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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 Vision

●월요 기도모임

두리하나는…

북한동포들에게기독교복음을전파하고예수그리스도의사랑안에서‘남과북’이하나가되게하며

평화통일에헌신할일꾼을양성하여남북이하나님의공동체로서하나가되게하는평화운동을수행하고자합니다.

두리하나의 받은 바 소명은…

닫혔던북한의복음의문이탈북자들을통하여열리게하고이사역을진행함에있어중국교회와연합하여

다가올 21세기통일한국시대가이루어질때에예루살렘과땅끝까지주님의명령에동참하는

“Back to Jerusalem”사역을완성시키는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이우리민족에게가장큰선물로‘통일한국’을주실것입니다.

통일한국을위하여북한에도복음이전해지는그날까지우리의무릎과두발로헌신하고자합니다.

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서이루어가고계시는북한선교사역에성도님들의많은기도와관심부탁드립니다.

“그막대기들을서로연합하여하나가되게하라네손에서둘이하나가되리라”(겔 37:17)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두리하나월요모임에가면북한이보입니다.
북한에남겨져있을믿음의그루터기, 지하교회교인들,
중국이나제 3국에있는북한난민들,
이미남한에들어온북한자유이주민들,
미사일을쏘아올리는북한을움직이는사람들, 정치범수용소, 북한의소외계층.
언젠가는해결되어야하는, 응답을받아야하는갖가지의사연들…
그눈시울뜨거운기도제목이있기에두리하나월요모임에가면북한을위한기도가보입니다.
그리고…두리하나월요모임에가면북한을위하여기도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길위에던져진몇안되는곡식낟알같은보잘것없는작은무리입니다.
수없이지나가는사람들의눈길에담기지않는그런작은무리일지라도
주의이름으로두세사람이모인하나님의사람들이기에
그자리가그립고거기에서만나는모든사람들이
오랜친구처럼따뜻하게가슴속에담깁니다.
언젠가이적은낟알같은무리들이 30, 60, 100배로열매맺게되기를
소망합니다.

■일 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두리하나교회
■문 의 1577-9121

•북한지하교회와북한의복음화를위하여…
•중국과제3국에서흩어져떠돌고있는탈북동포의안전과그들의인권및구출을위하여…
•현장사역자에게힘과능력을주시며, 사역의형통함을위하여…
•국내에입국한북한자유이주민을위하여…
•두리하나국제학교와수학하고있는탈북청소년들을위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두리하나의 기도

북한선교를 위한두리하나 기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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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생 모집]

▣ 모집 대상 및 모집 인원
가. 초등부 과정: 10명
나. 중등부 과정: 10명
다. 고등부 과정: 10명
라. 대입준비 과정: 10명

▣ 전형 절차 및 일정
-1차 모집
① 원서 접수: 2009년 12월 24일(목) ~ 2010년 2월 12일(금)
② 입학시험 및 면접: 2010년 2월 19일(금)
③ 최종 합격자 발표: 2010년 2월 24일(수)
④ 합격자 등록: 2010년 2월 24일(수) ~ 3월 1일(월)
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0년 2월 27일(토)
⑥ 입학식: 2010년 3월 2일(화)

▣ 두리하나 국제학교 선발 장학생 특전
① 내부 규정에 의한 성적 우수자 및 품행 우수자에 한해 뉴질랜드
Auckland Edinburgh College 6개월 어학연수 특혜

②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소속
전 세계 5,500개 학교 유학 기회 제공

[교사 모집]

▣ 모집 대상 및 모집 인원
가. 초등부 과정: 0명
나. 중등부 과정: 0명
다. 고등부 과정: 0명
라. 대입준비 과정: 0명

▣ 지원 자격
가. 신실한 크리스천
나. 일반 대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다. 교사 자격증 소지자

▣ 모집 절차 및 일정
① 지원서 접수: 2010년 12월 24일(목) ~ 2011년 2월 25일(금)
② 면접: 2011년 2월 26일(금)
③ 최종 합격자 발표: 2011년 2월 27일(수)

DIS국제학교(두리하나 국제학교)는 ACSI (Association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국제 크리스천 학교 협의회-
미국 학력인정 기관)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며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국제적 리더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2010학년도
DIS두리하나국제학교 전액장학생 및 교사 모집

DIS 국제학교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21세기 실천적 복음교육을 목표로 통일시대가 요구하는 참 인재를 양성하고자
국내 최초로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설립한 국제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TEL : 1577-9121, 070-7571-2181  FAX : 02-532-251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18-3  EMAIL: durihana.d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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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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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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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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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탈북

탈북자매“오! 하나님, 이번엔스케이트랍니다”
난생처음감격의 '첫크리스마스' 맞은김은경-은심양

"간절한기도로기적의탈북...이젠하나님사랑전하고파"

삼겹살굽는고소한냄새가가득하다. 주방에서막샤워를한

상추가식탁으로분주히옮겨지고된장이며마늘까지예쁜손들

에옮겨져자리잡는다. 

“그배우정말노래잘하더라.”“얼굴도예쁘던데?”

방금보고온뮤지컬‘잭&팟’얘기는분주한손놀림속에서수

다거리가된다. 그리고식당가운데자리한작은케이크와주전

부리과자들. 케이크에꽂은빨간초엔환한불빛이아이들마음

을비춰주고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DIS 두리하나 국제학교(Durihana

International School)의성탄절전야모습이다. 지난 10월 11일

문을연두리하나국제학교는국내최초의탈북청소년들을위한

국제기독교대안학교이다. 

김주교장과교사, 학생들이모두둘러앉았다. 학생들은모두

탈북청소년들이다. 

“북한에서이렇게상차리고먹는것은1년에한번될까말까

한데너무좋아요.”

아주 키가 작은 여학생이 마냥 신기한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

보고있었다. 88년생,  우리나이스물둘, 만으론스물한살이다.

이름은김은심. 

지난5월북한을탈출해중국을거쳐한국에왔다. 

은심이에게 오늘은 스물한 살에 맞는 생애 첫 크리스마스다.

북한엔물론교회가없다. 있는 것이라고는평양어딘가에꾸며

놓았다는 가짜 교회뿐이다. 교회는 못가도 하늘을 우러러 항상

기도하며살았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

나님뜻대로살거예요.”

수줍은은심이는말도소곤거린다. 그래도할말은한다. 

“하나님은혜로한국에올수있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조금더이야기를하게하면울것같다. 하지만수사만번드레

한어느기도들보다‘은심이의하나님에대한감사’는듣는이의

마음을움직인다. 두눈에진정한감사의마음이넘치기때문이다.

은심이의북한집은양강도혜산시연풍동이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였다. 공부가 싫어서? 아니다. 4

살이던 1992년아버지가병으로돌아가셨다.

임업자재판매지도원이던어머니가2녀1남을

부양했다. 네 살 위인 오빠는 중국을 드나들

었다는 불법월경 죄로 북한 감옥에서 지내다

병사했다. 여섯살위인언니는2006년‘한국

으로간다’며집을나갔다. 그리고유일한의

지인어머니는2007년병으로돌아가셨다.

“먹고사는게큰일인데공부를어떻게하

겠어요? 저만아니라다른북한아이들도마

찬가지예요.”

빌어먹듯힘겹게혼자하루하루를연명했다.

‘고아’가된은심이를돌볼이웃도없었다. 모

두들내몸하나건사하기힘든처지에누구에

게돌봐달라고말하고돕는단말인가. 그러던

올해 5월낯선사람이찾아왔다. '언니가김은

경이 맞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언니가

남한에정착해서너를데리고가려고하니준

비를하라고했다. 반가웠다. ‘언니! 언니가살

아있었구나.’‘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

나.’하지만무서웠다. ‘강을건너다경비대가

김은경(왼쪽) 은심 자매ⓒ뉴데일리



총을쏘면어떻게하지?’‘탈북했다잡히면사형을시킨다는데잡히진않을

까?’며칠밤을울었다. 기뻐서울고무서워서울었다.

그러던어느날그사람이다시찾아왔다. ‘며칠날강에가서빨래를하

는척하다가강을건너라’고했다. 이번엔눈물이나는게아니라가슴이

떨려왔다. 스물한살, 겨우 140㎝의작은여자가감당하기엔너무큰두려

움이었다. 잠도못자고기다리던그날이왔다. 빨래거리를들고강에나갔

다.  오후 7시쯤, 아직어둠이채내려앉지않은강에는곳곳에총을든경

비병들이보였다. 평소보다더많은것같았다. 강건너까지50여m. 강저

편에언니가와있다고했다. 꿈에그리던언니가. 하지만, 아아! 이강을내

가건널수있을까?  

빨래하는시늉을하고있는데경비병이다가왔다. 금방이라도잡아갈것

같았다. 콩닥거리는가슴을애써참고있는데경비병이말을건넸다. 

“곧밤인데무슨빨래야? 빨리올라가라.”

경비병은 다시 발길을 돌려 강둑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때였다. 눈을

질끈감았다. ‘가자!’무턱대고강으로뛰어들었다. 

“어어? 저에미나이가?”

경비병의놀란고함을들었는지확실하지않다. 그저죽을둥살둥헤엄

을 쳤다. 빠른 물살에 떠내려가며 조금씩 전진하기를 10여 분. 발에 땅이

밟혔다. 북한아닌중국땅이었다.

“수영을잘하냐”고물었다. “아니요. 강변마을에살았어도한번도수

영을해보지않았어요.”

살면서 기가 막히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수영을

해주었다는 얘기는 처음이다. 하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래도

압록강의5월은추운데하나님께서는감기안걸리셨는지모르겠다.

은심이를탈북시킨언니가은경이다. 만 스물일곱. 2006년탈북, 지

난해한국에왔다. 내년에총신대2학년이된다. 이어린대학생이무슨힘

이있어서동생을구출했을까. 은경씨는교회의도움이컸다고말한다. 

두리하나선교회(천기원 목사)가 성금을 모아주고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

로힘을줬단다.

“동생데리러중국에일주일머

물렀어요. 그런데동생의탈북날

이 가까워지자 북한 쪽 사람들이

며중국쪽사람들이모두‘못하

겠다’는거예요. 경비가심해져서

자신들까지 위험하다며 발을 빼

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자 은경

씨는 결단을 내렸다. ‘죽든 살든

내가 하겠다’고.  ‘안내인 없이 혼

자 강을 건너라’는 위험천만한 탈

북 사인을 동생에게 전한 언니 마

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칫 동생

을죽이는결정이될수도있었다.

“(강 건너는 것을)차마 못 보고

강둑에 앉아 기도만 했어요.  그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

에없었어요. 부를이름도하나님

밖에없었고요.”

하나님은 바쁘셨을 것 같다. 은

경씨기도들으랴, 은심이대신수

영하랴. 아니 어쩌면 은경 씨 기도

를들으며하나님도더힘을내셨을

지도모른다. ‘영차영차’하시며.

식사를 마친 은경-은심 자매는

광화문광장에 스케이트를 타러 간

다고했다. 

스물한 살의 첫 크리스마스. 게

다가처음타보는스케이트. 

“스케이트처음타면많이넘어

질텐데?”

일없단다. 잘탈수있을거란다.

오! 하나님. 이번엔스케이트랍니다.

하나님! 엉덩방아조심하세요.

2009.12.25 14:12 

뉴데일리 newdaily.co.kr

온종림, 최유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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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국제학교의성탄절전야ⓒ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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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소망의 집’식구들의 성탄 축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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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으며

해외 두리하나 식구들의 새해 인사

모든두리하나식구들에게주님께서허락하
시는큰복이임하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하

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
수님께 온 정성과 영혼으로 감사드립니다

.

더 많은 소망의 집 식구들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의 집과 불쌍

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늘 보좌 움직
이는 본사 월요기도 팀에게 깊이 감사드

립니다.

성탄과 새해에 두리하나 대표님과 사모
님,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임직원, 두리

하나 국제

학교와 복음자리원, 천사의 집, 두리하
나 미국지사, 일본지사 등 모든 두리하

나 식구들

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이 임하
길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

합니다.

주 네이 핑안~~~ 

2009.12.21     라0스 국경이 인접한
지역에서 신맛디아 배상

기도하시는모든것을응답받고계획하신모든일들을다이루어주시기를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송 00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이 시대의 귀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 북한과 탈북자들을
복되게 하시는 천 목사님과 두리하나 모든 분들에게 평강의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일 년 간에도 탈북자들을 위하여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아가페의 사랑을 안고
기도와 믿음으로 많은 수고하신 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좋은 나라에 오게 된 것
을 늘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언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교회는 네덜란드 교회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수요기도모임을 매주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 년에도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두리하나와 천 목사님께 더하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것을 응답받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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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대를대비하고있는두리하나국제학교

“통일시대가요구하는참인재를양성하고자설립됐습니다. 통일이됐을때한국을이끌어나

갈수있는국제적리더양성을교육목표로삼고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리하나 소속의 두리하나 국제학교는 힘들게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왔지만, 정부의

보조가미미한미성년자들을교육하는기독교대안학교이다. 이학교는국제크리스천스쿨협의회

(ACSI)에소속되어있기때문에졸업시전세계에서학위를인정받게된다.

탈북자구출 10여년이흐른지금, 우리나라에는 1만7천명이상의탈북자들이입국하여전국각

지에서살아가고있다. 물론정부에서탈북자들에게제공하는‘보금자리’가있지만, 대부분서울

이 아닌 지방으로 배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서울로

올라온탈북자들은결국머물곳이없어서재탈출하여영국, 미국등지로가는경우가늘고있다.

탈북청소년들은대부분정상적인교육을받지못했을뿐만아니라, 받았다고하더라도김일성

우상화수업에찌든사상교육을받아왔다. 따라서일반학교에서는적응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이학교에는가장어린5살학생을비롯하여대학교에다니는청년까지26명이먹고자며생활

하고있다. 새벽예배와수요예배등을통해영성부분이, 영어, 수학, 국어수업등을받으며지성

부분이골고루성장하도록교육받고있다. 이를위해원어민교사를비롯한정규교사와자원봉사

자등약20명이가르치고있다.

천기원목사는“이스라엘국민들은2천년이넘게나라없이떠돌아다녔다. 그러나노벨평화상

수상자 3백여명중 1백여명이유대인이고전세계적인재력가들도대다수가유대인들이다. 이

는신앙이밑바탕이되어있기때문이다”면서, “따라서학생들에게무엇보다신앙이가장중요하

다고가르치고있다”고말했다.

또천목사는“하루이틀이아니기때문에모든학생들의식사를책임져야하는부분이가장어렵

다. 다른교회의선교회에서한달에한번이라도오셔서봉사를해주면큰도움이될것이다. 북

●DIS 두리하나국제학교

두리하나국제학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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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하나국제학교는탈북청소년들을위해설립된

국제기독교대안학교이다.

한에가서직접북한주민들을돕지는못할지라도우리나라주변에있

는탈북자들을돕는다면하나님께서도크게기뻐하실것이다. 이게바

로사랑의실천이아니겠느냐”고말했다. 

힘겹게탈북한아이들돌보고가르치며하나님의사랑을실천

이학교학생들은 5시새벽예배로하루를시작하고 4시까지수업을

한후, 10시30분까지자습을하고있다. 무척빡빡한일정이지만, 학생

들이잘소화해내고있다. 북한에서의생활과는정말다른생활이지만, 이렇게잘적응하고있는것은주

님에대한믿음이있기때문이다.

천목사는“인간은항상현실에만족하지못하고유토피아를지향한다. 우리나라로넘어온탈북자들도

미국, 영국등지에가면더나은생활이기다리고있을것이라는그릇된생각을한다. 따라서환경이아닌

내면을바꿔줘야한다”고말했다.

이학교는지식만강조하는학교나엘리트만을고집하는교육을지양하고, 영성과인성및지성을골고

루겸비한인재양성에힘쓰고있다. 더나아가통일한국에밑거름이될수있는균형잡힌시각을지닌사

람을키우기위해앞장서고있다.

앞으로야학도개설할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와서영어나일본어강의등을들을수있도록학교를개

방할계획이추진중에있다. 

중국서‘소망의집’과고아원을운영, 영성, 인성, 지성교육을 담당

한편사단법인두리하나는우리나라에입국한탈북자들뿐만아니라, 중국에거주하는탈북자들을위해

서애쓰고있다. 

탈북자들은중국에서불법이주자로취급을받고, 북한으로돌아가게되면생명이위험해진다. 

따라서탈북자들을대상으로인신매매가성행하고있는실정이다. 그래서두리하나는이들을위해중국에

소망의집을운영하고있다. 또한인신매매, 원치않는결혼등의과정에서태어난국적없는수천명의아

이들이머무를수있는고아원5개를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2009년 11월 8일

기독교신문박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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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이모저모

2009년 11월 28일오전 9시부터인천계산공업고등학교 5층 제과제빵실에서두리하나국제학교학생들과자원봉사자들이함

께 3명 1조씩 팀을 만들어 파운드 케익 제작 실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3시간 동안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고 반죽하여 빵

을만들며숨겨져있던자신의적성을재발견하였고, 또한제작과정을익히며먹거리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는계기가되었다.

2009년 12월 9일 오후 5시부터 1시간동안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 몸에 관한 특강을 예배실에서

실시하였다. 스타일리스트인 신나영 선생님으로 부터 건강한 모발, 피부 등 우리 몸을 가꾸는 여러가지 지식을 전해 듣고, 학생

들은 새삼하나님의성전인자기의몸을건강하고아름답게만들어야되는이유를깨닫게되었으며각자의 몸을더욱사랑해야

겠다고다짐을하게되었다.

국제학교 H.R 시간의 댄스교실과워십교실, 피아노 교실에서열심히가르치시는김은애, 김금진, 이요은, 하이얀 선생님

과열심히배우고있는학생들의모습이너무아름답습니다.

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

탈북 청소년 배움의 기회

┃제과제빵┃건강한 우리몸┃

제과제빵실습을 다녀왔어요!!

건강한 우리 몸

■댄스교실 (김금진선생님)
■워십교실 (하이얀선생님)

■피아노교실

(이요은, 김은애선생님)

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국제학교 H.R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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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담회

탈북청소년북한학력인정문제와

재교육강화필요성

지난 1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119호에서는 탈

북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의미 있는 간담회가 열

렸다. 한나라당의 김세연 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이정책간담회에는천기원사단법인두리하나대

표, 이향규 한국교육개발원 박사, 정강규 통일원

정착지원과 서기관, 전우홍 교과부 교육복지정책

과과장, 송재범서울시교육청장학사, 노인수법

무법인세광변호사, 조명숙여명학교교감, ○○○

탈북대학생이참석했다. 

먼저김의원의인사및참석자소개가있었고,

그후한국교육개발원의이향규박사의발제가이

어졌다. 이 박사는‘탈북청소년 북한학력 인정과

취학 상황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 학

력증명의어려움과탈북청소년의취학기회보장

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현실의 개선을

위해제도적지원이필요함을피력하며일반학교

의 탈북학생 수용 능력 개선, 민간 대안교육시설

의제도화, 탈북청소년교육지원활동의제도화와

체계화를제안했다. 

이어서두리하나의천기원대표는한국에서북한

의학력인정제도에모순이있음을지적하고, 탈북

청소년의교육문제해결을위해탈북청소년을위한

정확한 종합진단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한별도의의무교육과정을신설하여재교육하여

야한다고제안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장기간의

교육공백, 성장불균형, 불안정한심리상태를감안

한교육방식의개선이필요함을역설했다. 

정강규 서기관은 탈북청소년 교육문제 해결의

수단들로하나원의‘하나둘학교’직접운영, 하나

원에‘국립 예비학교’설립 추진, 일반학교 적응

지원, 민간 대안학교 지원 강화들을 계획하고 있

음을밝혔다. 전우홍과장은서울시교육청에서제

도교육과 민간 대안교육시설이 결합되는 탈북청

소년 교육의 새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

을위한공립대안학교(민간위탁가능) 설립을추

진중에있다고밝혔다. 

송재범 장학사는 탈북청소년들의 가정 환경이

열악하고, 그들의 학력이 자격 미달임을 지적하

며, 탈북학생과 지도교사의 멘토링 결연이 큰 호

응을 얻고 있음을 지적했다. 노인수 변호사는 탈

북자를고용한경험을밝히며, 탈북동포들을끌어

안는방안이시급함을지적했다. 

조명숙 교감은 탈북청소년들이 하나원을 나올

때마다 학력 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제안했고, 탈북청소년을위한대안학교가

‘검정고시기술학교’로 변질되고 교육의 파행을

조장할수있다는사실을경계했다. 

마지막으로○○○탈북학생은재교육이라는대안

을통해대학입학만을위한교육이아니라, 대학을

가지않더라도남한땅에서올바른민주의식을갖

고살아가도록탈북청소년들을돕기를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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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an Rivers, CNN

November 18, 2009 7:32 a.m. EST

Seoul, South Korea (CNN) -- They've escaped the
most repressive regime in the world, but for many
North Korean refugees, life outside their closed,
totalitarian country is still not easy.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ome
17,000 refugees have made the perilous journey from
North to South Korea, often via a tortuous route that
takes in China, Laos and Thailand.

But Joanna Hosaniak, from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aid the refugees often
arrive with warped expectations, increasingly based on
watching smuggled copies of South Korean soap operas.

"North Koreans, when they watch those DVDs they
assume that 'wow south Koreans are living in such a nice
country, they have such a beautiful apartments they drive a
Mercedes Benz, and so on'," she said.

"So it's very simple – they come here and they
think this is just like that,– and it isn't."

The reality is low-paid jobs, discrimination and often
alienation.

We visited one factory near Seoul, where 80
percent of the workforce are North Koreans, making
cardboard boxes. They work long hours, in freezing
winter temperatures, for low pay. –And these are the
lucky ones.

Many simply can't find jobs at all, lacking even the
most basic skills. Many are shunned because of their
North Korean accents and perceived backwards
attitudes.

One woman, who didn't want to give her name for
fear of reprisals against her family in the North, told
how she arrived three years ago. She left the North to
earn more money, and while she is now financially
better off in the south, she's paid a price,– leaving
behind her two sons and feeling the pressure of
having to survive in a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all you need to do is go to work
and stand there for eight hours, but here you need to
really make an effort to survive. When everyone else
here takes one step forward, I feel like we need to take
two and that puts a lot of pressure on me," she said.

North Korean refugees who make it to the South,
are put through a government reorientation system
designed to equip them for life outside a totalitarian
state. Just a simple trip to a supermarket can present
them with freedoms, choices and problems they'd
never imagined in the North. In the North, permission
is needed for all but the most local travel. Food
choices are extremely limited.

"Many can't understand why they are so many
brands of cheese or noodles here– when in the North
there is just one, which few can afford to buy," said
Hosaniak.

According to Hosaniak, standards of education in
the North are so poor, many adults don't even have
the most basic mathematical, reading and writing
skills.

The church group Durihana Association offers aid
to North Korean defectors. It runs a small school,
giving refugees a back-to-basics education. In small
classrooms, small groups of students take their very
first steps in learning English or using a computer,–
something that is a rare privilege in the north.

"When you explain what the Internet is and what
you can do with it, they have no idea, because they
only have one TV channel, things like that. It's really
mind-blowing," said teacher Ko Han.

"Suddenly they are thrown into one of the most high-
tech, wired cities in the world and many can't cope."

One refugee said: "I left my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behind. With each change of season, I miss them
more and more, whether its raining, or snowing, I'm
thinking of them."

Homesick and struggling to adjust to a new life,
which is far from the one she expected.

North Koreans escape to cold reality

●두리하나 월드뉴스



댄리버스, CNN 2009년 11월 18일

남한, 서울 (CNN),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그들, 하지만수많은탈북자들에게그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밖에서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다. 남한

정부에 따르면, 1만 7천 여 명의 탈북자들은 중국, 라오

스, 태국을 거치는 우여 곡절 끝에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여정을 밟아 왔다. 하지만, ‘북한 인

권을 위한 시민 연합’의 조아나 호사니액은 탈북자들은

밀수된남한드라마복제품을보고난후, 남한에대한왜

곡된기대를갖고오는경우가많다고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이 그런 남한 드라마 DVD를 볼

때, ‘와우남한사람들은저렇게좋은나라에서사는군’이

라고가정하며, ‘남한사람들은멋진아파트에서살며벤

츠자동차를몰고다니는구나’라고생각합니다”고그녀는

덧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남한에 왔을 때, 이곳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그렇지않습니다.”

그들이맞게되는현실은저임금을받는일자리, 차별,

소외인 실정이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 공장을 방문했

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의 80퍼센트가 탈북자이며, 그

곳은 판지 상자를 제조하는 공장이다. 그들은 얼어붙을

듯한겨울날씨에오랜시간작업하며, 낮은임금을받고

있다. 그래도이들은운이좋은사람들이다. 

수많은탈북자들이일자리를전혀찾을수없다. 왜냐하

면가장기초적인기술조차부족하기때문이다. 그들의북

한억양과남한사람보다뒤떨어지는태도때문에많은탈

북자들이거부되고있다. 북한에있는그녀의가족에대한

보복의두려움때문에이름을밝히기를원하지않은한탈

북 여성이 3년 전에 그녀가 어떻게 남한에 도착했는지를

말했다.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했

다. 그녀는현재남한에서재정적으로잘살고있다. 하지

만 대가를 치렀다. 그녀의 두 아들을 북한에 남겨 두었고

시장경제에서살아남아야한다는압박감을느끼고있다. 

“북한에서는해야할필요가있는모든것은일하러가

고8시간동안그곳에서있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이곳

남한에서는살아남기위해진정으로노력을해야할필요

가있습니다. 이곳에있는모든다른사람들이한걸음앞

으로나아갈때, 저는 우리북한사람들은두걸음더나

아가야할필요가있다고느끼고, 그런생각은제게큰압

박감을주고있습니다.”라고그녀는밝혔다. 

결국남한에도착하게된탈북자들은전체주의국가밖

에서의삶을위해그들을준비시키려고설계된정부주도

의 재교육 시스템을 거치게 된다. 슈퍼마켓을 가는 단순

한 행위가 그들이 북한에서는 결코 상상하지 못 했던 자

유, 선택, 문젯거리를그들에게제공할수있다. 북한에서

는거의대부분의지역여행에대해허가가필요하며, 식

량의선택이극단적으로제한되어있다. 

“많은 탈북자들은 이곳에는 왜 그렇게 많은 상표의 치

즈또는국수가있는지이해할수없어합니다. 북한에있

을때는단지한종류만이있었기때문이며, 그것도살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라고 호사니

액이 말했다. 호사니액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

은 매우 낮다. 많은 성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수학, 읽기,

쓰기기술조차습득하지못했다. 

두리하나 선교회는 탈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두리하나는 작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탈북자들에게

근본 원리부터 가르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적은 무

리의 학생들이 작은 교실들에서 영어를 배우거나 컴퓨터

사용법을익히면서그들의첫단계를밟고있다. 어떤수

업은북한에서거의배울수없었던특권이기도하다. 

“인터넷이무엇인지그것으로써무엇을할수있는지를

설명해 줄 때, 그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텔레비전채널만을봤었기때문입니다. 이런일은

그들에게 정말로 몹시 자극적인 일입니다.”라고 고한국

교사가말했다.

“그들은갑자기세계에서가장최첨단의기술과통신이

갖춰진 도시들 중 하나에 노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상황에대처하기어려워합니다.”

한탈북자는“저는부모, 형제자매를남겨놓고떠나왔

습니다. 계절이바뀔때마다, 저는그들이더욱더그립습

니다. 비가오건눈이오건저는그들을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향수병과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한 분투, 이것은 결

코그녀가예상했던것이아니다. 

탈북자들, 차가운 현실로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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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포의 간증●탈북동포의 간증

현재뉴질랜드에서신학을전공중인○○형제의삶을나누는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는먼저기도로써간증을시작했습니다. 

“하나님지난1년동안, 10년동안두리하나를지켜주셔서감사합니다. 

멀리외국에서할수있는것은기도밖에없었습니다. 모두응답해주

셔서감사합니다.”

○○형제는 1986년 청진에서태어나 14세 때어머니, 아버지, 누나와

탈북했습니다. 1989년, 중국에처음나왔을때북한과너무다른모습에

큰충격을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북한사람들에게만 불공평한 하나님

인지불평하였습니다. 

또한자신이북한사람이란사실도싫었고, 북한에대해서는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중국에있는2년간학교에가본적도없고, 놀러가본적도

없었습니다. 20번넘게이사다녔습니다. 이런환경속에서북한이싫었

기때문에, 중국사람이되고싶어혼자서중국어를공부했습니다. 

당시에교회에다니며하나님을믿었지만그것을신앙이라말할수는

없었습니다. 

이땅에다시돌아오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발생한그때, 9월 14일 ○○형제집도

중국 공안에 의해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용정에 있는 변방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생각했습니다. 

‘내가왜16살나이에수갑을차고이곳에있어야하지? 

하나님은왜나를북한땅으로보내신거지?’1주일간많은생각과기

도를했습니다.

9월 20일아침에공안들이수갑과안대를채우고○○형제를북한회

령으로보냈습니다. 2년만에돌아가는‘고국’이었습니다.  북한감옥

에서는 앉아서 꼬박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5세 이하는‘보호

소’로보낸다는말에14세가속이고그곳으로갔습니다. 

가자마자, 2시간넘게구타를당했습니다. 뼈가부러진곳이없는것이

신기할정도였습니다. 우는일밖에할일이없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진짜하나님이시라면, 전지전능하신하나님이시라면,

살아계신하나님이시라면, 나를이곳에서도망치게해주십시오.”

“그렇게해주신다면, 내가선교사, 목사가되어이땅에다시돌아오

겠습니다.”라고간절히기도했습니다.

이런식의기도가기독교의본질과어긋나는기도라할지모르겠지만,

그상황의○○형제에게는가장절박하고진실한기도였습니다. 

3일 만에 그곳을 탈출하였고, 그 매 순간마다 하

나님께서이끌어주셨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다이루어주셨습니다.

2001년 9월 21일에 북송 됐었는데, 9월 23일에

중국으로돌아왔습니다. 

중국으로돌아와전도사님댁에서지내며집안에서

독학으로중국어공부를하였고, 결국중국어성경

을읽을수있게되었으며, 중국을탈출하는과정에

서중국어통역도가능할정도가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가운데,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살려주셨습니다. 

중국에 50개 넘는 처소 교회를 세우고, 100명이

넘는 북한 고아를 거두신, 선교사 박준재 할아버

지께서는늘“주님일하다순교하기를원한다”고

하셨는데, ○○형제일행과함께중국을탈출하는

과정중메콩강에서익사하시고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선교사님을 데려가셨는

지이해하지못했지만, 그사건으로인해○○형제

는하나님앞에더욱바로서고, 자신이과연누구

인지, 얼마나귀한존재인지를되새겼습니다. 

나이를잊고공부하다

드디어2005년, ○○형제는한국에왔습니다.  그

때나이, 20세. 모든것을할수있을것같았습니다. 

이나라에서는공부를해야한다.  하나님을향한

꿈을이루려면, 공부를해야했기에스무살에중

학교3학년에들어갔습니다. 

2005년중학교 3학년기간은도전이자용기였습

니다. 나이를 잊고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

북한을싫어했던탈북자
○○○( 남,  2005년입국)



고, 대학에가고자했던○○형제는부산에있는기독교대안학교인‘지구촌고등학교’를소개받았습니다.  2003년에8명으

로시작하여, 2005년말에40명, 2009년에는70명까지발전한학교였습니다.

주위에탈북한친구들과어울릴때면, 술마시고, 담배피우고, 오토바이타고… 그것이전형적인친구들의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고등학교에처음가자마자본학생들의모습은달랐습니다. 그애들의얼굴에는희망이있었습니다.  

그들의눈은빛나고있었습니다. ‘이학교에와야겠다. 나도저들처럼되고싶다.’고생각했습니다.  바로내려가서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좌절을당했습니다. 나이차이, 문화적이질감은큰장애였습니다. 그당시고등학교에서○○형제의별명은‘미

니조폭’이었습니다. 하지만3년뒤의자신의모습을바라보고, ○○형제는죽으라고공부했습니다. 자존심을내려놨습니다. 

내가섬기고들어가니, 섬김을받았습니다. 사랑받고존경받으며열심히공부했습니다.

그때가장큰교육은기독교적세계관이박힌것이었습니다. 이제○○형제는북한을사랑합니다. 그곳에가서죽고싶습니다. 

지구촌고등학교의교훈은‘하나님나라의시민, 세계의청지기’입니다.

9명의천사들은섬김과기도를받고있습니다. 받는것뿐만아니라, 천사들도이세상을위해줄수있는것이많습니다. 

하나님의꿈을꿀때, 우리의길이열립니다. ○○형제는지금도기도합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나는아

무것도아닙니다. 당신은모든것되십니다.”요새한국에서‘루저’(loser)란말이떠돌고있습니다. ○○형제는단신입니다. 

하지만예수를알게된후난승자(winner)입니다라고고백합니다.

2년동안한번도거르지않고주말마다전화로격려해주신분이계십니다. 윤동주두리하나국제학교실장님이십니다. 

그분께서○○형제에게말했습니다. “○○아, 한국만보지말고, 세계를봐라.”“우리하나님아버지는부자시잖아.”그때부

터외국대학에가고싶은꿈을꾸었고, 하나님의인도로학교에서단1명뿐인장학생으로서뉴질랜드로1개월간어학연수를

가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모든것을예비해놓으셨습니다. ○○형제의영어이름은‘Joseph’입니다. 홈스테이하는집은

한목사님댁이었습니다. 그분께서제삶의이야기를듣고싶어하셨습니다.  영어를거의못하는○○형제는3시간동안사

전을찾아가며서툰영어로설명을했습니다. 놀랍게도그분께서펑펑울음을터뜨렸습니다. 한국말로○○형제의간증을해

도한국사람들은울지않는데, 서툰영어로한얘기를듣고그분이우는것이놀라웠습니다. “난네가그렇게힘들게살아온

줄몰랐다. 하나님께서살아계시구나.”라고하셨습니다. “이곳뉴질랜드에서공부하고싶은생각이있니?”라고하셨고, ○○

형제는“만약하나님께서길을여신다면..”이라고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향한꿈은…ING형~

서울로돌아와서, 한국의SKY 대학을꿈꾸며공부하려고할때, 하나님께서는자꾸마음이찔리게하셨습니다. 

‘대학때부터신학을하라’라하셨습니다. 한동대북한컨퍼런스에참석했을때, 하나님께서성경을읽으라하시는말씀을듣

고, “신학하겠습니다.”라고모두내려놓았습니다. 그때뉴질랜드에서연락이왔습니다. “Faith and Bible College”에들어

오라고. 꿈이있는자는결코쓰러지지않습니다. 긍정적으로사람을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내안에계십니다. 하나님은인

격적인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먼저내려놓아야합니다.  하나님은당신을향한꿈을가진자를사랑하십니다. 

‘두리하나국제학교’가인정받기를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당장벌수있는200만원짜리일자리에연연하지마십시오. 

여러분의꿈을200만원에맞추지마십시오. 여러분이시작이되어큰발전이이루어질것입니다. 

희망은, 꿈은현재진행형입니다. 

| DURIHANA·2010/1·2 | 17

나를이곳에서도망치게해주십시오.”

“그렇게해주신다면, 

내가선교사, 목사가되어이땅에다시돌아오겠습니다.”

라고간절히기도했습니다.



18 | DURIHANA·2010/1·2 |

●두리하나 선교 세미나

뉴질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북한선교 세미나

온누리교회 김치성 담임목사님과 파머스노스 한인장로교회 이병익 담임
목사님 등,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북한선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Auckland International Church

숙소에서 바라본 뉴질랜드 일출

Tauranga Faith Bible College에
유학 중인 자랑스런 현부흥 청년

북한선교 세미나를 기획하시고
초청 해 주신 원혜자선교사님

노란색, 붉은색, 푸른색, 검은색 등.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져
있는 로토루아 온천

Auckland Edinburgh College 이은태 목사님

Tauranga Faith Bible College,
Des Short 목사님과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크라이스트교회 Jimmy Chae 목사님

뉴질랜드 온누리교회 청년들 Auckland Edinburgh College

두리하나 선교회의 천기원 목사님께서 2009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뉴질랜드로 선교 세미나를
다녀오셨다. 그 귀한 여정을 사진을 통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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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만남

부디하나님잘믿으시고담대하게살아가시길

G 여행사 사장, 오XX 사장님과 이XX 사모님 내외

세상을살아가다보면드러나지않아도꼭필요한자리에서묵묵히사랑의향기를발하고있는분들을우리주변에서종

종만나게된다. G여행사를경영하고계신오○○사장님과이○○사모님도이런모습으로오랜기간동안꾸준히두리하

나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아끼지 않고 탈북 동포들의고통을 함께 아파하며사랑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오 사장님의 요

청에의해실명을밝히지않음을양해바란다). 

이 두 분은 두리하나‘복음자리’가마련될때세탁기를기증하시는등두리하나가필요로할때마다도움을주셨기에그

손길에감사하지않을수없다. 

오 사장님은두레교회의김진홍목사님을통해서우연히‘두리하나선교회’를알게되었다고한다. 자원을 가장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탈북 동포를 구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리하나 선교회를 돕게 되었다고

한다. 

편집자가오사장님을전화인터뷰할때그분의첫마디는“선한일은남이모르게해야한다고하셨잖아요.”였다. 남에

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묵묵히 도우려는 그분의 깊은 뜻이

느껴지는대목이다. 

오 사장님은탈북동포들에게다음과같은말을전하였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잘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고, 1세대는 어려웠을지라

도그 2세들은고생하지않고, 남한사람못지않게잘살기를기도합니다.”

늘묵묵히, 귀한일에동참하시는오사장님내외의선한손길위에하나님의크신은총과축복이가득하길기원한다. 

기증해 주신 세탁기는 언제
나 우리 옷을 개끗하게 만

들어 줘요. 사장님 부부의 후원금으로 구며진 탈북청소년 보금자리 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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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요청편지

제가2만원에시집으로팔려왔다는것입니다.    

저는 1984년 혜산시 어느 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인민병원에서 5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갑자기 뇌혈전으로 2005년 4월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아프신 몸에도 불

구하고 장마당에 나가셨지만 집안의 형편은 나날이 어려워졌습니다.

남동생은 2004년 군대에 입대하여 지금은 군인입니다.

저의 가족은 이렇게 4식구였습니다. 

동생이 군대 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혼자 앉아서 싸늘한 마음과 사는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는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사촌이모가 집으로 놀러 와서 하는 말이 중

국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일만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모의 그 말에 혹하여 나를 보내달라고 가서 한 달 만이라도 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모가 흔쾌히 허락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007년 어느 날 밤 이모의 도움으로 강을 넘었는데 마중 나온 사람들이 있어 함께 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 도착 하니 웬 농촌마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조선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이모조카라서 잘 봐준다며 인삼밭을 가꾸는 사람들인데 그 집에 가서 일하라

며 만약 힘들면 전화하라고 하여 안심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하게 해달라고 하자 다음 날 저녁 웬 사람들에게 넘겨졌

습니다.

완전 산골의 산골 집...

신발도 신고 다니고 눕는 잠자리는 먼지와 흙으로 만리장성을 쌓을 듯하였습니다. 그래도 전 일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청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낯선 남자가 들어와 서로 인사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인즉 그 집의 막내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저와 그 사람이 한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온 사연을 언어가 통하지 않아 행

동으로 설명하자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집에 2만원에 시집으로 팔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억이 막혀 전화를 걸었

는데 없는 번호라면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속았으며 이모가 나를 팔았음을 알았습니다.

눈물뿐,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사귀고 있고 결혼까지 승인받은 상대가 있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밤 그 집의 조용한 틈을 타서 걸음아 날 살려라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아

옆에 산으로 올라갔는데 10분 만에 나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몇 십 명이 되어 난 심장이 튀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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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에서 2박3일을 묵었습니다. 다행히 그 집에서 나올 적에 밥도 먹었고 닭알 3알을 넣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3

일 날 밤 정처 없이 걷고 걸어서 4일 되는 날 새벽 경찰서 비슷한 곳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조선말 아는 분을 불러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큰 경찰서로 보내

더니 20일 후에조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 보위부로 호송되어 천대와 멸시...머리도 들지 못하게 하고 몸, 옷 검사를 시작하였는데

심지어 여자들의 중요부위까지 손을 넣어 검사하는 것 이었습니다. 검사를 마치자 머리는 바닥에 숙이게 하고 허리

도 굽혀서 들어가야하는 철창속으로 여덟 명이나 넣는 것이었습니다.

손은 무릎위에 머리는 숙이고, 말하면 철창으로 머리뻗기, 손가락 때리기를 반복하였는데 머리 받는 소리가 약하면

쾅쾅울릴 때까지....

고생 끝에 집으로 이송되어 엄마를 만나고 저의 애인도 기다렸다며 이해한다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말에 모든 걸

다 잊고 새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안 되어 저의 귀에 저에 대한 소문이 들렸고 이모는 망신스러워 죽겠다면서 별의 별 소리를 다 하며 나

의 남은 자존심마저 건드렸고 집 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로 어려웠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다시

반발심이 생겼고 저의 애인도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느낌,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나의

마음을 다시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2008년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강을 건넜는데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것이 성인사이트 일

이었습니다. 이번 역시 속았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래도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악물

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팅 상 좋은 분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고 저의 사정을 말하자 두리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

다.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옷도 없는데 어떡햐냐고 하자 그 집에서 나오기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탈출을 시도하였다가 다시 잡혀 더 의심 받았고 그 집에서 6개월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 6개월

만에 공안이 우리를 찾아와 다른 곳으로 데려갔으며 그 곳에서 6개월간 또 그 일을 하였고 정말 여기 저기서...

왜 밥을 먹고 숨 쉬고 사는지 의미조차 모를 정도로 이제는 무의식속에 살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살 거면 죽는 셈치고 용감하게 다시 한 번 탈출하리라 생각하고 전에 두리하나를 알려줬던 분

에게 물어 홈페이지를 알았고 천목사님 메일 주소를 알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열흘 만에 답장이 왔는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소망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자유의 땅 한국으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많은 위험 속에서 몇 날 밤 되는 거리를 오면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저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만 믿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딸로 종으로 살 것을 맹세합니다. 나 같은 하

찮은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 험한 고생을 하시며 위험을 무릎 쓰고 저를 소망의집까지 안내해주시고 하나님

을 처음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도록 하여주신 두리하나 식구들, 천 목사님, 이 선생님 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2009년 12월 9일, 드보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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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두리하나 봉사활동 소식

11월3일두리하나봉사자들이모여‘2009 두리하나김장’을했습니다. 

탈북청소년대안학교인두리하나국제학교급식봉사에동참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두리하나국제학교급식봉사를희망하시는분들은두리하나사무실(1577-9121)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신주부봉사자들, 그리고두리하나복음자리형제님자매님들과함께담그는김장김치... 불편

하신몸이심에불구하고제일먼저두손걷으시고나서신김주권사님...

본인의아픈몸은뒤로한채... 김장을함으로복음자리형제자매님들이번겨울잘날수있는그것

만으로행복하시다면서... 김주권사님의사랑에마음이뜨거워졌습니다..̂ ㅡ̂*

권사님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두리하나모습에하나님께감사와찬양드립니다...

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모두다나와서작은손길도와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ㅡ̂̂*

저희는그도움의손길에다만하나님께기도드릴뿐입니다..

하나님이배의복으로모든도움의손길에복을더하여주시기를...

100포기의김장을담금으로좀더든든해진겨울날수있어우리마음 흐뭇합니다̂ㅡ̂* 

모든도움의손길감사드립니다̂ *̂ 모든영광을하나님께돌려드립니다~

12월7일(월) 점심식사를송내중앙교회에서준비해주셨습니다.

12월7일, 1월4일
송내중앙교회한식

12월12일
남서울은혜교회 스파게티&스프

12월10일
경인중앙교회 중국요리

저희들점심식사를위해이른아침부터준비해주신송내중앙교회에감사드립니다. 

준비해오신맛있는떡과과일을나누어주시는권사님들~ 저희마음껏배불리먹을수있도록넉넉히준비

해주신권사님들감사합니다.

집에서어머님이차려주시던그대로음식뿐만아니라수저와물까지직접차려주셨습니다. 

점심식사후에는맛있는저녁식사까지준비해주셨습니다. 우리두리하나국제학교학생들, 정말

맛있게들먹었습니다. 사무실식구들과보금자리식구들까지다들맛있게냠냠~~~

맛있는과일샐러드를준비하시는권사님들~~ 과일도직접깎아주신집사님̂^

직접아기도봐주시고설거지와뒷마무리까지깨끗이해주신권사님, 집사님들~~~

정성이담긴음식이라더욱더맛있었습니다. 

맛있는음식덕에명절같은분위기에서식사를하였습니다.

몇시간동안음식을준비해주시느라수고하신송내중앙교회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이모든것을준비

해주신목사님과송내중앙교회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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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두리하나국제학교자원봉사자고한국선생님의송별회가있었습니다.

탈북청소년들에게배움의기회를만들어주세요.

<아쉬움이묻어나는고한국선생님의인사의말씀~̂**̂  >
그동안봉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제대하시면꼭다시와주세요! 
건강하게잘다녀오시고~ 

<고한국선생님을위한목사님의기도> 
그동안두리하나국제학교에서자원봉사해주신고한국선생님이군

입대준비관계로국제학교를잠시떠나게되었습니다. 
강하게군복무를잘마치시기를바라며제대후더많은활동을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두리하나국제학교국내최초의탈북청소년국제대안학교입니다."
(사)두리하나는1999년에설립되어'미래통일한국을준비하자'라는목표와이념으로새터민들의정착과
적응을위해끈임없이노력해왔으며, 특히야학과개별멘토링을통한탈북청소년들의교육을효율적으
로실시하기위해지난10월마침내국제학교를개교하였습니다.

목숨을건탈북과정에서학업시기를놓친탈북청소년들에게맞춤교육을제공하고자설립된두리하나
국제학교는인성과지성을갖춘통일시대의인재를양성하고자설립된국내최초의탈북청소년대안학
교입니다.

현재는 30평남짓한좁은공간(식당겸용)에서 14명의청소년들이전교과를학습하고있는데, 소음과
음식냄새로인하여초.중.고청소년모두가함께공부할수밖에없는절박한상황입니다. 이들대부분

은부모를여읜탈북고아들로서그동안제대로된교육은커녕, 개인의자아실현을위한가장기본적인생활도접해보지못해인간의
존엄성이무너지고오직생존에만급급하였습니다.

한글도제대로배워본적이없는이탈북청소년들도, 이제는우리처럼꿈과희망을가지고인간다운삶을누릴수있도록수준별수업
과야학을위한최소한의공간을마련하기위해서는여러분의귀중한성원과사랑이꼭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조그만관심과사랑으로방황하는탈북청소년들에게
배움의기회를열어주시길간절히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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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현황

(주)가한 (주)미래의 보물섬 (주)비오이엔씨 (주)비전씨엠알 (주)인프로스 19여선교회 강기정 강연숙 강용곤 강태주 강한주 강호성 거여중앙교회 경화교회

고경철 고재원 고종중 고형식 공인식 김기화 김덕환 김련기 김명철 김명학 김봉녀 김상문 김상학 김선미 김성곤 김성우 김성희 김수영 김순남 김영천 김

영태 김영호 김옥단 김옥선 김윤옥 김윤환 김은규 김은희 김정희 김종만 김종섭 김종순 김주 김지현 김진달래 김진영 김창희 김철봉 김철수 김한나 김현

선 김현숙 김현우 김현진 김훈섭 남광우 남궁비뇨기과 노숙향 대구열린교회 대전늘푸른 민경환 민영빈 박갑성 박석봉 박영구 박영민 박종찬 박진현 박현

숙 박화순 반월중앙교회 배재환 배점숙 배진호 변지용 사랑의메세지 새빛교회 새희망교회 서울남산교회 서울동산교회 서원탄 서유진 서자영 설재희 손민

호 손용찬 송림교회 송미원 송영선 송학승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하늘소망교회 시은소감리교회 신광화학공업(주) 신나단 신용산선교 신일안나회 신정원

신해곤 심순복 심원명 써드베이스 아름다운교회 안승희 안용민 양윤식 양명희 양성욱 양철호 어원경 엄광천 오미경 오수현 온천교회 원명옥 유정순 윤영

기 윤영숙 윤정혜 이강임 이건휘 이광삼 이기문 이상미 이상언 이성숙 이성조 이수연 이영숙 이인환 이재춘 이정미 이정아 이종승 이주형 이준혁 이찬형

이학준 이헌종 이화숙 이희정 임영지 임진혁 임진희 임창윤 월요모임헌금 장경우 장석규 전복림 전세기 전영애 전영종 정상광 정선양 정수진 정영섭 정

인화 정재영 정정임 정창조 조덕기 조수미치과의원 조순묵 조원신 조윤자 조진희 조창연 좌봉림 주는교회(대전) 진인수 창원한빛교회 채임순 장경 천안장

로교회 천행자 철원감리교회 최예지 최용진 최은석 최정규 최정음 최향열 최형인 천기원 이재춘 큰사랑교회 하영숙 하현미 한경자 한국기독교장로회 한

긍수 한동호 한상현 한승분 한현구 허성천 홍혜영 황경하 황정연 황혜성 ARS MPETIT ALAIN(프랑스) 무명

9월 후원자

(주)가한 (주)바오이엔씨 (주)오르비스인터내셔날패션 (주)인프로스 강기정 강승완 강연숙 강춘구 강학만 강한주 강호성 거여중앙교회 경화교회 고경철 고

정우 고종중 고형식 권명혜 권오채 김고운 김광석 김기화 김덕환 김동희 김련기 김만태 김명설 김명철 김명학 김무정 김미혜 김민경 김병기 김봉녀 김상

문 김상학 김석모 김성곤 김성우 김성희 김세정 김세한 김수군 김수민 김수지 김숙이 김순남 김시영 김신화 김영채 김영천 김영호 김영희 김옥단 김옥선

김용 김윤옥 김은규 김은정 김일도 김재성 김재협 김정권 김정수 김정아 김정희 김종만 김종순 김종한 김주 김주영 김중희 김지민 김지현 김진달래 김진

식 김진영 김창열 김창희 김철수 김한나 김해정 김현선 김현우 김현진 김혜령 김민형/서자영 나눔있는교회 남능희 남유선 노숙향 대구열린교회 문지숙

미래의보물섬 민명옥 박공주 박국인 박석봉 박석호 박숙영 박순용 박승용 박영구 박영란 박영민 박영선 박유희 박은경 박인호 박재연 박종삼 박종찬 박

주연 박주희 박진현 박춘길 박춘식 박혁 박현숙 박화순 박희봉 배재환 배점숙 배진호 백명식 백봉현 백창욱 백향희 변지용 사랑의메세지 상동21C교회 새

빛교회 새희망교회 생명샘전원교회 서승우 서울남부교회 서울동산교회 서원탄 서유진 서장혁 설재희 성종원 손민호 손선옥 손용찬 손윤미 손혜정 송림교

회 송명희 송미란 송미원 송승엽 송영선 송학승 송현영 순복음제일교회 시은소감리교회 신광화학공업(주) 신나단 신민철 신상철 신서철 신용산선교 신일

교회안나선교회 신정아 신정원 신진영 신필녀 신해곤 심명식 심순복 써드베이스선교회 아름다운교회 안병균 안성환 안승희 안옥화 안용민 양명희 양윤식

양자운 양철호 어원경 엄정규 엄태복 연수정 예수가족목사 예수교장로회 오미경 오수현 오영숙 온천교회 유영실 유정순 유종근 유종희 유지현 유혜숙 윤

백영 윤성대 윤영기 윤영숙 윤정혜 윤혜림 이강임 이건휘 이경 이계진 이광삼 이미순 이미애 이민희 이상미 이상언 이석교 이성조 이수연 이숙경 이영숙

이예진 이용택 이운학 이유 이윤근 이은효 이인환 이재춘 이정미 이정숙 이정아 이정훈 이종승 이주형 이준 이찬형 이하림 이헌종 이혜경 이혜란 이화숙

임요한 임재경 임중빈 임진혁 임진희 임창윤 월요모임헌금 장경우 장석규 전나라 전복림 전세기 전영애 전영종 전제철 정동제일교회 정상광 정선양 정수

진 정숙희 정연주 정영섭 정옥분 정윤영 정재영 정중화 정혁진 정현수 조덕기 조수미치과의원 조순묵 조영범 조우철 조원신 조윤자 조창연 조호연 조희

진 주는교회대전 진미정 진인수 창원한빛교회 채임순 천기원 장경 천안장로교회 철원감리교회 최두원 최상우 최용진 최윤범 최인숙 최재수 최정규 최정

아 최정호 최향열 최형인 최혜숙 하경희 하영숙 하현미 한경옥 한경자 한국기독교장로희 한긍수 한동호 한상현 한선 한승분 한현구 함순옥 허성천 허원

홍경원 홍기철 홍상의 홍은영 홍현희 홍혜영 황혜성 KCP ARS 무명

10월 후원자

(주)가한 (주)바오이엔씨 (주)비전씨엠알 (주)오르비스인터내셔날패션 (주)인프로스 강기정 강연숙 강용곤 강태주 강학만 강한주 강혜선 거여중앙교회 경화

교회 고경철 고정우 고종중 고한국 고형식 공인식 곽소윤 관소윤 권명혜 권오채 기쁨의교회 김경숙 김경일 김고운 김광석 김기령 김기화 김남임 김덕환

김명설 김명학 김무정 김미혜 김민경 김민형/서자영 김민환 김병기 김상문 김상학 김석모 김성곤 김성우 김성희 김세원 김세정 김세한 김수군 김수민 김

수지 김숙이 김순남 김승원 김시형 김신화 김영채 김영호 김옥단 김용 김용준 김윤옥 김윤환 김은규 김은정 김일도 김재성 김정권 김정수 김정아 김정희

김종만 김종순 김종한 김주 김중희 김지현 김진달래 김진식 김창열 김창희 김철봉 김철수 김태석 김한나 김해정 김현선 김현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

혜령 김훈섭 나눔있는교회 남궁비뇨기과 남미옥 남유선 노숙향 다니엘 대구열린교회 대전늘푸른 두리하나교회 두리하나USA 문지숙 미래의보물섬 민경환

민명옥 박갑성 박공주 박국인 박미영 박석봉 박석호 박숙영 박순용 박승용 박영구 박영란 박영민 박영선 박인호 박정균 박종삼 박종찬 박주일 박주희 박

춘길 박춘식 박현숙 박화순 박희봉 반월중앙교회 배재환 배점숙 배진호 백봉현 백승필 백창욱 백향희 변지용 사랑의메세지 사카에 새빛교회 새희망교회

서승우 서울남부교회 서울동산교회 서유진 서장혁 서체란 설재희 성종원 손민호 손용찬 손윤미 손혜정 송갑근 송림교회 송명희 송미선 송승엽 송영선 송

현영 순복음제일교회 시은소감리교회 신나단 신민철 신상철 신서철 신용산선교 신일안나회 신정원 신필녀 신해곤 심명식 심순복 써드배이스선교회 아름

다운교회 안병균 안성환 안옥화 안용민 야마다 양명희 양윤식 양철호 어원경 엄정규 엄태복 연수정 연합여선교회 오영숙 온천교회 유영실 유용희 유정순

유종근 유지현 유혜숙 윤두환 윤백영 윤영기 윤영숙 윤정혜 윤혜림 이강임 이경 이계선 이계진 이광삼 이동교 이동희 이미애 이민희 이상미 이석교 이성

재 이성조 이수연 이숙경 이영선 이영숙 이예진 이용택 이운학 이유 이윤근 이은효 이인환 이재춘 이정미 이정숙 이정아 이정훈 이종승 이주형 이찬형 이

충렬 이평재 이하림 이헌종 이혜경 이화숙 인천명성교회 임요한 임중빈 임진혁 임진희 임창윤 월요모임헌금 장경우 장석규 전광식 전나라 전복림 전세기

전영애 전영종 전용범 전제철 정동제일교회 정상광 정선양 정수진 정숙희 정숙희 정연주 정영섭 정옥분 정유형 정윤영 정인화 정재영 정중화 정해록 정

혁진 정현수 조덕기 조수미치과의원 조순묵 조영범 조우철 조원신 조윤숙 조윤자 조창연 조혜진 조호윤 조희진 주는교회대전 진미정 진인수 차보미 창원

한빛교회 채임순 천기원 장경 천안장로교회 철원감리교회 최두원 최용진 최윤범 최인숙 최재수 최정규 최정아 최정음 최향열 최현영 최현자 최형인 최혜

숙 큰사랑교회 하경희 하기선 하영숙 하현미 한경옥 한경자 한긍수 한동호 한라교회 한명순 한선 한승분 한유정 함순옥 허미순 허성천 허원 허은실 허인

춘 홍경원 홍기철 홍상의 홍은영 홍현희 황경하 ARS 무명

11월 후원자

후원자분들의사랑의손길에감사를드립니다.
여러분들의귀한사랑과희망을정성스럽게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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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물품을후원해주신서울경찰청, 서울방배경찰서, 삼성화재,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를맞이해서많은분들께서여러형태로두리하나를후원해주셨습니다. 
이외에후원물품을보내주신모든분들께도깊이감사를드립니다. 

후원처: 서울경찰청

후원물품: 쌀10kg  15포

후원일자: 2009년12월10일

후원처: 서울방배경찰서

후원물품: 김치7박스

후원일자: 2009년12월8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최고급 호두과자로 선물하세요.

www.hoduhodu.com

후원처: 삼성화재강남지역단

후원물품: ‘천사의집’을위한
생필품

후원일자: 2009년12월3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최고급 호두과자로 선물하세요.

•선 물 용 부모님, 명절선물, 답례품, 병문안 선물
•간 식 용 손님접대, 학교간식, 유치원, 회의용
•단체주문 행사용(단체주문은 미리 전화주세요.)

호두호두 의왕본점 031-421-0035(주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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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도도로로 동동참참
- 개인의 기도시간에 탈북자들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

- 각 교회에서 탈북동포주일 지키기 운동에 참여

- 두리하나 월요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

물물품품후후원원으으로로 동동참참
- 새것은 물론이고 사용하지 않는 작은 물품이라도

귀하게 사용됩니다.(헌 옷, 폐지, 폐컴퓨터 등)

북한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

선선교교헌헌금금으으로로 동동참참

계좌이체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거나 계좌 이체를 신청하시면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예금주 : (사) 두리하나

농협은행 : 088-17-007375 외환은행 : 335-22-03034-7

신한은행 : 100-023-334747 국민은행 : 342301-04-012737

우리은행 : 122-387319-13-001 우 체 국 : 012872-01-002780 

Bank of America bofaus3n(swift code)  004129740302 (account number)

수표는 Payable to : Durihana, Inc.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

은행에 가시는 것이 번거로우신 분은 자동이체(CMS)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하
시면 편리합니다.

전화신청 1577-9121

지지로로

지로를 이용하실 경우 (사)두리하나 지로번호는 7661361번입니다. 지로용지가 필요하신 분께는 발송해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전화

전화 한 통화로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ARS 060-700-1021 한통화 5,000원

*정착지원팀교육(외국어, 컴퓨터, 악기 등), 탈북자

취업 및 진로 상담, 탈북청소년 고민 상

담, 친구되어주기

*사회사업팀행사기획및실무

*문서선교팀소식지제작, 편집, 발송

*영상선교팀동영상편집및촬영

*정기모임팀월요기도모임준비 (찬양인도및반주)

*국제인권팀탈북자 난민 지위 확보를 위한 국제 인권

운동참여및외국어통역번역

*인터넷관리팀홈페이지관리및홍보

DIVA 두리하나 국제 자원봉사단모집분야

★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은 두리하나 홈페이지 (www.durihana.com) 자원봉사 메뉴를 참고해 주세요.

후원 회원이 되시면…
*후원금은연말정산시소득공제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북한선교소식지「두리하나」를발송해드립니다.

*북한선교를위한탈북영상물을신청하신분들께보내드립니다.



이마트 영수증으로 두리하나에 후원이 가능합니다. 이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계산한 영수증으로 후원하고 싶은 단체를 선택하

여기부하는이마트의“지역단체재정지원프로그램”입니다. 

신세계포인트카드에적립하는포인트와는상관없이기부가가능합니다(물품구매후포인트적립한영수증으로무인적립기에

서기부합니다). 영수금액의 0.5%가두리하나에기부됩니다(10만원을구매하시면 500원이기부됩니다).

◎ 이마트 영수증으로 두리하나에 후원하는 방법
① 영수증을 두리하나 사무실에 직접 갖다주기

② 영수증을 우편으로 두리하나 사무실로 보내기(양이 많으면 바코드 부분만 잘라서 보내시면 됩니다) 

③ 이마트 고객센터에 있는 무인적립기로 직접 기부(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적립해드립니다). 

현재 서울, 경기에 있는 이마트에만 두리하나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무인적립기로 적립하실

수 없습니다. 서울, 경기지역 외에 계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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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T.02)3477-2191 F.02)532-2517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철야기도회 저녁 11시

청년부(토요일) 오후 4시

유·초등부 주일예배 오전 10시

대한예수교
장장로로회두리하나교회

중국땅에서유리방황하며인신매매나어쩔수없는상황속에서탈북여성

들의원치않는결혼으로태어나버려지고방치되어있는무국적탈북고아

들을기도와물질로후원하는사랑의천사를기다립니다. 중국의마을곳곳

에국적없는아이들이약 1만~2만명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어머니가호

구에오르지못한탈북자이기때문에아이들역시호적이없습니다. 이들은

학교진학을못하는것은물론병원치료도받을수없습니다. 실제로는존재

하지만존재하지않는유령같은존재로살아가야하는불쌍한어린영혼들

이하나님사랑안에서건강하게양육되고꿈과희망을잃지않도록탈북어

린이고아원인천사의집에많은사랑과관심과기도를부탁드립니다.

*일반후원- 아동의양육비, 교육비, 생활지도비및천사의집운영비

*물품후원- 아동생활용품(의류, 신발류, 문구류등), 교육자료, 성경 등

사랑의 천사를 찾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제3국에숨어지내는탈북자는국제미아입니다.

해당국가의경찰에잡히기라도하면

강제로북한으로끌려가목숨을잃을수도있습니다.

하루하루를불안에떠는사람들…

이들에게는잠을청할수있는

안전한공간과식량과옷과자유를향한탈출경비가필요합니다.

사랑의전화

060-700-1021 한통화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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