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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The Jean Kim Foundation for the Homeles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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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on of Jean’s publication 
Fund- Raising 

 
Theme: Break the chain of poverty through Education  

September 16, 2017. 6:00 – 8:00 p.m. 
                    At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제 2 주년 홈리스를 위한 교육 

“보랏빛희망” 출판기념회 및 모금의 밤 

주제: 교육으로 빈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주최: 김진숙 목사의 홈리스교육재단 

 

  2017 년 9 월 16 일 

 한인연합장로교회 (에드몬즈)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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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ee Rep. Sharon Domiko Santos   사회: 국회의원 쉐론도미꼬 산토스  
 

5:30 p.m. 6:00 p.m. All guests sign in guest book and enter the fellowship hall. 친교실 입장 
 
6: 15 p.m.  Banquet starts: Prayer: Rev. Hallack Greider, Pastor of the Maplewood Presbyterian Church. 
기도: 메이풀장로교회 할렠 그라이더 목사 
 

6: 30 p.m. Introduction of Dignitaries: Rep. Sharon Domiko Santos 고위인사 소개  
 

 
PART ONE: CONGRATORY ADDRESS: 제 1 부: 축사 

6:35 p.m.     

1. ADDRESS from Honorable Nicola Smith, Lynnwood City Mayor 
 니콜라 스미스( 린우드 시장) 

Lynnwood’s Community Vision is to be a regional model for sustainable, 
vibrant community with engaged citizens and an accountable government. This 
vision applies to all members of our community. 
 
The City of Lynnwood has made a strong commitment to support and address 
the needs of our underserved community members. This includes lower income 
residents, the homeless, seniors, veterans, victims of abuse, youth and other 
such groups. 
 
For the past year and a half, we’ve partnered with the YWCA to fund a 
homeless engagement liaison who is working closely with our Police 
Department and our Community Paramedic. We are the first city in Snohomish 
County to have a Human Services Commission, and we have a new Diversity, 
Equity & Inclusion Commission that is working towards identifying barriers 
that exist in our community. 
 
As someone that has spent most of my career in education, I know that many, 

many students face difficult barriers in continuing their education. Poverty and homelessness are two barriers that, at 
times, can feel like an endless struggle. 
 
We are so fortunate to have Reverend Jean Kim and her dedication to breaking the cycle of poverty. One student at a 
time, the Jean Kim Foundation for the Homeless Education, and its supporters, and Lynnwood as your partner, are 
making a difference together in our community, encouraging, empowering and supporting students as they break 
through barriers to create a better future. 
 
We are very happy to be a partner with the Jean Kim Foundation in the facilitation and approving of the tent village 
located at Good Shepherd Baptist Church which is allowing five students to live in a safer environment while going to 
Edmonds Community College.  
 
Thank you, Reverend Kim, for all that you have done, and for everything you will continue to do for our community.  
It is my sincere wish that our community comes together this evening to support you and your mission of ending 
homelessness and breaking the cycle of poverty. Thank you. 

 

니콜라 스미스 린우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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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우드시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높이고 생둥감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사회참여와 

정부정책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성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린우드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야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컨대, 저소득층, 

홈리스, 노인들, 재향군인, 성적 피해자, 버림받은 청소년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1년반 동안 우리는 

YWCA 와 협조하여 시 경찰국과 응급치료본부와 긴밀히 연계해서 재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스노미쉬 카운티에서는 처음으로 Human Services Commission 기관을 세웠으며,  우리사회의 인종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Diversity, Equity & Inclusion Commission 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과거 교육종사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벽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난과 집없는 환경은 우리가 싸워야할 어려운 두 가지 

장벽입니다.   

 

가난의 굴레와 맞서 싸우고 있는 김진숙목사가 우리커뮤니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시는 행운입니다. 김진숙 목사의 홈리스 교육재단과 후원자들, 린우드시가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어, 한 번에 한 학생씩, 그들의 더 나은 앞날을 향해 장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도와주며, 또한 

격려하며,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함으로써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김진숙 교육재단과 파트너가 되어 선한목자침례교회가 교회 뒷마당에 천막촌의 

승인과 절차를 도와주어 다섯 명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 거주하며 에드몬즈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닐 수 있게 해 준 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목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 또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하실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 커뮤니티가 힘을 함께 모아 집없는 사람들과 또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김목사님과 교육재단의 노력에 모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 ADDRESS from the Hon. Dr. Jean Hernandez, President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Lynnwood. 진 허난대즈 박사 (에드몬즈 커큐니티 칼리지 학장) 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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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thank Rev. Dr. Jean Kim for her visionary leadership and personal commitment to end homelessness in 
our community.  We are so blessed to have someone with her dedication to bettering the lives of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or are experiencing homelessness.  Edmonds Community College is proud to be a partner with Jean Kim 

Foundation for Homeless Education in welcoming homeless individuals to our college. 
As an educator for over 36 years, I am a strong advocate of education as a 
means of creating a better live.  However, not all education is created equal.  
At the community college level, where I currently work, many of our two-year 
degrees will provide a person with living wage and future growth earnings.  A 

number of years ago, the Community College Research Center at Columbia 
University found that to have a living wage, a person needed to have at least 
one year of college, preferably resulting in a one-year workforce certificate. 
Let me talk a little about…  

Educational Attainment in Snohomish County 
Jobs requiring a higher education degree or workforce credential are increasing; 
to meet this demand more students who are low-income, first generation, 
and/or immigrants must enter the college pipeline and increase completion 

rates. As funding has become scarcer, enrollment in adult education and ESL has declined. 

Industry Growth 
In Snohomish County, Manufacturing jobs are leading the recovery with employment gains in: 
• Manufacturing (+3,900),  
•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800),  
• Leisure and hospitality (+800), 
•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400), and  
• Trad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300). 

 

Manufacturing represents 23% of the county’s employment, followed by Trad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17%), 
Government (15%),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11%). 

For students who graduate with an associate’s degree as their highest credential their starting salaries can range from 
$30,000 to $60,000 per year depending on what field they pursue.  For example, a two-year business degree working in 
the retail industry as an entry level manager may pay around $35,000-45,000 per year.  While a person repairing 
composite materials in the aerospace industry might earn $50,000 to $60,000 per year.  
 

I share with you this information to explain that if our homeless population can receive the financial, emotional, and 
personal support services that they need so that they can feel confident and comfortable attending college, you have 
made a huge difference in their lives.  We are here this evening because we need each and every one of us to donate to 

this wonderful cause of ending homelessness in our county and transforming lives.  The lives you help through the work 
of Pastor Kim and her Foundation will impact not only these individuals, but also their future generations.  Please join 
me in making a difference in our Snohomish County.  Thank you. 

진 허난데즈 박사(에드머드 커뮤니티칼리지 학장)의 축사  
 

우리 커뮤니티에서 안고있는 홈리스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진숙 목사님의   

리더쉽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홈리스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김목사님이 우리 커뮤니티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축복받은 일입니다. 에드몬즈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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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는 김진숙 목사의 홈리스 교육재단과 파트너로서 홈리스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36년간 교육계에 몸담은 저로서는 교육이 보다 나은 삶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다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커뮤니티 칼리지 수준에서는, 2년제 학위 과정 안에서 여러 

분야가 생계보장을 마련하게 해 줄 수 있고, 미래에 수입을 증가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컬럼비아대학에서 조사한 초급대학에 대한 연구팀에 의하면, 생계보장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적어도 1 년의 대학 수업과 1 년제 직업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Snohomish County에서의 교육적 성취 

• 더 높은 교육과 직업분야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 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이민 1 세대 포함 이민자들에게 대학교육 수혜 기회를 

주고 졸업률을 늘려야 합니다. 

• 기금이 줄면서 성인교육과 ESL 등록이 줄어들었습니다. 
 

산업 성장 

스노미쉬 카운티에서는 제조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고 산업별 고용 증가 수치는: 

• 제조업 (+3,900) 

• 전문분야와 영업분야의 써비스업(+800) 

• 휴가 숙박업(+800) 

• 교육과 건강분야 서비스업(+400), 그리고 

• 업종별 수송과 운송업(+300) 
 

제조업이 카운티의 고용의 23%를 차지하고 있고, 수송 운송업(17%), 정부직(15%), 교육과 

건강분야 서비스(11%) 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초급대학의 학위를 갖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경우 분야에 따라 임금이 1 년에 30,000 불 내지 

60,000 불에 이릅니다. 예를들면 2 년제 경영학분야 학위를 갖고 소매업계에 초급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면 1 년에 35,000 불 내지 45,000 불의 수입이 있게 됩니다. 한 편 항공산업 분야에서 

합성재재를 수리하는 사람은 1 년에 50,000 불 내지 60,000 불의 수입을 벌  수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런 정보를 나누는 이유는, 홈리스들이 필요로하는 재정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생활적으로 도움을 받아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혼란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크게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홈리스들의 집없는 환경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김목사님과 그 재단을 통해 홈리스 교육사업을 돕는 일은 그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래 

까지를 돕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노미쉬 카운티의 이런 발전된 변화를 위해 

동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Address from the Hon. Rev. M. Christopher Boyer. 

Pastor, Good Shepherd Baptist Church/Lynnwood City Council member 

(아래의 번역문을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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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honored to speak in support of the Jean Kim Foundation this evening.  

As our Master of Ceremonies just indicated, I am the pastor of Good 
Shepherd Baptist Church in Lynnwood and also a member of the Lynnwood 
City Council.  I was called to Good Shepherd in 2005, primarily as a result 
of the congregation’s commitment to address issues of affordable housing 
and homelessness.  Although those had never been focuses of my previous 

ministry, the congregation chose to call me because of my experience in 
running non-profit ministries.  The congregation’s mission quickly became 
my own.  I ran unsuccessfully for City Council in 2007 and applied to fill an 
unexpired term in 2012 in large part so that I could extend the mission of 

Good Shepherd Baptist Church toward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by raising the issue as one the City Council 
and the City government as a whole should be addressing. 

 
As I grew more aware of the issue, it was not long before I became aware of the work of Rev. Dr. Jean Kim.  Jean’s 
dedication to alleviating the plight of those experiencing homelessness has given her a clout in our region far beyond 

her physical stature or that to be expected from a clergy woman of foreign birth who had far outstripped the normal 
age of retirement.  Jean has never let herself be defined by the categories of our dominant culture.  Instead, she has 
faithfully answered the call of Jesus, whose Spirit still calls on his followers to feed the hungry, clothe the naked, 
and house the homeless. 

 

Partnering with someone who has laser-like focus on one issue combined with seemingly inexhaustible energy can 
be daunting.  Sometimes, I have to remind Rev. Dr. Kim that as a pastor and as a city councilmember, there are 
many competing issues and concerns to which I have to pay attention.  But even though we do not always agree on 
exactly what path or timeline to take, I am so grateful to Jean for continuing to challenge my assumptions and for 
calling me to account before God.  She is a true leader in our community, in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 and 

among the people of God.  I am proud to be her associate and I hope that, when the time comes to pull out our 
checkbooks, you will all join me in supporting this remarkable woman and the powerful work she is doing.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선한 목자 침례교회의 크리스 보이어 목사의 축사  
 
저는 오늘저녁에 김진숙 재단을 위해 축사를 하게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가  

소개한 내용대로 저는 린우드의 선한목자 침례교회 목사이고, 린우드 시의원이기도 합니다. 

선한목자 침례교회가 저소득주택과 홈리스들에게 관심이 큰 관계로 저는 2005 년 그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이전까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비영리사역의 

제 경험때문에 교회는 저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 침례교회의 사역이 곧 저의 사역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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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습니다. 저는 2007 년에 시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012 년에는 임기가 남아있던 

시의원자리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홈리스 문제를 시의회에  상정시키고 또한 시정부 자체가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함으로 해서 선한목자 침례교회의 홈리스선교 사역을를 확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홈리스 문제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있을 즈음 얼마되지 않아  김진숙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김목사의 헌신은 자신의 작은 체구와 이미 은퇴할 

나이를 훨씬 넘어선 소수민족 여목사로서는 기대하기조차 어려웠던 큰 영향력을 이 지대에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목사는 미국 문화에서 생각하고 있는 잣대로 자신이 정의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목사는 예수의 부름에 충실히 응답했고, 예수의 성령은  굶주린자를 

먹이고, 벗은자를 입히고, 집없는 사람들을 맞아드리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레이저의 빛과 같이 한 가지 사업에 철저하게 몰두하고,  지칠줄 모르는 에너지를 나타내 보이는 

그녀와 함께 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또한 시의원으로서 저에게는 해결해야할 

여러가지 문제들과 관심사들이 많다고 김목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역의 방향과 목표로 정한 

시한(lifetime)은 항상 저와 일치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업들에 

과감히 도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책임있게 일하도록 저를 일깨워주는 김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목사는 우리 지역사회, 미국장로교 교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정성 있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김목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표책(Check)을 꺼낼 시간이 오면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이 비범한 여성과 그가 하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해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4. ENTERTAINMENT: Asian Cultural Dancers 특별연주 

6:40 p.m. – Morning Star: Drum dance and string instrument play.  

Director: Ms. Sin Ae Cheh. 샛별예술단의 장고춤과 가야금 연주 (최신애 원장) 

 
 
 
7: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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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TWO: 제 2 부 
 

1. Remarks on “Hope in Color Purple” (Jean’s autobiography in Korean):  
Rev. Deuksil Jung, Executive Director of the Nest Mission “보랏빛 희망” 에 

대한 정득실 목사의 축사 (아래의 번역문을 보세요) 
Congratulations Rev. Jean on the publication of your autobiography, “Hope in 
Color Purple” in Korean! I am one of those who wrote foreword in her book. I 
have had the privilege of knowing Jean for the last 19 years and have worked with 
her for the last 11 years. During the past 2 years, she has reminded me of St. Paul 

in the final stage of his life and ministry. “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2 Tim. 4:6,7. NIV).” I believe Paul’s 
confession describes the fight she has fought for the homeless people.  
 
Jean’s aging and worn-out body goes out throughout the week to do outreach at 

free meal sites in our community. She does not only meet homeless people there but she also motivates, encourages 
and urges them to pursue college education and job training which will eventually leading them to break the chains of 
poverty. Once they decide to go to college, she brings college faculty members to a local library to help them apply for 

Federal Student Aid and enroll to different colleges. She travels with them to the colleges to help them consult with 
academic advisers for guidance in choosing their future direction. She then offers intensive case management services 
which include ongoing follow ups, arranging tutors, crisis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order to prevent drop outs, 
boost their academic success and help maintain their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she engages them, according to 
their needs, with other support services such as college counseling and emergency services, second entry program, 

worksource, community vocational training, mental health services, social services, substance treatment and AA and 
NA and many more. In addition, she has provided tent villages for some of the homeless students with the help from 
leaders of local church and communities so that they can focus on their studies. No one can follow or match the energy 
and compassion she has for the homeless.  
Many people ask how such enormous energy and compassion comes from a person of such small stature like Rev. Jean. 

They also wonder how she empties and sacrifices herself to share with and serve the homeless people.  You can find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her book, “Hope in Color Purple.”   
 
Rev. Jean is a wounded healer. In her book, she pours out many of her personal stories. Her 82 years of life filled with 
snares, toils and despair includes her life under Japanese occupation, life under an oppressive communist 
regime, escape, exile in the Korean War, and immigration to the US. She shares how she survived those times, and how 
she came to love and serve her neighbors living on the streets. Reading her story, I found myself weeping, laughing, 
and longing for the way of the Cross, Via Dolorosa, and I am inspired to do something for these people. Now the journey 

Rev. Jean has traveled has become a shelter and refuge for me and those around me.  I think her life journey with Jesus 
and with the underprivileged around us is one of the best inheritances for the young generations to come. I pray that 
more people read her book and get motivated and challenged for the journey of their own lives. Thank you. 

 

자서전 “보랏빛 희망”에 대한 정득실 목사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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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님의 자서전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책에 추천사를 쓴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19년전 목사님을 처음 만나 그후 둥지선교회를 세워 11 년간 함께 사역했고 

최근에는 김진숙 홈리스 교육 사역을 통해 목사님을 가까이서 알아오는 특권을 누려 왔습니다. 

최근 2 년간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들어 저는 사역 말기의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딤후 4:6-7). 지난 2년 동안 목사님은 병든 

노구를 이끄시고 날마다 홈리스 사역 기관을 찾아가 홈리스들을 만나셨습니다. 단순히 나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홈리스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 직업훈련과 초급대학 진학을 

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홈리스들을 데리고 대학 담당자를 만나 상담, 진로 결정, 

원서제출에서 연방정부 재정지원, 입학 및 학업진행, 낙오하지 않도록 과외지도, 끊임없는 격려와 

물심양면의 각종 지원 등 쉼없이 홈리스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자고 

학교생활을 하는 홈리스들을 위해 지역교회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텐트촌(Shepher’d Village)을 

세워 학업에 전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에 대한 목사님의 애정과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조그맣고 연약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와 열정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홈리스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목사님이 쓰신 이 책, ‘보랏빛 희망’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본서에서 목사님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 

놓으십니다. 시기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이북 공산주의 치하와 이남으로의 피난과 

한국전쟁과 이민생활로 이어지는, 지역적으로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지난 82년 

삶의 애환과 질고를 남김없이 들려주십니다. 그 험한 삶의 여정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 땅의 가장 어렵고 가엾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십니다.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울고 웃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고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목사님이 걸어 오신 그 

길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평소 

손주손녀들에게 자신의 삶을 글로 남겨주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 역시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과 사역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가는게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이 걸어오신 

발자취는 오는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서전이 

나와 늘상 듣던 이야기들을 글로 읽으니 감회가 남다르고 이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본서를 읽고 깊은 감동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2. Remark on “People in Purple” (CD) - Mr. Ted Haase, 
 Student Financial Services Coordinator, Seattle Pacific University.  아래의 번역문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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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목사의 “보랏빛 사람들” CD 에 대한 축사 – 테드 헷스(시애틀 페시픽 대학, 학생 

재정서비스 코디네이터)  

Good evening, and thank you for coming tonight. 
I encourage you to listen to these brief lessons on Pastor Jean’s 3 CDs titled “People 

in Purple” on serving our homeless friends.  I have listened to these several times.  
On these you will hear love, passion, pain and joy.  You will hear honesty, 
enthusiasm, and a practical hope.  She speaks with energy, with a vitality coming 
from her deep love and commitment.  The information on these CDs is easy to 
follow and very accessible—her thoughts are clear, concrete and practical. 

Do you or a group you belong to need ideas?  You will find them here, as well as 
references to her web site with strategies and resources.  The content on these CDs 
is important and useful information, and is a compelling call to engage in this 

mission of deep love for our homeless friends.  All of us h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make, and these CDs call us 
to action, self-examination and can help move us forward in serving our homeless friends. We are encouraged to be 

human, and share our common humanity by building relationships. 

Some strong suggestions include the need to continually build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with others in this work.  
Our important relationships and partnerships are not only with other people and agencies who are serving the homeless, 
but also with the homeless. We are challenged and invited to see that our homeless neighbors are our partners in this 

mission and we must do the patient work of build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s. 

Pastor Jean gives the listener to these CDs a grounding in our biblical foundation to care for those in need. All people 
are God’s precious children, everybody.  She reminds us of our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scriptures that 
repeatedly emphasize how God wants all people to have a home, to have food, shelter, health care, community, and 
identity.  Our homeless friends also need spiritual nourishment, and the loss of home, food and basic human needs can 

cause a loss of spiritual connection with God and with a community of faith.  We can help.  We are helping by being 
here tonight, and I encourage you to listen to these CDs, especially in a group.  

Thank you for being partners with Jean Kim Foundation for the Homeless Education. 

Thank you for being willing to help serve our homeless neighbors. 

 

 

‘보랏빛사람들’ 강의 CD 에 대한 테드 핫세의 간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랏빛 사람들” 이라는, 홈리스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관한 김진숙 목사의 

강의인 3 개의 CD가 주는 교훈을 한 번 들어보시기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것에서 여러분들은 사랑과 연민과 고통과 기쁨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과 

열성 또한 실제적인 희망을 들을 것입니다. 김진숙 목사는 깊은 사랑과 헌신에서 오는 열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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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게 얘기합니다. 이 CD 에서 얻는 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있고 적용할 수있습니다—그녀의 

생각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십니까?  여기에서 발견하실 수 있고, 

그녀의 website 에는 많은 전략과 가치있는 내용물들 그안에 있습니다.  이 CD 의 내용은 

중요하고도 유용하며,  홈리스 친구들을 깊이 사랑하고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CD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며, 자기성찰하게 

하며 더 나아가 홈리스 친구들을 섬기게 만드는 깨우침까지 줍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자 노력하며, 또 관계를 맺고 인간성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내놓는 강한 제안들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이들과 끊임없이 관계성과 

파트너쉽을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홈리스들을 섬기는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홈리스 자신들과의 관계성과 파트너쉽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홈리스 이웃들을  우리의 파트너로 

초대해 놓고 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인내심을 갖고 참아내어 갈등의 

관계를 극복해 이겨내어 성장시키도록 합시다. 

김진숙 목사는  CD를 듣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하는 성경적 근거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계속 강조되는 것,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정의 중요성, 음식과 집과 자기보살핌과 소속감과 자기정체성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홈리스 친구들은 영적인 영양도 필요합니다. 가정을 잃고, 끼니와 

인간으로서의 기본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신앙공동체들과의 관계성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여기 온 것으로 인하여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CD를 들으시기를, 특히 그룹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입니다. 

김진숙 홈리스교육재단에 동역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홈리스 이웃들을 기꺼이 가까이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PART THREE: TIME TO GIVE: 제 3 부 후원의 시간 
7: 15 p.m. 
 
TESTIMONY: WHY GIVE ?    
 
1. Ms. Christine Frizzell, BS in Accounting. Treasurer. Owner of Eagle Accounting. Registered  

Tax Preparer with 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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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프리젤 여사의 간증 
I am so blessed and proud to be on the board of this organization!  Over the years 
of volunteering in ministry with under resourced people, I have often talked about 
the key to changing circumstances is having a plan and a purpose.  Education 
unlocks so many doors that lead to that plan and purpose. 
 
I began college right out of high school and it took six years for me to complete 
my Bachelor’s degree.  Work, life and finances continued to “get in my way.” 
Often I considered giving up on myself.  I had no one at my side, no one pushing 
or prompting me, no one with finances helping me, no one believing in me.  I was 
extremely excited on my Graduation Day!  I made sure that when it was time for 
my two girls to get an education that I was that someone for them. 
 
Many of the students that this foundation works with also have no one.  Many 
have life circumstances that make education difficult or almost impossible.  Many 
don’t have someone believing in them.  The Jean Kim Foundation is the bridge to 
helping them achieve their plan and their purpose. 
 

Jean asked me to be the Treasurer a number of times before I finally said “yes” and no matter how many times I said I 
was too busy, I continued to watch how she connected with students, how her persistence was making a difference, how 
students were being transformed.  It was impactful to me to see her tenacity and one day, I finally agreed to her request.  
As I looked at the finances of the Foundation I was pleased to see transparency and integrity. 
 
As you know, this Foundation, like everything else in the world, takes money.  With great dreams, comes great need 
and with that need are costs.  Thank you to each of you who have contributed in these last two years.  What you have 
given has changed lives. Tonight, we want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continue to change lives here in Lynnwood, 
in the community where you and I live and work. 
 
One of my most meaningful times with this organization was at the Spring End of Quarter Celebration at Maplewood 
Church in June of this year.  That night as Jean called the name of each student who had completed classes during the 
term; they came forward and accepted a gift card from her and applause from the rest of us.  Later, we lined up for the 
meal and I had the chance to speak with a number of the students.  Each one I talked to had a light in their eyes, held 
themselves a bit taller and had a confidence about them.  We talked about the classes they took, what they learned and 
how that was already changing the way they looked at themselves.  We talked about “next steps” and each of them had 
a hope about them as they spoke about their changed futures. 
 
Over and over again, I had tears down my face, forever grateful to have played a small part in those changed lives.  It 
is with those tears of joy that I ask for your help.  For those who are able, I ask you to give of your time and your talent.  
We have room for tutors, mentors and people to walk beside these students to be the “someone” missing in their lives.  
For those able to give financially, know that each dollar is monitored and well spent on changing people through 
education which not only makes individuals stronger but our community as well.  Please give generously – Thank You 
 

 

크리스틴 프리젤 여사의 간증 
저는 본 교육재단의 이사가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년간 자원이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자원봉사하면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계획과 목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육은 계획과 목적에 맞게 많은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나오자마자 대학에 진학했는데 학사학위를 따는데 6 년이 걸렸습니다. 일과 

생활고와 경제문제는 계속해서 제 앞을 가로막아 포기할까도 자주 생각해 보았습니다.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옆에서 저를 밀고 채찍질해 주는 사람도,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람도, 저를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식날 많이 흥분했었습니다. 저는 내 두 딸들이 교육을 받을 

때가 오면  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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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재단도 학생들에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스들의 생활 환경은 

교육받는 일을 힘들게 혹은 거의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진숙 홈리스교육재단은 그들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고, 다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답할 때까지 김목사는 저에게 재단의 회계를 맡으라고 수차 요청했었습니다. 매번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서도 김목사님이 학생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끊임없는 노력에 학생들이 변화되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계의 직분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합류하여 재단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니 매우 투명하고 진실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운영하는 재단에는 금전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꿈은 위대한 

필요(need)를 동반하고 그 필요의 충족에는 결국 비용이 듭니니다. 지난 2년간 후원하신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학생들의] 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일하고 있는 이 린우드와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다.  
 

본 재단과 저에게 의미심장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6 월  봄 학기를 끝마치는 축하예배가 

메이풀우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목사님은 봄학기를 잘 마친 학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그들은 앞에 나와 김목사에게서 선물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조금 후에 저녁밥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 속에 저도 끼어서 학생 여러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눈 학생 한사람 한사람 모두 눈들이 빛났고,  자신감으로 꽉 찼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택하고 있는 과목과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그 경험들이 학생자신들을 어떻게 

변하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자신들의 상상속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들의 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사역에 미력이나마 보태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도 감사해서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과 기쁨으로 여러분께 저는 도움을 청합니다. 가능하신대로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정교사와 멘토도 필요하고 이들 옆에 서서 함께 걸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한푼 한푼 감사드리며, 교육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잘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강력하게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거듭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Testimony of Kevin Hart, 
 The first graduate with AA degrees in Horticulture from EDCC.   
 

I am Kevin Hart. It has been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getting my 1st college degree in horticulture, but also very 
rewarding. I am very proud to be the first graduate of Jean Kim Foundation. I thank to many of you have assisted 
me in financial, moral, and prayer support, and I want to take a moment to thank you, Rev. Jean Kim and Rev. 
Chris Boyer. I have one more class to attain my second college degree, which is math class. My goal is to go to the 
W.S.U in Everett for organic farming. Math is difficult for me, but with your help I know I can do it, thank you all 
very much. 
 
본 교육사역의 첫 졸업생  ‘캐빈할트’의 간증 
저의 이름은 캐빈하트입니다. 저의 첫번째 학위인 원예학을 초급대학에서 따는데 너무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보람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김목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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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단의 첫 졸업생이 된 것을 저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를 경제적으로, 

도덕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진숙 목사님과 보이어 목사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한 과목만 

더 하면 또 하나의 학위를 따게 되는데, 수학입니다. 저의 꿈과 목적은 에버렛에 있는 웨스턴 

주립대학에 가서 유기농장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이 제게는 힘든 과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해 낼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Testimony of Karlene Vazquezs, a student at NWU in Criminal Justice.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칼리나 바스퀴즈의 간증 

Ladies and Gentlemen,My name is Karlena Vazquez, a student of 
Northwest University. I am coming before you today to convey how the 
JEAN KIM FOUNDATION has impacted my life. I met Dr. Jean Kim, 
one Friday night at the homeless dinner of the Nest Mission in 
Edmonds. It changed my life forever.  Dr. Kim had a booth set up with 
pamphlets explaining how she could help to enhance your education. I 
took a pamphlet with me. It took a very long time to respond to the 
pamphlet.   
 
One day I finally called Dr. Kim and ask her how she could help me. She 
told me that going back to college/university to further my career would 
lift me out of poverty, and lead me into a better paying job and eventually 
to permanent housing.  I explained how I had already received my 
Associates of Arts degree in the Criminal Justice Program from Bellevue 

College in 2012, and I wanted to further my career as a Legal Advocate for battered victims, and that required my 
Bachelor’s Degree.  Dr. Kim went with me to the University to apply, she paid the application fee.  Many nights 
Dr. Kim met me at the Lynnwood Library helping me apply for Student Financial Aid.  
 
she was always by my side through all of it.  Because of her tireless help I got accepted at Northwest University. 
Dr. Kim paid for my first trimester text books. Dr. Kim has taken me under her wing because she wants me to be 
successful. She has taken me out to dinners many times to make sure that I have nourishment. Dr. Kim has set up 
a tent city called Shepherd’s Village. It is a temporary housing for homeless students.  Dr. Kim invited me to live 
in Shepherd’s Village. I lived there for three or four months, until I found permanent housing, August 1, 2017.   

 
By encouragement, and support both financially and emotionally Dr. Kim has challenged, and empowered me. She 
has also mentored me through all my struggles. She has promised to walk with me up to the podium to receive my 
Bachelor’s Degree on my day of graduation. Thank you. 

 

 

노스웨스트 대학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 칼리나 바스퀴즈의 간증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이름은 칼리나 바스퀴즈이고 저는 지금 Northwest University 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김진숙 교유재단이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어떤 금요일 밤, 에드몬즈에서 있었던 둥지선교회의 홈리스들을 위한 

저녁식사때 처음 김진숙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버렸지요. 

 

Dr. Kim 이 그때 부스를 마련해 놨었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팜플렛등이 있었습니다. 전단을 가지고 왔으나 제가 그에게 연락을 취할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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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저는 Dr. Jean Kim 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어떻게 그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는 다시 대학에 돌아가 공부하여 내 경력을 올리는 것이 

저를 빈곤에서 탈출하게 하며, 높은 보수의 일자리를 갖게 하며 안정된 주거지를 확보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12년에 Bellevue 초급대학에서 이미 형법 준학사를 받은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박해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대변자가 되기 원하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하다고 말 했습니다. Dr. Kim은 대학에 지원하러 저와 함께 동행해 주었으며 

지원비를 내 주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학생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일에도 리우두 도서관에서 

여러 날 밤을 저와 만나 도와주었습니다. 

 

김목사님은 이 모든 것을 해 나갈 때에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지치지않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Northwest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박사님은 첫 학기 제 교과서를 사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번 저녁을 사주곤 했습니다. Dr. Kim은 Shepherds Village 라는 

천막촌을 세웠습니다.  그 것은 홈리스 학생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입니다.  Dr. Kim은 저를 거기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3,4 개월 가량을 살다가 드디어 보장된 거주지를 얻어 2017년 

8월 1일 이사했습니다. 

 

격려와 그리고 재정적, 심리적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스스로 할 

수있는 힘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힘든 시기마다 나에게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하는 날, 학사학위를 받기위해 강단에 올라갈 때 그는 저와 함께 걸어 올라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Testimony by Mike Weyerts (EDCC Pharmacy Tech)  
 에드몬즈 초급대학 약학과에서 공부하는 마이크 웨이얼즈의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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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Mike Weyerts, a student at Edmonds Community College studying to be 
a pharmacy technician. I am so happy to be in College.  I am here this evening 
to say how Jean Kim Foundation changed my life:  
 
I have come a long way in the past 2-3 years. I went through a divorce, my 
children live away from me, I lost my job as an LPN, became homeless and 
have battled alcohol. I was very depressed.  
 
Then I met Rev. Jean Kim at Nest Mission’s Friday night dinner at Maplewood 
Presbyterian Church. Until the day I enrolled to EDCC last Spring quarter, she 
walked with me for the whole year meeting me several times a week 
encouraging, supporting as well as challenging and confronting me about my 
alcoholism and frequent relapse. I frustrated and disappointed her a lot. 
However, her persistent love and care about me compelled her to write a 
wonderful supporting letter to the court for my DUI charges. Her 
wholehearted pledge to work with me led the court to deter a year jail term to 

a year probation. I was so grateful. It was grace of God.  
 
While I was in probation she strongly encouraged me to pursue my college education further. So, I followed through 
with my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by her recommendation. Before I knew it, I was already taking 
prerequisites and now I am studying toward a certification of pharmacy technician. She even helped me receive a 
bike, computer and paid some school fees and orca cards and many other little items. I owe a huge thanks to God 
and JK Foundation for changing my life. Thank you very much. 
 

에드몬즈 초급대학 약국기술 공부하는 마이크 웨이얼즈의 간증 
저는 마이크 와이얼츠입니다. Edmonds Community College 에서 약국 기술자가 되기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김진숙교육재단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3년 간은 참으로 저에게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게됬고, 내 자녀들은 

멀리살게되고, LPN(간호 보조사) 으로 일하던 직업마저  잃게되고, 홈리스가 되었으며, 

알콜중독과 씨름하며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Maplewood Presbyterian Church에서, 둥지선교회에서하는 금요일의 

저녁식사 시간에 김진숙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내가 지난 봄에 드몬즈 초급대학에 등록할 

때까지 김목사님은 일주에 몇 번씩 저와 만나며, 저를 격려해주고 알콜중독 문제를 맞서서 싸울 

수있게 도와주며 1 년간을 저와 동행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목사님에게 실망을 많이주고 

힘들게도 하였지요. 그러나 그의 끈질긴 사랑과 저를 향한 정성은 음주운전으로 고소되어 있는 

저를 위해 법정에 저를 옹호하는 훌륭한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저를 돕고, 

함께한다는 약속하에, 자는 1 년간 감옥에 가지 않고 1 년간의 감시 감찰형을 받도록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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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프로베이션을 복역중일 때  김목사님은 저로하여금 대학교육을 더 추구해보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면대로 저는 정부 학생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을  다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약국 기술자의 자격증을 향해서 필요한 

필수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전거와 컴퓨터도 얻게해 주었고, 학교의 

수수료와 버스 승차권 또 다른 소소한 것들의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저는 김진숙 

교육재단이 저의 삶을 변화시켜준 것을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TIME TO GIVE: Ms. Christine Frizzell, Treasurer 
 
The Jean Kim Foundation is a nonprofit 501 C (3) charitable organization. All contributions will be tax-
deductible.  EIN # 47-4595766 (July 28, 2015).  UBI # 603-528-204.   
You may give by cash, checks or pledge using the envelopes on the table. Make check payable Jean Kim 
Foundation. When you need to mail it in use: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Thank you. 
You may pledge in several installments – one, two, three, four, or five installments as you can afford. 
김진숙 홈리스 교육재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세금공제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후원금은 세금공제가 됩니다. 세금공제인가 번호  

47-4595766 후훤금은 현금으로나 수표로나 작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불 위에 놓인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원금을 우송하실 경우에는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작정하실 경우에는 한 번, 아니면 여러번   나누어 보내실 

수 있습니다.  
 
 
 
6. NEST MISSION CHOIR SINGS A COUPLE OF SONGS  
 While pledging and giving.   
 
 특별출현: 둥지선교회의 찬양대의 찬양 
 
 Choir leader: Dr. Sherly Stohs. 

 
 

 

 

 

7:40 p.m.  
 
7. FINAL WORDS of appreciation by Rev. Dr. Jean Kim.    
 Founder and President of the Board of JK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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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is evening. Its so good to see many new 
friends and old time friends I haven’t seen for ages.  I would like to salute to 
every one of you for coming and your ongoing wholehearted support for this 
mission. I also thank God for those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who couldn’t 
come but send in generous contributions.  
 
Wow, your eloquent addresses and testimonies made me feel very humble. 
They sounded like comments that I can only hear at my memorial service!  
Thank you so much.  
  
Our Education Foundation was born out of my 80th birthday gift of $20,000 you 
all chipped in 2 years ago.  For the past two years, unbelievable response 
poured in from our community and student population. And the Progress has 
been beyond imagination. You are the very proof for that. 
 
Last two years, 205 men and women, homeless or struggle in poverty, 
expressed to me their desire to pursue college education. Of 205, total 116 
enrollments to various community colleges or 4-year universities. 116 

enrollments were made by 57 unduplicated students. Of 57, 24 students had never skipped a quarter since they started.  
These number might sound small but considering their numerous unbearable barriers the number is unimaginably high.                             
 
I noticed that we are getting more applicants, less drop outs, and stay longer in colleges toward completion. This Fall 
quarter, I got over 64 candidates and 33 got enrolled in colleges. It is entirely amazing grace of God above and your 
tireless support on earth and variety of support services at community college level and student’s frantic effort. 

 
My students may be poor or homeless but each one has God-given potential and possibility. That’s their wealth. My 
mission is helping them to dig out their potentials and possibilities and use them at their best through education.  
 
Their life seems to be filled by “thousand snails, toils and despair” in their homelessness but they are fighting a good 
fight to overcome them by their bright hope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through education. Therefore, I am totally 
proud of these students. All our students who are here, please rise. We are very proud of you. 
 
I thank Mayor of our City of Lynnwood, council members, and President, many faculty members and staff of different 
colleges who have been working with us.  Without your assistance for our students and your bridging of our ministry 
with your college services our progress won’t nearly what we see today.   

I would like to thank people who made our Shepherd’s Village possible. I had never dreamed to pitch tents on any 
church yard. Since City has many parks I approached Lynnwood City and Mayor Smith advocated and Rev. Boyer who 
has the heart of Good Shepherd like his church name, allowed us to pitch tents on his church yard. I also thank those 
including City Council member George Hurst came in raining wet chilly weather to repair collapsed tents/tarps and 
those who have been sending financial support for our future tiny houses.  All of you deserve our honor and praise.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our board members who all have their own profession but work tirelessly for this mission.  
I express my special appreciation to Rep. Sharon Tomiko Santos, my longtime friend and one of our board members.  

It is our mission together and you all deserve praise and appreciation by patting each other’s back Saying “good job.” 
Let’s give ourselves a huge round of applause.  Your support and love keep me going and empower me to fight the good 
fight. Please continue to walk with me. I will serve until my last ounce of energy goes. Thank you so much.   
 
8:00 p.m. Adjourn – Rep. Sharon Domiko Santos 
 

 

김진숙 목사의 답사 
 
오늘저녁 행사에 오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새 친구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옛 친구들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께 머리숙여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나라 여러도시에서 

참석은 못하셔도 후하게 후원금을 보내오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뜻깊은  축사와 

간증에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축사는 저의 장례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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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재단은 2년전에 여러분이 주신 저의 8 순 생일 선물을 종자돈으로 탄생했습니다. 지난 2년간  

놀라운 반응이 지역사회와 학생들로부터 쏟아저 들어와 우리 사역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이십니다. 

 

지난 2년간 205명의 어른들 – 홈리스이거나 빈곤에 시달리는 – 제게 대학에 진학할 용의를 표명했습니다. 

205명중 8학기 동안 총 116등록 숫자가 나왔고, 숫자 116은 반복되지 않은 57명 학생이 이룬 결과입니다. 

57명중 24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한 학기도 도중하차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숫자는 적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학생들이 당면한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장애물들과 장벽을 고려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숫자입니다.    

점점 더 많은 대학 지망학생이 나오고, 중퇴자도 점점 적어지고, 도중하차 없이 학기를 성공리에 끝마치는 

학생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2017) 대학 진학 지망생 64명 중에 33명이 등록을 마치고 

진학했습니다. 이는 위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초급 

대학측의 놀랍울 정도의 다양안 서비스와 학생들의 필사적인 노력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가난하거나 홈리스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잠재능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이들이 이 가능성을 발굴해 내도록 도와 주고 찾아낸 보물을 교육에 잘 사용하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생은 천신만고로 가득찼으나 교육을 통해 가난의 쇠사슬을 끊는다는 일념으로 선한싸움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학생들 일어나 보실까요? 
 

시의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들과, 대학의 학장님, 교수님들, 직원들, 여러분의 우리학생들을 위한 도움과 

대학과 우리 사역을 연결짓는 다리역할이 없었다면 오늘의 발전이 없었을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집이 없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천막집을 가능케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마당에 텐트를 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는 공원도 많으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린우두 시에가서 

요청해서, 스미스 시장께서 주선하시고 선한목자 침레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도록 하신 선한목자의 심정을 

가지신 보이얼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눈비오는 추운날 무너진 텐트를 세우고 덮어주는 험한 일을 

하신 허스트 시의원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작은 집을 짓도록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께 절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전문직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빈곤의 사슬에서 벗기는 본 대학교육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이사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저녁 만찬 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오랜 친구이며 재단의 이사이며 오늘 밤 수고하신 쉐론 국회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교육선교는 여러분 모두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칭찬과 감사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서로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지요. 여러분 스스로를 우뢰같은 박수와 함께 

칭찬하십시다.  여러분의 후원과 사랑이 저를 지탱하고 계속해서 선한싸움을 싸우도록 힘이되어줍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네지가 소진될 때 까지 섬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2ND ANNIVERSARY: SPEAKER’S PROFILE 
Emcee:  
Hon. Rep. Sharon Tomiko Santos. BA and MA in History: 10th term serving as Washington State  
House Representative for the 37th Legislative District, Chai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Committee. 
 
Hon. Nicola Smith. BA in Danish Language and Lit. MA in Adult ED and Admin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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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has been serving as the Mayor of Lynnwood since 2014. She is a long-time Rotarian. Before becoming 
Mayor, she enjoyed a long career with Edmonds Community College as the Dean of Student Life where 
she oversaw student athletics, the Equity and Diversity Center, student government and programs, the 
Center for Families and Residential campus housing. 
 
Hon. Dr. Jean Hernandez. Ed. D. President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She was the first in her 
family to go to college and the first Latina, female president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Hon. Rev. M. Christopher Boyer. BA in Theater. M. Div. Pastor of Good Shepherd Baptist Church in 
Lynnwood. Current Lynnwood City Council Member and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new South 
Snohomish County Fire and Rescue. 
 
Ms. Sin Ae Cheh. BA in Piano. MA in Education. Director of the Morning Star Korean Cultural Center 
and First Note Program Director. Morning Star is proud of 2,000 performances throughout the world in 32 
years. 
 
Rev. Deuksil Jung. M.Div: Executive Director of the Nest Mission. He served as a pastor for Korean 
Church in Toledo, OH. A Board member of JK Foundation. 
 
Mr. Ted Haase. BA in Psychology, M. ED. MA in Theology/Religion. Student Financial Services staff 
member, Seattle Pacific University; former Director of Financial Aid, Shoreline Community College and 
Edmonds Community College; Board member of JK Foundation. 
 
Ms. Christine Frizzell. BS in Accounting. Treasurer. Owner of Eagle Accounting.  
Registered Tax Preparer with IRS. 
 
Mr. Kevin Hart. Graduate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Horticulture.   

Ms. Karlene Vazquez. Student at North West University studying Criminal Justice. 
 
Mr. Mike Weyerts. Student of Edmonds Community College studying toward a certification of pharmacy 
technician. 
 
Dr. Sherly Stohs. Dr. Sheryl Stohs. Ph. D in Environmental Sciences. Asst. Secretary. Staff at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est Mission Choir Director in 
Lynnwood/Edmonds, WA.  
 
Rev. Dr. Jean Kim. BA in English Lit. BA in Divinity. MSW and D. Min. Retired clergy/ WA licensed 
social worker, mental health counselor. Founder, President and a case manager for JKF.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1. Thanks to all dignitaries for your coming this evening.  
2. Thanks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is evening. 
3. Thanks to all supporters for your participation. 
4. Thanks to those who brought food to make this banquet a success. 
5. Thanks to Sin Ae Cheh of the Morning Star Korean Cultural Center for her performance. 
6. Thanks to Hae Kyung Park for translation. 
7. Thanks to Sung Soo Lim (of Oregon) for editing Korean versions. 
8. Thanks to those who sent contributions although they couldn’t be here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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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anks to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for allowing us to use their social hall. 
10. Thanks to National Mission Committee of Korean Pres. Church for rice and drinks. 
11. Thanks to Percy Olazabal, Special Occasion Catering for food service.  
………………………………………………………………………………………………………………………… 
1. 귀빈 여러분의 참석을 감사합니다.  

2. 오늘 저녁에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모둔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음식을 제공한 여러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오늘 좋은 문화의 한면을 소개한 샛별문화원 단장 최신애 단장에게 감사합니다. 

6. 여러분들의 축사의 번역을 맡아주신 박혜경씨에게 감사드립니다. 

7. 한글의 교정을 봐 주신 오래건의 임성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8. 참석하지 못하셨어도 가까이에서 멀리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9. 장소를 제공하신 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10. 밥과 음료수를 제공하신 연합장로교회 국내선교팀에 감사드립니다. 

11. 배식을 도와주신 Special Occasion Catering 의 퍼시 올라자발씨에게 감사드립니다.  

 

Wish List 필요한 것 
1. Assistance with printing (free or discount) : 프린트 제공 
2. Car repair/ tabs/ insurance. 자동차 수리 
3. Cell Phones — capable of internet, texting, e-mails: Average $40.00 손전화 
4. Gas vouchers – average $30.00. 자동차 깨스 바우처      

5. Gift cards ($10.00). 선물카드  

8. McDonald/Starbucks or another Restaurant. 맥도날도, 스타박스 카드 

9. Laundry vouchers - $20.00 one load including drying. 세탁실 바우처 

10. Motel vouchers – average $60.00 per night.모텔바우처 

11. Occasional ride giver.  교통제공 

12. Orca cards – average $50.00/mo. 버스승용카드 

13. Parking space for cars. 주차할 곳 

14. Phone bills – average $40.00/mo. 전화비 

15. Rental Assistance with any amount. 집세보조 

16. Shower Vouchers - $4.00 each.  샤워바우처 

17. Volunteer case manager.  사회사업 봉사자 

18. Volunteer grant writer.  자금신청할 수 있는 봉사자 

19. Volunteer English and Math tutors 영어, 수학 가정교사 자원봉사자 

20. Volunteer office worker.  사무실 봉사자 

21. Offer Work – yard work, cleaning homes or yards or any. 노둥일을 제공할 사람 

22. Financial Assistance and/or a lot to develop 10 small units  작은 판자집을 지을 자금 협조 

23. Financial assistance to hire social work case manager 사회사업가 채용을 위한 자금협조 

24. Information of home sharing / room sharing. 방을 세 놓을 사람 

 
 
The Board Roster of JK Foundation: JK 교육재단의 이사명단 
 
1. Rev. Dr. Jean Kim, BA. BD. MSW. D. Min. Clergy. Founder/President of JK Foundation.   

licensed social worker, mental health counselor and a case manager for JK Foundation.  
 
2. Ms. Joan Jolly, BA in history. Secretary. Pastoral Care Minister at Trinity Lutheran Church in  

Lynnwood &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of Neighbors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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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r. Sheryl Stohs. Ph. D in Environmental Sciences. Asst. Secretary. Staff at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est Mission Choir Director in Lynnwood/Edmonds, WA.  

 
4. Christine Frizzell, BS in Accounting. Treasurer.  Owner of Eagle Accounting. Registered Tax  

Preparer with IRS. 
 
5. Ms. Katherine Gihm, BA. Asst. Treasurer. Licensed financial Investment representative and a real  
 estate broker.   
 
6. Mr. Jules Butler, Esq.  BAs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UCLA; JD Seattle University.   

Law practice in Lynnwood, WA. Serves on JKF Board and GSBC Deacon’s Board. 
 

7. Rev. Gary Cook, M. Div. clergy, Louisville, KY. Former coordinator of Presbyterian Hunger  
 Program and Director of Church Relations for Bread for the World. 
 
8. Rev. Deuksil Jung, M. Div. Clergy. Executive Director of the Nest Mission,                                    

Lynnwood/Edmonds, WA. Former pastor of Korean Church in Toledo, OH. 

 
9. Mr. Ted Haase, M.Ed. MA. Student Financial Services staff member, Seattle Pacific University;  

former Director of Financial Aid, Shoreline Community College and Edmonds Community College. 
 

10. David Inglish, U/W, BSW. Resource Specialist for YMCA of King County. Worked with Downtown 
Emergency Service Center as a Housing First case manager. 

 
11. Phong Nguyen, MSW. Recent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Social Work  

Master's program. Administration Specialist at the City of Seattle, Human Services Department. 
 
12. Rep. Sharon Tomiko Santos, 10th term serving as Washington State House Representative for the  

37th Legislative District, Chai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ducation Committee. 
 

13. Ms. Shirley Sutton, BA in Law & Justice/ M. ED. Lynnwood City Council member. Community  
Advocate for social justice. Passionate and support the homeless, underserved populations. Make change in 
community by being involved and establishing real relationships with diverse populations. Live life of 
colossal hope and abundant sharing. 
 

14. Peter Vander Weyst, BA in Accounting. Inactive CPA.  Department head, accounting instructor at  
Edmonds Community College teaching financial and managerial accounting. 
 
 

 
 
 
 

MISSION STATEMENT 
The Foundation’s goal is to Break the chain of poverty through Education by motivating, 
guiding and supporting adult homeless students as they successfully earn degrees, 
certifications and vocational skills that will empower them to obtain better earning 
power, to full time employment and secure and stable housing.  
 

Contact: Rev. Jean Kim. 연락: 김진숙 목사 
Address: 주소: PO Box 1835, Lynnwood, WA. 98046.  Tel 전화: (425) 563-3006 
E-mail: pastorinpurple193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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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ANY HOMELESS STUDENTS ARE THERE?                       (Jean Kim) 
In 2016, 3,789 students from preschool through high school were reported as homeless. There were 39,671 
homeless students in 2016 in the state of Washington. We have no knowledge, however, of any official 
statistics of college homeless students in Snohomish County or in the Lynnwood/Edmonds area. However, 
in Lynnwood and Edmonds, where our mission program resides, during a period of two years, over 200 
economically poor and/or homeless men and women approached Rev. Jean Kim expressing their wish to 
pursue a college education. According to her encounter and brief interviews with them, half of these 150-
people fit the definition of homelessness. We believe there may be many more locally who haven’t yet 
approach her, and hundreds more in all Snohomish County. A March 2017 national study by Wisconsin 
HOPE Lab through the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 Trustees, found that “two in three students are 
food insecure” and that “about half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were housing insecure, and 13 to 14 
percent were homeless.” (quoted from a letter of Dr. Jean Hernandez, EDCC president. 4/5/2017).  
…………………………………………………………………………………………………………………………………………………………………………………………………………………………………. 
 

WHY ARE THEY HOMELESS?                                                               (Jean Kim) 
Homelessness of our students often stems from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lack of education; 
accidents and injuries on the job; poor health; physical, emotional or psychological disabilities; generational 
poverty; alcohol or drug addiction; eviction; and prior incarceration. These challenges often destroy peoples' 
hope and their motivation to try to improve their lives. The loss of hope pushes them into paralyzing despair 
which creates a vicious cycle. Thus, they are often trapped in long-term unemployment and homelessness.  
 
Looking at the root causes of homelessness in the U.S. from a socio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tandpoint, 
we find that our current economic system is chiefly responsible because it creates unprecedented wealth 
and poverty and an ever-widening gap between the two. While many Americans benefit from economic 
prosperity, our economic system has also created poverty and given birth to many negative outcomes such as 
lack of affordable housing, lack of jobs for all people who desire to work, ever-skyrocketing rent unaffordable 
to the poor, low minimum wage, gentrification, inadequate welfare, slashed public assistance, racism, unfair 
tax policies, social/cultural values (money and power devalue the poor and homeless), lack of long-term 
treatment services with vocational training and housing for the mentally ill, substance abusing or formerly 
incarcerated people, too large of a gap in income inequality and a lack of political will to end poverty and 
homelessness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 above are policy issues. Our poor policies have created a 
society that throws students – grade school to college age – into  
homelessness (for more details visit www.jeankimhome.com: “Why People are Homel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