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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말
이 책은 재미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노숙문제에 대한 개론서라고 할 것이다. 팔십을 바라보는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같이 미비한 글을 선물로 드리니 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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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노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노숙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와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고 분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수 십 년을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direct service)을 감당한 후, 10여 년간은 미국장로교단의
부름을 받아 전국을 순회하며 미국교회와 한인 교포교회에 가서 노숙문제에 대한 의식화와 교육을 하는
설교와 강연과 세미나를 수백 차례 해 왔다. 그러는 가운데 한글로 된 자료가 없음을 통감하여 지금까지
내가 개발한 자료들을 한글로 펴낼 꿈을 꾸어왔다. 한국 목사님들이나 교우들이 한글로 하나 꼭 쓰라는
도전을 해 주신지 수년이 흘렀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하다가 한인교회협의회와 미국장로교총회 한미
목회실 합작으로 출판하실 의향을 보이셔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강연 자료와 목회학 박사
논문(영문)에서 발췌하여 간추린 작은 책자를 마련하게 되었었다. 이 수정본은 2008년에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출간한 것을 수정 보완한 재판이다. 그 때에는 100페이지를 쓰라 하여 간추린 것을 쓰다 보니
아쉬운 점이 남아 이번에는 조금 더 추가하여 쓰려고 한다. 이 자료가 닿는 곳마다 성령님의 감화와
인도하심이 함께 가셔서 많은 교회들에게 노숙사역을 하고 싶은 동기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다. 책의 제목인 "노숙문제와 교회의 반응"은 목회학 박사논문의 주제이기도 하다. 부제는
"십자가를 심으라"이다.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는가는 아래의 글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목회학 박사논문의 신약부분의 번역과 교정을 봐주신 정득실 목사님과 정소영 사모, 교정을
봐주신 조기헌 장로님과 그의 부인 조(이)은재씨, 원고를 읽어 준 여러 친구들과 출판하도록 격려해 주신
San Francisco 장로교 신학교의 논문지도 교수님들, 그리고 전국 장로교 한인교회 총회의 이유신
목사님, 김선배 목사님 등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책의
출판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론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왜 “십자가를 심으라” 인가, 나는 왜 노숙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등의
개인적인 간증을 실었다.
제1장에서는 미국의 노숙문제(노숙-homelessness-의 의미, 노숙의 범위, 그리고 왜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는가)를 미국이란 상황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유럽과의 비교를 소개했다.
제2장에서는 가난과 노숙(poverty and homelessness)에 대한 신구약성서의 가르침을 나의 논문에서
추려 인용했다. 즉 우리들이 가난과 노숙상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를 성서의 가르침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노숙사역은 오로지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이 바탕이 되는 사역이어야 진실과
지속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 제시하는 성서 본문들은 나에게 감명을 주어 일생을 노숙사역을 하게 한
말씀들이다. 나의 신앙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에 깊은 연구까지는 못하고 독자들의
성경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노숙문제에 관련된 성서 본문들 중에서 몇 개를 소개하는 정도이다.
제3장에서는 미국이란 상황에서 현대교회가 성서 말씀에 따라 선교를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아비판과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에 대한 제안을 실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인교회를 비롯하여 노숙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떻게 노숙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실천 가능한 노숙선교의 방안을 제시하고 노숙사역의 예들을 소개했다. 학문하는
이들이나 노숙사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 참고문헌 목록(bibliography)을 첨부했다. 그리고 적절한
한국어 표현이 어려운 곳에는 괄호 안에 영어원문 그대로를 첨부하기도 했다. 신학적인 부분은
평신도들에게 어려운 점도 있겠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을 더 길게 주시면 더 나은 글을 쓸 것을
약속하며 미완성 작품이나마 한인교회에 선물로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노숙 사역을 하고 싶은 교회에는
즉시 날아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약속도 함께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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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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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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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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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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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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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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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sertation을 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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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여준 값진 자료입니다.
N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총회) 는 2003년에 한인이민 백 주년 기념 총회를 가지면서 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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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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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한다”고 천명하였고, 2005년 “Seek the Welfare of the City”의 주제로 가진 34회 총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그 동안 복음전도와 교회성장에는 많이 힘써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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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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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목회실이 공동으로 출판하게 됨을
크게 기뻐하고 축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주 후 200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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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 책은 김 목사님의 평생 사역의 결실로 목사님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논문으로 쓰신 것을 간추려 한인교회의 노숙사역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을 위해 미국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조그마한 힘이나마 더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인 노숙사역을 단순히 선교와
사회정의신학의 관점에서 이론으로만 다루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역을 위한 훈련과 지침을
제공해줍니다. 더 나아가 이 소중한 사역에 온 몸과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 쏟아 바친 김진숙 목사님의
숨결과 피와 살이 진하게 베어있어 우리 주님의 성육신적 목회사역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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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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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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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배 목사
총무, 미국장로교 총회 한미목회실

왜 본서의 제목이 “십자가를 심으라”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사안수 받은 지 꼭 1년이 되던 1988년 부활절 새벽, 꿈에 단칸방짜리 마루가
깔린 작은 교회의 문 안쪽에 나를 세워놓고 바로 거기에다 “십자가를 심으라, 그러면 그것이 지붕 밖으로
자라 나갈 것이다” 라고 큰 빛 속에서 말씀하셨다. 내게는 꿈에 하나님을 뵙는 일이 처음이라 너무
황송하고 기쁘면서도 떨렸다. 그러나 그 비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듣지 못해 계속해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의 교목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 의사들도 진단을 못하는 병을 앓게 되었다. 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하루는 병원에 누워 “제가 앓는 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가하게 누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며 기도하는데 병실 안이
눈처럼 희고 환해지면서 비몽사몽간에 영안이 열려 “십자가를 심으라”는 노숙여성 사역이라고 밝혀
주셨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을 잔인하게 매질하여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가한 후 십자가에 못 박아 심줄들이 터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최악의 잔인성을
대표하는 로마제국의 형틀이었다. 주님이 겪으신 배신과 치욕, 수치, 멸시, 절망, 무기력감은 아픔과
외로움과 노숙상태와 죽음 그 자체였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은 바로 가난의 노예가 되고, 병균의
밥이 되고, 학대와 절망에 찢기고, 길거리에 버려져 걸식하며 술에 익사하고 마약에 독살되어 허물어져
가는 노숙자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죽음이기도 하다.
십자가는 또한 죄인들을 위한 주님의 온전한 비우심이요, 사랑, 희생이고, 그의 생각, 사상, 가치관,
그의 삶, 죽음, 부활, 그의 전부이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시려고 세상에 지으신 그의 집이다.
주님의 집은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병든 이들을 고치심과, 슬픈 이들을 위로하심이고, 죽어가는
이들을 재생시키심이고, 절망한 이들의 소망과, 버림받은 이들의 환영과, 짓밟힌 이들을 일으킴과, 깨진
이들을 온전케 함과, 억울한 이들을 위한 정의와, 죄인들을 용서하심과, 낮은 이들을 높여주는 영예와,
나그네를 끌어안는 환영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과, 모든 전쟁을 끝내는 평화와, 모든 폭력을
종식하는 안전과, 차별을 모르는 평등과, 분열을 끝내는 통일과, 죽은 이들의 부활과, 배고픈 이들의 배를
불리는 밥과,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와, 빈곤을 모르는 풍요와 모든 노숙자들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살아 생동하는 십자가는 노숙자들을 거리생활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고 오늘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의 발자취이고 시민들을 노숙의
웅덩이에 처넣는 냉담한 사회를 위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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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살아있는 사랑의 십자가를 노숙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심으라는 뜻으로 주신 암시임을
미련한 나는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심으라"는 명령을 안고 노숙자 교회(막달라
마리아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니 이것이 곧 병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길에 버려진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일으키며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를 심는 사역이 된 것이다. 노숙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에 기대고, 끌어안고, 의지하고, 울며, 애통하며 또 웃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새로운 생을 찾아 일어나 걷게
되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짊어지고 노숙사역을 시작했었기에 감사, 감격해서 이
책의 제목을 “십자가를 심으라”로 짖게 된 것이다.
표지의 로고는 하나님께서 김진숙 목사에게 꿈에 큰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십자가를 심으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노숙자
여성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초기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이사로 수고하시던 Sheryl 수녀님이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로고로 그린 것으로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모여든 노숙 여성들의 잃어버린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가 심어지니 새 생명과 소망을 얻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나는 왜 노숙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되었는가?
한국인. 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숙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나 은퇴 후에까지 나를
대할 때 공동으로 묻는 질문은 "어쩌다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 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선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한다. 그 이유를 말하려면 노숙사역의 밑거름이 되어준 나의 어린
시절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1935년 음력 7월26일에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정 삼정목 95번지에서 부잣집의 삼남매 중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내 위에 15년과 8년 연상의 오빠 두 분이 계셨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난봉과 가정폭력에 고통하며 사시던 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자랐다. 어머니가 우실 때면 나도 항상 따라
울었었던 일을 기억한다. 아버지는 몇 년에 한번씩 손님처럼 집에 오시곤 했다. 오시기만 하면 그는
부시고 때렸다. 그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했던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보다 15년 연상인
큰 오빠가 나에게는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고, 나는 그를 아버지 대신 따랐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어머니의 눈물 속에 나의 잔뼈가 굵어갔다. 여성을 억압하고
유교를 신봉하는 가부장제 사회에 태어나 애통하는 한 여성의 아픔이 어린 가슴 깊이에 심어지면서
애통하는 약자들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버림"이란 것을 체험하게 하는 어린 시절이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10살 까지 공주같이
입고 먹으며 자랐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하에서 고통 하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나,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당하는 압제를 절감하였으며 비록 10살 미만의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를 잃은 백성들, 강자에게
억압당하는 약자의 아픔을 보는 눈이 떴다고 할 것이다.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온 민족의 기쁨을 보면서 인간에게 "해방"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후 공산치하에서 기나긴 1년을 사는 동안 우리가족을 대표해서 10살 나이에 대야
하나를 머리에 이고 부역을 나가 흙을 이어 나르고 논에 모를 심으면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약자의
아픔을 체험하기도 했다.
어머니와 큰오빠 식구가 공산치하에서는 못산다고 하며 이남으로 떠나갔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나는 열한 살 나이에 당시 열 아홉 살이었던 작은 오빠와 함께 삼팔선을 걸어서 넘었다. 그때 나는 "자유"
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산군들을 피해 목숨을 내어놓고 자유를 찾는 사람들의 실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남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합세하여 피난살이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배고프고 추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쌓기 시작했다. 나는 돈암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빈부의
격차를 아이들 사이에서 체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우등생이었으나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가난한 피난민
아이라는 사실을 감출 길이 없었고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던 고향에는 집이 세 채나 되었건만 피란살이 4년 동안 춥고 배고프고 집이 없어 많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 관사를 준다고 해서 큰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 입대했다.
그가 입대한지 1년이 되는 해 1950년 6월25일에 전쟁이 일어나 당시 육군 소위였던 큰 오빠는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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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오빠는 식구들이 살 집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결과가 되었으니 나는 집이 없는 설음을 누구 보다 더
뼈저리게 안다고 하겠다.
전쟁과 피난이라는 광야생활에서 호구지책으로 15살 나이에 밥벌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9.28
수복하던 날 밤, 묵정동 근처 친척집에 묵었다가 폭탄이 떨어져 집에 불이 붙어 혼비백산하여 뛰어나와
길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헤매면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재산과 생명을 잃게 하는 어른들의
몹쓸 모습을 보면서 불의, 정의라는 개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살, 4살짜리 아들과 부인을 뒤에
남겨놓고 눈을 못 감았을 오빠를 생각하면서 나머지 일생을 울며 살게 되었다. 오빠이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러 해를 많이 울었다. 우리들이 살 집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오빠가 너무
가여웠다. 이렇게 15살 이전에 나는 너무 많은 고생과 인생 공부를 한 셈이다.
나는 1949년에 이화여중에 입학했다. 하지만 일 년 후인 1950년에 전쟁이 나고 때로는 피난 중에
길가에서 잔 적도 있었다. 같은 해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 기차는 우리를 부산진역에다
쏟아놓았다.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우리가족 5명은 역전마당에서 세 밤을 잤다. 어느날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집 마당에 들어와 자라고 해서 5식구가 그 집 마당 안에다 판자로 다섯 식구가 나란히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 한 칸을 이루어 거기에 3년을 살면서 가난과 집이 없는 서러움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러나 영도 섬에다 텐트를 치고 학교 문을 연 이화여중에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북에 살 때 나는 학교에서 제일 부자 집 아이였으나 이화여중에서는 전교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다. 나의 인생 첫 17년 동안에 인생의 고통을 다 보고 다 경험한 것 같았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화여중의 내 친구 조영순이가 가끔 나를 정동교회로 데리고 가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드려놓기 시작했다. 수복해서 서울로 돌아와 나는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서울제일교회 학생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채플(chapel)
시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우리 반의 종교부장까지 되어 아침 첫 시간에 기도를 인도했고, 주일에는
동네에 있는 제일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이기병 목사님은 어린 나를 자주 수요예배나 새벽기도회에 목회기도를 시키며 나의 신앙을
키워 주셔서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그 당시의 감리교 감독이셨던 변홍규 박사님께
이화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내 나이가 18살이었던 것 같다. 그가 가르치신 성경공부를 통해 주님은
그가 사시던 사회에서 가장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 오셔서 나도 그렇게 살리라는 각오의 불을 붙이시기 시작하셨다.
나는 학생회 회원으로 우리교회에서 행하던 100일간의 새벽기도회에 개근을 하며 충실히 참석한
일이 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학공부를 하라는 비전을 받아 의대, 법대를
가라는 가족들의 기대를 뿌리치고 신학대학에 입학해 59년에 한국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의 뒤를 쫓아 살고 싶어 전쟁 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60년대에 한국 주둔CARE 라는
미국 사회사업 기관에서 경기도 부근의 12개 나환자 촌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미국에 오는 70년
4월까지 감당했었다.
1970년, 미국으로 이민 온지 7년이 되는 해 (42살)에 St. Louis 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의 정신질환, 정신박약,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들을 정신병원과 정신 건강원에서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 믿었었다.
처음 이민생활은 Missouri 주 St. Louis에 시작했고 8년간은 봄이 오는지 가는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쳐다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1978년 4월 30일, 17살 난 아들을 졸지에 잃게 되었고, 나는
완전히 혼이 나가 절망이란 웅덩이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 자체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왜 나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3살 때 어머니가 성천강에서 빨래하시는 동안 물에
빠졌다가 떠올랐다는데, 왜 그때 아주 영원히 가라앉지 못했는가? 초등학생 때 말라리아를 많이
앓았는데, 왜 그때 죽지 못했는가? 어릴 때 항상 어머니가 앓는 병을 다 앓았는데, 그때 왜 죽지
않았는가? 6.25 사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왜 나도 죽질 못했는가를 원망했다.
아들과의 이별은 심장을 비수로 쪼개고 뼈를 깎는 것 같이 아팠다. 나의 영혼은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가 집 잃은 노숙자가 되어 절망이란 짐승들과 죽은 마른 뼈들 속에 섞여 어두운 골짜기를
방황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내 죄 값이라 외치며 나는 매일 아들 무덤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는 여자도, 어미도, 인간도 아니고 죽을 자격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를 벌하시고, 놓으시고, 버리시고, 용서도, 불쌍히도, 위로도, 축복도 하지 마시고 아들 무덤 옆의 땅이
짝 갈라져서 나를 삼키게 하시라"고 애원하고, 살기를 거부하였다. 눈앞이 캄캄해 아무런 소망도, 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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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집과 무덤과 직장 세 곳을 헤매고 다니며, 애끊는 고통 속에 눈물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의 얼굴을 영안으로 보게 되었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환도 뼈가 부러지도록 축복을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창32:22-32)했다지만 나는 나를 꼭 붙들고 매달리시는 하나님께 나를
제발 놓아주시고 죽여 달라고 3년이란 긴긴밤을 내 몸의 모든 뼈와 살과 영혼 모두가 내려앉을 때까지
하나님을 밀어내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아니하시니 결국 나는
기진맥진하여 "하나님께서 KO 승리를 하셨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하시라"고 항복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의 영안을 뜨게 하시어 성경을 밤낮으로 미친 듯이 몇 번을 통독하도록 인도하신
후, 값없이 자신을 위해 죽지 말고 살아있는 불쌍한 이들을 위해 살고 죽으라고, 즉 살아야 하고 옳게
죽을 수 있는 목적을 주셨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하는 것 밖에 내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North Puget Sound 노회에 참석한 전원의 눈을 눈물로
적신 가운데 1987년 4월 12일, 52살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천식 때문에 나는 5살에 이미 죽었어야 했고, 나를 찾아온 온갖 고통, 고난, 절망, 한으로 말하면
10대에 영영 망가져야 했고, 내가 지은 온갖 죄로 말하면 20대에 이미 사형대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으로 말하면 30대에 영원히 버림 받아야 했고, 그리고 40대에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앓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흘리신 눈물은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이다. 나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 후에 내게 쏟아 부으신 은혜로 말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눈물을 밥으로 살았고 주님의 등에 업혀 날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내가 이세상에서 겪은 일들은 말로, 글로 설명하기 어렵다. 가난과 아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고, 영육으로 집 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셨다.
위에 열거한 인생경험들이 나의 노숙사역의 밑거름이 되어 준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노숙사역을 하게
된 그 진짜 동기는 예수님 때문이다: 갈릴리 길바닥의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그리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 이방인들과 병자들, 여인들과 아이들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노숙)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에 나는 10대 소녀시절부터 완전히
반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육적, 정신적, 영적 노숙근절이 주님의 깊은 관심사였고, 주 사역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봐주고 구원하라고
구구절절이 외치는 신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나는 주님이 남기고
가신 사역의 작은 일부라도 계속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였다.
거기에다 미국에 진 빚이 많아서: 즉 미국감리교 선교사였던 Appenzeller가 설립한 이화여고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을 얻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미국장로교 선교사 Underwood가 설립한
장로교회에서 성장하여 미국장로교 목사까지 되었기 때문에, 6.25 사변에 58,000명 미군의 희생으로
목숨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에게 삶의 보금자리와 교육받을 기회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고마운 이 나라에 진 믿음과 생명과 축복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병들어 절망
가운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노숙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로 가난과 질병, 학대와 버림, 절망이란 것들에게 맞아 길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을 위해,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을 출발하는 첫 날인 것처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나를 비우면서, 정리하면서 정신 없이 사역하다 보니 어느덧 일생을
그들을 위해 바친바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노숙사역 안에, 노숙사역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숙사역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내가 사는 목적이고 나의
집이고 고향이다.

제1장
미국의 노숙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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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의 정의
미국의 노숙의 실태
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는가?
미국과 유럽의 비교

본장에서 우리는 미국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정의하는지, 미국에는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부자나라에서 노숙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해 보려고
한다. 또한 우리들이 노숙문제를 남의 일처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노숙자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A. 노숙의 정의(homelessness)
미국에서는 길에 살아야만 홈리스(homeless)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으면
“홈리스”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울역 대합실이나 전철역 등 바깥에서 자는 사람을 “노숙자”
라고 부르고 “무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미국 상황에서는 “무숙자”가 더 가까운 표현이겠으나
“노숙자”란 용어에 익숙한 한인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홈리스를 “노숙자”로 부르기로 하자.

1. 노숙상태(homelessness)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의
“Homeless”의 정의는 미국이란 특수상황에서 미국생활수준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어른,
청소년, 어린이들이 길거리나 공원, 골목, 주차장, 고속도로 다리 밑, 버스 정류장, 전철 정거장, 짐차 속,
극장 안, 공중 세탁소, 식당, 버려진 빌딩, 계단, 처마 밑, 동굴, 캠프장, 자동차 등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숙식할 때 이들을 “노숙자”라 부른다. 이들이 또한 임시숙소(emergency shelter:
몇 일간부터 3개월까지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에서 숙식하면 이들 또한 “노숙자”이다. 임시숙소란
응급임시숙소(emergency shelter), 노숙자들을 위한 장기 임시주택(transitional housing: 6개월 내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숙소),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숙소, 가출소녀, 소년들을 위한 거주
프로그램을 포함한 임시숙소를 말한다. 잘 곳이 없어 다른 사람이나 교회, 사회사업기관이
숙박비(voucher)를 지불해준 모텔, 호텔, 아파트에서 임시로 숙식하는 사람은 홈리스 (homeless)이다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우리들이 정규적으로 몸담아 사는 현주소, 식구들이 모여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집(home)이다.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인 의식주와 건강, 직업,
수입 등은 우리들이 집(home)을 이루는데 절대로 필요한 자원이다.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결국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정부가 정의한 육체적인 노숙상태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정신적, 영적인 노숙
(homeless)상태를 포함시킨다. 말하자면 사람은 육신적으로만 노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노숙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정신적인 노숙의 정의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깃들어 사는 집이다. 이는 또한 우리들의 자신감, 자존심,
마음의 평화가 깃들어 사는 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른이건 아이이건 너무 많은 육체적, 정신적 학대와
상처를 받고, 가족과 친구 및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살아야할 목적과 자신감을 잃고 미움과 분노, 한으로
가득 차 자신과 남을 향해 파괴적인 생각과 생활을 할 때, 즉 자신이 자신 속(집)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서
방황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노숙자가 된다고 하겠다.

3.영적인 노숙의 정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해한다(고전3:16-17).
하나님과 예수님은 또한 우리 영혼의 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들이 우리의 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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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기도 하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시 23:6b: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요 6: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요 14:10,23: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그리하면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요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요일 4:12: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계21:3: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위의 성경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노숙자가 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성적학대를 받으면, 하나님도 자신들의 부모처럼 학대하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이 부모들의 학대로 인해 영적인
노숙자가 되는 경우이다.
어른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인 학대에다 경제적인 빈곤과 집 없는 거리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자기를 버리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때, 이들은 영적인
노숙자들이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 가정환경이 안겨준 결과라 보겠다.
교회가 노숙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의 집에서 쫓아내 그들이 길에서 걸신할 때 “하나님과 교회는
억압하는 자 편에 선다”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들을 영적인 노숙자가 되도록 내모는 경우가
된다. 또한 영적인 노숙상태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집 없는 이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마25:31 46).
권력과 재력을 가진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억압, 착취하고 자신들은 욕망에 가득차서
부와 권력을 숭상하고 예배할 때, 그들은 남과 자신 스스로를 영적인 노숙자로 만든다고 하겠다(시 49:
6 12). 그러므로 억압하고 학대하는 부모, 배우자들, 개인들, 교회, 교인들, 억압, 착취하는 정치,
경제인들까지도 육적인, 영적인 노숙상태를 남에게 부가할 때, 그들 자신들도 영적으로 노숙자가 된다는
말이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우리들을
떠나기도 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변두리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방인들이 억압적인 상태를 벗어나 그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귀향, 집으로
돌아오다(coming home)”라는 표현을 이 책에 써 본다.

B.미국의 노숙의 실태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인구의 6%도 안 되지만, 9백30만 명의 백만장자와 400명의 억만장자를 가진
그리고 세계 재산의 반 이상을 소유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식품수출업자이고, 군사적으로나 과학
기술면으로 세계최대 부강 국이다. 하지만 미국의 빈곤상태는 심각하다. 이 나라의 4천여만 시민이
가난에 허덕이고, 그 중에 1,300만은 어린이들이다. 매년 3백5십만 명이 노숙을 체험하고, 매일 밤 백여
만 명이 노숙을 경험한다. 4천7백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다. 집을 잃어 가는 가족들, 특히 여성들이
세대주이고 아이들과 함께 노숙을 체험하는 가정의 수가 전국에 번지고 있다.
2006년에 미국 시장협의회(www. 2006 Annual Report - Mayor's Conference on Hunger and
Homelessness)가 23개의 주요 도시를 조사했는데, 기아문제에 대해 조사에 참가한 도시의 74%가
응급식품 보조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70%가 응급식품 보조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응급식품보조를 요구해온 사람들의 37%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했고,
73%가 노인들의 응급 식품보조 요구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상승하는 주택비용, 빈곤, 저소득, 실직,
의료비, 약물남용, 상승하는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교통비와 문맹 등이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www.mayor's conference).
조사에 참가한 23개 도시들의 68%가 노숙문제에 대해서는 노숙자들의 응급숙소 요구가 늘었고, 87%가
응급숙소에 들어온 어린이 수가 늘었으며, 노숙자 중 24%가 어린이들이었고, 51%는 남자, 3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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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가진 가정, 17%가 독신여성, 동행이 없는 청소년이 2%였다고 보고했다. 노숙자 중의 42%가
흑인, 39%가 백인, 히스패닉계가 13%, 원주민이 4%, 아시아인이 2%였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노숙자
중의 16%가 정신질환자였고, 26%가 약물 남용자, 13%가 고용되어 있었고, 9%가 재향군인이었다고
보고했다. 응급숙소에 수용되기 위해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55%가 보고했다. 잠자리가
모자라 노숙자들을 돌려보내야 했다고 86%가 보고했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면서 서로 연관성 있는 노숙의 원인을 빈번 도에 따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과 치료서비스 부족을 선두로, 저소득주택 부족, 약물 남용과 치료 서비스 부족, 저임금 직업,
가정폭력, 감옥에서 사회로의 출옥(prisoner re-entry)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부족, 실직, 빈곤의
순이다. 조사에 참여한 도시의 95%가 "노숙근절" 계획안을 개발했으며 그중 25%는 이미 노숙이
줄어들고 있음을 본다고 하고 나머지는 판단하기가 아직 이르다고 했다.
미국 노숙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은 미국의 전체 인구분포와 노숙자들의 분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미국의 전 인구의 48%는 남자, 52%는 여자이다. 노숙자들의 68% 는 남자,
32%는 여자로 밝혀졌다. 노숙가정의 16%는 남자, 84%는 여자이다. 이는 노숙가정(homeless
families)의 세대주 거의가 여자라는 의미이다. 즉, 가난한 여성이 세대주인 가정들이 거주지를 잃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 전인구의 75%가 비 히스패닉계 백인들이고, 13%가 흑인, 12.7%가 히스패닉,
1%가 원주민이고 3%가 기타인데, 노숙자 인구 분포에서는 비 히스패닉 계 백인들이 41%, 비 히스패닉
계 흑인이 40%이고, 히스패닉이 11%이고, 원주민이 8%, 그리고 기타가 1%를 차지한다.
전국 인구조사에서 25세 미만이 13%, 25 54세가 59%, 55세 이상이 28%인데 비해, 노숙자 인구
조사에서는 25세 미만이 12%, 25 54세가 80%, 55세 이상이 8%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참여한
노숙자들의 매달 평균수입은 $367.00이었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기 바로 전달에
유급직업을 가진 사람이 44%나 있었다. 그리고 66%가 술, 마약, 정신질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처음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이 49%였고, 두 번째가 17%, 세 번 이상이 34%였다. 노숙을
경험한 기간에 대해서 3개월이 28%, 4 6개월이 11%, 7 12개월이 15%, 13 24개월이 16%, 25개월
이상이 30%였다.
노숙자는 전국 어디든지 있다. 나는 작은 시골에까지 가서 노숙자를 보았다. 눈에 뜨이지 않아도, 노숙자
6명중 1명은 시골에 산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들의 40%가 유급직업(working poor)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
Jim Wallis 목사님이 Sweden에 가 보았는데 거기서는 매 60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한데 비 해
부자나라 미국에서는 매 6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하고 유색인종 어린이는 매 3명마다 한 어린이가
가난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어린이 빈곤의 분포가 매우 높다는 결론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5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그 중에 반은 입건된다고 한다. 많은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가정폭력, 성적, 육체적, 정신적 학대의 희생자들이다. 가출소녀의 75%와 가출 소년의 50%가
가출한지 48시간 내에 호구지책을 위해 매춘에 빠진다고 한다.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 마약과 술을 먹게
된다고 한다.
미국의 학교에도,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노숙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실에 숨어서 자기도 하고,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자거나, 이동식 화장실 안에 자거나, 자동차 안에
자거나, 임시숙소에 자거나, 친구 집을 전전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고 다음날 아침에
등교하니 얼마나 힘들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또 하나의 노숙자 집단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흑인들이다. 그들은 이 나라 인구의
13%를 차지하지만 수감자들의 반을 차지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흑인 청년보다
감옥으로 가는 흑인 청년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노숙자 그룹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미(Central America), 특히 Mexico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안으로는 고국 Mexico 정부가 부패하여
소수가 재산을 소유하고 75%의 국민들은 하루에 $2.00 미만으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고 밖으로는
미국등 강대국들이 자유무역(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통해 착취하므로
Mexico 농부들과 가난한 이들이 직업을 구할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 한다는 것이다.
자기나라에서의 형편이 “악몽”인데 미국에 와서 밀입국자로 차별대우 받으며, 저임금에 완전히
노예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악몽”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악몽”이 멕시코의 “악몽”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밀입국하니 이들은 미국의 노숙자 민중 속에 끼는 사람들이다. 불법 체류자 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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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들 노숙자들 주위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이것은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관심사일 것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나라에서 가난하게 되며 노숙자가 되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게으르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노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믿어지고 있는 그릇된 관념(myth)의
들고 사실 규명을 시도해 본다.

남의
깊이
쉽게
예를

C.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되는가?
나는 “사람들이 노숙의 원인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통념(myth)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일반과 전문인들 60여명에게 설문조사하여 42개의 통념(myth)의 목록을 만들고 그 통념(myth)들에
대한 사실(fact)을 정립하게 되었다. 42개중 가장 자주 언급되는 통념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그
전문을 읽으려면 www.jeankimhome.com 에 들어가 보라).

D.미국과 유럽의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왜 노숙자가 되는지를 미국이란 특수한 사회, 경제, 문화, 가치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다른 나라에서는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의 비교를 간단히 첨부하려고 한다.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는 구라파의 16개국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한다.
미국 어린이들의 22%가 빈곤한데 이는 선진 산업국가 중에서 마지막에서 둘째인 22번째이다.
다른 유럽의 개발 국가들과 캐나다는 사회복지에 매우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미국이 적격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주는데 반해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는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복지 프로그램에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조점은

공공보조(public

assistance)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있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을 가진 가정들에게 어떤 종류이든 혜택을
준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만을 위해 특수한 프로그램을 해야 할 필요가 매우 적다.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조를 강조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다른 산업국가에서는 강조점이 사회계약(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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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에 있어서 개인들이 자기의 능력 안에서 사회에 참여하는 대가로 국가는 모든 개인에게 기초
생활수준(basic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한다. 그 결과 핀란드에는 미국이 정의하는 것 같은 빈곤은
거의 없다고 한다. 물론 불평등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수입이 국가가 정한 빈곤층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핀란드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도 미국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다(핀란드

경제는

유럽의

다른

산업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의 나라들을 전반적인 건강 성능(health performance) 차원에서 등급을
매겼는데 미국이 37째로 떨어졌다. 나라들의 의료의 공평성(fairness of health care)을 평가했을 때도
미국은 54번째로 선진국가들 중에 제일 꼴찌였다. 슬프게도 미국과 남아프리카의 두 나라만이 모든
시민에게 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4천 7백만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없고 자신들 스스로가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다른 유럽의 산업 국가들에게 공통된
사회보험의 일면은 국민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are) 제도라 하겠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서는 그
제도가 공립과 사립의료의 혼합이다. 의사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립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매주
37시간을 근무하고 개인 개업을 하도록 허락되어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한다.
우리들의 소비문화의 대가는 수입의 불평등에 대해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사회적인 대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수입의 분배가 더 불평등하면 할수록 경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각 가정은 더 긴
시간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부와 수입의 불균형이 더 크면 클수록 부자들의 소비벽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 수입의 불평등 (income inequality)과
수명(mortality)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 전역의 조사는 수입 분배(distribution of income)의 큰 불평등은
심장마비, 암, 살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유아 사망률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사회에 사는 결과로 부자와 가난한자는 둘 다 더욱 나쁜 건강 상태를 경험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불평등한 사회에 난폭한 범죄가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부자는 그와 반대의 더
평등한 사회, 범죄가 적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살인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의 감금율도 구라파 연합국들보다 훨씬 높다. 2백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현재 감옥에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감옥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미국의 인구는 전세계인구의 6%도 안 다).
유럽 연합국에서 10만 명 인구당 평균 87명이 죄수인 반면 미국은 10만 명당 평균 685명이 죄수이다.
우리가 경제적인 평안/풍요로움(economic well-being)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비교할 때
유럽연합이 미국을 훨씬 앞선다. 좋은 삶의 질(goo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표준은 의식주와 교육,
건강보험, 충분한 유아보호, 안전한 동네와 이웃에 사는 일 등이다. 이러한 항목에 있어서 유럽연합은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속한

28개국을

통틀어서

평균수명이

미국

남자들은

72.7세로

22번째였고

미국여성들이 79.4세로 19번째였다. 28개국 중에서 일본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았다.
미시간대학과 하버드대학의 공중위생과(Public Health Department)의 두 연구팀이 50주를 통틀어
수입의 불평등과 조기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여, 흑백인을 막론하고 분배의 불평등과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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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 사이에 중대한 상호관련이 있더라는 것이다. Robin Hood의 지수(index)에도 수입의 분배에
있어서 큰 불평등(inequality)은 전반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관계가 있었을 뿐 아니라 심장마비, 암, 살인,
유아사망 등으로부터의 조기 사망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입 정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수입의 평등한 분배(egalitarian distribution)는 수명을 연장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가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하는 사회에 살 때에 건강의 악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Fordham Institute에서 사회정책의 혁신을 위해 Marc Miringoff와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사회의 건강의
지침들(indexes)은 유아 사망률, 아동학대, 아동의 빈곤, 청소년 자살, 청소년 마약과 남용,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들의 임신, 성인의 무직, 임금, 건강보험, 노인의 가난, 평균수명, 난폭한 범죄(모든 연령의),
술과 연관된 교통사고로 인한 변사, 저소득 주택, 불평등을 포함한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미국과 유럽의 사회보장, 의료보험, 감금 등 모든 정책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어떤 가치관이 가장 혹은 매우 중요한가를 물었을 때 95%의 유럽인들은 “남을
돕는 일”을 우선순위의 맨 꼭대기에 놓았다. 84%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높은 가치관을
둔다고 했고 "경제적인 성공"을 조사에 포함된 8가지 가치관 중에 맨 끝 순서로 매겼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꿈(European Dream)은 미국의 꿈(American Dream)과 정 반대로 나타난다.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 무제한의 경제성장과 개인의 부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반면에 유럽의
꿈(European Dream)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삶의 질, 개인 독자성보다 공동체의 관계성에, 동화/흡수보다 문화의 다양성에,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과
세계의 인권에, 재산권(property rights)보다 자연의 권리(the rights of nature)에, 힘의 일방적인
행사(unilateral exercise of power)보다 전 세계와의 협력(global cooperation)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
유럽 사람들은 공동체(community)를 모든 사람들의 가정으로 보고 평등한 사회와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드는 비용을 납세정책을 통해 기꺼이 나누어 부담하여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국가여서가 아니라, 국가로서, 정부로서,
국민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에 두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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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이스라엘의 노숙 체험
구약시대에 노숙자 된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노숙자로 쫓아냈던 이유 (선지자들의 고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신약의 노숙문제 고찰
노숙민중을 만들어 낸 제 1세기의 사회 현황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노숙자 민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응

A.구약의 노숙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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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사회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숙의 실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데는 개인적인 원인보다 사회와 정치 경제적인 제도, 그에 따른 대중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장에서는 그렇다면 성서는 노숙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조
a.하나님의 완전한 집 (창 1:26‐28)
태초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 에덴동산을 지으시고 인간 남녀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시어
거기에 살라고 똑같이 축복하셨다. 자신들을 꼭 닮은 자식들을 낳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며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부모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그의 앞에서는 만민이
다 귀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완전한 집에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어버이로 사람은 그의 자손으로, 그리고
주인(host)과 손님(guest) 관계로 시작하였다. 어버이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손/손님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낙원을 허락하셨다.
b.노숙자가 된 첫 가정(창 3:23‐24)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첫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다(창 1:28b). 사람들은 “정복하라”를 세상과 사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자비하게

착취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정복하라”는

단어는

원래

“청지기”

(steward/custodian)를 의미한다고 한다. 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돌보라는 책임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첫 가족은 자신들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집으로부터 쫓겨나므로 인류의 첫 노숙이 시작된 것이다(창 3:23‐24). 그 후
계속해서 인류는 서로를 돌보라는 책임을 회피하고 약자를 이용하고 누르며 살아간다.

2.이스라엘의 노숙체험
a.히브리인은 노숙자로 출발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나라도, 정착지도 없는 유랑민으로 출발했다. 창세기 11:31‐12:5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가서 그 본토인이 아닌 이방에서 온
사람(sojourner)으로 살아야했다. 일시 체류자(sojourner)란 그 땅에 살기는 하나 어떠한 법적 권리나
결정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혜택도 받지 못하는 타향인의 신세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가라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다고 우리들은 믿어오지만,
강신택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게 된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다. 우르(Ur) 주변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우르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야했다. 엘람의 Kdolaomel과 Amuraphel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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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Ur III)이 쓰러지게 되자 우르를 떠난 우르시민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과 가족도
우르를 떠난 사람들 중에 끼어있었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방랑객”이었음을 창 20:13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 여러 나라를 두루 다니게 하실 때”라 했고, 영어성경에는 “caused me to
wander”라고 번역해서 “방랑”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노숙하였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이 타향에서 방랑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니 세상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당부하셨다(창 12: 1-3).
b.애굽에서의 포로생활은 노숙생활(창 37:12‐50:26; 출 1:1‐2:25)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이방인 생활을 할 때 이삭을 낳았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복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 후에
야곱의 식구가 사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주전 1876년경에 야곱의 식구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땅의 노예가 되는 기사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창 47:13‐26에 기록된 대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경제장관으로 그의 곡식창고를 잘 운영했다. 그
당시 애굽은 그 지역의 곡창이어서 기근이 오니 그 지역 나라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그 땅의 농민들과 그들의 생활을 착취하기에 이르고 애굽은 막강한
경제성장을 이룬 제국으로 등장한다. 후대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나와 히브리인들을 억압하고
종살이를 시키게 된다. 종이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지만 자신은 주인의
가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라도, 집도 없는, 억압받는 노숙자 민중이
되고 만 것이다.
c.출애굽 사건(출 2:23‐25; 3:7‐10)은 노숙근절
그 본성이 원래 자비와 긍휼(rac'hamim: compassion)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달프게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견딜 수 없어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직접 땅에 내려 오셨다. 그때만
해도 돌아갈 집이 없어 하나님은 가나안(promised Land)이 그들의 영구한 집이 될 것 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셨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에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사건이며, 이는 곧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숙을 끝내는 해방 사건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를 택하셨다. 구약에서는 이 대중을 “땅의 백성(암
하아레츠)”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rac'hamim-compassion)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에 깊이 그 근거를 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나누신다는 것이다(사 53:5). 즉 억압받는 백성이
고통에서 나와 자유라는 새로운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긍휼(rac'hamim)의 하나님은 고통 하는 백성
속에, 노예들 속에,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해 바로 같은 강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은 소개된 데가 없다.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손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약자와 고통 하는 자, 노예된 사람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으로 구약은 일관되게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일 폭군 편에 서신다면 그는 악의에 찬분이 되고, 하나님이 아무의 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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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 않으신다면 불의에 무관심한 하나님이 되고, 폭군을 반대하지 않으시니 폭군의 후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억압, 고통 하는 자편에 서셔야만 그 이름 그대로 정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출애굽사건은 억압받는 집 잃은 민중을 종의 멍에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해방 사건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가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된다(출 20:2; 신 5:6). 그러므로 “해방 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출애굽 체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자유"(freedom)를 의미한다고 Moltmann은
말한다. 즉 출애굽 사건은 노숙근절 사건이다.
d.광야생활은 노숙 생활
출애굽은 광야생활의 시작을 의미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거주지가
아닌 땅, 그러므로 광야는 황폐, 추방, 위험, 죽음 그것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예측을 불허하는, 혼돈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었다. 광야는 샬롬(shalom: 평화), 낙원, 약속의 땅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질고 잔인한 강제노동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았으나 그것이 또 다른 기나긴 시련의
현장, 광야의 노숙생활이었다.
e.가나안 입성은 노숙근절 사건
그들이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 즉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일은 40년이란 오랜 시련 끝에 이루어졌다. 그
새로운 땅, 집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었다(신 6:10‐11). 신 8:17‐18에 “두렵건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과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었다.
f. 앗시리아 포로생활은 노숙생활
훗날 이스라엘은 이 선물(땅)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고 땅의 주인이 되려고 탐심을 품었을 때 엄청나게
긴 긴 세월 집 잃은 노숙자 신세가 된다. 하나님은 앗시리아를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신다(사10:5‐7). 집에서 외국으로 내쫓으셨다. 여기에서 앗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고 뒤집어진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앗시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지고,
하나님의 도구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같이 되어 쫓겨난다. 하나님이 없다함은
노숙상태를 의미한다. 주전 721년에 앗시리아는 북쪽의 10지파를 점령하고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많은 도시를 파괴하였다. 북 이스라엘과 특히 갈릴리 지방은 이방나라가 되어버린다.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시리아의 전쟁은 3년을 계속하고 주전 722년에 끝났다. 왕하 17:6, 24절에 기록된
대로, 앗시리아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시리아로 끌고 가서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앗시리아에서 온 이방인들은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혼혈민족과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이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다하여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
차별대우와 노숙자 대우를 받는 배경이 된다.
g.바벨론 포로생활은 노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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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로서 그 당시 근동에서 학문과 과학이 발달하여 심심치 않게
근동의 정치, 문화, 무역 등을 장악했던 무서운 고대제국이었다. 느브갓네살 왕은 서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는데 욕심이 많아 유다를 여러 번 침범하다가 드디어 주전 587년에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 번째로 수천의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납치해가기에 이르렀다(렘 52:28‐30). 바벨론 포로생활은,
야웨께서 느부갓네살을 징계로 사용하셔서 행한 것으로 신명기 전통은 이해한다. 렘25:9과 27:6에서
"야웨는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다"와 사 47:6에서 "야웨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 곤욕을 치르게 하셨다”는 구절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유다가 마지막으로 완전히 파괴될 때 가난한 농부, 노동자들만 뒤에 남겨둔 채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 가운데에는 통치자 계급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류계급과
왕족들이 많이 끼어있었다. 이렇게 유다는 끝장이 난다(왕하 24, 25).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들의 존재가치의 상징이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도성이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인 성전도 잿더미가 되고 제사장직과 그들의 성스러운 풍습, 교리문서, 사회구조 등 모두가
사라졌다.
이스라엘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생활(exile)은 강제로 적에게 잡혀간 무조국, 무주택, 무자유의
잃어버린 생이었다. 하나님의 성전과 조국을 한꺼번에 잃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버림받은 것
같이 절망적이고 조국으로 돌아올 기약을 전혀 모르는 버려진 생이었다. 한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서서 원수들과 싸워주셨다고 믿었는데, 한때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믿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며 다스리신다고 믿었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는데, 한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신다고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옛날에 자신들이 예배하고 섬겼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육적인 노숙 위에 영적인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h.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노숙근절 사건(렘 23:3‐4)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쫓겨 갔던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고 하심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시켜 조국 고향으로 데려오시겠다는 노숙근절의 약속이다. 이런 약속이 에스겔
37:1‐14의 마른 뼈 기사에도 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노숙근절을 또 한 번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위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생활이 무엇을 의미 했는가를 알고 나면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이 얼마나 큰 노숙근절 사건이었는가도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3.구약시대에 노숙자 된 사람들
a.과부와 고아들은 노숙자 민중에 속했다
희랍어로 과부를 의미하는 Chera는 “버림받다”라는 뜻의 어원을 가진 단어로 이는 남편 없이 사는
여자를 의미한다. 히브리말로 “과부”는 “벙어리”와 비슷한 의미로서 목소리(권리)를 못 내는 처절한
과부의 신세와 관련된 표현인 듯하다. 구약에서 과부의 운명은 비통한 것이었다(출22:22‐24). 구약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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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과부되는 일은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과부는 불이익 당하는 고아나 이방인이나
날품팔이와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그들은 부당하게 고통당하고(사 10:2)권리를 상실당하고(사 1:23),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로 간주되었다(사54:4). 그 이유는 아마도 노년이 오기 전에 죽는 것은 참화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므로 뒤에 남은 부인에게까지 그 화가 미쳐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과부는 소외된 추방인이었다. 그래서 사별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장남이 재산을 상속받고 아들이 없으면 사망한 남편의 형제가 남은
과부와 결혼하게 되어있었다. 만일 남편의 형제가 그와 결혼하기를 거부하거나 결혼해줄 형제가 없으면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빌어먹어야 했다. 과부는 다른 여성들처럼 공공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흔히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검은색 옷을 입었다.(창 38:14,
19 –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다말은 도로 과부의 옷을 입고). 부자들은 흔히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그래서 남편 잃은 과부들은 노숙자 민중에 속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간 무수한 전쟁을 겪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싸워야했다. 앗시리아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도, 사사기
20:1‐21:25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수만 명의 남자들이 양쪽에서 죽었고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다시피 했다. 이런 전쟁들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와 고아를 생산했을
것이다. 고아들은 애비 없는 아이들이라 칭하기도 했는데 애비 없는 아이들은 성전에서 종교적인
예배행사에서 매춘을 하는 여아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들의 생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621년의
요시아 개혁 때 심각하게 저지되기도 했다. 이 아이들을 자식이 없는 여성들이 양녀로 삼기도 해
예배행사에서 매춘을 하는 아이들의 수가 모자라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항상 과부와 고아들을 한데
묶어서 다루었고 그들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피력 한다.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사 1:23);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사 10:2);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욥22:9);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욥 24:3);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시. 94:6); 말라기 3:5에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강하게 고발하는
구절들이 빈번함은 구약시대 사회에서 과부와 고아에 대한 착취와 학대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음을
중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은 가장 가난하고 천시 받고 착취당하는 구약 문화속의 빈곤층,
즉 노숙자 민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불의를 하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경고가 빈번하다.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부는 떠돌이나 고아들에게 베풀어지는 것과 같은 자비로운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신 14:29).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되었다(신 24:17, 암 2:8과 비교).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옷 한 벌 밖에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곡식이나 포도를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부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다(신 24:19‐21; 신26:12). “고아를 위해 변호하라”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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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다(신 10:18; 24:17; 사 1:17; 10:2; 렘 22:3; 슥 7:10).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노비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며 그들의 재판을 부당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것이다(신 16:11, 14:
24:17). 3년마다 십일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떼어 레위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라고 언급한다(신 26:12; 27:19와 비교).
b.이방인과 노예들이 빈곤/노숙민중에 속했다 (하갈의 이야기, 창 16장, 21장)
이방인이면서 여성이고 종이었던 하갈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자 한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사라와 교환하는 명목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창 12:10-20) 하갈이 종으로 딸려왔었는데
그녀가 바로의 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갈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 아버지의 궁궐과 왕가와 가족, 친척, 친구, 나라를 떠나 낯설고, 물설고 풍습과 인종이 다른 타국에
데려와져서 권리도, 소유한 것도 없이, 빈곤한 집 없는 이방인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 나그네로 살 때에 일어난다. 후손을 생산
못한 아브라함의 노부인 사라는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 그 당시 습관대로 다른 여자를 씨받이로 사용해 아이를 생산하였다. 자기 후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기 종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임신을 하게 한 것이다. 남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음인지 하갈을 받아드려 임신시키는데 사라와 협력한다. 임신한 종 하갈은 임신
못하는 사라를 업신여기게 되었고, 주인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었다. 갈데없는 하갈은
광야에서 헤매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다. 천사는 하갈을 사라의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 후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가 14살 되었을 때 이삭이 노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다. 이스마엘이 17살
되었을 때 사라는 장자로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싫었다. 자기 소생인 이삭에게 장자권과
상속을 주고 싶어 남편 아브라함을 시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다. 노숙자가 된 모자는 광야에서
며칠을 헤매다 식량과 물이 떨어져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 죽게 된 아이를 땅에 눕혀놓고 목 놓아 우는
어미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아 주의 천사가 나타나 샘을 보여주어 두 모자를 소생케 하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여 큰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
사라는 그가 속한 사회구조에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하갈을 학대한다. 그 학대를 표현함에 있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겪은 고통을 묘사할 때 사용한 동사 (‘nh) 를 사용했으니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증명한다(출 3:7‐9)고 학자들은 말한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갔을 때 천사가 학대가 심한 집으로 되돌아가라(창 16:7-10)고 시킨 것으로 성서가
기록했는데, 여러 학자들이 이를 문제시한다. 자비의 하나님이 그리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사라에게로 돌아가라”는 천사의 목소리가 하갈 자신의 목소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해석은 하갈이 해산을 무사히 해야 하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에 그의 장자로 태어나야 하고
장자의 상속도 받아야하니(그렇지 못하면 사생아가 되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나님이 돌려
보내셨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두 번 다 오갈 데 없는 노숙상태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다”고 하며 하갈을 위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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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창 16:11). 하나님은 고통 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여기에는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소생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은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때 경제적인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주지 않는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미래의
굶주림과 노숙상태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준 빵과 물은 오래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만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 사막에서
경제적으로 집도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다.
하갈은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창21:14). 동사 “헤매고 다니다(wander) (t ’h)”라는
단어는 “불확실함(uncertainty), 부족함(lack), 방향을 잃음(loss of direction), 빈궁(destitution)을
의미한다. 사실은 수르(Shur)와는 달리 브엘세바 지방은 물이라곤 전혀 없었다. 더구나 이집트와도
인접해 있지 않았다. 자진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추방당한 하갈에게 광야 (wilderness)는
불모(arid)하고 낯선 곳이었다. 그곳은 이스마엘에게 죽음의 자리(deathbed)였다.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에서 하갈이 소리를 내어 운 것(창 21:16-17)을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로 기록했는데 모호한 여성동사형을 남성형태로 바꾸어 놓으므로(변화)
고대로부터 해석자들은 여성(하갈)의 슬픔을 뺏어간 것이라고 한다. 이런 변화는 아이가 소리를 높여 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남성형으로의 교정(amendation)은 하갈을 잠잠케 못했다. 하갈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여성 동사형은 그녀의 눈물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녀는 광야에서
헤맨다. 그녀는 아이가 죽을 곳을 찾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철야(vigil) 했다. 그녀는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차마 볼 수가 없어 소리를 내어 울었다(창 21:16).”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어머니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은 하갈을 우물로 인도하셔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 시키시고 모자의 노숙을 끝내주셨다(창 21:17‐19).
Brueggemann 교수는 “이스마엘의 존재는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한정시키지 아니하셨음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관심은 꼭 선택받은 계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계열
밖에서 버려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애정을 주신다”고 강조한다. Meeks도 “하나님의
경제는 가정(household)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다”고 말한다.
Trible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갈은 믿음을 형성해 주기도하고 도전하기도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국적, 계급, 성적인 문제라는 세 가지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억압받은 자 하갈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집트 사람, 여성, 종으로서 무기력해서 성적으로 사용되고, 버림받은
피해자이다.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여성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한다. 하갈은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지배 계급의 여자들에게서 학대받은, 씨받이 흑인여성, 법적인 권리나 자력이
없는 외국인, 타인으로서의 여성, 집을 나온 청소년, 고통으로부터 피신하는 여자들, 독신 젊은 임신부,
쫓겨난 부인, 어린아이가 있는 이혼여성, 빵과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걸인여성, 권력체제가 주는 빵조각에
의존해 사는 원주민들, 웰페어 수혜자 어머니들, 남을 위한 종노릇에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워가는
여성(self‐effacing female)들의 상징이다.” “이 상처받은(stricken) 이집트 여종은 하나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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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 그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 멍들었다. 기독교회는
우리들의 현실사회의 하갈을 대우함에 있어 모호해하고 (ambiguous)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취급했던 것처럼 한다. 너무 많은 현대사회의 하갈들 역시 이용,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노숙자가 되고
그들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 누명을 쓴다.”
c.외국인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숙자 민중에 속했다 (스 9:1b‐4,10‐14; 10:2b‐3,10‐19, 44; 느
13:1‐3, 23‐27)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제사장들을 포함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아있던
이방여인들과 혼혈 혼인을 했다하여 그들의 이방 여자들과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을 쫓아내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소동이 벌어진다. 유다가 앗시리아에 망해 앗시리아로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 돌아올 때까지 여러 이방인들이 유다 땅에 심어져 살게 되었다. 그중에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 등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라 9:1‐2). 그런데 포로로 잡혀 갔다가 돌아온 유다인들이 이들과 결혼하여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서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쫓아내어 제나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고 쫓겨나야 했으니 이들은 그 당시 가장 불쌍하고, 오 갈 데 없어 노숙 층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방여인들과 아이들은 이런 추방정책에 의해 남편 없이, 아버지 없이, 아무도 그들을 부양해줄 사람
없이, 돌아갈 곳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는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죄로 70년 동안
노숙생활을 경험했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정을 파괴하고 외국인이란 것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을
노숙자가 되게 하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입다의 딸(삿 11:1‐40)
하나 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을 산제물로 바쳐 죽게 한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다. 길르앗의 입다라는
아이는 창녀에게서 태어나 이복형제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자라다 쫓겨나 돕이라는 땅에서 문제아로
건달패들과 함께 자신을 방어하며 자라다보니 힘센 용사가 된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험한 전쟁을 이길만한 장수가 없어 입다를 데려다가 입다가
내세운 조건대로 길르앗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아 전쟁에 내보낸다. 그때에 입다가 주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삿 11:1-33). 얼마나 위험한 서원이었던가!
그는 암몬을 이기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그 첫 사람은 바로 입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딸이 원한대로 두 달간을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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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다가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그 후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습관이 생겼다는 이야기이다(삿 11:34-40).
입다의 딸의 생은 피어보기도 전에 끝났다. 불에 태워 죽이는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횡포한 방법인데
그를 죽이는 자가 피해자의 아비였을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애비의 어리석은 서약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친구들이 이를 그 사회와 문화가 결코 잊지 않도록 그녀를
기억하면서 매년 그를 위해 애도하며 슬피 우는 관습을 만들어낸 것이다. 입다의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이 사라져 버린, 집 잃은 가엾은 민중이 된 것이다.
레위인의 아내 (삿 19:1‐30; 20:1‐21:16)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두 마리를 끌어내어 그녀를 찾아갔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가 간절히 권하는 대로 거기에 여러 날을 먹고 마시며 묵은
뒤에 닷새째 되는 날 저녁에 첩과 함께 길을 떠났다. 벌써 하루해가 저물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의 불량한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 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졌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첩의
주검을 열두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다.
남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 집주인이 제시한 대안은 두 여자를 희생시키는 것이었다. 한 여자는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인,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이었고 다른 여인은 손님의 여인이었다. 본문은 그
여자가 자진해서가 아니라 레위인 자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자기 여자를 강간 하도록 떠밀어
내보내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레위인은 자기 사람들에게 자기가 내어주어 죽게 했음을
감추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서 여자를 강간하고 죽인 것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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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ble은 다음과 같이 애도한다. “이름 없이, 말도 없이, 권리도 힘도 없이, 도움을 주거나 그의 비참한
죽음을 슬퍼할 친구 하나 없이 그 소녀는 그의 재물이고, 물체이고, 성의 도구로 죽어갔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녀를 배신해서, 강간해서, 고문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사방에 뿌리고 만다. 성폭력은 가부장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관계를 지배하고 종속되는
관계로 단정하는 가부장제적 사회제도의 결과로 보아야한다. 가부장제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유지, 지속시키는 복잡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이고 구조이다. 그러므로 가부장제도는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와 자연 질서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제제를 가하는 중심가치관을 이루는
도덕적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레위인의 아내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여성들과 아이들이 살기에 찬 남자들에게 살해되어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영원히 죽어갔으니 사사기 19장 ‐21장의 이야기는 그 당시 여성들에게 가해지던
테러행위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노숙자 민중이 된 것이다.

결론
구약에서 과부, 고아, 이방인인 종 하갈, 외국인 여인들과 아이들, 레위의 아내,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성차별, 인종, 계급, 사회, 경제적, 정치적 차별이 이방인과 종과 여성들과 아이들을 노숙의 피해자로 만든
예들이다. 성전에서 매춘으로 혹은 제물로 희생된 그 당시의 모든 억울한 아이들을 대표하며 이들은
영원한 정신적, 육신적, 영적인 노숙의 무덤으로 들어간, 집으로 돌아와 보지 못한 여성들과 아이들이다.

4.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노숙상태로 쫓아냈던 근본 원인
그 당시 예언자들은 야웨가 세우신 유일한 통찰력이었고 길잡이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노숙상태가 될 것을 선언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숙자로 쫓겨나게 될 몇 가지의 이유를 밝히셨다.
가) 우상숭배와 배신, 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 다) 탐욕과 사치, 라) 정치, 종교적 부패.
이런 이유에 대한 성서본문이 무궁무진하나 여기서 몇 가지만 예로 들고자 한다.

a.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보인 불성실함과 배신에 대해 렘6:1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 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렘 3:19‐20).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더미를 이룰 것이다"(렘 6:15).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증거 한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사 2:8). 호세아는 우상숭배를 매춘에 비교한다(호
1:2‐3).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에스겔
선지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비인간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왜곡으로 정죄한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과 네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겔 16:20). “또 너희는 온갖 제물을 바치고
너희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물로 바침으로써, 너희가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너희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겔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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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난한 이들을 착취/약탈
구약성서에서 “가난”은 우상숭배에 이어 두 번째로 유명한 주제이다. 이 둘은 서로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히브리말로 가난은 ani, anaw, ebyon, dal, ras 라고 하는데 ani(anaw)는 부당하게
박탈당한 가난을 의미한다. ebyon은 자선을 구걸하는 걸인을 의미한다. dal은 가난에 떨어진 야위고
연약한 농민을 의미한다. ras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을 반대하는 불굴의 투쟁을 상징하는
중성용어이다. 예언자들은 ebyon과 ani와 dal 이란 용어들을 모두 사용했다.
이사야의 사형선고: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계층이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은 생계와 생사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교한다: 너의 지도자들은 주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쫑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사 1:23-24).
엘리야의 사형선고: 하나님은 아내와 함께 가난한 나봇의 포도밭을 뺏고 그를 죽인 아합 왕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왕상 21:1‐29).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왕상 21:17‐19).
예레미아의 사형선고: 이스라엘 왕들의 욕심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신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렘 5:28b-20).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잇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렘 6:13‐14).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 버릴
것이다"(렘 22: 13-15‐19).
아모스의 사형선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되는 줄이고, 추는 늘이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 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암 8:4‐10).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처넣어서 짓밟고...”(암
2:6‐7).

c. 탐욕과 사치
이사야의 판결: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사 2:7).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8).
예레미야의 판결: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잇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주는 공정한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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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렘 5:27‐29).
미가의 판결: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집으로 만든다. 집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미 2:2).
아모스의 판결: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 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암 6:4‐7).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이 도성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은 칼에 찔려 죽고, 네 땅은
남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차지하고 너는 사로잡혀 간 그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사로잡혀 제가 살던 땅에서 떠날 것이다"(암 7:17).

d. 정치, 종교지도자들의 부패
정치적 야욕이 가장 크고 권력을 우상화하고 가장 부패한 정권의 예로 솔로몬 왕권을 들고자 한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쟁취한 자신의 땅에서 완전히 안전했고, 그 땅을 자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차지하고 백성들의 원성이나 땅을 선물로 주신 야웨의 주장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했었다.
강제노동을 시키고(왕상 5:13; 9:15‐22) 바로의 것과 비슷한 세금제도와 관료정치를 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수많은 종류의 관리를 두어 자신을 섬기게
했고(왕상 4:1‐19),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바로
딸 말고도 자그마치 칠백 명의 후궁과 삼백 명의 첩을 두었다.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솔로몬이 늙으니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또는 몰렉)을 따라가므로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왕상 11:1‐11). 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 왕은 강제 노역꾼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군대와 수비대를
강화하고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정략결혼을 해서 이웃나라 왕궁에서 그의 명성을 존속시켰다(왕상
9:15). 솔론몬 정권에다 신학적 합법성과 눈에 띠게 종교성을 주기 위해 성전을 지어 포장했다.
하나님은 솔로몬 정권을 지키는 가내 보호자로, 고요히 순종하며 안전하게 사시는 분으로, 성전의
한구석으로 밀려났다. 그가 하는 일이란 솔로몬 정권을 후원하고 그의 합법성을 인정해주고 그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면이나 해 주는 분으로 전락했다. 이스라엘에는 이같이 부패한 정권과 왕권이
비일비재하였다. 솔로몬이 그들의 대표 격이라 하겠다.
이사야의 판결: 너의 지도자들은 주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사 1:23-24).
예레미아의 사형선고: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렘 6:13b),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있다" (렘22: 13, 17).
미가의 판결: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미 3:9‐12; 호 9:17; 호 10:15).
에스겔은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가져오실 야웨의 도구이고 대리인이라고 묘사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대군을 거느리고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나는 심판권을 그들에게 넘겨 줄
것이고, 그들은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겔23:23‐24).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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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겔 5:11‐12; 8:18; 사
1:4).
Kinsler는 이처럼 말했다. "이스라엘에게 땅(토지)은 시험이기도해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고 그들과 계약관계를 맺은 야웨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빚진 자와 가난한 자와 노예들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새로 얻은 힘과 부는
그들로 하여금 정도를 벗어난 생활로 향하고 그들의 믿음과,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와 땅을 잃게
되었다."

5.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그 시대의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구조와는 달리 사회에서 영구한
빈곤계층이 생겨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희년사상을 주셨음은 놀라운 일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천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사회경제 정책이라고 믿어서 고백했다 해도 역시 놀라운 일이다.
미가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구약학자 Brueggeman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가의 목소리는 탐욕에 찬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농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미가는 무거운 세금을
부가하며 농민들의 상황에 무관심한 국가정책과 이에 고통 하는 농민들을 지켜보아왔다. 그래서 미가는
점점 커가는 도심지의 권력과 관련해서 정의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의에 관한 질문은
위에서가 아니라 항상 밑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다. 권력을 쥔 자들은 자신의 번영과 영달을 꾀할 뿐
목소리도 없는 농민들에게 가해진 희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a.희년 (Jubilee)의 실행(레 25:10‐54)을 요구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난과 노숙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야웨의 정책과 방안이 희년사상에 자세히
묘사되어있다. 많은 학자들은 희년사상을 제7일 안식일과 안식년에 그 근거를 둔다.
안식일은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 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출 20:8‐11; 23:12)
라고 기록되어 있다. “쉬다”로 번역된 히브리말 shabat 에서 sabbath(안식일)이란 말이 나왔다. shabat
란 동사는 “멈추다, 그만 두다”라는 뜻이다. 일을 멈추는 것은 쉬는 것이다. 출 20:8‐11, 23:12과 신
5:12‐15에 있는 안식일 계명은 노동의 절대화를 극복하고 일정하게 일주일에 한번 일을 멈춰서 종과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쉬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창조를 시작하신 제 칠일에
쉬시고 그 날을 축복하시고 성별하셨다(창 2:3). 그래서 노동자들과 동물들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인가하신 일이다.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이스라엘이 원래 종이었는데 해방을 맞았다는 사실에
둔다.
Harris는 “사람들을 지칠 때까지 사용해서 생산을 강요하는 제도로부터 규칙적으로 일을 멈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종교예식일 뿐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다. 즉 인간에 대한,
다른 인간과의 관계(배우자, 아이들, 종 그리고 기한부 고용살이하는 일꾼들, 이방인들)에 대한
성명서이다. 안식일은 또한 다른 동물들이나 땅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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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출 23:10‐11: 신 15: 1‐18; 레 25:1-7):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드리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 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출23: 9‐11). “매 칠 년 끝에 빚을 면제하여 주어라”(신 15:1). 그리고 너희 친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너희에게 팔려 와서 여섯 해 동안 너희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라”(신 15: 12).
안식년 해방의 근거도 안식일과 같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 하여라”(신:15:15)에 둔다. 신명기 전통은 자신을 부양할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 자주 반복되어 명시되는 과부, 고아나 이방인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성읍가운데서 가난한 친족이 살거든 너희는 반드시
손을 펴서 궁핍한 친족을 도와주어라”(신 15:7-11). 안식년 법령은 매 7년마다 지켜야할 농토를 묵히는
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인도주의적이다. 농토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땅이 쉬는 해에 저절로
나온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본 입법의 근거는 출 23:9에 잘 표현되어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셨으니 따라서 자신들도 그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빚과 종살이: Coote는 안식일이나 안식년의 법을 필요로 했던 구약시대의 사회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땅에는 매 2~3년마다 가뭄이 잦아 생존의 말단에서 연명하던 농민들이 빚을 지는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들이 수확을 못해서 살기위해 종자를 먹어야 했다면 다음 해에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종자 구입할 돈을 꿔야했던 것이다. 세금, 임대료, 요금, 부채, 이자, 벌금 등은
엄청났다. 농민들은 소나 나귀를 담보로 잡혀야 했고 당분간 자신들의 몸을 노예 노동자로 팔거나 딸들을
매춘에 맡겨야했으며, 땅을 담보 혹은 빚값으로 잡혀야했다.”
그래서 신명기 법전은 매 7년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놓아주고 사람들을
사회경제적으로 처지고 빈곤하게 만드는 과정을 정지시키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법의 의도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신 15: 4)와 “반드시 너희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어라"(신 15: 8)이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께 고하여 해방을 얻은 것처럼
그가 너희를 걸어 주께 호소하면 너희가 죄인이 될 것이다”(신 15:9)라고 경고하면서 강화된 것이다.
안식년 명령은 경제적으로 점점 변두리로 쫓겨나고 소외되는 기본적인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노숙근절)이었다.
희년(jubilee) (레 25:8‐15): “안식년을 일곱 번 세어라... 너희는 오십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레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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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되돌려주는 이유를 레 25:42에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고 하신다. 그리고 원주인이 땅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레 25:23에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땅은 나의 것이다"(시 24:1)라고 천명하셨다.
매 50년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반환해 주므로 착취와 빈곤과 경제적인 소외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최악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까지 희년에는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지 사회경제적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거룩한 의무이다(레 25:17).
희년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희년
반응은 한 눈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해방역사에 두고 다른 한 눈은 가난한 백성에게 둔다. 극심한
빈부의 차를 극복하고, 영원히 집 없이 노예로 낙오자가 되는 극빈층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으로
희년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본 희년사상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며, 그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손님(guest) 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제작된
법이다. 그러므로 희년사상은 가난한자, 노숙자가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구현이었다. Washington
D.C.의 Church of Savior의 창시자 Gordon Cosby 목사에 의하면 “희년의 원래의 의도는 밖으로
소외되고 제외된 자, 가난한 자를 안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여 거기에 영원히 살게 함이다”에 있었다고
했다. 이는 노숙근절이고 그들에 대한 친절한 손님 대접이며 그들이 주인(host)의 대열에 함께 서게 하는
일이다.
쥬빌리(jubilee) 법령은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정의이다. 이것은 또한 평화(shalom)이다. 탐욕에 찬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할 때 거기에는 평화가 없다. 항상 첫째(number one)라야 되는 개인주의는
인간 공동체의 화합(harmony)을 파괴한다.
Columbia 신학교의 Walter Brueggemann 교수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의구현은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얼마가 남의 것인가를 가려내어 돌려주는 일”이라고 하고 그 정의의 열매는 곧
“평화”라고 했다. “샬롬(평화)은 개인의 몸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단순한 뜻의 사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행복(happiness),

복지(wellbeing),

건강(health)

안전(security),

번영(prosperity),

안정(stability)이라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shalom은 어떤 몇 명의 특정한 개인들을 위함도
아니고 오히려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강자, 약자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하고(inclusive), 모두를 껴안는(embracing) 공동체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했다.
결론으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고통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 따라 나라를 잃고
쫓겨나고 타국에 끌려가 종노릇, 노숙상태로 들락날락하는 역사를 살았다. 그들의 탐욕과 착취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자들과 아이들을 빈곤과 노숙상태에서 헤매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법을 제정하여 그런 이들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jubilee)은 가난한 백성들의 노숙근절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전쟁을 좋아하고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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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compassionate)하시고 사랑이 많은 분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해방자”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다. 집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전체에 깔려 있다고 하겠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는
벌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 주신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너희가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렘7:2‐15).

B.신약의 노숙문제 고찰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노숙문제를 다루시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노숙문제를 고찰해 보려고 하는 바이다. 노숙문제에 대한 신약 성서본문 연구에 4복음서외의
다른 서한들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에서 노숙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는 노숙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노숙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시고 반응하셨는지에 중점을 둠으로
현대의 기독교회나 다른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노숙을 근절시키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성서적인 근거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성경 저자들은 “노숙”(homelessness)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가난"에 대해서와
노숙상태와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노숙자는 아니지만 가난은 노숙자를 생산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이해함은 노숙문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노숙 민중을 만들어낸 1세기의 사회현황
a.억압적인 경제체제
로마가 주전 63년에 팔레스타인을 합방한 사건은 정치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가져왔다. 로마가 지배하던 초기의 팔레스타인 사회는 근본적으로 두개의 경제계층이 존재했다.
상부계층과 하부계층이다. 인구의 10%에 불과한 소수의 상부계층은 대지주, 세습 귀족, 임명된 관료,
주요 제사장, 상인, 정부 관리 및 다양한 형태의 공노(official servants)들이었다. 농업에 뿌리를 두고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개가 가난한 농부였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대부분의 가난한
소작인들은 날씨, 기근, 전염병, 산적 및 전쟁에 시달리며 살았다. 이들 하부계층 주변에는 가죽을
무두질하는 것과 같은 '불결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최하층에는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소작인들, 떠도는 유랑자들, 걸인들 및 나병환자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대부분의
사역을 행했던 갈릴리에는 최고의 부자들과 극도로 가난한 자들이 공존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소수는 사치하게 살았던 반면에 다수는 가난하게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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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서 가난한 자란 말은 주로 프토코스(ptochos)란 용어로 표현되었는데, 대게 재난이나 억압으로
인해 생겨난 열등한 경제적인 상황을 뜻한다. 상황이 절박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와 같은 사람을 말한다. 가난한 자를 복수적인 의미로 사용할 경우, 이 말은 배고픈 자, 실직자,
병자, 절망한 자, 슬픈 자 및 고통 받는 자를 의미한다. 가난한 자는 지배받고 억압당하는, 그리고 천시
받는 백성인 오크로스(ochlos)인 것이다. 그들은 거리의 걸인이기도 하다(마 11:2‐5).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팔거나 가족들을 팔아서라도(마 18:25)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종종 그들은 노예와
매춘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다. 가난한 자는
"비인간적," "인간이하의," "인간성을 빼앗긴," "무가치한 존재"(human fodder)인 것이다. 소작인은 가장
가난한 사람 층에 속했다. "소작인은 농경사회에서 농부나 목자, 어부, 장인(匠人), 도공(陶工), 방직공,
목공, 철공 등을 포함한 모든 비엘리트 계층을 묘사할 수 있다. 엘리트 계층은 종종 소작인을 "무가치한
자들, 하층민들"이라 불렀다.
갈릴리는 이런 가난한 민중의 중심부였다. 갈릴리의 인구는 다수의 노예들과 헬라의 문화를 수용했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수준이 낮았고 율법의 세부사항에 대해
무지했다. 평민들의 심장부인 나사렛은 예수의 고향이었고, 나사렛의 평민들도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대우와 그로인해 가난에 허덕이는 소작인들이 자주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임대료, 세금, 사용료, 관세 그리고 재산 몰수의 압박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도적질로
대응했다. 때로는 폭동으로 맞서기도 했다. 폭동이나 도적들을 다루는 로마의 방식은 공개적
십자가형이었다. 로마의 군대들은 주기적으로 "수색과 멸절"이라는 공포의 작전을 통해 마을을 공격해
노인들을 살해하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로마로 끌고 가 노예로 팔아 넘겼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때로는 한동네 인구 전체를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도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겼다.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 그가 자라나시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로마인들은 주전
4년의 민중 봉기를 진압하고자 집들을 불사르고 수천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다. 이 불길은 예수
당시에 계속해서 타올랐으며 결국 로마와 유대 사이에 주후 66년과 주후 132년 두 차례에 걸친 대전쟁을
일으키고 말았다. 결국 로마는 주후 135년 예루살렘을 파멸시켰고, 유대의 반란자들을 영원히
진멸시켰다. 그러므로 위에 열거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회의 노숙자 민중이었다고 보아서 좋을 것이다.
b.억압적인 세금제도
로마의 통치는 과세라고 하는 두 번째 제도를 가져왔다. 이 제도는 율법(Torah)에 내포되어 있는 십일조
제도에 부가되었다. 다양한 십일조를 모두 고려할 경우 일 년에 20%가량 되었다. 로마인들은 이 십일조
세제에다 그들의 세금을 덧붙였다. 농부들이 기본적으로 내야할 유대와 로마의 세금을 합친 전체는 약
35%에 달했다. 더욱이 로마가 세금을 징수했던 방식은 몹시 잔인했다.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세금징수 청부인들'(tax farmers)에게 팔아 넘겼는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세금을 최대한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권한을 주고 고용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여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취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했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세리가 마주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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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면 그 길을 피해 다른 길로 가곤 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유대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그들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도 노숙자로 만들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로마의 세금징수는 선택의 여지없이 공권력에 의해 강요되었다. 유대의 일부 농부들은 로마의 세금조차
내지 못해 자신들이 거둔 수확의 절반이나 되는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작농들은 대게 빚을 지불할 수 없었고 이때 세금 징수자들과 재산권을 소유한 자들은
그들로부터 토지를 가로챘다. 그 결과 토지를 상실한 많은 농부들이 노예로, 일용 노무자로, 이리저리
이주(emigration)하며 목숨을 부지해야했고, 강도나 걸인으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당시 그
사회의 노숙자 민중이 된 것이다.
c.억압적인 성전제도
초기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성전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성전은 "재분배 경제의
중심지"(the hub of a redistributive economy)라고 불렸다. 상품과 서비스, 원자재, 곡물, 동물 등 모든
것들이 이 중심지로 흘러들어왔다.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재분배되어졌지만 원생산자들에게는
별 이윤이 돌아가지 않았다. 그 당시의 종교가 이러한 방식을 합법화하였고 유지시켰다. 성전에서
동물들을 판매하고 돈을 환전하면서 이윤이나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kick‐back)를 챙긴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부패의 수위는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희생제로 사용된 동물들의 가격에 너무나 많은 수수료가 덧붙여져서 최종 가격은 가난한 자가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액수로 둔갑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기도하는 집'으로 간주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이었다고 전한다. 이리하여
가난한 민중은 성전에서까지 노숙자 대우를 받았다.
d.억압적인 정결제도
세상을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의인과 죄인, 온전한 자와 온전치 못한 자,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등 극단적인 사회적 범주로 갈라놓은 것이 바로 이 정결제도였다고 Marcus Borg는
말한다. 음식에 관한 규례들은 정결제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와 더불어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시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과 더불어 먹으려 하지 않았으며 세리들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 가운데서 최악의 경우였고,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 혹은 더러운 사람들로 간주되었다.
이방인은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외부인(outsider)이였다.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개와 같은 존재였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사마리아인들이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차별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분리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함께 먹지도, 예배드리지도,
결혼하지도, 심지어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 있고자 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들(am hearts)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여 율법을 지킬 처지가 못 되었다. 창기들은 의인들로부터 멸시받았는데, 이들은
자신의 몸을 파는 것 외에는 달리 살 길이 없는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불결하다하여 정죄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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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불렸다. 병자와 지체 부자유자들도 부정다고 취급받았다.
예수께서 그의 사역에서 접하신 시각장애인, 나병환자, 정신병자, 중풍병자들 가운데 일부는 노숙자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결제도 하에서 정결치 못하다하여 정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의 노숙자
민중이었다.
e.억압적인 가부장제도
Feminist 사전은 가부장제를 "아버지의 지배"로 규정한다. 가부장제는 가정에서 부양가족들에 대해
남성이 가지는 권한을 정당화하고 강화해 주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히브리나 헬라 및 로마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전적인 가부장제도에 있어서
부양가족은 아내, 결혼하지 않은 딸, 존속아들 (dependent sons) 및 노예들을 내포했다.
전통적인 가부장법은 여성의 자율적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했다. 여성은 법률상 영구히 아버지와
남편의 소유였고 부양가족으로 취급되었다. 여성들은 정치적이고 합법적인 존재로 주장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 여성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이전할 권리 역시 제한되었다. 시민으로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남성보호자에 의해 대변되었다. 딸이나 아내는 어떤 의미에서 사유재산이나
소유품이었으며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로 간주되었다. 여성의 법적신분은 어린이와 노예의 신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남자가 공적인 자리에 여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수치였다. 법정에서 여자의 말은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자에게 토라(Torah, 율법)의 사본을 만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본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났다고 했다. 만일 어떤 남자가 딸에게 토라를 가르쳤다면, 그것은 그가 딸에게 음란행위를 가르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자는 대부분의 성전 일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여자는 회당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세는데서 제외되었다. 1세기에 유대 남성들은 날마다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들이
"이방인도, 노예도, 여성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한다.
Rosemary Radford Ruether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권리는 자신들의 자녀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거나 내다 팔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한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가부장적 대우는 여성에
대한 끝없는 폭력을 정당화해준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희생자들에게 가해진 언어적이고(verbal)
물리적인(physical) 폭력학대(강간을 포함하여)에 대해 마치 희생자들이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희생자들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떠한 동정이나 보상도 없었다. 또
가해자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난만 가했다. 그러므로 여자로
태어난 어린 아이의 삶은 학대로 시작하였고, 그 아이가 학대를 잘 견디어 성인이 된다면 한평생
억압으로 지속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신약 성경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학대받고
착취당하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집을 잃은 여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막달라 마리아, 혈루병을 앓던
여자, 허리가 굽은 여자,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외의 많은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으로 이러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리고 세금 및 성전과 정결제도 하에서 여성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병들어 노예로 전락한 밑바닥 사람들은 그 사회의 육적, 정신적, 영적인 노숙자 민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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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해함은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한 그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숙상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의 기초가 될 것이다.
a. 예수님은 하나님의 화신 (incarnation)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만 계실 수 없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생활로부터 구출해 내신, 자비와 긍휼(compassionate)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험한 세상에 보내셨다. 그 높고 깊은
사랑의 화신(incarnation)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는 친구도 없고 외롭고 소외된 변두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아픈 이들의 의원이 되어 고쳐주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버린바 된 민중들이 그를 많이 따르니 시기에 불탄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간으로, 제자리를 뺏길 가봐 전전긍긍하는 로마총독 빌라도를 부추겨 가혹한 십자가 형틀에 목숨을
잃으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노숙자의 최후를 마치신
것이다. 그 당시 이렇게 죽어간 많은 청년들과 함께 주님도 그렇게 가신 분이시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모든 만민이 그를 믿고 영원히 사는 길, 즉 집으로
돌아오는(coming home) 길을 여신 분이시다.

b.예수님은 노숙자 민중
나는 "민중(minjung)"이라는 용어를 한국의 민중 신학에서 차용하여 내가 섬기던 노숙자 무리를
"민중"이라고 즐겨 부르곤 했다. 민중 신학에서는 소작인을 '민중'과 동일시하고 있다. 민중이라는 말은
두개의 한자, 곧 "백성"을 뜻하는 "민" 과 "대중"을 의미하는 "중"을 합한 말이다. 이 두개의 문자 민중은
"백성의 무리"로 번역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민중을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사람들로 정의한다. 또한
당사자인 민중들은 자신들을 신분, 지위, 인종, 문화, 종교 등의 이유로 힘없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로
인식한다.
주님은 여행 중인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집 없이 말구유에 태어났고(눅 2:7), 마리아의 찬가가
표현하듯이 "비천한 신분"의 소유자로 가난한 소작인의 가정에서 자랐다(눅1:48). 예루살렘에서는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봉헌예물이 일반적으로 어린양과 비둘기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단지 두
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정도로(눅 2:24; 레 12:6‐8) 가난했다. 두 살 미만의 사내아이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 헤롯대왕을 피해 애굽에 피난 가서 유년시절을 보냈다(마 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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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이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의식주가 준비되어 있고 살 길이 열려있는 그런 생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물설고 낯설고 외롭고 배고프고 서글픈 타향살이이다.
예수의 고향은 반이방적인 갈릴리였다. 갈릴리의 주민들은 대개 혼혈인들이어서 남부에 사는 순수혈통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도 대목이 아니라 takton이라는
일용노무자와 다를 바 없는 조수 목수 직업이었고 예수 자신도 공생에 나오기까지 그런 일을 돕는 일용
노무자로 가난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예수는 '갈릴리인'이요, '유대인'인 동시에 '소작인'이었다. 그는 사회의 밑바닥 출신이었다. 그는 땅[집]이
없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궁극적인 조롱은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요 7:52)하는
물음이었다. 메시야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상류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었다. 예수께서 초기에 불러 모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요 1:46)도 갈릴리 마을 출신인
소작인, 어부, 숙련공(artisan)들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 당시 사회의 민중 신분으로 민중 속에 민중과
함께 거하셨음을 말해 준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일정한 수입이나 자신 소유의 집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어디든지
자신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에게 경고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마 8:20). 그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가게 했다(눅
9:3; 10:4). 그는 이 땅 위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가진 것도, 명예도 없는 서민의 친구셨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사시는 분이였던 것 같다.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천시 받고, 가난하고, 병들어 소외되고 버려진 밑바닥 인생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다가 죽으셨다.
마태복음 25:35‐36, 40, 42‐43, 4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굶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집 없는 자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행한 것이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민중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손님으로, 집 없는 아이로, 머리 둘 곳도 없는 성인으로, 버림받고 조롱받는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노숙자 민중으로 거하신다고 하겠다.
c.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으로 노숙자 민중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는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으므로 도시의 엘리트층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예수의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와 로마의 관세 및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급진적인 언급들에 대한 소문들이 널리
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안식일과 정결법에 대한 서기관의 보수적인 해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는 사실상 유대의 왕위를 노리는 자(메시야)로 고소당했으며, 이것은 그가 팔레스타인의 로마
통치자들과 대제사장 가문의 통치자 모두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예수에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군중들은 그가 전통적인 유대왕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Henderson은 예수님 당시의 몇몇 정치적, 종교적 분파, 즉 에센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헤롯당,
제사장과 레위인, 로마와 다른 종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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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자극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결과적으로 폭력을 산출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의 핵심멤버 가운데 한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팔렸으며,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여 이방의 압제세력에게 넘겨져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그는 노숙자였다고
볼 수 있다.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막 15:34)라고 외친
그의 부르짖음은 그 당시 그렇게 죽어간 청년민중의 한사람으로 그들의 애끊는 절규를 대신하신 것이다.
성자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체험이다. 반면에 성부의 가장 큰 고통은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이 우리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보다 큰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부는 성자를 내어주었고 성자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 두 분 다 자신들을
비웠고 둘 다 고통을 당하였다.
Moltmann은 예수께서 그 당시 민중의 한사람으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예수께서는 노예의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의 죽음을 죽으셨다. 권세도 권리도 집도
없는 갈릴리 출신의 인자는 로마제국에서 노예의 운명을 겪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형상은 종(노예)의 형상이었다. 만일
이것이 갈릴리의 비천한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하여 후에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언급한 것이라면 예수는 이처럼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의 운명을 함께 나눈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십자가에 달린
노예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 은 힘없고 가난한 노숙자 민중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Hall의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가 되시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피조물과
온전히 결속하신다. 하나님은 고립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다. 이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충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시다)이 되신 분”이라고 주장한다.
Moltman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 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 자기포기를
행하신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다. 무기력한 상황 속에 놓이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은
없다.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보다 더 성스러운 분은 없다.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요 죽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고난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고난 받으신다. 고난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배척하지도 않으시며 또한 배척당하지도 않으신다. 배척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고난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에 존재한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해준다. 고난은 그 모든 몰인정과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애를 갈망하고 인간애를 찾으며 인간애를 소중히
간직하고 온 힘을 다해 인간애를 지키도록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당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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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다. Spong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제자들이 그를 져버렸을 때, 그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인하고 또 다른 제자가 배신했을 때도,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를 사랑하셨다. 그의 원수가 그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그는 그 가해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이 그를 죽였을 때도, 자신을 죽인 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고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취할 때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는 병사들을 용서 하셨다(눅 23:34). 그는
뉘우치는 강도에게 확신을 주셨다”(눅23:43).
결론으로, 주님의 죽음은 그의 사랑에 근거했고, 그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의 긍휼(compassion)에
기초했으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난(passion)"은 "느끼다(to feel)"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며 접두어 콤(com)은 "더불어"를 의미한다. 따라서 긍휼(compassion)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고 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여 나누고, 그 고통에 의해 감동되어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비(mercy)는 인간의 얼굴을 가지며 긍휼(compassion)은 인간의 마음을 가진다. 주님은
모든 고난 받는 민중 속에 죽음으로 함께 계셔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지시고 그들을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다.
d.부활로 노숙근절(coming home)하시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와 해방시키시는 역사의 징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과
악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은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억압받는 모든
노숙하는 사람을 대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실현시킨다. 살해자는 그의 희생자에 대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희망의 근거로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결속하셨다. 그는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사시므로 노숙근절을 몸소 실천하셨다. 간단히 말해, 예수는
십자가를 뒤엎어서, 이 살인 도구를 희망과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coming home)
지름길로 삼으셨다.

3.예수님의 반응
그 당시 사회와 문화의 희생양인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들을 보실 때마다 견디기 어려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다.
a.준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학정과 폭력과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항거에 무질서해 졌고 폭력의 온상이
되었으며 황폐한 전쟁터가 되었다. 서로 대립(confrontation)하는 두 세력(로마와 항거세력 Zealots)이
팽팽히 맞서 절정(climax)을 이루었던 때였다. 유대나라의 의식 있는 한 젊은이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자 그의 화신으로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판가름하기 위해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자신을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강력한
힘인지, 정치적 지도력 인지, 명예인지, 물질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장차 메시야에게 거는 기대 -로마를
단칼에 무찌르고 유다에 독립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 등과 씨름하고 그 시험들을 이기신다(마.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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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서 대형 회당을 짓고 명예로운 지도가가 되는 큰 꿈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독립운동가가 되어 로마에 칼을 뽑아 싸우는 독립군 영웅이 되는 꿈도 아니었다. 물질과 명예욕도 없었고
오직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길거리 고통 하는 민중 속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장차
자신에게 닥쳐올 십자가, 연약하게 보이는 죽음으로 강하게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신 듯 예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번거로운 상업 도시
가버나움에 거처를 옮기시고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마 4:12‐16). 이때가 요한이 억울하게 죽은
바로 그 때라 자기 운명도 요한처럼 될 것을 충분히 내다보셨을 것이다.
Charles R. Page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사셨다(마 2:19‐23; 눅 4:16; 요 1:45).
나사렛 사람들은 극보수(ultra‐conservative hasidic sect)여서 신학적으로 폐쇄적인 고립주의자들로서
메시야가 자신들의 씨족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사렛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유일하게 소유한 자로 여겼으며 다른 모든 그룹들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폐쇄적인 신학으로 교육받고 영향을 받았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편협하며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힌 종교적 분파/씨족을 거부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것은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며 자신의 성장기의 체험과는 매우 생소한 것들을 접했을 것이다."
b.희년(jubilee)을 선포하셨다(눅 4:16‐30; 사 61:1‐3)
눅 4:16-30(사 6:1-2)에서 “가난한자에게 기쁜 소식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이에게 해방을,
억눌린 이에게 놓임을, 그리고 주님의 해를 선포함”은 예수님의 공생애 '취임설교' 내지는 '첫
공식선언'으로 그의 사역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신 것이다.
눅 4장 본문의 배경인 이사야 61:1-3절의 주제는 반전(reversal)이라 한다. 모든 것들이 반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재[슬픔의
상징]대신에 화관[기쁨의 상징]을 씌워주며, 애통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연약한 심령 대신에
찬양의 외투를 씌워 줄 것이다(사 61:3).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사61:4). 이 구절은 사회적인 반전이라는 주제를 강조해 준다. 삶이 나쁜 소식의
연속이었던 가난한 자는 이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구속받는 삶을 살았던 포로들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빛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 이제 다시 볼 것이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던 억압받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뒤 바뀔 것이라는 선언이다. "반전(reversal)"은 나쁜 소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좋은 소식을 약속 받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사야는 그의 주장을 여러 가지 예들로 뒷받침한다. "마음이 상한 자"는 인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대신에 그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 받을 것이다. "포로들”은 더욱 심하게 구속받는 대신에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옥에 갇힌 자들"은 옥문이 열리고 자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희년
소식의 내용이다.
희년 선언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좋은 소식이었다. 가난한 자는 자신들의 부채에 대해 이별을 고할 수
있었다. 부채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강제로 땅을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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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소작인들은 다시금 그 땅이 가족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틀림없이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다. 그러므로 희년소식은 탐심이 가득한 갑부들이 가난한 자를 희생하여 땅 투기를 못하게 했다.
희년의 기쁜 소식은 외부사람(outsider)을 내부로 들임으로써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다.
희년의 기쁜 소식은 또한 억압받는 민중에게 하나님 자신의 특별한 돌보심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기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를 따르도록 한다. 희년의 기쁜 소식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대답을 제시해준다. 예수는 가난한 자와의 결속을 통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다.
결론으로 Moltmann의 주장을 인용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폭력과 불의의 행위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복음은 그들에게
새로운 존엄성을 가져다준다. 가난한 자와 노예와 매춘부는 더 이상 억압과 멸시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첫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존엄성을 가진 자아의식 있는 주체이다. 이러한 확신과
인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노예와 매춘부는 먼지를 털고 일어나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자만이 참된 존재라고 하는 착취자들의 가치체제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희년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노숙근절(coming home)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다.
c.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민중 속에 사셨다
예수를 따른 무리들은 가난한자, 노숙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정체성, 목소리, 힘 그리고 대변인도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려졌다.
그들은 사실상 가난한 유대인 시골사람들이었다. '목자'없는 군중이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께서
결속하신 것은 버림받은 이 땅의 모든 절망한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 가운데로
도래하는 왕국의 미래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발견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대표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는 그들 가운데 한사람이었으며 그들은 그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the
least)였다(마 25:40).
마 4:15에서 마태는 어두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에 큰 빛으로,
소망으로, 새 생명으로 오신 분으로 주님을 소개한다. 그들 속에 함께 사시려고 이사를 오신 것이다. 막
2:15에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한자리에 앉기를 꺼려하고 멸시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는 그 죄인들의 친구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민중 속에 항상 계셨다.
d.가난한 자의 노숙을 근절 시키시다(coming home)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오게(coming Home) 하시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희년(jubilee)의 풍성한 경험 없이는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나 경제적으로 집으로(coming
home)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희년을 경험하게 하라 하신 것이다. 부자가 먼저 물질로부터의 해방을 체험해야 가난한 이들이
쥬빌리를 체험하게 된다. 부와 가난은 서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은 부에 대해 비판하지 않지만 어떻게 부를 모았는가와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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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ouglas Meeks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 하에서
부자는 사치스럽게 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가난으로 전락되는 사실을 개탄했다. 부와
가난의 불일치는 인간 공동체를 기형으로 만들며, 따라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해야 하는 사유재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부자가 자신들의 잉여 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자는 사람을 강도가 될 위험에 처하게 한다.
자신의 재원을 나누지 않는 것, 재분배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강도짓이다."
"부자는 종종 착취자가 된다. 가난한 자의 반대되는 용어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는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희생하여 자신을 부요케 한다. 부자에게는 권력이 있다(눅 1:46‐54).
그들은 곡식을 축적하고 가격을 올려서 가난한 자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세리는 그가 속이고(눅
19:1‐10)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부요하다. 부자의 하나님은
재물(mammon)이요 그는 불의한 신이다"라고 Meeks는 부언한다.
Ken Sehested는 "이 땅의 소산물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 자의
필요를 도외시한 채 먹는데서 생겨난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고통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ugustine은 말했다: "부자의 잉여재산은 가난한 자의 필요(necessity)이다. 잉여재산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유한 것이다. 따라서 부자는 궁핍한 자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신의
잉여분에서 나누어 줄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재산을 재분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환(restitution)의
행위이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에 "무리들은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요한의 대답은 "누구든지 두벌 옷을 가진 사람은 갖지 못한 사람과 나누어라.
그리고 누구든지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눅 3:10-11). 세리들이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했다. "너에게 정해진 액수
이상으로 거두어들이지 말라"(눅 3:12-13). 병사들이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다. "위협이나 거짓 고발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하지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눅 3:14)고 하였다.
결론으로,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집에 돌아오기(coming home) 위해서는 부자가 먼저 물질의 탐욕을
내려놓는 해방을 경험함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함께 해방(jubilee)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소유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섬기기 위해 의도된 것이지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라는 주장이 가능해 진다.
e.부자의 노숙을 근절시키시다(coming home)(눅 19:1‐9)
어떻게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이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삭개오의 이야기이다.
삭개오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권고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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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속히 내려와 기꺼이 주님을
맞이했다. 삭개오는 그 지역의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다. 세리들은 종종 거짓말하고 강제로 세금을
거두었다. 그래서 세리들과 특별히 세리장은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 그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었고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다.

이방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심지어

흠

많은

사생아들에게까지 부여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인 권리가 부인되었다. 세리인 삭개오의
부(wealth)의 원천은 또한 그의 영적인 가난(poverty)의 원천이이기도 했다. 그는 인간관계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다. 세리가 거두어들인 돈은 더러운 돈이라 하여 구호금으로도 사용하지 않았다. 세리들과
먹고 교제하는 것은 의인을 더럽힌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와 더불어 점심상을 마주했다.
예수의 긍휼은 삭개오를 감동시켰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을 내려놓을 것을 결심하게 했다. "보십시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누구에게라도 거짓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는 네 배를 도로 갚을 것입니다"(눅 19:8). 문제는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온 마음의
변화이다.
예수께서는 그의 행위를 긍정하신다.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눅 19:9).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자는 바늘귀를 뚫고
지나갔다"(마 19:26; 눅 18:25). 물질을 내놓은 대가로 구원이 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내부적으로
자신의 우상이던 재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개의 증거로 보상을
실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눅 19:1-10의 삭개오와 눅18:18-25의 젊은 부자 관원은 쥬빌리에 관하여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두
사람은 물질적인 재산과 권세를 가진 신분에 있어 부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Kraybil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것들이 뒤바뀌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완벽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이 부족했다. 삭개오는 보잘 것 없는 신학을 가졌거나 혹은 신학이 전혀
없었지만 나눔을 실천했다. 부자 관원은 영생을 희망했으나 영생을 얻지 못했고 바늘귀로 지나갈 수
없었다. 삭개오는 아마도 영생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그의 새로운 나눔은
바늘의 귀를 열게 해주었다. 경제적인 탐심은 믿음을 침체시켰으나 믿음은 경제적인 탐심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 곧 가난한 자에 대한 반대되는 반응을 보게
된다. 한사람은 좋은 신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못해 영영 잃어졌다. 다른 한사람에게는 신학은
빈약했지만 나눔이 있었으므로 참된 구원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사회정의와 그리고 경제정의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으로,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귀향(coming home) 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먼저 그의 탐욕에서
해방되어야 했다. 이때 삭개오와 가난한 자 둘 다 귀향(coming home)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한사람은
그것을 돌려주었고 다른 한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삭개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숙근절(coming home)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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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영원히 집을 잃은 부자들의 이야기
여기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부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도전한다. 누가복음
12:13‐21에 나오는 곡간을 지은 어리석은 부자는 부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집(home)에 결코 이를 수
없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인 노숙자의 대표적인 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산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도취에 빠져 '자신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에 대해 무감각했다. 예수는 매우 분명했다. 탐심과 지나친 이윤과
특권에 대한 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더 큰 창고를 쌓고자하는 생각은 분명하게
"탐욕"이라고 지칭되었다.
누가복음 16:19‐31에 나타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이 땅에서의 부자와 거지의 상황에
대한 극적인 대조를 보여준다. 곧 부자이지만 사실상 가난했고, 가난했지만 실제는 부유한 상태를
보여준다. 죽은 이후 그들이 경험한 것 사이의 대조도 나타난다. 불쌍한 부자는 더 가난해졌고 부유한
거지는 더 풍성해졌다. 마지막 대조는 죽은 이후 부자의 절망적인 상태와 죽기 전 그의 소망적인 상태에
관한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변화란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Boice는 말한다.
전체의 요지는 상류층의 종교적인 사람들 곧 하나님께 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했던 사람들 마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다고 하는 점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소외당했던 사람은 그들
자신과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들 ‐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배고픈 자, 애통하는 자, 땅의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자비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받는 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 ‐ 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공생애 기간 동안
특별히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다.
마19:16‐26(막10:17‐27; 눅10:25‐37; 18:18‐27)에서 예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이상한 답변을 주셨다. 마태복음(19:16‐26)과
마가복음(10:17‐27)의

두

기사에서

예수께서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로

반응하셨고

누가복음(10:25‐37)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응답하셨다.
이 두 기사에서 부유한 율법교사가 집으로 돌아오는(coming Home) 한 방식으로서, 즉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근심스런" 혹은 "슬픈 표정”으로
떠나갔다.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해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한다. 재물이 그를
지배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아야만 했다. 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에게 충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팔아 없애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그의 관심을 천국으로 재조정해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셨다. 이 경우에 모든 것을 파는 것은 필요한 첫 단계였다. 그러나 이 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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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표정으로 떠나갔다. 왜냐하면 재물(mammon)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상실했다. 예수께서는, 젊은 부자 관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즉 집으로 돌아오는 삶(coming
Home)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그의 재물에 있다고 보았다. 이 점은 그가 떠나간
것으로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드리지 못한 일은 곧 예수님이 제안한 구원을 거부한 것이
된다. 그는 물질적인 부를 소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노숙상태(homelessness)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부자 율법사는 그가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노숙의 어둠 속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이 교훈은 특정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른
우선순위, 곧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우선권을 두도록 요구하셨다(마 6:33).
웨슬레(Wesley)는 "복음서가 제시하는 구원은 선조건(pre‐conditions)과 더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후조건(post‐conditions)과 더불어서 왔다"고 주장했다. Kraybill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제 행위를 변형시킨다. 축적이 아닌 긍휼(compassion)이 성공을 측정하는 우리의 새로운
잣대가 된다. 관대한 베풂이 사치스러운 소비를 대치해야한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돌보고 나누고 베푸는 것 ‐
곧 이웃의 복지를 우리 자신의 복지만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젊은 부자 관원
사이의 대화는 부와 영생의 관계에 대한 풍성한 안목을 제시해 주었으며, 또 참된 이웃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위에서 인용된 부유한 세 사람은 노숙자의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재물을 숭배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복음서의 본문들은 그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돌아갈 집이 없이 자신들의 부를 끌어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잃은 노숙자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g.병자와 장애자의 노숙을 근절시키시다(Coming Home) (치유 받고 구원받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은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는 많은
병자와 장애인들을 치유하셨다(마 4: 23-24)고 기록하고 있다. 벳새다의 소경(막 8:22‐26), 소경 거지
바디메오(막 10:46‐52),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요 9:1‐8), 문둥병자들(막 1:40‐44; 눅 5:12‐14; 눅
17:11-19); 중풍병자(막 2:1‐12; 눅 5:17‐20), 말 못하는 이(마 9:32-33), 거라사 지방의 귀신들린
사람들(막 5:1‐20),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사람들(눅 4:31‐36), 일곱 귀신들렸다 나은 막달라
마리아(눅 8:1‐3), 혈루증을 앓은 여인(막 5:25‐34), 등이 굽은 여인(눅 13:10‐17), 손 마른 사람(막
3:1‐5), 간질병이 걸린(귀신들린) 아이(마 17:14‐18; 막 9:14-29), 야이로의 죽은 딸(막 5:21‐24,
35‐42), 과부의 죽은 아들(눅 7:11‐15), 죽은 나사로(요 11:1‐44), 병든 이방인(마 15:21‐28; 막
7:24‐30), 일어서지 못하는 이, 지체장애자, 맹인, 말 못하는 이들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마
15:29‐31)의 노숙상태를 치유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마 11:2-5에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 “오실 메시야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다른 분을
기다려야하겠습니까?"하고 질문해 왔을 때 주님은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본대로 전하라. 눈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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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셨다. 이런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가 해야 하는 사역의 내용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라고 천명하시는 것이다.
나는 치유를 노숙근절(coming home)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관련을 짓는다. 구원은 모든 치유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인간의 영혼과 몸의 온전함과 안녕(wellbeing)을 포함하는 총체적 사건이다.
예수께서는 인간 전체를 온전케 하신다(요7:23). 병자를 치유했을 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 긍정하고, 자유하게 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말이나 표현들을 사용하셨다. "친구여 네 죄가
사해졌다"(막 2:5; 눅 5:20), "일어나라"(눅 7:14), (무덤/ 죽음에서) "나오라"(요11:43), "네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믿으라"(막 5:34; 막 9:23, 10:52; 눅 7:50, 17:19, 18:42), "받으라"(눅 18:42),
"두려워하지 말라"(막 5:36), "가라" 혹은 "집으로 가라"(눅 5:14, 17:14), "평안히 가라"(눅 7:50), "네
병이 나았다"(눅13:12). 위의 본문에서 주님은 병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희망과 자존감을 높여
주셨다. 사랑을 체험하면서 치유를 받도록 해 주셨다.
용서: 죄의 제거(용서)는 자신을 용서하라는 공적인 허락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때
개인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성스런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용서가 행해질 때 그것과 더불어
죄책감이나 충격을 가져다주었던 징후들은 사라지게 된다. 현대의 의사들은 이 사실을 지지한다. Siegel
박사도 자신의 역할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용서하도록 해주고 자신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며, 그래서 자신들을 사랑할 수 있어지고 치유를 체험하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희망: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주신 희망은 보약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은 많은 배척과 소외,
실망과 낙심을 경험했다.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환대와 긍휼과 돌보심은 그들에게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치유 받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 왔던 모든 사람들은 치유을
받았다. 켄사스 대학의 심리학자인 C. Rick Snyder는 다음과 같이 믿는다. "희망에 찬 태도는 면역체계를
호전시키며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켜준다. 환자와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역시 희망이
환자들로 하여금 시한부 질병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치료자요(powerful healer)
부양자(sustainer)라고 하는 사실이다.
사랑: 주님이 나누어 주신 사랑은 치유의 보약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나 장애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았고 멸시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제공하셨던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 당시 그들은 예수의 드물고도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 모두 치유 받았다. 의학박사 Larry Dossey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랑은 가장
축하받을 감정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를 통해볼 때 따뜻한 사랑의 돌봄은 치유에 있어 항상 가치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왔다. 인간의 상호작용은 혈압과 심장 진동수와 피의 화학작용에 변화를 가져온다.
사랑은 치유과정에 있어 중요한 열쇠이다.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두려움을 덜 느끼는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사랑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은 종종 신체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예일 대학의 유명한
외과의사요 암연구가인 Bernie Siegel도 사랑은 모든 치유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사랑의 가장

47
중요한 효과 가운데 한 가지는 면역 체계의 증진이다. Karl Menninger에 따르면, 사랑은 "싸매주고
치료해 주는 요소요, 위로하고 회복케 하는 요소요, 기적을 낳는 요소"이다. Bernie Siegel은 다음과 같이
사랑을 잘 묘사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으로,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전 인류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할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다.
자부심/자존감(Self‐Esteem): 주님이 북돋아 주신 자존감은 치유의 기적을 낳게 했다. 일곱 귀신들린
막달라 마리아, 멸시받았던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등이 굽은 여자와 다른 많은
남녀 환자들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고 회복시켜주어 모든 종류의 질병과 죄책감에서 치유 받게 해
주셨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입증한다. "우리가 정신과 신체 모두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일이다. 자아에 대한 좋은 생각 또는 강한
생각은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증진하며 질병에 대해 저항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존감(high self‐esteem)은 긍정적인 자기애이다. 자존감은 자신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좋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방식이다. 자존감은 개인의 능력, 육체적인 한계, 목표, 세상에서의 위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와
장애인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하셨으니 이는 곧 질병과 장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잃어버린 건강으로(집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말한다.
h.죄인과 이방인들(Outsider)의 노숙을 근절시키시다(Coming Home) (막2:15‐17)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과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긴 목록에는 세리, 목자, 행상인, 과부, 창녀,
이방인, 여자, 사마리아인, 그리고 간음한 여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져온
새로운 왕국은 더 큰 문, 더 큰 식탁, 그리고 훨씬 큰 가족을 의미했다.
Blount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세상,
남자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세상을 내다보았다. 그는 병자, 장애인, 실종된 자, 옥에
갇힌 사람들이 ‐ 비록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할지라도 ‐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세상을 내다보았다. 예수께서는 여자들, 아이들, 세리들, 죄인들, 죄수들, 장애인들과 병자들,
소경과 심지어 죽은 사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정하다고 정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오게 했다. 이는 그 당시의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풍습들이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원치 않아 문제를 야기 시켰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다.”
예수께서는 정결규례의 모든 경계선을 넘으셨고 내면이 부정한 사람들에 의해 바깥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셨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으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막 7:15) 하시며 정결을 내면의 문제라고
하셨다. 외형적인 규범에 의해 세워진 정결제도를 전복시키셨다. 예를 들면, 예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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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행하신 것은 사회정치적인 중요성을 띤다. 그는 타자들(others) 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과도 식사를 함께 하셨다. "공개적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그의 행위는 정결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책망 받았다. 세리들은 상대해서는 안
될 대상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경우였으며 죄인들은 정결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따라서 예수님의 공개적인 식사 교제는 정결제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실제 그러했다.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은 배타적인 식사교제(exclusive table fellowship)를 유도했지만
예수의 긍휼의 정신(the ethos of compassion)은 수용적인 식사교제(an inclusive table fellowship)로
인도했다.
이러한 예수의 행동은 바리새인들을 격노케 했다. 팔레스타인의 문화에 따르면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다. 식사를 나누는 것은 누가 친구의 범주 속에 속하며 누가 배제되었는가
하는 그룹의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사람들은 결코 바리새인들로부터
초대받지 못하였다. 식사는 평화, 신뢰, 친밀감, 그리고 용서를 상징해 주었다. 식탁에 함께 앉는 일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유대의 문화에서 식탁 교제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상징해
주었다. 한 식탁에 둘러앉아 빵을 떼는 것은 식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공동의 축복을 가져다주었다.
분노의 대상(target of righteous wrath)이고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과 식사를 함으로써
예수께서는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화시켰다. 그는 하늘나라 잔칫상에 그들이 포함될 것임을
알려주시므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노숙을 근절시키신 것이다.
결론으로,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웃사이더(outsider)들을 안으로 초대하시고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을 수용하시며, 배척받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외당한 사람을 포함시키시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하나님의 천국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더불어 함께한 예수의 식사공동체에서 실현되었으니 주님은 이들의
육적, 정신적, 영적 노숙을 끝내 주신 것이다.
i.여자들의 노숙을 근절 시키시다(Coming Home)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마지막 사람들인 동시에 그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들은 종국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사역에서도 그에게 가까웠다. 많은 여자들은
환영받았고 치유 받았다. 공관복음서에서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를 위해서 행한 일은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정치적인 지배와 통치보다 예수의 자발적인 '섬김'을 통해(막10:45)
여자들은 주님께 매우 가까웠다(막 15:41). 그들은 지배와 노예화가 없는 상호 봉사의 친교를 통해
예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자유를 마음껏 누렸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다수의 여자들이
그곳에 서 있었고 그가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들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것이다. 그들은 남성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았다. 여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남자들에게 전했다. 이러한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에 가까웠다. 이들이 없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증인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여자들이 예수의 섬김과 죽음과 부활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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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남성이었다고 하는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다.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은 참으로 자유로워진 인간의 실존(truly human existence)을 명백히 보여주었다고
Moltmann은 말한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쥬빌리를 체험하게 해주신 예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또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존엄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신 예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숙을 끝낸(coming home) 여자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포악행위의 억압과 가난 속에서 잃어진 다른 여자들의 노숙도 끝내 주어야 한다.
j.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 (마 25:31‐46)
눅 4:16‐30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밝히는 첫 번째 설교였다면, 마
25:31‐46 본문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희년사상을 삶에 실천했는가를 점검하시는 마지막
설교로 알려졌다. 본 기사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당시 사회현황을 볼 때 경제,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생각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회를 메웠던 가난한 민중에게 의(헐벗은 자를
입히고), 식(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주(집이 없는 노숙자를 맞아드리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문제(병든 자를 간호해 주고), 법적문제(갇힌 자를 찾아가 보며)까지 해결해 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못한 이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 전체목표로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위해 쥬빌리를 선포하셨고
자신의 쥬빌리 사역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상급과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이처럼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마 25:35‐36, 40).
Walli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심판은 바른 교리나 좋은 신학에 관한 것이 아니요, 개인의 경건이나
성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며, 교회의 지도력이나 사역의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셨다. 사실상 예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통해 너희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다. 반대로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본문은 충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은 행위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Boyc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졌는가 물어보아야 한다. 그것은 죽은 믿음을 말함이 아니다. 죽은
믿음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은 산 믿음이다. 이 점에서 예수께서는 사도 야고보와
일치하셨다. 야고보는 이처럼 말했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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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러한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약 2:14‐17).'"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사이에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Wesley는 말한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 된 사람을 따듯하게
맞이하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병자를 돌보며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론: 하나님의 완전한 집(OIKOS-God’s perfect home) (계 21:1‐22:5)
성경은 완전한 홈/에덴동산으로 시작하여(창1:1‐2:23) 완전한 홈/새로운 천상의 도성으로 끝을
맺는다(계 21:1‐22:5). 1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널리 확장되어지고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만나게 되었다. 특히 네로 황제 하에서 심했었다. 임박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밧모섬에 갇혀 있던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선포했다: “나는...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도시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계21:1‐22:5).
Beckwith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현존하는 것으로부터의 혁신으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20:11에서와
마찬가지로 20:1절에서 그 언어는 우선적으로 옛것의 제거를 말해준다. 21:5에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구절은 혁신을 나타내 준다. 가장 중요한 소식은 세상이 뒤바뀌었으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환영받게 된다는데 있다."
결론으로, 이 완전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에덴동산에서 계획하셨던 완전한 shalom(평화)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새로운 도성 ‐ 하나님의 OIKOS(집) - 에서는 더 이상 부자, 가난한
자, 십자가, 박해, 이중과세, 노예화, 기아, 살인, 전쟁, 질병, 차별, 인종주의, 감옥, 통곡, 눈물, 노숙
그리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도성은
매우 안전하여 모든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아무런 위험 없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항상 환영하신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근심걱정과 궁핍함이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잃어진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하며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집으로 끝맺는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인간의 육적, 정신적, 영적노숙을 끝내시고자함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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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현대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판과
총체적 선교사역에 대한
제안
Holistic Mission
제 2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그리고 특히 신약에서 그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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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그러면 본장에서는 신, 구약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현대 교회는 오늘의 사회 현황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며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한다.
나는 노숙선교를 하는 동안 노숙사역을 진심으로, 또 전적으로 돕고자 하는 목회자가 매우 적
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대개 교회당 건축과 건축헌금 모으는 일에 전념하고 긴 해외선교 목록 속에
지역선교, 특히 노숙자 선교는 들어있지도 않은 교회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슬펐다. 어떤 목회자들은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온정의 표시로 약간의 도움(band-aid)을 주는 정도이고 큰
도움을 보내는 일을 꺼려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어서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더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고 가난한 이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 중재하려고 나서는
목회자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흔히 나는 노숙사역을 위해 구걸하는 거지 입장에 선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믿기에 계속 구걸해서라도 그 노숙사역을 꾸려나가곤
했다. 그러다가 가끔 진심으로 노숙사역에, 즉 총체적인(wholsitic) 구원과 사역에 의식과 신학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면 보화를 얻은 것처럼, 하늘이 보낸 천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귀하게 생각되어 주님을
찬양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 교회는 지난 2천 년간 성장 면에서는 지대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보겠다.
해외선교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과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이다. 지역선교
면에서 본다면, 미국인들은 자선을 위해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 자원봉사 한다.
그러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교회들이 응급조치에 필요한 도움을 많이 보내는 일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과 노숙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응급사역에도 무관심하고 영적인 구원과 개인 축복과 사후의
천국행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가난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지탄받는다. 나는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원인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할 총체적인
구원/선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최대한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 모델을 따라 교회에
오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과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의 상품으로 제시하여 많이 모여들게 하고 수입을
늘리고, 점점 더 큰 교회당을 짓는 추세를 보이고 천하고 헐벗은 노숙자들이 나타나면 경찰을 불러
쫓아낸다. 이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인데 기독교회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
개혁을 추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많이 생산하고 소비주의를 강화하여
많이 팔아 최대한으로 이윤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명의 피해도
감수한다고 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수입을 무한정으로 올리는 일을 허용하므로 빈부의 차가 날로
커지고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저소득자들을 무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나는 현세대를

53
중독된 세대로 본다. 노숙자들만이 술과 마약에 중독된 줄 알지만, 일반 사람들도 경쟁, 물질주의,
소유욕, 탐욕, 소비주의, 정복주의, 우월감, 군사주의, 인종 차별주의, 계급 차별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사치, 운동경기, 자동차, 집, 휴대폰, 컴퓨터, 게임 등에 중독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교회는 이렇게 물질주의에 중독된 일반 대중이 모인 곳이라 하겠다.
2007년 5월에 기독신문과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목회자와 성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중 6명은 교회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교회는 "해외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데 몸집 키우기와 오만 때문에 사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인수가 점점 줄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기독신문 2008년 1월1일 A, 13면에 실렸다.
같은 맥락에서 신학자 McNeal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북미주 교회는 현대의 경제모델로, 스스로를
섬기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선교 망각증을 앓고 있다. 그들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잊어버렸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한 존재를 의도한 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확장을 위해 선택된 도구였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러나 제도로서 존재하는데 열중한 나머지 북미주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향력마저 잃고 말았다. 많은 교회들은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다. 세상이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동안 교회 내에서는 누가 진실한 신자인가에 대해 결정하는 신학적 방법론 투쟁에 매여 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잃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나마 남아있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자 떠나간다. 즉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실망해서이지 예수에게서 실망한 것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란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회는 예수와
관계없이 같은 생각과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의 전통을 찬미하는 종교인들이 모이는
사교클럽(club)으로 본다. 교회문화 밖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확장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와 연관시킨다"고 McNeal은 탈 현대인들의 생각을 소개한다. 교회는 예수의 생과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한국인들의 생각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의 세대를 잘 표현한 신학자 Ronald Sider는 “21세기 북미주의 하나님은 '부(wealth)'이고, 지나친
사치가 기독교인들의 자비심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우리들은 “생명을 삼키는
소비주의라는 바다에 빠져 익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교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Constantine 제국교회에서부터 빈곤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복지는 Constantine 대제에게 맡기고 교회는
영혼구원에만 집중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기독교회는 법적으로 인정(Constantine화)
받으면서 핍박을 끝내준데 대한 보답으로 콘스탄틴 제국의 군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회가
변두리(marginal)의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룹에서 사회의 지배적인 기구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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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이렇게 기반을 잡은 교회들은 재빨리 권력이라는 우상에게 굴복하고 말았다고 한다. 교회가
부와 재산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소명과 선교를 망각하게 된 것이다. 교회는 불의에 눈을 감아버리고
변두리의 가난하고 짓밟힌 이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막고 예수님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사회에서

선교사로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왕국(christendom)의 교회는 선교의 양심을 버린 교회가 되었다"고 Henderson, Moltmann,
Shenk, Chopp 등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한다. 그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구원과 사후의 천국행에
교회의 사역을 국한시키고 교세를 불리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인 것처럼 믿고,
교인들을 가르쳐 온 것이다.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는 주님의 마음도, 그의 선교의 뿌리도 아닌 것 같다. 인간의 삶 전체와 영혼과 사회 전체를 구원하는
총체적(wholistic) 구원이 목회전통의 중요한 요소(integral part)로 강조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사회선교는 사회사업 기관이 할 일이지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의 선교를 총체적 구원(wholistic mission) 측면에서 본다면, 먼저 영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에 대한 확신을 다음의 성서 본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 3:16, 3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기록했고, 요 6:35에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0절에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47절에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51절에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54-55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9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11:25-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 14:6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 롬5:1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롬 10:9에는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위의 본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을 증거하는 본문들이다. 우리들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죄 값을 다 치루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짊어져 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모든 교회는 믿고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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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는 또한 사람의 삶 전체를 포함한 몸과 사회와 세계도 구원하시는 총체적인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대부분의 교회는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총체적인 의미의 구원사역의 근거를
다음의 성서 말씀에서 찾는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축복하셨다. 우리들이 영적인 구원을 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자주 인용하는 요3:16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들
주셨으니"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여 사람의 영혼과 몸과 삶
전체를 포함하는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총체적 구원을 말씀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눅 4:18-19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기록된 본문도 그 당시의
사회현황(제1장, B, pp. 45-48참조)으로 미루어 보아 전적으로 영적인 구원에만 치우친 본문이라기보다
영적인 구원과 몸과 세상 구원 모두를 포함한 총체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을 고치신 사역도 몸의 병의 나음을 체험함과
동시에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구원받는 모습을 자주 직면하게 된다. 마 25장 3146에서도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병드시고 영적으로 갇히시고 영적으로 집이 없을 때 도와드렸다는 말씀으로 듣기 어렵고,
주님도 몸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남루하게 입으시고, 머리 둘 곳이 없었다.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영적으로만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듣기 어렵고 그 당시 민중의 대부분이 경험하던 육신적인 배고픔과
헐벗음과 육적인 병과 육적인 갇힘과 육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잘 한 것은 곧 주님께 잘 한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병과 영적인 갇힘과 영적인 노숙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몸과 영혼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구원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제 2장(p.
56 참조)에 나열한 것처럼, 주님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을 때에도 영적으로만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한꺼번에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즉 그들의 육적인 병의 나음을 통해
영적인 구원에 이르거나 영적인 구원에 이르니 육적인 병을 극복한 일 모두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런 두 사건들은 총체적인 구원사건이다.
성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즉 신앙을 생활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이 창
12:1-3에서 시작하여 성서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벌써 "남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다. 출 3:7-10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견딜 수 없어서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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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셔서 모세를 내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몸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빼 내오시는 하나님의 해방사이다. 성경전체를
10마디로 요약한 십계명도 반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과 나머지 반은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으로 축소된다(출 20:1-17).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모두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매일 생활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지켜야 할 제반사이다. 예언자들도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아니하고 사치를 일삼고 회당이 물질주의에 부패하므로 온 나라가 외국의 손에 붙여져
쫓겨나는 광경을 제2장에 소개했다(2장 A. pp. 38-40 참조).
현대 교회는 흔히 영성을 인간의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지만 Lebacqz와 Driskill 같은 학자는 사회의
정의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일은 "영적인 소홀함(neglect)"을 의미하고 영성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을 무시함은 분명히 사람들을 "해치는 일(harm)"이 된다고 주장한다. 타계를 너무 중시하는데서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으로부터 비현실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달아나려고 하고 현재를
위해 소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미래에 대한 소망에 국한한다고 현대교회의 영성을 John
Driver도 비판한다.
현대교회는 선교하면 전적으로 영혼 구원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Hall같은 학자는 "기독교회의
선교의 목적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을 위한 그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아직도 거기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참여는 세상이 겪고 있는 엄청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고난을 나누어야 하는 목적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고난과 일치감을 가지기 위함이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대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선교 전체가 가난한 이들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심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과 영혼의
혁명이요, 양심의 개혁으로서 종국에는 빈곤과 노숙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다"고 Wallis는 주장한다.
Wesley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함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의미했고 앗시시의 성 프란시스(Francis Assisi)도 같은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성장한
이탈리아에서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빈곤에 참여했고 그들과 빈곤을 나누어 경험했다"고
Meeks는 증거한다. 그러면 부자는 소외되고 설자리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부자,
유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총체적 선교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구원에 집중하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러나 다음의 학자들은 주님의 제자됨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제자가 아님을 주장한다. Borg에 의하면, “제자가 되는 일은 예수와 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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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고 그와 함께 나그네가 되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고, 현주소, 본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자가 된다함은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의 잔치상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자비로움을 닮아감을 의미한다.” 많은 현대교회 목회자들은 훌륭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적인 명성 있는 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Hall에 의하면, “제자가 되는 일은 우리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need)를 위해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처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의미한다. 본 훼퍼가 말한 대로, 이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들이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곧 종교개혁가
루터가 가난한 이웃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 계기"라고 주장한다.
한인교회는 특히 개인의 영적인 죄에 비중을 두고 제도적인 죄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나는 1987년에 North Puget Sound 노회에서 안수 받을 때 신앙고백서에 죄를 말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리(alienate)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모든
욕망은 죄이다. 오늘과 같은 사회, 경제, 정치적, 역사적 상황에서 "사람과 세계에 고통(suffering)과
억압(oppression)과

격리(alienation)와

불의(injustice)와

파괴(destruction)를

가져오는

데에

기여(contribute)하는 모든 행동(action),과 비행동(non-action)과 무관심(apathy)은 죄이다. 부, 원자력,
군사 정치세력이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감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것들에게 순종하고 예배하면 우상이 되고 그런 행위는 죄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영적인 죄에다 생의 기본조건을 파괴하고 빼앗는 모든 행위는 다 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개인의 죄에다 사회적인, 제도적인 죄까지 겸해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Henderson은 "죄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 공간, 상황에 대한 무기력
때문이다. 이들 희생자들은 덫에 걸린 사람들이고, 짓눌린 사람들이고, 인간이하 취급당하는 사람들이고,
절망한 사람들이고, 무시된 사람들이고, 하찮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이고,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이다.
오직 작은 부분만이 개인적인 죄이고 더 큰 죄는 소홀히 한 죄, 태만한 죄, 우리들의 사회적인 죄,
우리들의 제도적인 죄, 우리들의 경제적인 죄이다.” "이런 개인적인, 제도적인 모든 죄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계속 죽으신다. 그러므로 선교는 개인적인 죄와 제도적인 죄에 대한 도전을
포함해야한다"고 Watson은 피력한다.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선교의 방향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은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면서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노숙상태를 유지하는데 약간 편하게 해주는 것뿐이지 근본문제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다. 극빈자 주택
부족,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저소득, 직업부족, 약물치료 시설 부족, 임시 주택부족, 의료보험 부족,
극빈자를 돕는 자금 삭감 등 이 모두가 정책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회의 분리를 잘못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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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일은 선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루터교의
워싱턴

주

공공정책

사무소는

변호(public

policy

advocac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변호인(advocate)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탄원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 증거 제출을 위해 소환된 사람을 말한다. 변호(advocacy)는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함을 의미한다. 이는 직접적인 구제와 정의구현과 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ad-vocare(ad는 to를, vocare는 call로 ‘부르다’를 의미)는
라틴어 어원에서 온 성례전적인 관계를 가지는 용어이다. 같은 라틴어 어원에서 영어단어 vocation과
calling 즉 소명이란 뜻의 용어가 왔다. 그러므로 변호인(advocate)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과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어원 해석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변호가 소명의
일부임을 말해 준다.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 "변호"하라고 자주 명시된다. 그러므로 영적
구원 선교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선교를 포함해야 총체적 구원사역이 된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역은 영성과 사랑에 그 바탕을 두고 샬롬 (평화)의 비젼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것은 과격한
사회비판과 제도적인 개혁을 요구한다”고 Miller는 주장한다.
한인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생 구원을 설교한다. 교회 행사를 많이 하여 교인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잡아 둔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이 계속해서 이미 구원받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나 선교의 대상을 교회행사로부터 지역사회 개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창하는 학자가 있다.
McNeal은 "세상 구원 선교에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대상을 바꾸어 아주 다른 대상인
지역사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를 따라 길로 나간다.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 선교센터를 열기도 했다. 자원 봉사자 팀이 식품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직업을 얻도록
도와주고, 부모 재교육 강좌를 제공했다. 다른 교회는 교회의 낡은 건물을 팔지 않고 그 건물을 지역사회
봉사센터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교회의 건물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의
사무실 건물이나, 상가(Mall)나, 학교 캠퍼스나, 운동시설이나, 가게 앞이나, 가정이나, 아파트 빌딩이나,
지역사회 봉사센터 등으로 나가야 한다. 교회성장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개혁으로 우리들의 노력을
바꾸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은 이미 사람들이 모이고 거주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혼식, 파티, 종교적 축제연에 가셨다. 그래서 교회가 길거리로 나갈 때 굶주린 노숙자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Hilfiker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한 경험을 가진 의사로서 선교는 빈곤을
없애는 일이라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빈궁한 동네로 쫓겨나지 않도록 저소득층 주택들을 허무는
일을 막고, 현재 있는 저소득층 주택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새로 더 짓는 일이다. 저소득 주택
소유자들이 점점 상승하는 과세부가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재산세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안전보장 보조금(Safety Net)의 개선, 국민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Care).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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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 장애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의 지속과, 인종차별과 빈민가 폐지와 웰페어(Safety
Net)의 수정, 빈곤과 노숙의 영구한 치유비용으로 부자들이 더 높은 과세를 부담하는 일” 등을 제안한다.
Harper는 “도심지(urban) 교회는 저소득층이 사는 대도시지역(inner city)의 맥박(vital sign)이라고
한다. “맥박"은 몸 안에 생명이 있다는 표시이다. 도심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자선이 기독교인의 최상의 덕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자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다. 대개 자선은 즉각적인 개인의 필요를 다룰 뿐 인간의 고통이나 불의의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는다. 우리들이 자선을 베푸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하나 자선을 받는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로,
변두리의 사람들로, 영구한 하층계급(underclass)으로 남아있게 하는 경향이 짙다.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층계급으로 남게 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회사업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면한 응급상태에 대처하도록 단기보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보장 구호금(Social Safety Net)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사람들의 빈곤과 사회 불의의 근본원인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의존심과 비인간화를
조성하고 피해자 근성(mentality of victimization)을 키우며 그래서 웰페어 문화(welfare culture)의
중심요소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Harper는 도심지 교회들은 자선 이상을 하라고 촉구한다. 자선을
베풂으로 보람을 느끼고 싶은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불의를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공평(equity)을 위해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노력에
기꺼이 참여하며 협력관계(partnership)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노숙사역과 관련하여 미국 31개주를 순회하며 설교하였는데 그때 본 미국 교회의 모습은 대략
세가지로 구별되었다. 미국교회는 한국교회처럼 영적인 것에만 집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교회와 흡사했다. 첫째는 country club 모델이었다.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중심주의이고,
배타적이고, 영적인 개인 구원과 기복신앙에만 온 정력을 기울이고 교회 문을 꽁꽁 잠가놓고, 노숙자를
멀리하는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은 교회당을 사치하게 꾸며놓고, 마치 교회당을 예배하는 사람들 같았다.
둘째는 수표 보내기 모델이었다. 이들은 첫째 그룹과 비슷하게 하지만,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수표를
보내고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다.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으니 안 보내는 것보다
백번 났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멀리하고 차별하는 면에서는 첫째 모델과 같더라는 것이다. 노숙자들이
교회 가까이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멀리에만 있어주면 좋겠다는 심정들이다. 마치 교회는 깨끗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는데 첫째
country club 모델과 정반대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교회당 어지럽혀지는 것, 물건 없어질 것
염려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고, 교회 전체가 마음을 비운 듯이
가난한, 집 없는 백성을 환영하고, 받은 축복을 그들과 나누고, 영의 구원은 몸의 구원과 사회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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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된다고 믿고 모두를 위해 성전을 밤낮으로 여는 교회들이다. 이들은 총체적 구원사역을 하는
교회들이었다.
미국장로교 교회성장 연구팀의 보고가 선교에 대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믿어 여기에 소개한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한 선교사역에 대한
헌신(commitment)이었다. 신학적 차이와 예배의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주류 교회들은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과 자비심과 관심을 이웃 동네로, 도시로, 국가로 그리고 세계를 향해 널리
베풀고 있었다. 교회성장의 열쇠는 선교였다.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지역사회 급식사역,
어린이들을 위한 탁아소 등 생동하는 교회에는 선교가 있었다. 선교야말로 건전하고 생명을 주는
성분이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슬프게도 자명한 일이었는데 쇠퇴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대개는 세계를 향해 베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가진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적 그리고 재정적
자원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소모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모세는 유언으로 남겼는데(신 6:10-15; 15:
4-5, 7-11) 한인교회들은 미국에 정착했을 때, 이곳의 가난한 이웃(노숙자)을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같다. 그 증거가 매년 예산에 지역선교 기금, 특히 가장 가난한 층을 대표하는 노숙자 선교를 위한
예산이 들어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빚으로 인해
빼앗긴 토지들이 원주인에게로, 살기 위해 지은 빚들이 탕감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되는 희년
사상에 대해서도 위에 언급한 바 있다(제2장 A, pp.41-43참조). 이것도 사람들의 영육 간의 해방이고
구원사건이다.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너무 잘 터득한 것 같다. 행 4:32-35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들은 영적인 구원과 사후 천국행에만 집착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갈 5:14(롬 13:8-9)에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했다. 이웃사랑은 영적인 사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나눔과 돌봄을 포함하는 행동이고 삶이다. 주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2:14에 행동이
없는 믿음은 사람을 구원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 하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다. 미국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Buchanan은 “선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에, 도시에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께 충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상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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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으로, 과감하게 도시 사람들 속에, 그들의 공동체와 함께 그들을 위해 살라는 의미이다. Emil
Brunner도 ‘불이 타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창 12:2-3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받은 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그 약속과 명령이 한미 교회에 주시는 것이
되어 한미 교회는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로부터 받은 엄청난 축복으로 인해 이 나라의 가난하고, 병들고
집이 없는 이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한미 교회로 인해 그들의 노숙이 근절되는 축복을 받는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의 높은 뜻 숭의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역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으셔야할 하나님의
몫이다. 만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만복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내
지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 예수님의 생일 헌금은 주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는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다." (2007년 12월 시애틀 형제교회 설교에서). 그가 주장하고 그의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총체적 선교라고 생각한다.

제4장
한미교회가
할 수 있는
노숙사역 방안
사역의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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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의 준비 과정
앞장에서는 영적인 개인 구원과 사후 천국행에 초점을 두는, 한쪽에 치우친 현대교회의 선교를 비판하고
총체적인 선교(wholistic mission)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본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병든 노숙자들과 더불어 출발하신 그의 모델을 따라 지역사회에서 한인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교사역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본다.

A. 자신을 비우는 일부터 시작하자
우선 누구를 돕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개인 생활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번쯤 멈춰 서서 우리네 생활을 돌이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이 땅위에
남기고 싶은지 삶을 점검해 보자.
우선 우리네 살림을 돌아보자.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는가?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집에 쌓아놓고
복잡하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정리하며 사는 것이 어떨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보내자. 새것을 사면 옛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자.
우리들의 몸을 살펴보자.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대인들은 먹는 일에 너무 집착하고
많이 먹는 편이다. 그래서 비대해 지고 안 걸려도 되는 병에까지 걸리고 생명을 재촉하기까지 한다.
냉동고에 쌓아 놓은 음식들의 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자. 먹는 것을 줄이고 건강식으로 소식을
하면 건강에도 좋다. 우리네 집 냉장고에 저장하지 말고 식품가게 냉동실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서
먹는 방법이 신선한 것을 먹는 길도 되고 쌓는 일의 방지도 된다.
우리들이 입는 옷을 보자. 그렇게 많은 옷을 쌓아 놓고 입을 필요가 있겠는가? 일 년 내내 몇 번 안 입는
옷이면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그것들을 골라서 헐벗은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자. 누군가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면 우리네 옷장에 고독하게 걸려 있는 것보다 백번 나은 일이 아니겠는가? 줄이기 시작하자. 적게
입고,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생활을 줄이고 가진 것의 반을 내려놓아 보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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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나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가볍고 상쾌하고
행복하겠는가? 그렇게 하노라면 감사함과 만족감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 질 것이다. 그러면서 남에게
나누는 보람과 우리네 인생도 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우리들의 신앙도 점검해 보자. 어른의 신앙인지 일생동안 청소년시기를 넘기지 못했는지 점검해 보자.
나의 욕구, 나를 위한 축복이 우리 기도의 전부를 차지한다면 그 신앙은 청소년기에 머무른 상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밤낮으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딱하게 보일까? 넉넉히 먹고 입고 살 만큼 주셨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빚쟁이처럼 조르니 하나님인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평생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채우려고만 하면 그것은 나누어줄 줄 모르고 움켜
안으려고만 하는 어린아이의 욕심에 머무는 신앙이다. 우리들은 언제 만족하고 달라는 애원을 그만 둘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니 믿고 맡기고 우리는 그분이 좋아하실 일에만 전념을
다 할 수는 없을까? 우리들이 먹고 입는 데에 한계가 있고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다 놓고 가야하는데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만큼에 만족하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몸과
마음에 보약이 되어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장수할 것이다. 우리들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면역성과 건강을
유지해 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남을 도울 때라고 한다. 보람이란 남을 도울 때에 가장 많이
체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마지막 날에 눈을 감을 때 고인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생전에 남을
도운 행적이라고 한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물질적 능력과 시간과 재능 모두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들은 그중에서 얼마를 없는 사람들 하고 나누는 것뿐이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몽땅
주셨으니 우리는 그에게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와 세상에 빚진 사람들이다. 부부
간에, 부모자녀 간에, 친구 간에, 교인과 목회자 간에, 세상에다 못 다 나눈 사랑과 섬김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무재주한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입을 것이 많은 사람은 헐벗은 사람에게 빚진 자이고, 집을 가진 사람은
노숙자에게 빚진 사람이다. 남을 도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행복감으로,
자녀들에게까지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고 했다(잠 19: 17). 아무리 받은 축복 가운데서 되돌려 드리니
갚지 마시라고 해도 하나님은 남과 나누는 사람들의 행실에 감동하시어 갚지 않으시고는 못 견디는
분이신 것 같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Rockefeller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최대 갑부가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55세에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하루는 최후 검진을 받기위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병원 대기실 벽에 결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글귀였다고
한다. 그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정을 느끼면서 눈물이 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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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겨 있었다.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다. 병원 측은
입원비가 없어 입원이 안 된다고 하고 환자 어머니는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다.
Rockefeller는 곧 비서를 시켜 병원비를 지불해 주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다. 얼마 후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자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Rockefeller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 그 순간을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라고 표현했다고 전한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하고 남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의 병도 신기하게 나았다. 55세 때 1년밖에
더 살 수 없다던 그가 98세까지 살면서 일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모아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시카고 대학도 그의 재단으로 지은 학교이다. 도시마다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재단이 없는 곳이
없고 길 이름까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데가 많아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살아 있다. 결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남는 것은 남에게 베푼 선행이라 하겠다.
결론으로, 노숙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숙사역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심각하면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가능했음(눅10:27)을
지난 40년간 체험을 통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 노숙사역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보람 있는
사역이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B.노숙사역자의 자세
작던 크던 간에 노숙사역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노숙자들에 대해 어떤 관념이나 태도를 가졌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다. 이런 준비 없이 하는 노숙사역은
실패하기 쉽다. 나는 노숙사역의 개척과정을 나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해 보았다.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금방법과 함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했다. 아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개발한 77가지 사역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했다. 노숙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는 이 부유한 사회가
가난과 노숙자들을 배출하는 불의에 그리스도가 느끼셨던 분노와 연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하고 싶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죄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1.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노숙사역에 종사하려는 사역자의 목적에 따라 그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고 승패가 판가름 난다. 목적이
개인의 보람이나 명성이나 칭찬에 있지 말아야한다.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가 목적이 되어야한다.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노숙자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섬긴다”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주님이 세상을 섬기러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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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한다.” 모든 목회가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노숙사역은 섬기는 사역이다.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려면 나 자신을 완전히 땅에 내려놓고 비워야 가능하다.

2.사역자의 자세가 사랑이어야 한다
어느 도시에서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한국인 사역자가 나무 몽둥이를 손에 들고 (여차하면
때리기나 할 것처럼) 식사를 제공하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로 안다. 사랑으로 대해야한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큰 무기가 없음을 나는
그들에게서 배웠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역자를 그들은 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협력한다. 사역자는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함도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바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친구”라 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 존경하는 친구가 되면 나무 몽둥이가 필요치 않다.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대해야하는 사역자는 그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분명 그의 사역은 성공치 못하리라. 또한 눈에 보이는 몽둥이는 들지
않았다하더라도 마음의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멀리하고, 식사하는 그들을 멀리서서 감독, 구경하는
사람도 진정한 사역자가 아니다. 나는 그들이 먹는 음식을 그들과 함께 한상에, 그들 옆에 가까이에 앉아
그들의 냄새를 견뎌가며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며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길임을 배웠다. 나는 30여 년간 그들과 식사를 엄청나게 많이 한 셈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급식을
나누어주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즐거운 밥상 사역을 했다고 하겠다.

3.욕심과 기대를 버려야 한다
처음부터 그 사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아야한다. 또 모든 일이 잘 안되어 생계해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노숙사역을 통해 명성 얻을 기대를 말아야 한다.
모금을 많이 해서 집사고 빌딩을 살 계획을 말아야한다. 그 사역을 위해 들어오는 헌금은 사역에 꼭
필요한 운영비 외의 나머지는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노숙자들의 의식주 해결과 그들의
교육과 치유와 식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헌금을 모아 빌딩과 사역자 월급에 몽땅 소비한다면
정성으로 헌금한 분들의 성의와 의도가 남용되는 것이다.

4.사역자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노숙자들에게서 배우고 경험 있는 선배들에게서 배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방문 답사하여
배우라. 어느 도시에도 그런 사역은 허다하다. 노숙문제에 대한,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참고서적들을 읽어 우리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사역 시작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책 뒤에 나열한 많은
참고 문헌 중에서 골라 읽는 일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5.사역을 시작할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주택 융자금을 다 부은 후에, 아이들 대학 졸업한 다음에, 사업이 잘되어 돈을 좀 번 다음에, 은퇴한 후
시간이 있을 때, 등등으로 미루는데 그런 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자기의 축복을 남과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는 우리들이 계산하는 때가 아니고, 필요한 사정을 보았을 때가 바로 그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서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최선을 요구하신다. 봉사는 돈이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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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많아야,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기와 그들을 사랑할 각오가 있으면 출발할 수
있다. 나는 돈과 시간이 없는 사람이었다. Full time으로 일하면서 주말에 자원봉사로 시작했다. 큰
계획이나 기대 없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시작한 것이다.

6.사역은 범사에 감사할 때 가능하다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의식주의 걱정이
없음을 감사하고, 부모, 자식, 친구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일자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넘치는 건강의 축복을 감사하면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나눌 수 있어질 것이다

7.사역은 부요의 원칙(abundance principle)에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
나 자신 스스로가 많은 축복을 받았고 소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웰페어를 타서 근근이
사는 어떤 한국 노인이 입지 않고 먹지 않고 저축하여 큰 금액을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사역을 위해 내놓는
것을 보았다. 그이는 가진 것이 많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부자이다. 그 반대가 궁핍의
원칙(scarcity principle)인데, 스스로를 축복도, 재능도,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관점이다. 이런
이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느껴 저축만 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쓰기를 무서워한다.
그러다보면 한 번도 하나님께 효도 못해보고, 부모에게나 자식에게, 부부간에, 친구에게 한 번도 사람
구실을 못해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못 떠주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해타산하지
말고, 너무 많은 완전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자금이 모일 때를 기다리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바로 그
때가 일을 할 때라 작정해야 한다. 사역을 본인이 감당할 만한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사역자와 사역을 크게 키우시고 일으켜 주신다.

C.노숙자들을 어떻게 대할까?
● 어찌하여 그들은 노숙자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자.
● 인종의 종류를 막론하고 우리 주위의 모든 노숙자들을 우리들의 형제자매로 생각하자.
● 노숙자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인정하자.
● 하나님이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듯이 우리들도 모든 형편에서 그들을 무조건 존중하고 사랑하자.
노숙자들도 우리들과 같이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들임을 인정하자.
●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대하자.
● 오랜 세월 학대와 가난에, 집 없이 떠돌고 있으니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자비심을 가지자.
● 그들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낮아져서 그들의 정신적인 키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그들을 비판하지도 말고 잘난 척 하지도, 아는 척 하지도 말아야 한다.
● 신임을 얻을 때까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논쟁도, 다투지도, 부인도, 비판도, 수정도 하지 말고 그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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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대할 때는 시종일관하고, 시간과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들은 일생동안 누군가에게 배신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 설교하고 훈계하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을 담은 행실로 그들의 신뢰를 얻으라.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을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도록 하라.
● 교회사역의 근본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는 데에 있으나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사역자의 사랑과 행실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라.
● 의식주 등 생존의 기본요소 해결을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라.
● 우리들의 사랑과 도움은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야한다.
● 그들이 속히 변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그들이 현재의 자리에 올 때까지 수십 년이 걸렸음을
기억하고 변화하는데도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인식하자. 함께 천천히 그들의 속도로 걸어 나아가자.
퇴보할 때는 함께 퇴보하고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발전하도록 하자. 긴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 인내심이
필요하다.
● 퇴보할 때는 소리 질러 야단치지 말고, 발전에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자.
● 기대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실망하지 말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자.
● 신뢰감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훈계와 제한(limit setting)을 서서히 가하라.
●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라(마 25:).
● 노숙자들과 현금 거래를 피하라. 한사람에게 형편이 딱해 현금을 주다보면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야 한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여러 가지 형편을 들어 현금을 타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
날 것이다. 주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이 일생동안 경험한 것이 “불공평”한 대우였기
때문이다. 주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들은 사역자에게서 불공평을 또 체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형편을 처리해야 하나? 예를 들어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보았다 하자. 저렴한 구두 방에 데리고 가서 저렴한 가격의 신발을 사서 신기고 함께
얼마를 걸어 그 신발을 중고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자가 떠나자마자 돌아서서 그
신발을 돈으로 물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또 아파트에서 퇴거명령을 받았다면 퇴거통지를
직접 본 후에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파트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들어본 다음 필요하면
수표를 끊어 해당아파트에 직접 우송한다. 이때 이런 도움은 항상 있을 수 없고 일 년에 한두 번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도움을 준 모든 건들을 기록해 둔다. 시장하여 점심 사먹을 돈을 달라 하면 현금을 주는
대신 주위의 식당에 함께 가서 식사를 주문해 주고 함께 앉아 줄 시간이 없으면 먹는 것을 본 다음 떠나야
한다. 주문만 해 주고 나오면 돈으로 되물리는 경우도 생긴다.

D.노숙사역 개척과정
1.한 사람으로, 혹은 한 그룹으로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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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노숙문제와 그 근본원인에 대해 의식 있고 사역의 필요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느끼는 한 사람 혹은 한 그룹이 시작할 수 있다. 그의/그들의 동기와 사명감과 에너지가 전염되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키게 된다. 우리들이 풍기는 에너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 전염성을 띠고 있음을
믿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한사람씩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얻어야한다.

2.사역팀(동역자)을 구성한다
같은 생각과 사명감을 느끼는 몇 개인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지인들을 통해 찾은
다음 자주 모임을 가지고 친교와 기도에 힘쓰며 공감대를 이룬다. 이를 사역팀이라고 부르자. 이
순간부터 사역팀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노숙자들이건, 교회의 지도자들이건, 개인이건, 기관의 직원들이건, 그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포함한 주소록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노숙자들의 주소록과 미래의 후원자가 될 사람들의
주소록으로 나누어 차곡차곡 작성해 간다.

3.사역을 할 지역사회를 답사한다
공감대를 이룬 사역팀은 연구에 들어간다. 만일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가 교회인 경우 교회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인종의 분포를 이해해야 한다. 유색인종(흑인)이 많은가? 피란민이
많은가? 가난한 백인이 많은가? 불법 체류하는 히스패닉계가 많은가? 언어문제가 있는가? 원주민이
많은가? 농장지대인가? 그리고 농사는 누가 짓는가? 유랑하는 농부들인가? 공장, 광산지대인가? 외진
곳인가? 가난한 도심지인가? 교외인가? 얼마나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는가? 학교에 못가는 어린이들이
많은가? 무직, 노숙자가 많은가?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가? 그들의 필요(need)는 무엇인가 등등 교회의
주위를 이해하는 일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사역팀은 노숙자들이 많이 배회하는 길거리에 나가 그들을 만나 본다
이때 그들에게 다가가 노숙상태에 대해 배우려 왔는데 도와 달라,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간청한다.
찻집이나 식당에 함께 들어가 떡을 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사역자는 철저히 배우는 자세로 노숙
형제자매님들을 깍듯한 존경심으로 대한다.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적어도 된다고 허락 받은 후 기록에
들어간다. 그들에게 그 주위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은 어디에서 자고 먹는가, 그 동네에 쉘터는
몇 개나 되며 어디에 있으며(주소를 얻는다), 그들을 돕는 기관은 몇 군데에나 있는지 어떤 종류인지
알아본다. 그들 생각에 충분한 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사역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지 알아본다. 이때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인정한다. 언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들이 앞으로 당신들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라. 때로는 지도력 있는 노숙자들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그들의 협력이 없이는 노숙사역이 가능하지 않다.

5.교회 이웃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임시숙소를 방문하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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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에게서 얻은 정보대로 현재 그 지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회나 사회단체가 인도하는
사역들을

방문하여

전단이나

뉴스레터

같은

정보문서를

얻는다.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사역내용(unmet need)을 알아본다.
교회의 이웃뿐만 아니라 각 도시나 주마다 있는 노숙근절, 저소득 주택연합에 연락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의 노숙과 주택상황 등을 알아보라. 자기 도시와 주위의 노숙 형편을 아는 지식은 노숙사역에 절대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정규모임에 출석해 보라. 노숙자 연합, 주택연합 같은 기관의 회원이
되기도 하고 쉘터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정규적으로 참가하여 그들을 사귀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쉘터를 정규적으로 방문하는 일도 사역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답사 결과에 따라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합세하는 방법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한
영역을 위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다. 주위의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들과
동역(partnership)을 할 수도 있다. 사역팀은 주위의 지역사회 노숙 프로그램에 가서 얼마동안
자원봉사하며 배우는 것도 유익하다.

6.교회를 교육하자
사역팀은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을 면담하여 답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당회에
출석하여 설명한 다음 기도와 도움을 청한다. 그 교회의 선교위원회와 연결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사역할 사명감을 받으신 분이 목회자인 경우 우선 당회를 의식화시키고 교인을 의식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책, 비디오, 전단, 노숙셔츠 입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거나 강사를
초청하여 설교를 시키는 것도 좋다. 성경공부을 시키거나 특별 세미나 형식으로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주일학교에 미국의 가난과 기아, 노숙에 대해 알린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온 교회의
호응을 얻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7.교회에 동기를 심은 다음 주위의 다른 개인이나 교회들을 방문, 상의한다
개개 교회를 방문할 때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각 교회의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고 알아 두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사역팀을 강화하고 조직한다. 주위의 몇 교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보내면 더욱 힘이 된다. 초교파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중에 사역 팀에 들어올
사람들과 뒤에서 하는 후원자들이 생겨난다.

8.사역 팀이 중심이 되어 몇 사람을 더 초청해서 이사회를 조직한다
이사회는 한국인끼리 혹은 다인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인종일 경우 현재까지 만난 노숙자들 중에서
한두 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이사회는 가능하면 남녀노소 다인종을 포함하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단일민족(한국인)끼리만 할 수도 있다. 사역이 노숙자 여성교회인
경우 여성들로 이사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사회에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선교의 목적과
내용과 이름을 정하고 회칙을 작성한다. 본 사역을 대표해서 표현해 주는 logo를 정한다. 회칙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때와 세금면제(501(c)) 수속을 위한 필수가 된다. 사역의 총 책임자(director)를 정한다.
이는 유급일 수도 자원 봉사자일 수도 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서기, 회계와 홍보와 모금을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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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위원을 선정한다. 이 단계부터는 회의록을 반드시 적어둔다. 이사회에서 모금 방법을 의논한다.
후원자들을 추천받아 명단을 만든다.
이사들을 위한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 마음은 천사 같아 노숙사역을 하고 싶으나 노숙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이사들도 많다. 전문가를 데려오던지 자체 내에서 자료를 구해서 읽고 토론하고 배우고,
계획하는 사역과 이사의 책임에 대해 이사진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9.사역이 이루어질 주의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다
각 주마다 주정부가 있고 그 안에 비영리 단체등록을 받는 부서가 있다. 전화로 주정부 교환에게
물어보거나 그 주의 website에 들어가서 Register Corporation이라는 데로 들어가면 신청서를 얻을 수
있다. 일단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이사회가 생기기 전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신청서는 이사회의 임원들의 이름과 본 사역의 목적과 회의록 첨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10. 501(c) 세금공제 신청서를 세무서(IRS)에 제출한다
501(c)는 사역하는 기관의 세금을 면제해 주고, 사역에 헌금한 사람들에게 그 금액의 일정한 퍼센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 절차가 복잡하여 이사진과 지인 중에 501(c)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경제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무료로 봉사해 줄 변호사를
구해서 501(c)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는 주정부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었다는 증명이 나온
다음이라야 된다. 왜냐하면 501(c) 신청서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501(c) 신청은 변호사비도 수 천불 들어가고 시간도 몇 개월 내지 1년까지도 걸린다.
요새는 요금을 더 내면 속성으로 해 주는 길도 있으나 그것도 3‐6개월이 걸린다. Internet에 들어가서
IRS 자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얻을 수도 있다.

11. 편지지의 1/4 정도 크기의 전단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배부하기 시작한다
이는 초청장과 홍보장이라 할 수 있는데 사역의 목적과 내용과 모이는 장소와 시간과 식사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전단에 종교를 강요하는 색채가 너무 짙으면 사회사업기관, 노숙자들이 묵는 쉘터에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간다”는 위협적인 문구
같은 것이다. 차라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소망을 얻고 살 길을 찾자”가
같은 내용이지만 훨씬 듣기가 쉽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라”는 말에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
비효과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지만 너무 강하게 앞에 내놓아
적개심을 사서 달아나고 오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한단 말인가?

12. 편지지 크기의 전단도 만들어 여러 교회와 기관 등 가능한 여러 곳에 붙인다
내용은 작은 전단과 같은 것이지만 크기가 4배가 된다. 각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허락을 받고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편으로 보내면서 게시판에 붙여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노숙자들이 묵는 쉘터 같은 곳을 방문할 때는 책임자들의 허락을 받은 후 그 기관의 게시판에 붙인다.
이를 위해 압핀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13. 노숙자들을 향해 심방(outreach)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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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에 간다. 노숙자들은 공원이나 길가에 모이기도 하고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읽는 척하기도 하고 백화점 화장실에 앉아 있기도 하고, 낮에 가는 day center에 있기도 하고,
치료받는(정신병이나 마약 치료) 기관에 있기도 하고, 집을 얻은 사람들은 저소득주택에 살기도 한다.
사역을 하다보면 그들이 모이는 곳을 차차 알게 된다.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사역 장소나 쉘터에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받고 거기에서 그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때 종교적인 것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오라고 초청은 할 수 있다.
그들을 만날 때 안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준다. 그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 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머리에
담아 두었다가 나중에 그들이 없는데서 적어 둘 수는 있다.
노숙자들에게 전단을 주어 다른 친구들에게 홍보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를 나누어줄 때 한사람씩 만나
설명을 하고 난 뒤 친구들과 함께 오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좋다. 그냥 불쑥 내미는 것은 비효과적이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쉘터를 방문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전단을 나누어 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함께 받는다. 견본을 보여주는 것이 허락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사역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말이 된다.
노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보면 너무 험하고 마음 아픈 경험들이 많아 듣는 사역자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때에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함께 마음 아파 하지만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정신적으로 심란해 지거나 우울해 지는 정도에 이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기
문제가 아님을 재인식하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이 사역에서 살아남는다.
심방(outreach)할 때 사역자나 자원봉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
사역자는 큰 백(bag)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배고픈 사람 앞에 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빵 한 아름을 안고
다니는 것이나 다름없다. 큰 백을 들고 다니는 일은 가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뺏거나 훔치고 싶은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작은 가방을 허리에다 띠고 다니는 것이 좋다. 현금을 많이
지참하지 않는다. 점심값 정도면 된다. 중요한 credit 카드 같은 것도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는 사본을 해 두고 지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그들이 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중에는 양같이 순하고 선한 형제자매들이 많은가 하면 마약에 중독된 친구들
중에는 돈을 구해야 되는 강박감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나는
한 번도 당한 일이 없다. 항상 사랑으로 대하면 그들은 사역자를 해하지 않는다. 사역자의 사랑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생명을 줄 각오로 하는 사랑이다. 이런 진정한 사랑은 그들의 눈에도 비치기 마련이다.
그들도 사역자를 사랑하게 된다.

14. 사역을 시작할 장소를 물색한다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사귀는 동안 전 이사진이 나서서 그들과 정기적으로 모일
장소를 물색한다. 나의 경우 일정한 장소가 마련되기 전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그들을 만났다. 나의 차
안에서 만나기도 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산 밑에서, 성경공부는 페리(ferry)를 타고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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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개인 혹은 그룹 상담을 하기도 했고, 더운 계절에는 공원에 앉아서 사역을
하기도 했다.
가장 바람직한 장소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고 걸어 다니는 동네 가운데 방 하나 얻는 것이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길이다. 그들에게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장거리를 갈만한 의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심지나 시내 한 복판인 경우 길가의 어떤 가게 자리나 시내에 위치한 교회에 방 하나를 얻는
방법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시내에 위치한 교회들은 그들을 위해 이미 사역하는 교회가
많다. 앞에 말 한 것처럼 그들과 합세하는 길도 있고, 그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급식을 이미 제공하고 있는 교회사역에다 예배를 추가하는 방법 등이다. 예배를 추가하면 쉽게
노숙자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들이 하는 사역에
헌금과 자원봉사자를 보내기만 하고 자신의 교회의 방은 절대로 열지 않고 꽁꽁 잠가 놓고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도 나는 보았다. 시내 한복판의 교회에 방을 얻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시애틀의 경우 시내 복판에 자리 잡은 교회 중 제일감리교회가 막달라 마리아 교회에
방을 하나 주어 17년 이상을 계속 사역할 수 있었다. 이것은 좋은 예가 된다.

15. 일정한 장소에서 사역을 한다
사역을 이사진이 선택한 한 장소에서 할 수 있음은 복된 일이다. 이때 여기에다 77가지 중에 할 수 있는
사역을 하나씩 추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77가지 전체는 “노숙근절” 영문판에 소개되었고 그중 더러는
이 책의 뒷부분에 소개되었다. 영적사역(노숙자 교회)과 음악사역, 급식사역 등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은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영문판에는 충분히 소개되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교회 사역에
대해서 영문판에 상세히 기록하였다(www.jeankimhome.com).
그런데 주(main) 사역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급식사역이다. 급식은 노숙자들을 오게 하는
미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망한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새 삶과 소망을 얻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거기까지 온데 대한 상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그들과 밥상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 목적이 되어야한다.
나는 이를 하늘의 잔치(banquet)라고 불렀었는데 이는 곧 주님께서 그 도시의 버림받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과 나누신 잔치요 성찬이기도 하다. 주님은 항상 그들과 떡을 떼는 일을 하셨다. 이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기도 했다. 사역하는 사람, 자원 봉사하는 사람 모두가
노숙자들과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을 나누는 일이다. 식탁을 함께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 드린다는 뜻이다.
무슨 사역을 하던 또 절대로 함께 가야하는 또 다른 사역은 음악사역이다. 예배사역이든 급식사역이든
시작하기 전과 후 혹은 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재생을 돕는 일이다(음악사역
참조).

16. 자원 봉사자들을 확보한다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봉사할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우선 모임 장소에 들어오는 노숙자
형제, 자매들을 안내할 사람부터 시작해서 급식을 제공하기위해 요리할 분들, 찬양을 하기 위해 노래
지도할 분, 피아노 칠 분, 예배 후에 교육 강좌 등을 맡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음악사역을 위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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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와 아무나 두드릴 수 있는 간단한 악기들이 필요하다. 바이올린이나 북 같은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인 봉사자들도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대로 중요한 봉사자들이 자기 친구들을 감화시켜서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도 있다. 모든 행사 때마다, 자원봉사자와 다른 필요한 것에 대해 호소해야한다.
여러 교회에 광고를 내고 전단을 뿌리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뉴스레터에다 계속 광고를 내면 이
세상에는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7. 뉴스레터를 준비한다
정기적으로 후원자들과 후원기관과 교회에 뉴스레터를 내서 소식을 전한다. 이를 위해 후원자들과
노숙자들의 주소록을 만들라고 앞에서 제안한 바 있다. 뉴스레터에는 그동안의 후원에 대한 감사, 그동안
사역한 내용에 대한 보고와 필요한 물품과 경제적 후원과 자원 봉사해 달라는 호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진의 명단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

18. 모금방법
노숙사역은 돈을 많이 들이면서 시작하는 사역은 아니나 비용이 필요하다. 사역이 커져서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한다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집세, 전기세, 학비, 일당을 주는 일 등이 많아지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 이제 모금방법에 대해 내가 경험한 몇 가지 원칙과 방법을 적어본다.
● 기본원칙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후하여야(generous)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바치신 생명은 비싼 것이기 때문이다. 비싼 은혜이지 싸구려
은혜가 아님을 재삼 인식하고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에 넉넉한 기부를 드려야지 간식 돈 정도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 기본원칙 2: 모금은 피나는 노력이다. 공짜가 아니다.
● 기본원칙 3: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 사명감과 간절함을 피력할 수 있어야 남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얻어낼 수 있다.
● 기본원칙 4: 사역을 맡은 본인이 가장 최고의 기부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 개인헌금: 이사 자신들이 가능하면 헌금을 후하게 하도록 장려할 것. 빈곤, 노숙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찾아 후한 금액을 장려($100.00 혹은 $200.00 이상)하고 가족, 친구, 지인, 교인들을 접촉하고
개인들이 월정기부금을 작정하도록 봉투를 배부하는 방법도 있다.
● 모금파티: 멋진 저녁식사를 팔아 모금하는 방법이다.
● 음식 바자회: 음식종류를 기부 받아 판매한다(음식 바자회).
● 모금 음악회: 음악인은 노래를 기부한다. 표를 팔거나 아니면 헌금을 거둔다. 프로그램을 인쇄하여
후원자들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부금을 받으면 티켓판매금액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 물건판매: 핀, 셔츠 등을 계속 판매하여 모금한다.
● Garage Sale: 판매할 물건들을 기부 받아 garage sale을 하여 모금하는 방법이다.
● 경매(auction):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연구하여 기부를 받으라. 예를 들면
여행사에서 비행기 표를 기부 받고, 식품가게에서는 식품을 기부 받아 Silent auction(침묵가운데 자기가
지불하고 싶은 금액을 써 넣는 경매)이나 Audible auction(사회자가 큰 소리로 품목들을 경매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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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고가를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방법을 통해 모금한다. 이 때 수익금의 10%정도를 지불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
● 여러 지교회에 모금/헌신예배를 호소하여 그날 들어온 헌금을 기부 받는 방법.
● 개개 교회를 방문하여 순회 모금 강연/설교하여 헌금을 기부 받는 방법.
● 뉴스레터, 지역신문. 라디오, TV에 계속 호소하여 기부 받는 방법.
● 개개 사업들을 방문, 호소하여 기부 받는 방법.
● 지교회의 연초예산에 책정하도록 격려, 요청하는 방법.
● 해당노회 선교위원회에 호소하여 기부 받는 방법.
● 미국장로교총회 여신도연합회에 자금 신청하는 방법(Cindy Goodman - (502) 569-5387)
● 미국장로교총회 기아프로그램에 자금 신청하는 방법(Andrew Kang Bartlett - (502) 569-5388)
● 지역사회의 타 교회 접촉/자금신청 받는 방법.
● 타기독교 교단 접촉/자금 신청하는 방법
● 타종교 접촉 /자금 신청하는 방법.
● 재단(Foundation), 갑부에게 자금 신청하는 방법
● 대형교회에 동역을 호소/자금 신청하는 방법.
● Matching Fund: 한 친구가 기부한 금액에다 다른 친구도 같은 금액으로 맞추는 방법.
● 전문분야를 강의하여 참석자들에게서 받는 요금은 노숙사역을 위한 헌금으로 기부 받는 방법 (예:
자녀교육 세미나, 의사들의 건강 세미나, 간호사는 혈압을 재주고 기부 받고, 요리사의 요리강습,
미용사와 이용사의 머리 cut, 꽃꽂이 등).
● 봉사해주고 모금: 청소, 세차, 풀 깎기, 유리창 닦기, 자동차 수리 등을 하여 모금하는 방법.
● 사업체의 % 기부: 교인들이 많이 물건을 사는 사업체가 %를 기부하는 방법. 영수증을 모아 가면
5%를…에 기부. 혹은 어느 하루의 매상 중 5%를 기부하는 방법.
● 중찬(Progressive dinner)을 광고하여 지망자를 모은 후 1차, 2차, 3차로 옮겨가며 저녁식사를 하되
매 Course마다 얼마씩 지불한다.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음식을 기부한다.
●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손님들에게 감사편지를 내면서 모금 편지도 내는 방법.
● 기관신문에 모금호소문 한 장을 삽입(insert)하여 모금하는 방법.
● 식료품 가게나 백화점이나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호소문을 끼워 넣는 방법.
● 필요한 물건명세서를 만들어 돌려서 기부 받아 사무비를 절약한다.
● 가게에나 식당에다 기부금통과 전단을 놓고 손님으로부터 기부 받는 방법.
● 모금편지를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기해서 우송한다. 10월이나 11월에 하면 효과적이다.
● 전화모금(phone‐a‐thon): 이사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한 저녁을 택해 전화선이 많은 기관에
앉아 전화하여 내년도의 기부금 작정을 받는 방법이다.
● 후원자 주소록을 항상 작성할 것을 장려한다.
● 사역을 설명하는 비디오 제작: 비디오를 제작하는 사업가가 기부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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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철: 사역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철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사진앨범: 사역의 현장을 사진에 담아두었다가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신청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 자금 신청서(Grant Application)
● 이사회 조직: 대부분의 자금 소유주는 이사회가 조직되어있지 아니한 사역에 자금 주기를 꺼려한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조직된 기관에 자금을 주기를 원한다.
● 이사는 남녀노소, 인종, 사역의 대상자 중에서까지 선택하여 포함되어 있음을 보기 원한다.
●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신임한다.
● 501(c)가 있는 기관을 원한다.
● 정확하게 답을 쓰라. 자금 신청요지를 잘 읽어서 답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읽기 쉽게 타이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한 질문 안에 서너 가지 작은 질문들이 있기도 하다.
● 지역사회의 후원관계를 본다. 타 교회와 지역사회의 기관과의 관계 확립과 유지 그리고 후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신임 받으며, 협력하여 일을 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후원을
받는 건전한 기관인가를 보는 것이다.
● 뚜렷한 사역의 목적이 서 있는가를 본다.
● 사역의 예산과 결산이 분명한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기관에서 얼마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얼마를
약속받았으며 어느 기관에다 신청 중인가 등을 본다.
● 자격자가 사역을 맡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사례를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만한 다른
직원들도 있는가를 본다.
자주 제기되는 문제점들
a.NIMBY(Not In My Back Yard) 극복방법-“내 뒷마당에는 들어오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내가 시애틀에서 사역할 때 일이다. 주일에 노숙여성들이
모일 장소가 없었다. 시내 한복판(2가와 Cherry St) 큰 빌딩 아래층에 제법 큰 가게자리 하나가
비어있었다. 세가 하도 비싸서 몇 년 간 아무 임대자 없이 비어 있었다. 내가 노숙여성들을 위해 day
center를 하기에 딱 알맞은 자리였다. 시애틀 시내의 Pioneer Square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사업체와 빌딩들을 관장하는 Pioneer Square Preservation Board에 가서 노숙자들 위한 Day
Center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결사반대였다. 왜냐하면 그런 사역을 하면 노숙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어 상업에 지장을 많이 준다는 것이다. 나는 그 후에 주말에 할 사역내용과 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그보다 높은 Board에 가서 제시했다. 그 계획서에는 나의 Day Center(낮 쉼터)에 올 사람들이 시내
밖에서 올 것이 아니라 시내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누구나 똑같은 주민이고, 그들도
당신들 가게의 손님이라고 했다. 그들은 버스를 타고 외지에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
가게에다 그 돈을 다 떨어뜨릴 것이니 당신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손해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교외의
집에 가서 자고 사업하러 다음날 오는 사람들보다 그들은 시내의 거주자들이고 더욱 자격자들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Day Center에 와서 공부하고 상담 받으니 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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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되고 당신네들 가게 앞에 앉아 방해되는 경우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그 Board는 이렇게 치밀한
사역의 계획서를 예전에 본 일이 없다면서 내게 세 한 푼 없이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b.노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노숙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집이 없는 이유를 노숙자들의 책임으로 밀고, 노숙자들과의 관계나
체험이 없어 안전문제와 보험문제를 항상 들먹인다.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공포를 느끼고, 그들이
위협하면 어떻게 다룰까를 염려한다. 도난을 염려하고, 그들을 돕는 일이 시간낭비 될까봐 염려하고,
시정부의 규칙, 빌딩 규정 등을 염려하고, 자원봉사자 부족할까 염려하고, 자금부족을 염려하고, 교회와
정부의 분리문제에 너무 신경을 쓴다. 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세계선교와 지역선교에 대해
혼동한다. 노숙과 가난문제를 미국사람들의 문제로 보고 한국교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식의 사고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염려하고 의심하고 꺼리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구원)이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계산하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이다.
c.강사 훈련(Speakers Training)
● 노숙사역을 위해 계속 모금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므로 교회나 단체에게 강연 내지 설교를
하게 된다. 이때에 그 설교/강연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 미국의 빈곤/노숙/기아 문제에 대해 교회를
의식화시키고, 교육하고,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노숙을 근절하기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동기를 일으키는
것이 우선 강연/설교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설교자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의식화 되어 있어야 한다.
노숙근절 사역에 참여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동기와 각오가 서있어야 남에게 같은 목적을 위해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 여러분을 강사로 모셔가는 교회가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문의하라. 있으면 그들의 주제에다 기아/노숙
주제를 연결시키라.
● 만일 host 측에서 성서본문을 택했는지도 알아보고 노숙문제와 관련시킬 수 있을지 연구해보라.
● 설교나 강의에 지혜롭게 그 지방의 노숙, 기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의식화에 도움이 된다.
● 노숙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재료를 읽으라.
● 강연/설교 대상을 파악해야한다. 교인, 인종, 도심지, 교외, 시외, 큰 교회, 작은 교회, 노숙에 대해
이해가 있는가 없는가, 장로교 남/여선교회인가, 평신도인가, 노회, 대회, 위원회, 교회 밖의 단체인가,
노숙자를 위해 봉사해본 경험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인가 노회석상인가 교회학교
교실인가 등 강연 환경을 파악하면 설교에 도움이 된다.

B.교회가 할 수 있는 77 가지 사역
임시 응급 프로그램
1. 진단과 의뢰(Diagnosis & Referral)
2. 주택알선 센터(Housing Center)
3. 응급 임시 쉼터(Emergency Shelter)
4. 노숙환자 쉼터(Respite Bed)
5. 공동거주(home sharing)
6. 응급 미성년자 쉼터(17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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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급 청소년쉼터(18세‐21세)
8. 응급 텐트 사역(Tent City Program)
9. 음독 숙취 주택(Detox Home)
10. 응급 급식 사역(Emergency Meal Program)
11. 식품 배급소(Food Bank)
12. 주방 시설(Kitchen/Diet Facility)
13. 의류 배급소(Clothing Bank)
14. 위생센터(Hygiene Center
15. 세탁 시설(Laundry Facility)
16. 어린이 탁아소(Day Care Service)
17. 노숙여성 낮 쉼터(Day Center)
18. 창고 사역(Storage Program)
19. 교통제공 사역(Transportation Program)
20. 우편함 시설(Mail Box Service)
21 전화 서비스(Phone Service)
22. 금전관리 대리인(Protective Payee)
23. 노숙자 교회(Spiritual Program-Church)
24. 음악 사역(Music Program)
25. 무용과 운동(Dance/Exercise)
26. 예술을 통한 치료법(Art Therapy)
27. 마사지 치료(Massage Therapy)
28. 야유회(Field Trips/Picnic)
29. 특별행사: 부활절, 어머니날, 감사절, 성탄절
30. 미용실(Beauty Shop)
31. 수표 환전(Check Cashing Service)
32. 자기 방어 훈련(Self‐Defense)
33. 노방심방(Outreach Program)
노숙 예방 프로그램
34. 술, 마약 중독자 후원 그룹
35. 후원 사역(After‐Care/Supportive Program)
36. 과외 공부(After School Program)
37. 분노 관리훈련(Anger Management).
38. 개인 상담(Individual Counseling)
39. 단체 상담(Group Counseling)
40. 퇴거 예방(Eviction Prevention)
41. 단기 임시주택(Transitional Housing)
42. AIDS 환자 주택(Housing for AIDS patients)
43. 농민 임시 주택(Housing for Farmers)
44. 정신질환자 주택 (단기, 장기)
45. 노인노숙자 여성 주택(Housing for Elderly)
46. 노숙자 임신부 주택(Housing for the Pregnant)
47. 가정폭력 희생자 주택
48. 법률 상담사역(Leg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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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도서관 프로그램(Library Program)
50. 생활기술 훈련(living skill program)
51. 문맹 퇴치 프로그램(Literacy Program)
52. 재정 관리 교육(Money Management)
53. 부모 교육(Parenting Class)
54. 교육/자료 센터
55. 나눔 센터(가구, 생활필수품-Share House)
영구 해결 프로그램
56. 저소득 영구 주택(Permanent Housing)
57. 전과자 여성 주택(Housing for Ex-Criminals)
58. 술/마약 중독자 주택(Housing for the Addicted)
59. 정신질환자 소규모 공동주택(Clustered Llving)
60. 정신질환자 합숙 주택(Group Home)
61. 전 매춘여성 주택(Housing for Ex-Prostitutes)
62. 가족주택(Families with Children)
63. 직업상담(Employment Counseling)
64. 고졸수료증 프로그램(GED)
65. 영어교실(ESL Class)
66. 직업훈련: 컴퓨터(Computer Training)
67. 직업훈련: 요리강습(Cooking Class)
68. 직업훈련: 원예, 농사, 정원 가꾸기
69. 직업훈련: 가옥관리, 가정부 훈련(Job Training)
70. 직업훈련: 재봉, 뜨개질(Sewing/Knitting)
71. 직업알선(Job Search Center)
72. 의료사역(Health Care Program)
73. 바자회(Bazar)
74. 중고품가게(Thriftshop)
75. 다문화/다민족교회(Multi-cultural Church)
76. 동역목회(Partnership/Sponsorship)
77. 정부정책중재(Public Policy Advocacy)

C.한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77가지 사역 중에서)
교회에는 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교회에 방이 몇 개인지 기억하는 교인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냄새나는
노숙자들이 들어올까 봐 교회 문을 꼭꼭 잠가 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교회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들이 자선을 많이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 노숙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가 만민의 집이라면 교회는 자선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주택이 엄청나게 모자라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모든 교회는 방
하나씩 열어 노숙자를 환영해야할 것이다. 교회가할 수 있는 77가지 프로그램을 앞에서 제시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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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가지를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 몇 개만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사역들의 실례에 대해서는
노숙근절책(영문판)을 참조하시라(www.jeankimhome.com).
나는 노숙자 교회를 섬기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노숙자가 된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던중
자살을 시도해서 들어오는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자신을 죽이기까지는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같이 신학 배경과 정신질환자 치료 경험과 사회사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심으라는 환상을 받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성령님께 떠밀려 노숙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 노숙자 교회를 설립했다. 정신병원에서 사회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했으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사역 안에, 그 사역을 바탕으로,
즉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바탕으로 총체적 구원사역을 이룩할 수가 있다고 믿어 거기에다 노숙자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을 넣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설립한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총체적 구원을
향한 총체적 선교의 현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노숙자 교회부터 소개하려고 한다.

노숙자 교회 (Church-Spiritual Program)
● 왜 필요한가?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한다. 노숙자들도 많은 영적 질문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왜 나를 모든 학대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잘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도, 교회도, 사회도, 나의 가족처럼 나를 영영 버리셨는가? 죽고 싶은데 계속 살아야하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때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동료들이 모인 교회가 필요하다.
노숙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는 노숙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섭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환영하시며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긍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과 소망, 자신감과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초에 자신들 속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사회에서 생산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기 위해 신앙을
키워주는 노숙자 교회가 절대로 필요하다. 절망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을
키워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신앙이 생의 중심 목표가 되어 절망에서 일어나 걷도록, 재생하도록
인도해주기 위해 노숙자 교회가 절대로 필요하다.
● 사역방법
모든 교회들이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 시애틀의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초교파적인 교회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제일감리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했다. 막달라 마리아 노숙자 여성교회에서는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필요를 구별해서 생각하기가 퍽 어려웠다. 나는 목회자로서 사랑과 정의를 설교한 후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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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환영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주신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다 넣는 사역이었다. 목회자와 자원 봉사자들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서 노숙자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생활로부터 돌아서도록 하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했다.
빨리 예수 믿고 변화하는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심어놓은 씨는 밤에
자라는 밭의 곡식처럼 우리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자란다. 나는 무수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알 길도
없는 일이었다.
일반교회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교회의 사역 몇 가지만 소개한다. 주일에 예배드릴 장소를 못 얻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다. 아침을 잘 대접하고, 찬양을 한 시간 부른 후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예배에
들어갔다. 목회자가 온 교회와 대화식 설교를 했다. 일생동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설교를 듣기만
하던 그들이 함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일일이 칠판에 써서
한마디도 흘리지 않았을 때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음을 느끼면서 기쁨과 자신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헌금시간에 돈이 거의 없으므로 얇은 손바닥만 한 종이 두 장씩을 나누어주고 한 장에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과 염원들을 써서 가슴속에 넣고, 다른 한 장에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고
용서받고 싶고, 버려야할 모든 실수, 죄, 못된 버릇, 행실, 미움, 증오 등을 써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증거로 촛불에 그 종이를 태웠다. 예배 후에는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오후에는 그들의 문제해결에 들어갔다. 말하자면 사역을 영적인 욕구 만족에만 국한시킬 수가
없어서 물질적인, 육적인 문제해결을 동시에 해서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애썼다. 매주
이렇게 치유를 목표로 하는 찬양, 설교, 기도, 헌금, 식사를 반복하는 동안 나쁜 습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재생의 길을 걷는 자매들이 많이 생겨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중에도 빼놓을
수없는 사역이 찬양사역이었다.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공부, 직업훈련, 상담, 직업과 집을 구하는 일등
다양한 사회사역을 넣었다.

찬양 사역(Music Program)
● 왜 필요한가?
거처를 잃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절망적인 일임을 앞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사람들이라 그 깊은 상처를
일생동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온갖 병과 문제를 가진 사람, 특히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쉘터 한방에 잔다는 사실도 무척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라 하겠다. 어떤 이들은 피해망상증 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하고 무서워서 잘 수가 없어 밖에서 자기도 한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할
것이다. 이런 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의욕을 느끼겠는가?
도움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전문인들을 만나 기억하기도 싫은 불행한 생의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일도
스트레스가 된다. 집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 봐도 거절당하기가 일수이니 생이 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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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스럽고 분노와 증오가 느껴지는 일이다. 이 사람들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찬양을 해야 할 이유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다. 찬양은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입과 목과 심장의 많은 신경을 움직이는 운동이 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가 된다. 즉 찬양은 자신의 신세 한탄과 호소이며 울부짖음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고백이며 기도요, 하나님 사람이 되겠다는 변화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니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찬양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므로 공동체의 경험도 한다는 것이다.
내가 섬기던 노숙여성들은 찬양과 분노를 동시에 표현 할 수 없어 찬양을 할 때는 즐거움뿐이라고 했다.
노숙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넣게 된 개인적인 이유가 나에게는 있었다. 나는 찬양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래 전에 수재아들을 졸지에 잃고 몸과 마음이 죽음의 골짜기를 헤맸을
때,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목을 졸라 숨이 막히고 기도나 찬양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찬송가를 펴놓고 첫 장부터 끝장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부르는 것인지, 고함을 지르는 것인지, 넋두리를
하는 것인지, 통곡하는 것인지 모르는 울부짖음 속에서 가슴을 치며 찬송가 한권을 다 그렇게 훑고 나면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잘 수가 있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일으키고 끌어올리시던 성령님의
능력을 그때 찬양을 통해 체험했다.
● 사역방법
나는 무슨 종류의 사역을 하던 간에 가능한 한 찬양을 넣으라고 장려한다. 급식사역 장에서는 식사 전에
찬양을 하여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 다음 음식을 먹으면 한결 맛도 더 좋은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예배 전에 미국장로교 찬송가와 흑인영가 책을 사용해서 찬양을 한 시간 불렀다. 한국문화에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소매를 앞뒤로 제치면서 추는 춤이 있는데 한을 몰아내는 동작이라고 한다. 그
이치를 이용하여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마후라를 흔들면서 노숙자들의 한을 몰아내고 고통과 문제를
떨어냈고, 탬버린(tambourine) 같은 작은 악기들을 흔들어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생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그들의 영혼을 깨웠다. 신나는 노래를 할 때는 춤을 추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함께 찬양을
했다. 노래와 춤을 한 시간쯤 하고나면 모든 분노, 미움, 스트레스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영혼들이
즐거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의 바탕이 준비되곤 했었다.
이런 찬양을 꼭 넣으라고 당부하고 싶다. 백번의 설교로 이룰 수없는 효과를 한 시간 안에 이루면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모두 체험하곤 했었다. 나는 세미나를 하러 가서도 꼭 찬양을 넣는다.
참석자들이 굉장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체험했다. 처음에는 얼어붙은 것 같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온
회중이 참여하면 아무리 힘든 주제라도 쉽게 받아드려지는 효과를 보았다.
노숙자들 가운데도 음악의 재능이 있거나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에게 의욕을 넣어
지도자와 함께 하면 회중이 쉽게 따라온다. 그들 가운데에는 피아노 같은 악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음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음악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면 유익하다.
막달라 마리아 교회는 내가 노래에 재능이 없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를 몇 년간 모시다가 후에
음악지도자를 채용했다. 찬양대도 조직했었다.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를 돕는 후원
교회에 가서 찬양을 부르면 많은 은혜가 되었다. 그들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하고 싶은

82
이유도 없고 불행한 노숙이라는 환경에 사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재산과 집과 가족을 가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한다.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자원 봉사하러 와서 찬양을 한
시간 함께 부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나면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돼서 간다고 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즐기는 찬양이 지역의 교회에까지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떡 떼기를 함께하는 예배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재생하는 사람들도 생겼으나, 혼자의 힘으로 새로운 생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영적인 사역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면의 제한성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여기에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응급 임시주택(Emergency Shelter)
● 왜 필요한가?
오늘 밤에도 잘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어느 도시에나 많이 있다. 오늘밤 당장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응급이다. 어디에선가 사람이 거할만한 곳을 찾아야한다. 대개는 임시숙소들이 “방이
없다”는 답을 주기가 일수이다. 날은 저물어오고, 겨울에는 춥기는 하고 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랴! 이때에 사랑과 정의를 항상 외치는 교회들이 방 하나를 열고 그들을 맞아드린다면
이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겠는가? 주님께서 “집이 없는 사람을 환영하는 일은 곧
내게 한 것이니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축복하셨다(마 25: 35, 46).
● 사역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잠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숙박 프로그램으로부터
의뢰받는 길이다. 지역사회의 기관과 계약을 맺고 의뢰하기 전에 그들이 미리 노숙자들을 면접해서
교회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시 응급숙소는 노숙자들이 며칠 혹은
일주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도 머무르는 문자 그대로 임시숙소이다. 많은 교회들은 침대 없이 그냥
방바닥에 매트를 깔고 덮을 것을 충분히 주어 잠을 자게 한다. 왜냐하면 침대를 놓으면 자리를 많이 잡을
뿐더러 낮에 방을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 두 명쯤 손님들과 함께 잔다.
매일 오는 손님이면 담요에다 그들의 이름을 써서 다음날 밤 다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담요를 세탁한다.
대개 저녁 5시에 도착하면 저녁을 대접한다. 아침에는 간단히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교회에는
목욕시설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아침식사 후 7시나 8시경에 교회를 나가게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출근을 해야 하고 그네들이 나가서 직업도 찾고 집도 구하고 활동하라고 내보내는데 대개는 낮에 들어갈
수 있는 Day Center 같은 곳에 간다. 거기에는 사회사업가들이 있어서 그들이 집을 얻는 일, 직업을
구하는 일,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일 등을 주선한다.
주로 응급숙소들이 침대가 모자라 숙박을 허용할 수 없는 손님들을 overflow 손님이라 부른다.
Overflow 손님들은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교회는 이들 몇 명을 데리고
시작할 수도 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손님수를 제한할 수도 있다.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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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Salvation Army)과 합작하여 응급숙소를 운영하는 것을 보았다. 주위의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여
응급숙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

노숙 환자 쉼터(Emergency Respite Bed)
● 왜 필요한가?
노숙생활을 하면 없던 병도 생기고 있던 병은 더욱 심해진다. 왜냐하면 노숙생활로 위생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식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능할 때마다 주어진 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병들기 쉽다. 응급숙소에서 일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추운 길에 오래 걸어 다니니 병
걸리기도 쉽고 한번 걸리면 점점 심해지기 마련이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Day Center에 앉았거나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병을 서로에게 옮겨준다. 나도 10년 이상 사철 그들을 심방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앓는 병을 모두 그들과 함께 앓았다. 의사가 “직업병”이라고 했다. 집이 없는 것도 서럽거늘
노숙생활에서 병까지 나면 너무 힘들다. 감기나 몸살은 영양섭취를 잘하고 몇 일간 따뜻하게 잠을 잘
자고 나면 거뜬히 낫는데 이것을 노숙생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숙자들의 평균수명(48세)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짧다.
게다가 요새는 병원에서 웬만한 환자들은 잠시 치료할 뿐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들도 퇴원시킨다. 이때
노숙자들은 갈 데가 없어 회복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기가 무척 어렵다. 내가 섬기던 노숙자 중에서
복부와 등을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술한 중환자도 응급만 넘기고는 퇴원시켰다. 한사람은 다리에 동맥
경화증이 생겨 양 다리에 수 십군데 작은 수술을 받고 걷지도 못하는데 퇴원시켰다. 또 한사람은 다리에
골절을 입어 캐스트를 하고 목발로 짧은 거리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퇴원시켰다. 병원에서 한번은 이런
노숙환자를 나더러 퇴원시켜 데려 가라고 했다. 내가 그들의 목사였기 때문이었다. 이들을 길바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오늘의 의료기관들은 도대체 대책이 없다. 대부분의 임시숙박소는
간호가 필요한 환자들을 거부한다. 화재가 나면 남의 도움 없이 뛰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주님께서는 “병든 이를 간호해 준 일은 곧 내게 한 것이니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축복하셨다(마 25: 35,
46).
● 사역방법
처음에는 그들을 모텔에 묵게 하니 비용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방 한 칸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그들을
회복케 했다. 나와 자원봉사자 간호사들이 드나들며 돌봐주었다. 식량을 사다가 채워 주기도 했다.
교회가 방 하나에다 침대를 2‐3개 놓고 임시 입원실을 차릴 수 있다. 교회에는 의사들과 간호사 직종을
가진 교인들이 있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들이 차례로 봐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인
자원 봉사자들이 음식도 공급해주고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갈 때 교통 편리도 봐주어야한다. 이렇게
돌봐주면 중병이 아니면 길게 끌지 않고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주나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이 있으나 또 상당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응급 급식 사역(Emergency Meal Program)
●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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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생각한다. 배고픈 날이 가장 슬프다고 하고
굶은 날은 죽은 날이라고도 한다. 노숙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춥고 배고프다. 특히
사랑과 정에 굶주려 있다. 이 굶주림을 채우려고 막 먹어대니 비만증만 늘어간다. 그러나 좋은 식사를
대접함은 육체적으로 영양공급이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준다. 음식을 공급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을 통하여 그리고 음식을 씹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단맛을 보게 된다.
동료들과 함께 먹으면서 가족이나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도 한다. 그뿐인가, 살기 위해서도 먹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로워진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자주 잡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를
비판할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다(막2: 15‐17).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과 한 상에서
식사하시는 일을 치유사역에 관련지으셨다. 병자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그들이 사회에서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심이었다. 영양 있는 좋은 식사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영양제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노약자들에게는 근력을 주는 보약이 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친교가 되므로 급식사역은 육신과 영혼에게 밥과 사랑을 함께 먹이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곧 내게 한 일이니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축복하셨다(마 25: 35, 46).
● 사역방법
교회에서 일정한 날을 정해 음식할 준비를 하고 노숙자가 많은 공원이나 노숙자 숙소에 가서 광고를 해서
노숙자들이 여러분의 교회로 식사하러 오도록 초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거리가 멀지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올 수도 있고 교인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그들을 교회로 모셔올 수도 있다. 교인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공원이나 노숙자들의 숙소에 가서 대접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역에 합류하여 도울 수도 있다.
내가 섬기던 노숙여성교회는 장소가 없어 미국감리교회 지하실에서 토요일 새벽부터 모였다.
임시숙소에서 자고 새벽에 곧장 막달라 마리아 교회로 왔다. 환영하는 따뜻한 말과 함께 따끈한 부폐식
아침식사를 대접하고 예배가 끝난 후 따끈한 진수성찬을 점심으로 대접했다. 우리교회에서는 한번도
sandwich를 대접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일 우리 식탁에 오시면 나는 절대로 주님께
sandwich를 대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밖에서는 쓰레기 같은 대우를 받는데 이 교회에 오는
날은 우리들은 매우 중요한 손님 대우를 받는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하루나마 사는 것 같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우리 경우는 매주 토요일 70-100여명에게 더운 아침과
점심을 대접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혼자 하다가 나중에는 35교회들이 차례로 해왔다.

식품 배급소(Emergency Food Bank)
● 왜 필요한가?
2006년에 미국 시장협의회(U.S. Conference of Mayors)는 23개의 주요 도시를 조사했는데 기아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참가한 도시의 74%가 응급식품 보조 요구가 증가했다고 보고했고, 70%가 응급식품
보조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를 가진 가정이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응급 식품보조를 요구해온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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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했고, 73%가 노인들의 응급 식품보조 요구가 늘었다고
보고했다. 고가의 주택값(high housing cost), 빈곤(poverty), 저소득(lack of income), 실직, 의료비,
약물남용, 상승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교통비와 문맹 등이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노숙자들에게는 월초 정부보조금을 받았을 때 외에는 항상 돈이 없다. 한 달 내내 임시숙소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자는 것이 지겨워 수표를 타면 모텔에 들어앉아 평안히 쉬기도 하고 몸도 깨끗이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나면 몇 백 달라 밖에 안 되는 정부보조금이 몇 날 못가서 떨어진다. 그러면 나머지 한
달은 다니면서 주는 대로 얻어먹는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노숙자들이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증, 심장병,
동맥 경화증으로 고생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매 한사람은 350 파운드 가량의 비만증 환자인데 48살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갔다. 이들은 특수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노숙자를 대상으로 준비하는
음식에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식품배급소에도 별로 선택이 없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필요가 더욱 크다. 노숙자 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적은 수입이나 웰페어로 집세를 내고
나면 영양 있는 식품을 사기 어려워서 이들도 식품 배급소에 온다. 노숙방지가 된다고 할까!
● 사역방법
America’s Second Harvest의 보고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3만 여개의 식품배급소와 급식프로그램(soup
kitchen) 중의 4분의 3은 교회나 종교인들이 시작한 것이라 한다. 교회에는 방도 많고 가정이 많아
식품을 모아다가 식품배급소를 열기가 어렵지 않다. 냉동고와 냉장고를 놓고 보통 식품배급소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을 배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 있는 장로교는 작은방 하나를 열어 식품배급소로 운영하고 있었다. 응급을
요하는 경우 연락받고 식품을 배급한다고 했다. 응급 식품배급소는 큰 식품기관으로부터 배급을 타다가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매 도시마다 그런 기관이 있다. 어떤 응급 배급소는 음식 요리책까지 함께 주는 곳도
있었다. 왜냐하면 많은 노숙자들은 가정을 가져본 지가 오래거나, 정식으로 요리를 하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이다. 영양에 대해서도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컵라면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 쉬워서
즐겨 먹는 노숙자들을 보았다. 가방에 넣고 다니며 시장기를 끌 수 있는 영양식품이나 뜨거운 물에 타서
쉽게 마실 수 있는 커피나 설탕은 환영받는 품목이다. 특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얻기가 어렵다고 했다.

의류 배급소(Clothing Bank)
● 왜 필요한가?
노숙자들과 극빈자들은 경제적으로 새 옷을 사서 입기가 어렵다. 특히 직장 면접을 갈 때는 깔끔하게
하고 가야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 식당일, 병원일 같은 직종들은 특수한 옷차림을 요구한다. 그것들은
보통 옷보다 더 비싸다. 어떤 응급숙소들은 중고품 옷을 두었다가 나누어 주기도 한다. 그리고 특히
노숙여성들은 자신들이 노숙자임을 감추기 위해 깨끗이 입는다. 노숙자가 된 것도 서러운데 옷까지
남루하게 입어서야 되겠는가? 특히 여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속옷이다. 남이 입던 속옷은 사람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몸에 잘 맞는 새 속옷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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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을 세워준다고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축복하셨다(마 25: 35, 46).
● 사역방법
교회가 의류배급소를 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방 하나를 비우고 교인들이 옷을 기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각자가 오늘 자기가 가진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자. 나는 옷장 근처에다 빈 상자
하나 놓아두고 별로 자주 입지 않는 옷은 넣어두었다가 노숙자 프로그램에 가져간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경우에 문제가 하나있다. 그것은 옷들의 길이나 소매가 대개는 백인, 흑인들의 것보다 짧다는 것이다.
짧아도 되는 옷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의류배급소를 시작하면 이웃 교회들을 합세시킬 수도 있다. 의류배급소를 운영 못하는 사람들은
옷을 모으는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한다. 이때 겨울에는 여름옷을 내놓지 말아야 하고고, 여름에 겨울옷을
내놓지 말아야한다. 노숙자들에게는 저장해둘 자리도 없고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섬기던 노숙자 교회에서는 의류배급소를 한 방에 차려 놓았었다. 속옷만을 두는 골방도 있었다. 속옷은
새 옷이라야 되므로 백화점에 호소하여 기부를 받았다. 모자랄 때는 구입해야 했다. 속옷을 배급 주는
의도를 이해한 개인들은 속옷을 사서 기부하기를 즐거워하기도 했다. 치수 32부터 58까지 저장해놓고 매
3개월마다 속옷 한 벌 씩을 배급하였다. 나는 “여성들의 잃어버린 자존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는 속옷”이라 하며 lingerie theology(속옷신학)라 이름하여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 속옷사역은
흔히 생각하는 사역이 아니므로 여기에 신경 쓰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기원한다(노숙근절 영문판 참조:
www.jeankimhome.com).

위생센터(Hygiene Center)
● 왜 필요한가?
화장실을 필요로 함이 어찌 단지 노숙자들만의 위급이겠는가? 이는 부자, 가난한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위급이다. 그것은 하늘이 지어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요구임에 틀림없다. 나는 신장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 여성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생리적으로 참는 능력이 없다. 어떤 도시는 시
당국이 이동식 화장실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식당이나 백화점도 남루한 옷차림의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도 노숙자들이 들어올까 봐 문을 잠가놓고 있다. 그렇다면
노숙자들은 어디에서 볼 일을 보아야 하는가? 견디다 못한 어떤 노숙자들은 공원이나 길에서 볼 일을
본다. 이때 법으로 환경오염이라 하여 체포해가거나 벌금형을 받는다.
대부분의 노숙자 응급숙소에는 샤워시설이 되어있지만 없는 곳도 많다. 여러 교회가 교대로 운영하는
교회의 숙소에는 대개 샤워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샤워시설은 노숙자들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사람의 위생관리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에게서 냄새날 때는 자신도 자기를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사람들은
냄새나는 사람을 피한다. 그런 모습으로는 직장에 면접하러갈 수도 없다.
● 사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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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이 현재 교회 안에 있는 화장실을 열면 문제는 해결이다. 교회의 여직원들이 무서워서 아는 사람
외에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은퇴한 자원봉사자들이 교회에 나와 카드놀이하며 교회를 지키는
것도 교회에 할 수 있는 큰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물파이프가 이미 들어와 있는 화장실 옆에, 혹은
옆방에 자리가 있으면 샤워를 연결하는 일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도 아니다. 뉴욕 Broadway
장로교회가 hunger grant를 받아 그렇게 하여 거기에서 자는 노숙자들에게 샤워를 허용하도록 했다.
Atlanta 시는 시내에 이동식 화장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Atlanta 시내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는 18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화장실과 샤워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
교회는 양문에 그들을 환영하는 문지기를 세워놓고 있었다. Open Door Ministry에도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와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샤워도 할 수 있게 한다. 내가 Open Door 노숙사역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도 서 계시는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노숙자들에게 화장실을 허락함은 곧 주님께 허락하는 일이란 뜻으로 나는 그 그림을
읽었다. 화장실 사역이 그토록 귀한 것인 줄은 나도 예전엔 미처 몰랐었다. 그러므로 노숙자가 많은
도심지에서 교회들이 위생시설을 제공함은 빼놓을 수없는 귀중한 사역이다. 공중 화장실이 없는 도시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교회 문을 열던가 아니면 시정부에 열심히 건의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도 귀중한 사역이 될 것 같다. 내가 사는 시애틀 시내 한복판에도 몇 군데 이동식 화장실이
보인다. 이는 노숙사역을 하는 기관들의 끈질기게 건의한 끝에 시 정부가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극빈자 아동 탁아소(Day Care Center for Poor Children)
● 왜 필요한가?
웰페어를 타는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찾아다녀야하고, 찾으면 일을 나가야하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는
꼼짝 못한다. 이들은 교육이나 직업 기술수준이 낮으므로 주말이나 밤일에 걸리기가 일수이다. 정규적인
탁아소에는 자리가 모자라고, 주말이나 밤에 문을 여는 탁아소는 거의 없으므로 많은 곤란을 겪는다.
그러므로 많은 어머니들은 일자리를 놓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때에 웰페어 사무실에서는 일자리 구하는데 협력을 아니했다하여 웰페어를 끊는다고 한다. 극빈자
아동을 위한 탁아소 부족은 극빈자 어머니들에게는 악몽이다.
우리들은 흔히 그 여자들은 웰페어 타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다, 일하기 싫어 한다는 등 쉽게
비판하지만 전국적으로 아이가 하나 있는 가정에 나라에서 현금으로 주는 도움이 $300 미만이다.
연방정부의 극빈자 이하의 수입이다. 그것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웰페어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수입일 때는 별다른 선택이 없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극빈자 탁아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극빈자 어머니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들뿐 아니라 자녀들을 오늘의
노숙자로, 내일의 극빈자, 불량자로 만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
● 사역방법
교회에서 방을 하나 열어 탁아소를 하면 많은 어린이들과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될 것이다.
어머니들이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조금씩 요금을 내게 할 수도 있다. Columbus,
OH에서 노숙가족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감리교회는 방 하나를 거실처럼 해놓고 자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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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노숙 어린이들이 교육재료를 같이 나누어 사용하도록 한다고 들었다. 집 있는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 모두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방법인가! 교회가 주말과 밤에 운영하는 탁아소를 하면 극빈자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유료탁아소를 운영하는 어떤 교회는 극빈자 아이들이 장학금으로
탁아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역도 보았다.
극빈자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 탁아소를 돕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그 어머니들은 부모
재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일은 어려울지
모르겠다. 아동교육에 대한 상식이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역이 단지 탁아소로 끝일 것이 아니라 그 아동들을 수없이 안아줄 것과 말로 “좋은
아이”라고 많이 말해주어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속에 자라도록 키워줄 것을 당부한다. 자신이
좋은 사람임을 알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훗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시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동들을 데리고 노래를 많이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자기들 가정은 빈곤하고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영혼의 기쁨과 치유를 경험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이 교회탁아소에서 받는 사랑을 통해
부모들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대하게 될 것이니 전도가 되는 것이다.

노숙자 낮 쉼터(day center for the homeless)
● 왜 필요한가?
노숙자들은 아침 일찍(7‐8시) 임시 응급숙소를 나서면 갈 데가 없다. 자기 집이 없고 가서 앉을 곳이
없다는 것, 정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는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가는
일이다. 공원에 가서 앉던지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끌려 다니든지 한다. 여러 도시에 그들이 낮에 가서
앉아 쉴 수 있는 쉼터가 있기는 한데 노숙자수에 비해 너무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그리고 있다할지라도
많은 노숙자들이 함께 한곳에서 하루 종일을 지나기 때문에 병도 서로에게 옮겨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한자리에 장시간동안 앉아서 자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앉을 수도 없다.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다. 저녁 5시경 임시숙소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갈 곳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낮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기위해서도 노숙자들의 낮 쉼터가 절대로
필요하다.
● 사역방법
교회가 방 하나를 열어 Day Drop In Center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자를 많이 놓고 간단하게
그들이 할 일을 ‐ 독서, 바느질, 게임, 뜨개질, 그림그리기 등 - 준비해 놓으면 하루를 즐긴다. 화장실은
물론 있어야하고 샤워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자원 봉사자들이 와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낼 수도 있다. 미용사, 마사지, 바느질 선생 등이 와서 기술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
컴퓨터도 가르칠 수 있다. San Francisco에 있는 Old First Presbyterian Church 교회는 친교실을
열었다. Greensboro, NC에 있는 First Presbyterian Church는 교회가 소유한 집 한 채를 열어 낮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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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90년 초에 이런 쉼터에 일주일에 하루를 근무하는 정신질환자 상담자였다. 정신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오는 사람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다.
점심때에는 준비해간 밥통에다 밥을 짓고 더운 요리를 하나해서 즐겁게 먹이곤 했다. 이것은 나의 의무가
아니었지만 그들을 즐겁게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 같아서 그리한 것이다. 나의 밥이
없었으면 어떤 그룹이 가져오는 sandwich로 점심을 때웠을 것이다. 나는 노숙자 교회를 하면서 주일에
낮 쉼터사역을 운영해 본적이 있다. 당시 시애틀 시내에 주일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고,
그들이 길에서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약 일 년 동안 운영했었다. 교회들이 가져오는 식사를 대접하고,
NOW(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와주기도
했다. 낮잠 자는 곳을 마련해 놓고 차례로 잠을 2시간씩 자도록 했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라 자고 깨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퍽 어려웠던 일을 기억한다. 담배는 밖에서 피우라고
했었다. 음료수와 커피는 항상 있어야 하는 품목이었다. 아침 8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았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회가 주위의 다른 교회들을 합세시켜 일을 나누어 맡으면 한
교회가 다 하지 않아도 수월하게 해갈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 학교같이 운영할 수도 있다.

방과 후 아동사역(After School Program)
● 왜 필요한가?
경찰들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 아동들에게 가장 위험하고 청소년 범죄가 높은 시간은 깊은 밤중이 아니라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어른들이 집에 안 계신 동안이라고 한다. 이 시간이 범죄하는데 최상의
시간(Prime time, Crime time)이고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에도 최상의 시간(Prime time)이라고
한다. 정규탁아소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극빈자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가 모자라 방과 후
부모들이 귀가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극빈자 아동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이어린 극빈자 아동들을 위한 사역이 먼 장래까지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그 아동들이 자라 글을 읽을 수 있고, 중등학교에 등록되고, 직장을 가질 가능성을 보이므로
해서 27년 후에, 투자한 $1.00 마다 $7.00을 저축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웰페어에 의존하거나, 범법행위로 체포되거나 범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귀가할 때까지 아동들이 안전한 곳에서 정서적으로
교육과 훈계와 후원을 받는 일이 그 아동들의 장래는 물론 전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 사역방법
극빈자 아동들이 방과 후에 올 수 있도록 교회들이 방 하나를 열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교회에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자들, 은퇴한 봉사자들이 많으므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볼 수 있다.
교회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까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극빈자, 노숙자 아동들의
학교공부(숙제)를 지도해주고, 교회찬양을 가르치고, 인격과 신앙형성에 도움을 주고 사랑해 주면서
그들이 건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교회가 혼자하기가 벅차면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할 수도 있다. 또한 아동들의 학교와도 협력관계 안에서 사역할 수 있다.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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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뽑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의 가정형편과 아동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회의 이러한 봉사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들었다.

C.노숙사역의 예들
한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노숙 사역들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의류, 급식제공 등을 하는 분들은 더러 있으나 이사회 조직이 있고,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 연방 세무서의 세금공제 허락(501(c))을 받고, 명실공이 정식기관으로 발족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인들이 지도자가 되어 섬기고 있는 다음의 기관들을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가
빠지게 되는 사역이 있으면 사과를 드린다.
● 워싱턴 DC의 할렘이라고 불리는 빈민촌의 평화나눔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최상진 목사
지도하에 예배, 급식, 교육, 의료, 농장사역 등을 통해 그리고 한인들의 봉사와 사랑을 통해 한흑, 한미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사역이다. 이 사역은 그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워싱턴중앙장로교회는 집 한 채를 사서 아무런 비용 없이 평화나눔공동체의 노숙사역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고 한다. 그 사역이 그 지역에 들어와 사랑을 나눈 후부터 한인들을 살해하는 일이 끝났다고
전한다.
● Chicago의 기도의집노숙자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김광수 목사의 섬김과 인도 하에 미국인
노숙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새롭게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과
새로운 생을 되찾는 사역이다. 이 사역도 한인교회들, 특히 시카고의 한미장로교회의 전적인 후원과
중서부노회의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 New Haven, CT의 아가페노숙자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헌신적인 유은주 선교사와 이사님들의
지도와 자원봉사로 미국인 노숙자 형제자매들을 섬긴다. 예배, 기도,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재생하고
직업과 집을 얻어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하는,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고 한인이 중심이 되어 섬기는
사역이다. New Haven과 Hartford 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본
사역은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의 균형을 맞추어 진행되는 한인들의 사역이다.
● LA의 거리선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김수철 목사, 박영빈 목사, 이은주 전도사의 지도하에 빈곤과
노숙에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까지 겸해 고통 하는 한인 홈리스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가정과 형제가
되어주고 자활센터를 세워 재생의 길에 오르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LA는 다른 도시와 달리 한인
노숙자가 많다고 한다. 매일 아침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아침식사를 나누고 있다.
이 사역도 LA지역의 한인교회들의 전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LA의 울타리선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주옥 목사의 불굴의 노력으로 한인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실망하고 집 읽은 한인 청소년들을 아동보호국에서 위탁받아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어미가
되어주고 가정이 되어준다. 한국으로 말하면 고아원에 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결혼한 후에도
울타리선교회는 그들의 친정이다. 그 사역에다 거리에 나가 미국인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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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 보람 있는 사역은 한인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 워싱턴주 노숙자를 위한 한미기독인연합(Washington State Korean-American Christian Coalition
for the Homeless - WA KACCH)은 이 나라의 저소득 주택난이 빚어낸 노숙이란 위기에 반응하고자
워싱턴주의 뜻있는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2006년 10월에 설립한 어린 기관이다. 이 사역은
주님과 미국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형제자매들이 노숙의 악몽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돕고 있다.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31가정/개인에게 아파트를 얻어 정착시켰다. 이 사역은
전적으로 한인교회들과 개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인 노숙자는 없다. 본 기관은
지역사회의 노숙사역 기관들과 동역하고 있다. 그들은 이사 들어갈 준비를 완료했고, 첫 달치 집세와
deposit이 필요한 노숙자들을 WA KACCH에 추천하고 입주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후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하에 이 기관은 집세를 지불해주어 입주시킨다.

그 외 몇 가지 사역의 예들(내가 방문한 수백 개 사역 중에서)
San Francisco, CA에 있는 Old First 장로교회에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 “나는 AIDS 환자인데 교회를
페인트해 줄 터이니 잘 곳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교회가 그가 그렇게 문을 두드린 12번째
교회였다 한다. 열한 교회는 모두 그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Old First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자고 하며
쾌히 그를 환영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다고 한다. 나도 그 교회를
방문하여 보았는데 그는 너무도 아름다운 성화를 교회천장에 그려놓았다. 그는 교회 교인이 되었고, 그
교회에 머무른 지 9개월 만에 죽었다고 했다.
Seattle에 있는 Lake Burien Pres. Church는 교회 한쪽 편을 모두 열어 침실, 거실, 식당,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노숙여성들을 위한 Hospitality House를 운영하고 있다. 교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재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밤 먹이고 재운다. 그런데 이 사역은 그 지역의 11개의 다른 교회들과 합동으로 하는
사역이다.
Greensboro, NC에 있는 New Creation 장로교회는 아예 교회당 소유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장로교 지하
친교실을 빌려 예배드리면서 온 교인이 십일조 이상을 헌금해서 그 돈으로 집터를 사서 집 없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해 장기 shelter를 지어 돕고 있다.
시애틀 시내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는 교회 한편을 내 주어 남자 노숙자들이 2년까지 살 수 있는
임시주택(New Light Community)을 지어서 돕고 있다. 그들 가운데는 십만 불대의 연봉을 받던 유능한
건축가도 있었다. 그는 집짓는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고,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다가
약물중독자가 되었다. 결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먹고 그 옆에서 자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지금은 New Light Community의
책임자로 약물중독으로 길에서 걸신하는 동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
어떤 교회들은 컴퓨터 훈련 등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노숙근절을 향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내가 방문한
수백의 노숙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 사역은 거의가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특히 위에 열거한 한인들이 섬기는 사역들은 전적으로 한인 교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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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 진 빚을 이렇게 갚아 가는 교포 교회들이 있다하니 하늘도
감격할 일이다.

결론
지금까지 한인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사역 몇 가지를 소개했다. 결론으로 나는 다음의 몇 가지로
한인교회를 격려하고자 한다. 한인교회는 지역선교에 눈을 크게 떠야한다. 한인교회는 세계선교에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이라 한다. 그러나 지역선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다. 렘 29:7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원수인 바벨론의 평안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있다면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빌라고 했다. 주님께서도 현지의 가난한 이들부터 돌보셨고, 행 1:8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라고 하셨다.
한인교회는 미국에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다. 우리들이 유럽이나, 중동, 남미 심지어 우리 조국에 간들
누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우리들은 미국에 많은 축복을 빚졌으니 미국의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창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면서 복의
근원되라하셨고, 신명기 15:4-8에서도 가나안에 이민 가는 이스라엘에게 복의 근원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도 그가 사신 사회의 문화, 종교, 풍습이 금하는 불결한 사람들, 병자, 나환자, 불구자,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조건적 사랑, 자비와 용서, 소망과
구원이 담겨있어서 전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혜택이 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례25:23; 시 24:1)이다. 그리고 잠 14:31에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의 근원이
되어야한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의 반은 남의 몫이거나 하나님의
몫이란다. 성 Augustine은 잉여재산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유한 것이니 궁핍한 자가 필요한
것을 자신의 잉여분에서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말하자면 원래 하나님 것이고 그들의 것이었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란 말이다. Columbia 신학교의 Brueggemann 교수도 “정의를 행하려면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얼마가 남의 것인가를 가려내어 돌려주라”고 했다. 이 말은 곧 부자는 가난한 이에게 복의
근원이고, 유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고, 재주 있는 사람은 무재주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고, 건강한 사람은 병자에게 복의 근원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불신자에게 복의 근원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서울의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만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잘사는 길이 아니라 만복이 내게서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들을 돕는 일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일인데 이는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교회는 복의 근원이니 그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고 그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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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복의 근원된 대가는 매우 크다. 우리가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축복하신다. 잠 19:17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 주신다"고 했다. 남을 축복하면 반드시 그 축복은 내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복은 남에게 주면 줄수록 줄지 않고 더 많아 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서 자꾸 채워주지 아니하시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한 의과 대학생과 우유 한 병의 이야기가 있다. 어떤 가난한 의과 대학생이 자신의 학비 조달을 위해
자기가 아껴오던 몇 권의 책을 들고 고서를 파는 책방으로 가던 중 어느 조그마한 농가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 학생은 다리도 아프고 시장하기도 해서 무엇을 좀 요기하기 위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주인을
찾았다. 그 집에는 어른은 안계시고 어린 소녀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 학생은 그 소녀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 소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 한 병을 가지고 나와 그 학생에게 주면서 "이 우유는
어머니가 나에게 점심 때 먹으라고 주신 것인데 아저씨에게 드립니다" 했다. 그 학생은 소녀의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동하면서 그 우유를 마시고 그 집주소와 그 소녀와 그의 어머니 이름을 자세히 적어
두었다.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의과 대학생은 의사가 되어 어느 대학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그의 딸 안내를 받아 그 병원에 입원해 매우 중요한 수술을 잘 끝내고 퇴원하게
되었다. 그 여인의 딸이 계산서를 받아왔을 때 계산서에는 액수가 적혀있지 않고 대신 "그때 그 따뜻한
우유 한 병이 어머님의 치료비를 대신했다"고 적혀 있었다. 입원한 여인은 우유한잔을 주었던 소녀의
어머니였고 수술을 담당한 주치의는 그 때 그 의과대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남에게 나누어 준 복이 몇
백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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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목사(Rev. Dr. Jean Kim)의 약력
학력
* San Francisco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 2005년
* St. Louis 대학 사회사업 석사 - 1977년
* Fuller 신학대학 대학원 수학 - 1987년
* 한국 신학대학 신학사 - 1959년
* 단국대학 영문 학사 - 1960년
*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1955년

경력
* Director와 이사 -Presbyterian Network to End Homelessness - 5년
* 미국장로교총회 기아(Hunger) 프로그램, 노숙문제 담당목사, 순회설교 - 4년
* 미국장로교 총회 여성 목회 부, 노숙문제 담당 목사: 순회설교 – 2년
* 시애틀, 막달라 마리아 노숙여성 교회 개척과 사역 - 7년
* 시애틀, 워싱턴 주립대학 외국학생 목회 개척과 사역 -7년
* 시애틀, Harborview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입원실/왜래) social worker/case manager -10년
* 시애틀, 한인 생활상담소 창립멤버, 상담역 –3년
* 시애틀, 장로교 상담센터 상담역 - 2년
* Day Treatment Coordinator, St. Clair County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East St. Louis, IL, - 2년
* Good Samaritan Home for the Aged의 사회사업가(St. Louis, MO) -3년
* 서울- Care-Korea의 경리 담당과 나환자촌 담당 사회사업가 - 5년

봉사와 Membership (과거와 현재)
* Synod of Alaska NW 산하 5 노회의 노숙근절 연합의 자원 고문.
* Northwest Regional Network to End Homelessness 의 회장
* 미국장로교 노숙사역연합 자금담당 이사 4년
* 미국 노숙자 한인선교 협의회 회장 -2년
* 워싱턴주 주지사 노숙문제 자문위원회 위원 – 6년
* 워싱턴주 노숙자 한미기독인 연합의 선교 담당 이사
* 시애틀 초종파 노숙문제 위원회 위원
* 북미주 한신동문회 2005년도 회장
* 시애틀 교회여성연합회 이사
* Synod of Alaska Northwest Peacemaking Committee 의 이사
* 시애틀 미국 교회 협의회 아세아/태평양 분과 위원회 위원

96
* 미국장로교 시애틀 노회 사회문제분과 위원
* 미국장로교 시애틀 노회 목회 위원회 위원
* 시애틀 미국 교회 협의회 이사/실행위원
* 미국장로교 총회 Women Employed By the Church 분과 위원
* 미국 노숙연합회 회원
* 미국 저소득주택연합회 회원

저서:
Jean Kim Says, End Homelessness(영문판 - 미국 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 출판). 십자가를 심으라(미국장로교 전국 한인교회
협의회와 미국장로교 총회 한미 목회 실 공동출판). 노숙문제에 대한 신구약 연구, 노숙의 근본원인, 정책 변경을 위한 Manual 등
수많은 자료와 기사를 남기다.

비디오: Jean Kim Says, End Homelessness (미국 장로교 총회 기아프로그램 제작).
상:

미국장로교 총회의 "믿음의 여성" 상, UN 시애틀 지부의 "인권"상, International Examiner 신문의 "지역사회 목소리"상,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포장"상, 이화여고의 "이화를 빛낸 사람들”상 등을 비롯하여 17개의 사회봉사상을 수상함.
김진숙 목사는 미국장로교(PC USA) 은퇴 목사로 미국장로교 시애틀 노회 소속이다. 그는 워싱턴주 공인 사회사업가와 정신질환
상담자로, 가정폭력/성폭력 세미나와, 노숙근절 강연/설교/세미나/훈련/사역조직/ 워크샵 강사로 활약하다.

위의 그림는 김진숙 목사가
막달라 마리야 노숙여성 교회로부터 은퇴 식 하던 날
그의 사역을 표현하기 위해 은퇴 선물로 그린 의미 깊은 만화이다
김 목사가 물위로 노숙여성이 가득히 탄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의 만화이다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노숙 자 여성들 틈에 함께 앉아 계신다.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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