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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6명, 난민 인정받아 美 입국…
북한인권법 발효 후 처음

체포-북송-재탈북…죽을 고비만 수차례

미국에 도착후탈북자6명이 마련한 HAPPY MOTHER’S DAY



북한선교를위한월요기도모임

오늘도우리의귀전에는생생히들려옵니다.

우상숭배와죄악으로가득한저북한땅의갈급한 혼들의그신음소리를…

오늘도북한땅의지하에서는이름모를셀수없는수많은 혼들이다시오실주님의구원의손길을

기다리며민족을위해쉼없는눈물의기도를드리고있습니다.

남과북, 두강토로갈라져이땅에서는자유롭게신앙생활을하고있지만옛날의동방의예루살렘

으로불리었던저북한땅에는독재자가우상이되어주님을믿는수많은 혼들을핍박하고붙잡아

가서 소식조차알수없게만들었습니다.

갈라진민족의상처가채아물기도전에부모와자식, 형제자매들이생이별하여야만하는또다른

가슴아픈상처를안고내민족을위한기도의자리에내가먼저무릎끓고엎드리기를원합니다.

눈에보이는풍요로움에잠시나마라도내민족을위한기도를게을리하 다면이순간바로주님

앞에엎드리기를원합니다.

■일 시 매주월요일오후 7시30분

■장 소 역삼하이츠 빌딩지하 2층 YBM 강당

■문 의 (02)553-3827, 018-236-0222

■북한지하교회와북한의복음화를위한기도

�계속해서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시고, 숨어서 예배하는 지하교인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은혜가임하게하여주시고, 그들의안위를지켜주소서.

■중국에 있는 탈북동포의 안전과 그들의 인권 및 구출을 위한 기도 / 중국정부를 움직여 탈북자들

이강제송환되지않도록기도 / 중국과제 3국에서흩어져떠돌고있는탈북자를위한기도

�공안의감시에서자유함을주시고, 어려움가운데의인을만나악인의손에서그들을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사역자에게힘과능력을주시며, 사역의형통함을위한기도

�선교사님들의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지혜와분별력으로맡은사역잘 감당하도록하여주소서. 

�선교현장에 갇혀 있는 선교사들의 출옥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적 건강과 혼을 평안케 하

옵소서.

■국내에입국한북한자유이주민을위한기도

�정착하는데 필요한직업을허락하여주시고, 고향에두고온가족과향수로인한외로움을달래

주시고, 무엇보다도이어려운상황을예수그리스도를의존하여극복하게하옵소서. 

�남한 사람들로 인한 그들의 편견과 열등감에서 그들의 혼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도담 하게그상황을잘 극복할수있게하옵소서.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탈북동포를 사랑하고, 형제애로 친 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편견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탈북 하여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 청년들이 방황치 않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나갈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

�탈북동포의자녀들을위해서기도드립니다. 그들로하여금모든 편견과장애를극복하고건강한

일꾼으로성장하게도와주옵소서. 

북한선교를위한두리하나의기도



5 일미국땅을밟은탈북자 6명은북한을탈출해중국에서

2�8년간 머물면서인신매매등을경험했고, 그중 2명은

오누이로밝혀졌다. 

기독교북한선교단체인‘두리하나선교회’가 7일 공개한

이들의편지에따르면이들탈북자는 부분배고픔을못이

겨국경을넘었고체포와강제북송, 재탈북을되풀이했다.

함북 청진 출신인 나모(34∙여) 씨는 고교 졸업 후 회령

구두공장에서재봉사로근무했으나 1990년 중반식량난이

극심해지자직장을그만두고담배장사를하다 1998년탈북

했다. 

이후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2001년중국인과결혼했으나임신 8개월때중국공안에체

포돼북송된뒤 2002년 12월재탈북에성공했다.

같은청진출신인신모(20 ) 씨는수재들만다닌다는제1고

등중학교에재학중 1999년기숙사를빠져나와이른바‘꽃제

비’로 전락했다. 이과정에서탈북경험이있는친구를만나

국경을넘었다. 

하지만 3일만에중국공안에붙잡혀북송되기도했다. 

회령출신인신모(20∙여) 씨는쌀밥과고깃국을실컷먹고

싶어 2001년 7월두만강을건넜지만그해 10월중국공안에

체포돼북송됐다. 다시두달만에탈북했으나중국남성에게

성폭행당한뒤중국돈 5000위안에팔려다른남성과강제로

결혼했다. 

2004년 2월또다시공안에붙잡혀북송됐다가올해 1월재

탈북했다. 

신씨의 오빠(32 )는인민군 3군단에서 근무하다 질병으로

제 했다. 

탄광에취직한그는 1997년두만강을건너중국의친척집

을다녀온뒤한국노래테이프를소지한혐의로 노동단련

에수용됐다가이듬해 5월탈북했다. 

2000년1월체포돼북송됐지만4개월후재탈북에성공했다.

이후한차례더강제북송돼고초를겪다 2004년 3월기적적으

로탈북에성공했다. 

청진에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했던한여성(25 )은 2004년

4월탈북한뒤유부남인중국인에게팔려갔다가달아났다. 

평양에서인민학교교사를했던 36세 여성은 딸의운동복

비용을마련하기위해중국으로장사하러나섰다가인신매매

를당했다. 

이후 2년간 중국인의 부인으로 살며 아이까지 낳았으나

남편의폭행을견디다못해탈출했다. 

이들은중국으로탈출한뒤 몇년동안한국행을시도했으

나뜻을이루지못하다두리하나선교회천기원(千璂元) 목사의

도움으로 4월 3일중국남부지역으로이동한뒤 13일동남아

로 건너갔다. [정치] (2006-05-08 03:01)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5일미국로스앤젤레스에도착한탈북자 6명중 5명(남자 1명, 여자 4명)이지난달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관광 도중 찍은 기념사진. 신변보호를 위해 이들의

얼굴은모자이크처리했다. 이사진은기독교북한선교단체인두리하나선교회에서

공개했다.

두리하나｜3

첫난민인정탈북자 6명美입국
사선넘나든 6人사연

두 리 하 나 로 벌



“북한에선미국에는 거지들이득실거리는등세상에서가장

살기가나쁜나라라고배웠는데이렇게좋은줄몰랐습네다”

지난 2004년미국에서북한인권법이제정된이후처음으로

지난 5일밤미국에망명한탈북자 6명은 11일(현지시간) 처음

으로뉴욕의맨해튼거리를밟았다.

이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뉴욕의 마천루와 꼬리에 꼬리를

문차량들, 북적이는인파에압도된듯입을다물지못한채연

실감탄사를토해냈다고이들의미국행을도운천기원두리하

나선교회목사가연합뉴스와의전화통화에서밝혔다.

다음은천목사와나눈일문일답.

탈북자들은어떻게지내나.

지난 5일 밤 뉴워크 공항에 도착한 뒤 뉴저지주의 망명자

보호시설에서 망명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정착 준비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어떤생활을했나.

도착 직후 건강검진을 받았고, 노동허가증 등 앞으로 미국

정착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다. 오늘 아침엔 뉴욕 맨해튼

을 관광했다. 내일부터는 뉴욕 근교를 둘러보며 미국 생활

을배워나갈계획이다. 

미국생활에적응하기가쉽지않을텐데.

통역이있어언어소통에문제가없다. 미국음식이입에안

맞아우리선교원에서고추장, 된장등한식을제공하고있

다. 오늘뉴욕을관광하면서도한식으로식사를했다.

정착준비는어떻게하나.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망명자 보호시설에서 나갈 수 있

다. 마땅히 갈 곳이없으면 6개월간 이 곳에 머물면서 미국

생활이나 문화에 해 배우고 취업을 위한 교육도 받게 된

다. 이들은모두미국땅에가족이나친척이없으니까우리

선교원에서적극나서서도우려고한다.

뉴욕을둘러본탈북자들의반응은어땠나.

무척 좋아하더라. 북한에선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나

쁜 나라라고 배웠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면서 무척 신기

하고도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고 하

기도하고.

이들이미국행을 택한 특별한이유가있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다. 내가 한국에

정착할 경우와 미국에 정착할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 제시

하고 택하도록 했다. 처음엔 1명만 미국에 가겠다고 했다.

한국행과 미국행 사이에서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번 번복하

기도했다.

미국에오기로한자신들의선택에 한반응은.

무척만족해한다.

탈북자 2진이조만간미국에들어온다는얘기도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2진, 3진 계속해서 들

어올것이다. 2진의미국도착은이달안에도가능하다. 

미국이탈북자를얼마나받아들일것으로보나.

200명 얘기도있고, 1천명얘기도있는데기술적인문제만

해결되면탈북자들의희망 로가능하다고본다. 

기술적인 문제란게뭔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측과 연결시켜 주는 일이다.

만약 중국 정부가 방해를 한다면 다른 방법을 또다시 강구

할것이다.

이번에망명한탈북자들의기자회견계획은.

이들이 미국에망명한상징성도있고, 북한과중국에서의탈

북자 실상에 해서도 많이 알리기 위해 다음 주까지 기자

회견이가능하도록 준비하고있다. 2006/05/12 05:59 (워

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4｜두리하나

두 리 하 나 로 벌

美망명탈북자,‘미국생활배우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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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5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도착한 6명의 형제,

자매님들께서두리하나에감사편지를보내주셨습니다.

두리하나식구들과천목사님께올립니다.  

목사님감사합니다.

그토록자유를갈망하며이국땅에서멸시받으며값없이

살아가던제가오늘목사님을비롯한고마운분들의도움으

로끝내자유를찾게되었습니다.

미국땅에도착한지도일주일이지났건만아직도실감이

잘안나서자꾸두눈을비벼보는저입니다. 

두달전까지만하여도한없이바라기는하 어도그것이

먼훗날의꿈으로막연하게만생각하며생기를잃고살아가

던저 습니다. 그러던것이목사님을통하여하나님이저

의삶을지켜주시고주님이언제나저와함께하시며삶을

보살펴주시고은혜를베풀어주시는사실을깨닫고저는절

로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지금너무도행복해서저의작은가슴으로받아들이

기에는심장이막터져버릴것같습니다. 아직도중국등지

에서구원의손길만을바라며정처없이떠돌아다니고있는

다른우리동포들을생각해볼때저는너무나도행운아이며

또저를선택하여주신하나님아버지앞에감사의눈물만

흘리고있습니다.

그럴수록목사님의수고와노력이헛되지않게우리다른

불쌍한동포들의기 에어긋나지않게피로써찾은자유를

마음껏누리며이땅에잘정착해나감으로써행복한삶을

꾸려나가야겠다는결심과열의로가득차있습니다.

다른우리동포들도자유를찾고진정한삶을살게될것

이라는것도믿어의심치않습니다. 제가비록자유를찾긴

했어도생활은이제부터시작이고또세계에서제일강 국

인미국에발붙인것만큼생활하기가그렇게결심이나마음

로안될것이라는것도잘알고있지만제가어떻게얻은

자유이고어떻게얻은삶이라는것을항상잊지않고열심

히배우고생활해나갈게요.

목사님께부탁드릴것은앞으로제가생활에지쳐서맥

놓고있을때목사님이저에게이편지를보여주세요. 제가

누구 다는걸알게말이예요.

목사님과여러분들이있었기에오늘날의제가있을수있

었습니다. 하나님께서저희북한동포들을위한여러분들의

그수고를다헤아리시고축복주실거예요.

앞으로열심히살아가는것으로보여드릴께요.

저희들을위하여매일기도해주시고물심양면으로도와

주신두리하나전체가족일행에게도진심으로감사의인사

를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계세요.

2006.5.14 자유의땅미국에서데보라(가명)가…

두리하나가족들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감사또감사.

내 혼이 감사의 덩어리가 된 지금 우리들을 자유의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우리가미국땅까지무사히올수있었던것은, 가슴은졸

이시며눈물의 기도를해주신두리하나선교회가족분들의

진심의기도가항상우리곁을떠나지않았기때문입니다.

정말많이부족한저희들이지만아낌없는지지와성원을

보내주신가족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이미국땅에정착함에있어서외롭고힘든날도

많겠지만항상주님의섭리속에서쓰임받는자녀들로진

실하게살것을약속드립니다.

이시간을빌어두리하나선교회를향한하나님의축복이

늘함께하시기를기도드립니다.

2006.5.14 뉴저지에서한나(가명) 드립니다.

감�사�편�지



두 리 하 나 로 벌

천기원목사

탈북자자녀위한시설시급

북한(탈북자) 선교단체인‘두리하나선교회’ 표인천기원 목사(사진)가

하와이를 방문해 오는 7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을

돕는다.

지난해 8월‘두리하나-USA’라는이름으로미국비 리단체로정식등록한

후미주한인사회의탈북자지원을돕고있는천목사는하와이에도지부를설립

했다. 하와이 지부 초 이사장에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김흥식 장로가

선출됐다.

수년째중국에서탈북자를돕고있는천목사는“현재중국땅에버려진탈북

여성들의자녀들이 1만명을넘는것으로추산된다”며“갈곳없는이들을안전

하게돌볼수있는시설이시급하다”고본보와의인터뷰에서밝혔다. 

그는“북한을탈출한여성들은중국에서원치않은결혼을하게되며이때태

어난아이들은엄마가북한으로다시끌려가거나한국으로망명하게되면결국

중국에서버림받게된다”며“이들은북한, 한국, 중국도아닌무국적자로현재

보호를전혀받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 

천 목사는“여성 탈북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출생신고조차 못한

무국적의 아이들이증가하고 있다”며“한국정부가적극 나서지 않아 민간단

체라도앞장서이들을위한교육및보호시설을설립해야한다”고덧붙 다.

그는“중국에 버려진 아이들이 지난 97년 량 탈북사태 이후 급증했다며

부분 7세이하”라고말했다. 천목사는또한“보호시설에서는한국으로건너

간탈북부모와자녀들이서로연락이가능하도록할것”이라며“이를위해중

국은물론한국정부와미주한인단체및기관의도움이절실하다”고덧붙 다.

한편천기원목사를초청한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담임목사 이은철)는 남선교회원을

주축으로 오는 7월12일부터 14박일정으로

단기 중국선교를 떠난다. 2006-03-30중앙

일보 김현조기자

두리하나 표 천기원목사

김흥식장로(左) 이은철목사(中) 천기원목사(右)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

6｜두리하나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서병선)가 30일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방지각목

사)에서‘탈북난민돕기모금음악회’를열고동포애를고취했다. 객석이

만원을이룬가운데 13번째로열린이날‘탈북난민돕기음악회’는이념과사상,

종교를초월한‘생명살리기음악회’로열려큰감동을전했다.

서병선회장은“이날모아진수익금은전액, 512명의탈북자를한국으로구

출한두리하나선교회( 표천기원선교사)에전달, 탈북자지원에사용된다”

며“30만탈북난민들에게희망의등불이되어달라”고호소했다. 이어지난주

선교지에다녀온천기원선교사는탈북난민들의 실상을소상히 소개하며 동포

사회의관심과지원을당부했다.

한편뉴욕한국일보와 FM 서울라디오, TKC-TV가후원한이날음악회는푸

치니알바네스콩쿠르에서우승한차세 기 주테너이용훈씨를비롯, 테너

뉴욕예술가곡연구회,

탈북난민돕기음악회성황

두 리 하 나 로 벌

(左) 김윤호이사장, 서병선회장, 천기원목사, 에스더 이 준비위원장, 주디 강 바이얼리니스트이념과 사상,

종교를 초월한‘생명 살리기 음악회’로 객석이 만원을 이룬 뉴욕효신장로교회테너 이 훈, 서병선, 소프

라노국은선, 이승민, 메조소프라노이은주, 바리톤 김무섭, 안 주

두리하나｜7

서병선, 바리톤김무섭, 안 주, 소프라노이

승민, 국은선, 메조소프라노이은주씨등정

상급성악가들이 거출연, 김혜원씨의반

주로 주옥같은성가와 가곡을연주, 박수갈

채를받았다.

또한 세계 음악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바이얼리니스트주디강씨가특별출연, 파가

니니의‘라 캄파넬라 No. 2’등 명곡을 연

주, 큰 감동을 전했다. 뉴욕예술가곡연구회

는이날에스더이행사준비위원장에게감사

패를전달했다. (2006-05-01) 뉴욕 한국일보

이진수기자



8｜두리하나

일본에는매일북한에납치된일본사람에 하여보도되고있다. 그래서인

지일반인들도북한에 한관심이많아지고있다.

나보다북한이나김정일에 하여더잘알고있고서점에가면북한관련서적

도많이출판되어있다.

나는일본인교회집회에가면동방의예루살렘이무너진것은일본사람때문

이라는강연을한다. 이사실을아는일본기독교인은거의없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두리하나에서 제작한 5분정도의 탈북 상을 상 하면

이곳저곳에서 흐느끼며“하나님! 일본이범한죄를용서하여주시고북한을구

원하여주옵소서”라는기도소리가들려온다.

기독교인이인구의 1%인일본. 인간적인눈으로보면너무나작은숫자다.

그러나 하나님은이작은일본기독교인들을북한을위하여쓰시고자계획하

고계신다.

동양의 예루살렘을무너트린일본인을이제는북한을회복시키기위한도구

로사용하여주시니얼마나큰 광인가!

나는매월일본기독교잡지에한국에서정착하고있는탈북자와의교제, 정

착생활의어려움, 신앙생활에 해기재하고있다.

이 을읽은일본, 미국, 아시아독자로부터많은메일이온다.

“기도제목을주세요”“일본기독교인들이해야할일은뭔가요?”“더많은

정보를알고싶어요”등이다.

나는“우리가할수있는일은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아무일도할수없

습니다. 복음만이북한땅을회복시킬수있습니다. 일본기독교인이야말로진

정으로북한을위해기도해야하고관심을갖아야합니다.”라고답을한다.

일본에 두리하나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

다며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졌다.

일본에는 100여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

중국에서 신앙을 갖고 일본에 오지만 이

들을 적으로돌봐줄사람이없다.

일본에는 교회도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

NGO 단체에는기독교인이한명도없다.

하나님께서두리하나 JAPAN을세우시려

고하신다.

두분의일본기독교인이동경최고의중

심가인신주꾸와오차노미즈지역에위치한

빌딩내한공간을‘두리하나 JAPAN’사무

실로무상으로제공하겠다는감사의뜻을전

해왔다. 

나는요즘어느지역을선택해야할지행

복한고민에빠져있다. 

신앙은보이지않는것을보는것이다. 아

직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두리하나

JAPAN이일,한,조기독교인의교류의장이

되고주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되어 하나

님을찬양하게될것이다. 또한북한선교뿐

만이아니라일본땅이 적으로변화될수

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나는확신한다.

우리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

는 좋으신 하나님께감사와 광을드린다.

두 리 하 나 로 벌

두리하나 JAPAN설립에즈음하여…

나오미선교사(두리하나일본부)

두리하나 JAPAN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하나 문예마당

봄이왔고많은꽃들이피어났습니다. 청명한날씨가좋

아아차산의숲속을조용히걷다가꽃을바라보기시작했

습니다.

나는 꽃의아름다움을즐거워하고사랑했습니다. 그런

데정작꽃은그런나를별로반가워하지않았습니다. 꽃이

자기의몸으로나에게하고싶은말은그것이아니라는것

입니다.

꽃이나에게하고싶어하는말은꽃을피우기위해겨

울내내추위를이겨낸나무가아름답다는것입니다. 그리

고이제자기가죽고그자리에생겨날열매가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그열매가편안하고아름다운나무위의

삶에안주하지않고땅에떨어져다시새로운나무와꽃과

열매를위하여자기몸을죽여썩게내주는것이아름답다

는것입니다.

한순간잠깐펼쳤다사라지는자신이아름다운것이아

니라그모든“과정”속에임하여그“과정”이가능하도록

해주는능력인“생명”이아름답다고하는것이었습니다.

생명이사라져버리면 그 과정속의 개개인나무도꽃도

열매도잠시잠깐존재할수는있지만이내사라져버리게

된다는것입니다그아름다운생명은꽃에있는것이아니

요나무에있는것도아니요열매에 있는것도아니요바

로그모든“과정”속에존재하고있다는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무의편안함에반했고꽃의아름다움

에마음을빼앗겼고열매의달콤함에매료되어그모든과

정속에임하고있는생명의아름다움을무시했었습니다.

꽃하나만바라보던나의시야기그꽃을조심스럽게받

쳐들고서있는나무까지바라보게 되 습니다. 이제야자

신을바라보는나를보고나무는다시이렇게말합니다. 아

름다운꽃과열매와나무를만드는그생명이이렇게아름

다울진 그생명을창조하시고이땅에내려보내신그분

은얼마나아름다운지생각해보십시오…

결국이아름다운자연이아름다운세상모든것이하

나님의그놀라운 광을놀라운아름다움을놀라운선하

심을노래하고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기자는이렇게 노래하고있습니다. “날

은날에게말하고밤은밤에게지식을전하니언어가없고

소리도없으나그소리가온땅에통하고그말 이세계

끝까지이르는구나…”

나는얼마나한심한소경이 던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왜복음서가그리도자주예수님이소경의눈을띄

워주는기적을기록했는지가이제는이해가 되고깨달아

집니다.

꽃과나무가나를보고웃으며이렇게말합니다. “네가

이제야눈을뜨는구나…소경바디매오가눈을뜨고바라

본세상이어떤것인지요한복음 9장의그소경이눈을뜨

고난후왜그토록모진괴로움속에서도예수님을쫓아

왔는지…이제는좀…알겠니…?”

남한의교회에는이렇게자라고맺혀진 많은열매들이

있습니다. 지금하나님은그열매들이높고안전한그곳에

북한 사람들이라는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열매가북한사람들이라는땅에떨어져자신이썩으면

그열매는다시수많은꽃과열매를만드는 새로운크고

아름다운열매를만들것입니다.  생명의하나님은이모든

과정속에임재하여계시며우리가그생명의윤리를쫓아

갈 때 우리와함께하시는 하나님을만나게될것입니다.

꽃이떨어진자리에서열매가시작되며그열매가다시떨

어진자리에서새로운생명은 시작될것입니다. 

김성근(2002년입국, 두리하나간사) 

꽃과나눈 화

두리하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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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의소망을주신하나님께”

두리하나 문예마당

어느새 온 지에는 짙은 녹색의 푸르름이 물결치고

아스라이멀리서가까이서아름다운꽃들이향기롭게피

어나 봄을알리는고향양악이울려 퍼지고있다. 그동안

역사의 소용돌이는 수없는 수난으로 얼룩이 졌고 이로

인하여우리들의생활은더욱어려워졌고사람들의인심

은갈수록메말라부모자식간에도부부간에도친구지

간에도할것없이도덕과윤리는이미땅에떨어졌고사

랑과 우정마저도 이젠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조물주께서

는사랑의입김으로 따스한햇볕과 촉촉한봄비로 겨우

내 꽁꽁얼어붙은 땅속에있는작은것들까지도귀하게

여기셔서얼어붙은땅속에서도, 손끝이아리도록찬바람

이살을에우는강추위속에서도, 그위 한사랑의힘으

로여리디여린 새순들이언땅을헤집고배시시고개를

내 수있었다. 어디 그것뿐이랴! 겨우내 다죽었던것

같은앙상한벌거숭이나뭇가지에서도, 새싹들이물올라

톡톡 터지는 희망찬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산새들새도

긴겨울잠에서깨어나 주 하나님의사랑을찬양하는아

름다운소리가온-천지를올리고있다.

이렇게 온 만물은 모두다 겨울잠에서 깨어나 푸르른

잎도피우고아름답고향기로운꽃도피우고가장작은

땅속의벌레들도그굳은땅을비집고나와조물주의무

한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하물며 만물

의 장으로가장고귀하게지음을받은우리인간들은왜

이렇게도아직까지 겨울의 늪에서추워떨며 절망속에

서허우적거리기만하는지…

우리를지극히사랑하시는 하나님아버지께서는당신

의 가장 아끼시는 외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이땅에내려보내셔서희생의제물로수많은사

람들의병도고치셨고, 소망도주시고, 하늘나라가 우리

의 본향이라는 비 까지도 다 가르쳐주시고, 아무 죄도

없이악한무리에게핍박과모진고난도당하시다결국엔

십자가 형틀에까지 매달리셔서 숭고한죽음으로 우리들

에게보이셨다.

그리고죽은지사흘만에다시살아나셔서사랑하는

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확실히 보이시고하늘로

올라가실때말 하시기를“너희가본그 로다시오리

라”굳게 약속하시는 소망을 주셨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기다리고있고산소망이있기에어제도오늘도아

니, 내일도 우리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견뎌야될것이다, 우리는서로삶의길목에서만난

길벗들과 살아가다 보면한겨울에만나도봄 햇볕처럼

따스한느낌을느끼게하는사람도있고또어떤사람은

따스한봄인데도찬바람이일듯한겨울 같이마음을시

리게하는이들도있어많이슬퍼질때가있다. 

세상은고통의바다라고한다. 우리모두는앞이보이

김 란

두리하나USA이사

뉴욕기독교방송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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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는 안개가자옥한망망 해에끝이보이지않는 암

담함속에서각자가크고작은배한척씩을띄우고노를

저어가고있는데, 각사람이배에실은삶의무게는저마

다달라서어떤이는아무의미도없이목숨만을연명하기

위해서육신의 배 불릴약식만을가득 싣고희망도소망

도없이힘겹게노를젓는사람…또어떤이들은돈과명

예만을하나가득싣고이끝없는바다를다건너고나면

재물과명예로 세상을한번쯤 휘둘러볼그런 어리석은

야망을가지고죽을힘을다하여 노를젓는이들이렇게

넓고넓은 세상 바다에외로운배한척씩을띄우고언제

어디서큰풍랑이일어나우리를잡어삼킬지한치의앞

도내다보지못하는우리는그저자기자신들만을위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랑과 신앙의 가치관은 다 어디로

떠내려보내고오직자신들만살아남기위해수단과방법

을가리지않는사람들이갈수록늘어나기만한다. 그렇

기때문에진리는땅에떨어지고도덕성이나삶의질서는

여지없이무너져내려감을절절히느낄수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고 거짓으로 가득

찬망망 해같은세상에서마음이가난한사람들만이라

도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

까! 한번쯤은마음의 창문을열고밤하늘을쳐다보며 해

복의 조건을하나둘밤하늘에떠오르는 별처럼 하나씩

하나씩떠올려보자.

첫째, 저넓은 지에펼쳐진만물을우리를지극히사

랑하시는조물주께서이아름다운새봄을아무조건없

이거저주신것이얼마나감사한일인지…

둘째, 이모든 자연의것들을거저주신것뿐만아니

라마음껏누릴수있고, 사랑할수있고, 가질수있으니

얼마나행복한가를…

셋째, 이렇게행복한속에서감사한생활을하다보니

마음이여유롭고기뻐지며 하루하루 생활은 즐거움으로

바뀌니 우리들정신까지도저 산속에서 흐르는 맑고깨

끗한 샘물처럼 맑아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육

간에건강도해지고행복과감사도찾게되니다시새로

운인생을찾게된것이아닌가.

같은인생길을가면서도 혼의 눈을뜨지 못한사람

은이모든 자연의아름다움도, 조물주가 거저 안겨주

신모든만물도, 내세의하늘나라의소망도느낄수가없

을것이니얼마나 불쌍한인생인지…마음의 눈은 하나

님이주신 진실한 혼의 눈이라 했다. 아무리삶이고

달프고괴로울지라도하루하루를거짓과욕심없이진실

하게살아간다면우리를지으신하나님아버지께서는우

리들의 혼의눈을밝게하여이어두운세상길을소망

을가지고넉넉히걸어가도록강한팔로 붙들어 주시리

라믿는다. 이세상끝날까지…

이아름다운봄날에우리모두부활의소망을주신하

나님께마음껏목소리 높여 찬양하자그분의 높고위

하심을…

▲ 한국을 방문하여 탈북자매들과 청계천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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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민간탈북자지원단체인두리하나선교회는이번주부터탈북자들을

위한무료 어회화교실을운 하고있습니다. 부분탈북자학생들인

수강생들은남한에정착해살아가기위해서는 어를배우는것이꼭필요하다

고입을모았습니다. 어회화교실에서강의를맡고있는제이콥헨슨씨는미국

에서온기독교선교사로탈북자들을도울수있어매우기쁘다고말했습니다. 

5일늦은오후두리하나선교회의 어회화교실. 첫수업에는모두 5명의학

생이진지한얼굴로파란눈의젊은미국선생님과열심히 어회화연습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국젊은이의이름은제이콥핸슨( Jacob Scott Henson ) 입니다. 고향이

미국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Fresno )라는 핸슨씨는 올해 21살로기독교전도

활동을하기위해한국에왔습니다. 북한문제에 한열정을가지고있던그는

친구한테두리하나선교회에 해들었고그곳에서뭔가도움이될수있을까생

각했습니다. 그러던차에두리하나측에서탈북자들을위한 어회화교실선생

님이되어달라는제의를받았고이를흔쾌히수락한것입니다.

Jacob Scott Henson : I didn’t know what to do. They told me some

North Koreans really want to learn English. I said that is good idea.

어회화교실에수강을신청한학생들은 부분남한 학생 나이또래의

탈북자들입니다. 지금남한 학에재학하는 학생도있고 학에들어가기위

해검정고시를준비하고있는이들도있습니다. 최근미국의한 학에서입학

허가서를받고미국으로유학가기위해준비하는학생도있었습니다. 이날수

업에참여한올해 28살의김기수씨는북한을탈출해중국에서 7년동안살다

가올해남한에입국했습니다. 하나원에서나온지 3주밖에안됐다는김씨는

중국어와 어, 한국말까지모두 3개 나라말에능통하는것이앞으로의 목표

라고말했습니다.

김기수 : 학교에가고미국에도좀가고싶다. 국제인, 세계인이되고싶어용

기를내서배운다. 일단은미국어를배워야된다. 세계적으로쓰는것이 어지않

은가. 자기수준을높이기위해배운다. 중국어는지금중급정도는할수있다. 21

세기를준비하는데 3개국어정도는해야되겠다싶어가지고 어를배우려고하는

것이다. 

김씨는현재인터넷홈페이지디자인공부를위해일주일내내매일 8시간씩

학원에다니고있는열성학구파입니다.

남한 서강 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하

다가지금잠시휴학했다는올해 30살의김

성국씨는탈북자들도남한사람들과경쟁에

서뒤지지않으려면 어를배워야한다고말

했습니다.

김성국 : 옛날엔 북한사람이지만지금은 한

국에 살아야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자면 한

국에서필요로하는것이 어다. 취직을하려

고 해도 필수적이다. 한국은 경쟁사회이고 한

국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한다. 한국

사람들수준에맞춰우리도준비를해야한다. 

김 씨는 물론 초급과정이라 수업이 그리

어렵진않지만 문스펠링과발음등정확

히모르는부분을배울수있어좋다고말했

두리하나 선교회가 운 하는 무료 어 교실에서 탈북자
들을 상 를 어를 가르치고 있는 제이콥 핸슨(Jacob
Scott Henson)씨 - RFA PHOTO/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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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는 앞으로기자로성공해서후배탈북자들을돕고

싶다고포부를밝혔습니다.

김성국 : 지금은학교다니고있고학교일단졸업하면기자가

되고싶다. 신문방송학과에다니고있다. 지금내가남을도와줄

형편도못되고능력도안된다. 지금은남의도움을받고또후에

학교를졸업하고내가잘될때는내가여기올때처럼힘든사

람들우리같은사람들을도와주고싶다. 

두리하나문화센터의첫프로그램으로탈북자 어회화교

실을시작했다는두리하나선교회의최용준강도사는탈북자

들이 어에 한관심이무척높다고설명했습니다.

최용준 : 북한에서 어를접할기회가많지않았고와서보니

까탈북자들이 어에관심이높다. 그중에는미국유학을희망

하는분도여러분있다. 그러니까이 분들이 어가많이필요로

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어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바로 첫 날

6-7명이 등록을 했다. 어뿐만 아니라 문화센터 같은 것을 하

고싶어서그첫시작으로 어회화교실을시작한것이다.

두리하나사무실에는일본인선교사도근무하고있어그분

오시면일본어를가르칠수있고향후더나아가서는 여성들

을위한수공예교실도가능할것이다. 정식문화센터가준비

되면아이들보육시설까지계획하고있다. 탈북자들이한국에

서생활하는데최 한도움을줄수있도록하기위해시작한

것이 어교실이다. 

이날첫수업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이어려워많이애를

먹던 어회화선생님핸슨씨는다음주부터는 어뿐아니

라미국문화를소개해이들탈북자학생들에게미국과그정

서를이해시키고싶다고말했습니다.

Jacob Scott Henson : I want to start explain American

culture as well not just English language. 

두 시간 동안의첫수업에열심히 참여한학생들이 견스

럽다는최용준강도사는탈북자들이이번기회를통해 어도

배우고좀더서로교류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한다는바람

을밝혔습니다.

최용준 : 선생님이 생각보다 진행을 잘 한다. 이런 기회를 통

해이근처에있는탈북자유이주민들이 어를많이배우고

어와 친숙해지고 외국인 상 하는 것에 부담이 없고 같이 어울

려서좀더가깝게터놓고지낼수있는기회가좀더잦았으면

좋겠다. 2006. 04. 06 양성원기자

p
h
o
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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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요덕스토리”공연관람후기

두리하나 이모저모

2006년 4월 14일업무를일찍마치고두리하나사무실식

구들및탈북자유이주민들과함께장로회신학 학으

로향했다. 요사이많은관심을받고있는뮤지컬“요덕스토

리”를관람하기위해서 다. 학교에도착하니김0 0 간사가

우리를맞아주었다. 간단히 저녁 식사를마치고공연장으로

들어선우리일행은많은관람객으로인해좌석이다찼음에

놀라며계단에자리를잡았다.

곧이어 공연을 알리는 벨소리와 함께 출연자들이 무 에

모습을 드러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공연된“요덕스토

리”는무려 2시간 30분이지나서야막을내렸지만, 생생한구

성과실감있는연기로전혀지루하다는느낌 신에오히려

많은감동을전해주었다.

공연의내용은강련화라는여성을주인공으로그녀의파란

만장한삶과죽음의이야기이다. 강련화는북한최고의무용

수로 왕재산경음악단의공훈 무용수 으나, 그녀의아버지

가중국에서 한국전쟁 때 헤어진 동생을 만난 일로 인하여,

남한 국가정보원의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숙청된

다. 이제그녀의가족을기다리는곳은북녘땅의또다른지

옥인‘요덕 15호관리소’라는함경남도요덕군에위치한정

치범수용소이다. 

그곳에서 수용소장 리명수의 겁탈로 인하여 아들을 낳게

된강련화는, 부하의 고로독방에감금되어죄수의신분이

된 리명수의도움으로탈출을시도하다가, 아들“요덕”이만

살아남고모두죽음을당한다.

뮤지컬을통하여북한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고문과각

종만행이 표현되고, 기독교인에 한 탄압도 볼 수가 있었

다. 자신의생명과당에충성을하기위하여자신을낳아주고

길러준아버지에게 채찍질을가하는장면이나, 음식을훔쳐

먹었다는 죄목으로 두 손을작두로잘리는장면들은말로만

들었을 뿐 남한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도그러한만행들이북한땅곳곳에서자행되고

있다는사실이가슴아팠다.

뮤지컬을마쳤을때에는관람객의상당수가흐르는눈물을

닦으며, 려오는충격과감동을정리하고있었다. 

동서고금그유례를찾아볼수없는북한의정치범수용소

를폭로하고, 인권유린의 전초기지가 된 21세기의아우슈비

츠인그곳의숨소리를자유세계에전하기위하여‘요덕스토

리’를제작하 다는제작자정성산의인터뷰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북녘땅의실태를조금이나마느껴볼수있게하

는소중한기회 다. 제작자자신도북한의교육부상(장관)까

지지낸고위간부의자제 지만, 남한방송청취가발각되어

사리원정치범수용소 생활을경험하 던아픈기억을안고

있는사람이다. 그러한그가이작품을위하여얼마나심혈을

기울 는가하는것을공연전체를통하여읽을수있었다.

이번공연관람은두리하나를통하여구출된탈북자유이

주민들이이따금씩털어놓는중국국경과북한의수용소실

태에 한이야기들이시각적으로 다가오는기회가 되었다.

그들의증언에따르면“요덕스토리”에등장하는수용소의형

태는 그나마양호한수준이라고이야기해주었다. 오히려만

기가정해져지지않은채더열악한상황의수용소에서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는북한의 동포들이상당수가 있다고말해

주었다. 지금이순간에도곳곳의수용소에서신음하고있는

그들을다도와줄수없다는현실이안타까울뿐이다.

지금도도움의 손길을필요로 하는 많은탈북자들이자유

의 땅으로 오기위해 두리하나에구조요청을하고있다. 나

는그들의사연하나하나를읽을때마다마음아파하며흘러

내리는눈물을닦곤한다.

“요덕스토리”를통하여북한을향한선교의마음이더욱

불타올랐다는어느관람객의관람소감처럼, 남한의모든교

회와성도들에게북한에 한선교열정과기도의불길이훨

훨타올랐으면하는바람이다. 아니그보다도북녘땅을향한

중보기도가더이상필요치않는시 가하루빨리오기를하

나님께오늘도간절히간구한다. 두리하나최용준강도사



북한을탈출한여성들은중국에서원치않은결혼을하게

되며, 이때 태어난아이들은 엄마가북한으로 다시 끌

려가거나한국으로망명하게되면결국중국에서버림받게됩

니다. 이아이들의아버지는조선족이나한족으로 부분생활

능력이미약하고양육의지가없는경우가많아아이들의호적

조차도만들어 주지않는경우가 부분입니다. 결국이들은

북한∙한국∙중국도아닌 무국적자로현재보호를전혀받지

못하고있으며, 성인탈북자들보다도더비참한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아부터 6세까지의이러한아이들이현재중국땅에약일만

명이상방치되어있는안타까운현실에, 두리하나에서는이와같

은탈북여성들의어린자녀들을안전한장소에서양육하고교육

시킴으로써, 그들에게좀더나은삶의질을제공하고하나님의신

앙안에서자라도록해주려고합니다.

중국에있는탈북여성들의어린자녀들에게꿈과희망과소망이

될고아원사역인천사의집에여러분들의도움의손길이필요합

니다. 아름다운사역에많은관심과사랑을부탁드립니다. 

사랑의천사는북방에서유리하고방황하는어린 혼들과함께하는천사의집을위해기도와물질로후원하는분들

입니다.

커피한잔의후원금이, 작은사랑과따스한손길하나하나가아이들에가큰기쁨과희망이될것입니다.

탈북어린이고아원천사의집은많은분들의사랑의기도와동참으로이루어집니다. 

�일반후원 - 아동의양육비, 교육비, 생활지도비및천사의집운 비

�물품후원 - 아동생활용품(의류, 신발류, 문구류등…), 교육자료, 성경등…

두리하나｜15

천사의집

두리하나 이모저모

사랑의천사를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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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북한동포주일에여러분들을초 합니다.

■ 일 시 2006년 6월 25일오후 2시

■ 장 소 송내중앙감리교회 (지하철 1호선송내역, 남부출구) ☎ 032-651-4191

■주 최 사단법인두리하나

“선행을배우며공의를구하며 학 받는자를도와주며

고아를신원하며 과부를변호하라 하셨느니라”(이사야 1:1 7)

�박자따로음정따로 지만가장많은박수와환호를받아인기상을수상한유순금여사

프로페스널반주자가엄청고생했지만정말인기만은‘짱’이었습니다.

�내외빈과함게기념사진 �모든순서가끝난후북한식느릅냉면으로함께한식탁공동체

�안내와진행을위하여수고하신두리하나도우미들이전원나와서“둘이하나되는그날이오면”을합창하며예배와축하공연이마무리되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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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포주일을지킵시다!!!

‘일년에단하루만이라도고통받는동포를생각하며…’

북녘의동포들은지금이순간에도박해와굶주림에지친생활을하고있습니다. 한국교회는북한주민들과더불어북한

동포들의고통에 하여세계의교회들과기독교단체들보다더앞장서서기억하고기도해야할책임이있습니다.

사단법인두리하나에서는매년 6월넷째주일을북한동포주일로정하여그들의고통을생각하며, 복음안에서의통일

한국을소망하고기도하는주일로지킬수있도록하는운동을펼쳐오고있습니다.

북한동포주일예배를통하여안전의사각지 에놓여있는탈북자들의어려움과고통을직접보고느끼는뜻깊은자리

가되기를바라며, 이러한운동이한국교회전체로확산되고더나아가세계교회가관심을가지고함께참여하게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동포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나 단체는 두리하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거나 참여신청서를 FAX 및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기념예배를드릴수있도록 도움을드리겠습니다.

�북한동포주일은매년 6월넷째주일로드리고있지만교회형편과사정에따라주일을정하여지키셔도됩니다.

�북한동포주일의헌금을두리하나로보내주시거나연락을주시면북한선교를위해귀하게쓰여질수있도록안내해드리

겠습니다.

(담임목사 :                      )

(이메일 :                        )

희망자료 상물, 탈북자간증, 특강6월11일, 6월18일, 6월25일

교 회 명

교회주소

연 락 처

희망주일

■ 참여신청서 ■



저는 OO시 OO구역 OO인민학교교사로일하고있던중, 생활형편이심히곤란하여담임하고

있던학생의어머니에게저의가정형편을하소연하 습니다. 

저의월급 2.000원(조선돈)으로는세식구한달쌀값도턱없이부족합니다(2.000원으로는쌀

10kg을살수있습니다) 저의딸은운동복입어보는것이소원이었고, 구멍이난운동화말고새

운동화신어보는것이행복이라고했습니다.

저의하소연을들은학부형은장사를함께떠나자고제안을했습니다. 저는당장내일먹을것을

걱정해야하는형편과딸아이의소원인운동복을사주고싶어서길을떠나기로하 습니다.

그길이이렇게남편과딸아이와의마지막이될줄상상도못했습니다. 지금은가슴을뜯고머

리를박아도후회의눈물뿐입니다. 집을나서면서“엄마가이번에갔다오면꼭운동복사줄게”라

고손가락걸고약속했습니다. 그운동복을사들고돌아올엄마를기다렸을딸아이를생각하면

어쩌다내인생이이렇게되었는지울고또울어도이해가되지않습니다.

3일간의여행끝에○○에도착했고중국화교가한다는옷감장사집에들어갔습니다. 

어떻게된 문인지잠에서깨어나보니손발이꽁꽁묶인채로빛도없는어두운곳에갇혀

있었습니다. 저보다한참후에깨어난학부형은위에서들려오는이상한소리를듣고는“어머나

선생님, 여기중국인거같아요”라고말했습니다. 무슨소리인지이해를못하고놀라고만있는

저에게학부형은“그새끼가우리를팔아먹은거같아요”라는것이었습니다.

우린중국으로넘어오면서한번팔렸고여기서다시다른곳으로팔려가는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어두운곳에서감금된채그자리에서 소변을보고그자리에서잠자고해야했습니다.

그후학부형은저보다먼저다른곳으로팔려갔고, 저는얼굴이곱고배운것도있고해서

조금더비싼값에팔려가기를기다리고있는것이었습니다. 사람을팔때예쁘거나키가크거나

조건이좋으면더많은돈을받는다고했습니다.

어느날저는좋은곳으로보낸다면서다시마취제를사용하여화룡이라는곳으로데려왔습니다.

그집에서저는다시심양이라는곳으로왔습니다.

밤이되어서저를샀다는남자가와서자기집으로데려갔습니다. 

결국도망칠수도없고돌아갈수도없고의지할곳도없던저는두달후그의요구 로

그와함께살게되었습니다. 임신을했습니다. 전기왕에이렇게된거아이까지생겼으니이

탈 북 자 편 지

저를좀 살려주세요…

18｜두리하나



구 조 요 청 편 지

아이를위해서라도열심히살아야겠다고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그남자는저

를날마다때리고내가너같은거데리고살거라고생각했느냐면서이여자저여자를침실로

끌어들이기시작했습니다. 전아이를지우고이집에서도망쳐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그러나그때

미국에서오신선교사님들을만났고낙태는죄라고말리시는그분들때문에뜻을이루지못했습니다.

어쩔수없이전아이를위해서그냥살기로결심했습니다. 매맞는것만아니면모든것을

참고지금도살았을것입니다. 그러나폭행은점점더심해졌습니다. 가슴뼈가부러졌습니다. 

어느날그남편은저에게이제는이집을나가라고했습니다. 그리고전그집에서가방하

나들고쫓겨났습니다. 남편으로의지하고살아보려는저에게“너희북조선여자들은이제죽여도

법에걸리지않는다. 닭한마리죽이는것보다더쉽다”라고말하는그남자. 내뜻은아니었

지만그래도납치되어온이후로붙들리면어떻게될지모르는나의처지에서보호받고한곳에서

자식까지낳으면서살았던곳인데이제또다시그자식을떠나어디에서어떻게살아야할지도

모르는곳을떠돌아다녀야한다는것이기가막혔습니다.

두 자식을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이라 무조건 이 남자에게서 멀리 떠나자 생각하고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취직을하려해도북한사람이라고받아주는곳이없었습니다. 

북조선에서사람처럼살지도못할딸을생각하면당장이라도돌아가고싶지만돌아간다고해도

다시가족과함께사는것은불가능한것을알기에(돌아가면아무도제말을믿지않을것이고

보위부에잡혀모진고문과고통속에서일생을감옥에서보내다병들어죽게될것이기때문입

니다) 차라리망명을하여서떳떳한국적을가지고언젠가내딸들을만날그날을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마다기도합니다“사랑하는딸아, 꼭살아있어라… 엄마가반드시돌아갈게, 그때까지

꼭기다려줘”라고…

탈 북 자 편 지

보낸사람 | “풀향기”OO-OOO@hanmail.net

도착시간 |  2006.04.06 (목)

※풀향기님(한나)을비롯한 5명(요한, 데보라, 찬미, 나오미, 요셉)의형제자매님은산을넘고강을건너수많은

검문과위험이도사리는국경을넘나드는 8일간의긴여행을마치고 4월 15일마침내자유의땅 OO에

도착하여부활절아침에하나님께눈물의감사예배를드리고이제는내일의희망을꿈꾸며달콤한휴식을

취하고있습니다. 아래는자유의땅에도착한후일행중한분이두리하나게시판에남긴감사의 입니다.

아슬아슬한고비들을아버지의은혜가운데무사히넘기고어제저녁에자유의땅에무사히도착했습

니다. 그동안저희들을위해서맘졸이시며간절하게기도해주신두리하나회원님들을

비롯한많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형통하게일들이진행되었기

에험난한국경을넘어이곳에도착했다는게실감이잘가지않을정도입니다.

기도의위력을다시한번체험하는좋은기회 습니다. 감사합니다.

04/16 조선사람

두리하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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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세워주세요! 사람치었어요! 제발세워주세요!”

애타게소리치지만자동차는나무를떨구면서 50미터이상을더달려서야멈춰선다.

나무를산더미같이싣고그위에 10여명이넘는사람들이타고시속 50키로이상의속도로달

리지만운전자는자기자신의차가몹시위험하다는사실을아는지모르는지…

“무슨일인가?”하고좌측백미러에비친떨어진사람들의처참한모습을보고서야차를멈

춰세웠다. 그때는이미 5명의사람들이돌멩이처럼나뒹굴어져인명손실이발생한다음이다.

통나무를운반하는차에사람을실은운전자도잘못이라하겠지만사람들이이런자동차

를이용하도록방치하고국민이이용할수있는택시나버스등교통수단을전혀제공하지않은국

가에사고의책임을묻는것이타당할것이다.

자동차위에서간신히목숨을건진사람도이러한교통사고의발생원인과 결과에

는무관심한듯…살면사는 로, 죽으면죽는 로사건사고는묻혀지고잊혀지는것이오늘

날평양을제외한북한의방방곡곡의현실이다. 

출출한배낭을메고오른쪽에서서사고를지척에서 목격하는 소년은후일자기자신도

이런사고를당하게되고구사일생으로목숨을건지게된다.

저작권번호 : 0405

correlate@hanmail.net

그림으로 보는 북한



후원헌금방법

■계좌이체

◎한국�아래계좌로후원금을입금해주시거나계좌이체를신청하시면매월자동으로결제가됩니다.

지로를이용하실경우 (사)두리하나지로번호는 7661361번입니다.

�농협은행 : 088-17-007375예금주 : (사) 두리하나 �국민은행 : 342301-04-012737예금주 : (사) 두리하나

�외환은행 : 335-22-03034-7예금주 : (사) 두리하나 �우리은행 : 122-387319-13-001예금주 : (사) 두리하나

�우체국 : 012872-01-002780예금주 : (사) 두리하나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로연락주시면자세히알려드립니다.

◎미국�Bank of America bofaus3n(swift code) 004129740302(account number)

■문의및연락처

◎한국�TEL : 02-553-3827    FAX : 02-562-6823 이메일 : durihana@korea.com 

주소 : 135-080서울시강남구역삼동 642-19역삼하이츠빌딩B203호

◎미국�TEL : 703-489-4596   

주소 : Durihana Inc. P.O.Box 3451 McLean, VA 22103-3451

�뉴욕 지부 : 김 란집사 718-551-7186 �뉴저지지부 : 김 배목사 201-819-9251

두리하나｜21

두리하나자원봉사동역자모집
�교육지원팀(자유이주민상담, 친구되어주기)

�문서선교팀(소식지편집,발송)

�행사지원팀(행사기획 및실무)

�기도모임팀(월요기도모임예배준비및찬양반주)

�인터넷관리팀(홈페이지관리및인터넷홍보)

�국제연 지원팀( 어통역및번역)

북한선교사역에동참하는방법
후원자들의작은손길이수많은탈북동포들의생명을살립니다. 

많은관심과기도와참여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동참

①각교회에서탈북자들과북한을위하여기도

②각개인의기도시간에탈북자들과북한을위하여기도

③두리하나월요모임에참석하여함께기도

�장소 - 한국 : 매주월요일저녁7시30분. 역삼역 6번출구역삼하이츠빌딩 YBM 강당(지하) 

- 미국 : 뉴욕나눔장로교회매주월요일저녁 8시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 (Flushing High School 맞은편)

�매월선교헌금으로동참 (10,000원일경우)

①탈북어린이 1명의한달중국생활비

②북한고아 5명의한달북한생활비 (북한으로전달가능)

③북한에성경한권을전달할수있는경비

한 혼을사랑하는마음으로한달의한끼, 차한잔을금식하면이룰수있는일입니다. 보내시는헌금은세금

공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교회, 단체, 소그룹모임시요청하시면 방문하여북한, 탈북자관련 상물

상 및선교상황을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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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와협력하는교회및단체

1월 후원헌금내역

2월 후원헌금내역

김진홍(1,000,000원)  장경우(200,000원)  정상광(300,000원)  천기원(360,000원)  거여중앙교회(100,000원)  경화교회(50,000원)  남서울산본

교회(200,000원)  미래의보물섬(200,000원)  반월중앙교회(100,000원)  새빛교회(200,000원)  샘물교회(29,070원)  성암교회(50,000원)  송림

교회(100,000원) 예원교회(100,000원) 온천교회(100,000원) 워싱턴성광교회(185,422원) 저도 알교회(50,000원) 철원감리교회(100,000원)

강연숙(10,000원)  공인규(10,000원)  곽유경(9,760원)  김광호(50,000원)  김근호(50,000원)  김기용(100,000원)  김련기(20,000원) 김성자

(19,760원) 김세정(50,000원) 김수희(50,000원)  김 희(50,000원)  김용순(4,760원)  김은순(10,000원)  김정 (30,000원)  김정란(9,760원)

김진형(14,600원)  김희라(10,000원)  맹진희(50,000원)  박단열(20,000원)  서원탄(20,000원)  성윤희(10,000원)  송미선(10,000원)  송한설

(35,000원) 신광재(100,000원) 안옥화(20,000원) 양미경(10,000원) 연명희(30,000원) 오미경(80,000원) 원종임(49,760원) 위수경(9,760원)

유수진(500,000원)  윤경원(10,000원) 윤소 (10,000원) 은순선(60,000원) 이윤이(200,000원) 이은경(20,000원)  이은자(30,000원)  이종순

(30,000원)  장동희(100,000원)  장숙경(10,000원)  전복림(10,000원)  전진우(10,000원)  정명화(10,000원)  정수진(10,000원)  정태율(20,000원)

조희진(140,000원)  진종택(30,000원)  최명숙(9,760원)  최명신(200,000원)  하 숙(30,000원)  한선이(200,000원)  박연재(1,372,601원)  한국기

독교장(50,000원)  김광순집사(100,000원)  김춘자(200,000원)  김근호,박미경(1,000,000원)  예수북한구원(60,000원)  강은숙 강도사

(20,480원)  신암교회선교부(2,000,000원)  임재천,서미정(1,200,000원)  느릅찐빵판매수익(20,000원) 

3월후원헌금내역

김진홍(1,000,000원)  장경우(200,000원)  정상광(300,000원)  천기원(400,000원)  거여중앙교회(100,000원)  경화교회(50,000원)  전성선

교회(50,000원)  미래의보물섬(200,000원)  반월중앙교회(100,000원)  새빛교회(400,000원)  샘물교회(27,500원)  성암교회(50,000원)  송림

교회(100,000원)  열린문교회(200,000원)  예원교회(100,000원)  온천교회(100,000원)  워싱턴 성광교회(185,610원)  저도 알교회(50,000원)

주님이기뻐하시는교회(237,000원)  철원감리교회(100,000원)  포항북부교회(200,000원)  한국기독교장로회한라(50,000원)  강연숙(10,000원)

공인규(10,000원) 김근호(50,000원)  김덕환(10,000원)  김세정(50,000원)  김수희(50,000원)  김 미(20,000원)  김 희(200,000원)  김은순

(10,000원) 김정 (30,000원) 김정란(9,760원) 김정숙(20,000원)  김희라(10,000원) 맹진희(50,000원)  박단열(20,000원)  서원탄(20,000원)

성윤희(10,000원) 송미선(20,000원) 송한설(15,000원)  신광재(100,000원)  안소 (200,000원)  양미경(10,000원)  연명희(30,000원)  오미경

(80,000원)  오성수(200,000원)  유수진(500,000원)  윤경원(10,000원)  윤소 (10,000원)  윤 기(50,000원)  이윤이(200,000원)  이은경

(20,000원)  이종순(30,000원)  장동희(100,000원)  장숙경(10,000원)  전복림(10,000원)  전진우(10,000원)  정명화(10,000원)  정수진

(10,000원)  정신여중(99,760원)  정연철(110,000원)  조희진(200,000원)  최명신(200,000원)  하 숙(30,000원)  한선이(200,000원)  황희숙

(40,000원)  김순봉전도사(10,000,000원)  ㄜ트리아드(2,000,000원)  온천교회(2,000,000원)  데보라(4,787,765원)  정상광(3,500,000원)  최은애

권찰(100,000원)  박원식(2,500,000원)  에수북한복음(60,000원)  미우라상(819,540원)  조주희기자(446,730원)  김철(130,000원)  강왕건

(100,000원)  구자형목사(200,000원)  핸드폰후원(47,250원)  무명(200,000원) 

1월 USA 후원헌금 내역

2월 USA 후원헌금 내역

3월 USA 후원헌금 내역

김진홍(1,000,000원)  장경우(200,000원)  정상광(300,000원)  천기원(500,000원)  거여중앙교회(100,000원)  경화교회(50,000원)  남서울산

본교회(200,000원)  미래의보물섬(200,000원)  성암교회(50,000원)  송내중앙교회(200,000원)  어린양교회(1,423,180원)  열린문교회

(100,000원) 온천교회(100,000원) 워싱턴성광교회(187,686원) 저도 알교회(50,000원) 철원감리교회(100,000원) 포항북부교회(100,000원)

강석순(30,000원)  강연숙(10,000원)  공인규(10,000원)  김근호(50,000원)  김덕환(10,000원)  김세정(50,000원)  김수희(50,000원)  김효상

(9,790원) 김희라(10,000원) 박단열(20,000원) 서원탄(20,000원)  성윤희(10,000원)  송미선(10,000원)  송한설(25,000원)  신광재(100,000원)

안소 (100,000원) 양미경(10,000원) 양재숙(114,000원)  연명희(30,000원) 오미경(80,000원) 오성수(100,000원)  유수진(500,000원)

윤경원(10,000원) 윤소 (10,000원) 이윤이(200,000원) 이은자(30,000원)  이종순(30,000원)  장동희(100,000원)  전복림(10,000원)  전진우

(10,000원)  정명화(10,000원)  정수진(10,000원)  조희진(200,000원)  차동제(115,000원)  최성일(10,000원)  하 숙(30,000원)  한선이

(100,000원)  사카에목사(412,045원) 세미한교회(97,480원) 박윤희(827,360원)  이석자외9명(961,400원) 두레학교(300,000원)  순교자의소리

(V.O.M)(2,583,384원)  김수태목사(953,030원)  느릅찐빵판매수익(36,000원)  핸드폰후원(37,800원)  무명(10,000원)

Shin, Anne($ 30.00)  Jun, Hyawon($ 20.00)  Jhin, Hyo($ 100.00)  Kwon, Sung Do($ 20.00)  이요셉($ 20.00)  이진희

($ 20.00)  Butler, Bradford($ 20.00) 

두레선교회(워싱턴)($ 1968.89)  Cronin, Hyang($ 500.00)  Shin, Anne($ 30.00)  손덕수($ 200.00)  Kwon, Sung Do

($ 20.00)  Jhin, Hyo($ 100.00)  

Cook(Kim) Suk Chu($ 60)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200)  Shin Anne L($ 30)  Kwon Sung Do($ 20)  Jhin Hyo B

($ 100)  VKBC-Yong P Cu Frang($ 800)  VKBC-FC23($ 40)

두레교회 송내중앙감리교회 새빛교회 포항북부교회 경화교회 성암교회 경인중앙장로교회 남서울산본교회 동중앙교회 저도 알교회

거여중앙교회 철원감리교회 온천교회 열린문교회 외교안보포럼 청도선교센타 희망의보물섬 워싱턴성광교회 워싱턴한인감리교회 한마음

침례교회 베델한인교회 한인연합교회 웨스티힐장로교회 제일감리교회 뉴욕어린양교회 하와이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나성한인감리교회

요벨연합감리교회 솔즈베리한인장로교회 참길장로교회 시카고남부연합감리교회 원한교회 크리스쳔타임스 뉴욕예술가곡연구회 템파한인

침례교회 오메가한인연합감리교회 제일사랑교회 팰리쉐이드교회 참빛교회 벵쿠버한인장로교회 세미한교회 사랑선교교회 열린지구촌교회



※판매금액의일부는북한선교기금으로사용됩니다. 교회나단체간식용으로좋습니다. 

�주문상담 : (02)553-3827 (018)422-0093 / 담당자 : 정미라간사

예로부터북한에서는귀한손님이오거나명절등에는느릅나무를재료로한느릅국수를만들어먹습니다. 

백두식품에서개발된느릅냉면과느릅찐빵은탈북자들의자활공동체기술로제조되었습니다.

웰빙시 의북한건강식품

“느릅냉면 느릅찐빵”

웰빙시 의 건강식품

택배비(3,000원) 본인부담. 50BOX 이상무료배송

�입금계좌 농협 100083-56-053298  

�예금주 두리하나

�느릅냉면 1BOX(10인분,육수포함)   10,000원

�느릅찐빵 1BOX (25개入)          10,000원

모모든든 차차종종 고고가가매매입입,, 저저가가판판매매

�무보증할부 36개월가능

�위탁판매 전문

�신용카드 할부가능

�방문출장 환

�소비자 직거래판매

�전화상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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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①자동차등록증 ②인감증명1통

③자동차세완납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책임보험 수증

�매도인
①주민등록등본 ②책임보험 수증

�차량매매시 구비서류�

Carmanager/부장
김 광 호
(2002년 입국)

자동차 매매알선, 위탁관리, 등록 행



두리하나 Vision

북한선교 ( 외비)

�실크로드프로젝트(북한주민에게복음및사랑의물품전달)

�성경보내기

국내사역

�평화의마을프로젝트(자유이주민직업소개및정착지원)

�탈북자교회연결사역

�북한선교아카데미

자유이주민인권운동

�탈북자난민지위확보를위한국제인권운동

�두리하나통일캠프

해외체류탈북자지원사업

�국내입국지원( 외비)

�쉰들러프로젝트

(중국내탈북청소년및부녀보호)

�현지사역자양육

�선교지방문

중국(7월, 8월, 12월, 1월, 2월)

태국, 미얀마, 베트남(1월, 2월)

청소년동북아비전캠프(8월)

�탈북어린이고아원사역

가하는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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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는…

북한동포들에게기독교복음을전파하고

예수그리스도의사랑안에서‘남과북’이하나가되게하며평화통일에헌신할일꾼들을양성하여

남북이하나님의공동체로서하나가되게하는평화운동을수행하고자합니다. 

두리하나의받은바소명은…

탈북자들을통하여닫혔던북한의복음의문이열리게하고

이사역을진행함에있어중국교회와연합하여다가올

“21세기통일한국시 가이루어질때에예루살렘과땅끝까지”주님의명령에동참하는

“Back to Jelusalem �사역을완성시키는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우리민족에게가장큰선물로‘통일한국’을주실것입니다.

통일한국을위하여북한에도복음이전해지는그날까지우리의무릎과두발로헌신하고자합니다. 

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서이루어가고계시는북한선교사역에

성도님들의많은기도와관심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