면역성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분노, 적개심 같은 감정은 면역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병은 이렇게 해서 생기기도 하고 

낫기도 한다는 것이다.   

 Larry Dossey 라는 의사에 의하면 피부는 나자마자 가장 최초에 

발달되는 감각조직이라고 한다. 25 전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피부에 

3 만개 이상의 세포와, 12 피트 (약 4 미터)의 신경세포, 100 개의 땀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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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개의 말초신경과 3 피트 (약 1 미터)의 혈관이 있다고 한다. 대체로 

100 평방센치미터 (100cm2) [크기의 피부]마다 총 90 만개의 

감각세포가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부는 거대한 

통신조직이다. 그러므로 피부와 피부가 접촉할 때 감각과 느낌을 통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사람의 몸과 마음에 신호 (통신)가 전달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부드러운 접촉에서 얻는 즐거움이 치유의 

가장 근본이라고 의사들은 말한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섬세하신 창조이다. 나는 자서전을 쓰면서 

한량없이 높고 넓은 내 마음 (뇌, 기억력)의 크기와 깊이를 보았다. 그 

많은 추억을 어떻게 3 파운드 되는 두뇌에 그렇게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두뇌는 한 달이란 시간 안에 79 년이란 긴 

시간과 공간을 전부 여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두뇌가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또 한번 간증한다. 진실로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