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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본인은 세계기독간호재단의 이사장으로서 2017년 

4월 제 9차 정기총회와 영적 각성 부흥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모

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인은 2015년 1월 정기총회에서 총 회장직을 사

임하고 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때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종의 자세로 겸

손히 섬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18년 4월이면 우리 재단이 만 2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20년사를 기록하고

자 합니다.

그와 함께 재단 이사장으로서 우리재단이 구주예

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준행하는 재단이 되도록, 저의 최선

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

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120명의 제자들은 감람산에

서 돌아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계기독간호재단 이사장 
이 송 희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권능을 받아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한마음으로 

성령충만과 권능을 받기 위해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하

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민

족에게 주신 기업의 나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복

음으로 통일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

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예수님께서 우

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막 힘이 솟아

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 북한동포의 구원과 자유해방, 통일

한국, 선교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회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전

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동역자 여러분 위

에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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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말씀

세계기독간호재단 제 9차 정기총회 및 영적 각성 부흥집회를 2017년 4
월 20-22일 서울 효성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북한 진료
소 기공식에 국제 본부임원님들과 계획대로 다녀오게 되어 하나님께 감
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본 재단 총회장으로 저를 추천, 임명해주신 모든 분들
께 두려움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들께 인사 드립
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크고 은
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남북한이 IMF와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1998년, 미국에서 전
문직으로 인정받고 높은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일하던 
믿음의 선배간호사들은 어떻게 우리의 은사와 자원을 모아 하나님 사
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세계기독
간호선교회를 조직하였고 매달 이사회로 모여 힘껏 교육, 봉사, 선교를 
위해 분골쇄신, 불철주야,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번 제 9차 정기총회 집회 초청강사님들의 귀한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귀중한 결론은 본 재단이 추진해 온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임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현
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이념적인 성향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으나 무엇보다 옳은 일은 우리 간호재단과 같이 평화통일을 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번 집회 초청강사이신 신창민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부의 정치적인 
선언이나 정책은 지금까지 열일곱 가지 방법이나 제시되었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으나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남과 북의 사람들
이 평화통일이 될 경우 국방비 등의 엄청난 분단비용이 소멸하고 산업
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통일 10년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등 국가
가 됨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며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
기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속에  앞을 
알 수 없는 남북관계, 그 가운데 앞으로 본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평

세계기독간호재단
총회장 

김 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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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기대 간호대학건립과 북한 진료소건립 및 후원은 이러한 불안한 정
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계기독간호재단이 왜 하필이면 북한을 도우려 하는가 하
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핏줄을 가진 형제
들이 70년이상 분단된 상태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위협을 하는 
불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나라를 세계에 복음을 전
파하는 국가로 사용하시지,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나누어져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과 북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가장 힘있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탈북인이라고 믿고 본 재단에서는 일차적으로 탈북민 간호
사나 간호학생들을 내년 2018년 1월에 있을 창립 20주년 기념집회에 초
청하여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
가고 있는지, 미국은 그들이 어린 아이때부터 교육받아 온 포악한 나라
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이를 위해 함께 기
도해주시고 물질로 시간으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맞이하
시고 후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될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원 한분 한분께 심심
한 감사를 드리며 시편 126편으로 인사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
아오리로다. 

(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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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NF 소식

01
제9차 
정기총회 
및 
영적각성 
부흥집회 
개최

■   세계기독간호재단 제 9차 정기총회 및 영적각성 부흥집회가 2017년 4월 20일
부터 22일까지 서울 효성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주제 :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간호대학의 시험 일정과 총회기간이 일부 겹치고, 선거기간등의 변수로 인

해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귀중한 말씀을 나누지 못한점이 안

타까웠다. 본부이사들과 한국지부이사들이 International Board Member 

Meeting 을 통해 본재단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9차 총회에서는 김명자 사무총장이 국제본부 총회장으로, 이인자 이사

가 제1부회장으로, 박혜숙 이사가 제2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한국지부 

이은숙 회장과 강채원 부회장은 연임되었다. 

재정보고후 정관개정안과 2017-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후 

통과되었다. 재정보고양식과 통합보고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토

의키로 하였으며, 간호대학생과 탈북인 간호사는 회비없이 회원으로 인정하

자는 제안이 있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일  시 내                  용 

4월 20일

등록 및 참석자소개

개회예배 및 축사(황찬규목사:세계병원선교회 극동아시아대표)

이 삭 목사     로마서 1장 1-7    “저요?”  

4월 21일

이 삭 목사     히브리서11장 32-40    “순종이요?”

심주일 목사     에베소 6장 10-20    “변화하고 있는 북한과

                                              북한선교의 실제” 

이 삭 목사     사도행전 9장 19:22    “즉시로?”

신창민교수     “통일은 대박이다”

선교사보고     박윤구, 이갑순, 서은성, 윤ㅇㅇ

4월 22일

탈북인 간호사 엄근영     “우리는 고향만 다르답니다” 

9차 정기총회

통일 간호자원봉사대 발대식(대표선서:강명미, 장말란)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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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정기총회 및 영적각성 부흥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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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지부

■     2017년 2월 27일 평양과기대 간호대학설립과 관련하여 간호대 설립에 필요
한 계획안(4년제 간호대학의 필요성, 목적과 철학, 커리큘럼, 모집시기 등)을 
영문본과 함께 강모세부총장에게 제출함

■     제 9차 총회 홍보와 준비 위해 지부방문함

      1차 부산지부 방문_ 3월 18일 

   참석자 : 이송희, 유숙자, 강채원, 이은숙  
신현숙, 강명미, 정정자, 장말란(부산지부) 
이병숙(대구-계명대캠퍼스지부)

      2차 전북지부 방문_ 3월 24일

   참석자 : 이송희, 유숙자, 이은숙
조은실 교수, 양윤서 교수(한일장신대 간호학과)
김금자 총장, 윤진 교수, 차영남 교수(예수대학 간호학과)
김현옥 학장, 양영란 교수(전북대 간호대학)

한일장신대 간호학과 4학년 학생 대상으로 WCNF소개함

이은숙 : WCNF 사업과 총회안내
유숙자 : YUST간호대학 소개와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및 PUST
           간호대 설립계획 소개함

■  한국통일선교연합과 MOU 체결_ 4월 26일 

한국통일선교연합(Korea Unification Mission Network)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통일 이룩하자”는 목표 아래 모인 교계 연합기관으로서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장들과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원로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이다. 우리 WCNF도 알리고 통일선교단체 간의 범 기독교적인 네트
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협력사업이 필요하여 MOU 체결함

WCNF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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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배달하는 
것도 선교냐?

글 | 이삭 목사(모퉁이돌 선교회)

성경을 배달하는 것도 선교냐?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선교인가요?

선교사들의 현지 활동을 위해 경비행기를 조정하는 것은 사역인가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은 사역이 아닌가요?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해서 책을 쓰는 일은 사역자가 아닌가요?

선교 만화를 만드는 일은 선교가 아닌가요?

왜들 이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감당하는 사역의 범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방송도 선교냐?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기 싫으니까 “기도”만 한다고 비웃는 일도 있었습니다. 

헌금을 조금 보내면서 선교한다고 으스댄다고 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자동차가 필요하고 보트를 필요하다고 후원교회에 편지를 냈다가 

욕을 먹고 야단 맞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왜 이러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별로 많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사생활에 관한 말도 기록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소설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기에 지금 내용만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3년 혹은 그 이상을 

따라만 다닌 것일까요?

걸어서 다녔던 그 시절에 나귀를 탄 사실이 꼴 보기 싫은가요?

조금 마음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눈 여겨 살필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방도 있고 후방도 있습니다. 

2017 May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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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시기에 그들은 구체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이 아닌가요?

그들 가운데는 온갖 종류의 병과를 전쟁 때이던, 평화로운 때이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군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자기 일을 하고 세금을 합당하게 내며 시민의 

자리를 지켜 나갑니다. 

얼마 전 세 명의 아들 모두를 전쟁에 내 보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 모두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내게 넷째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도 전쟁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몇이 있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할 것뿐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의 시민인가요?

미국의 집회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직업을 묻고는 합니다. 

선교사라고 밝히면 “미국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은 공산권국가들”이라고 답합니다. 

이민국 직원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할 일”이라며 자기는 

미국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마주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냄 받은 자리.

하나님이 저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18세에 어머니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고약함이 아닙니다. 

저는 12세, 7세 그리고 5일 밖에 안된 동생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좋은 교수님들 

에게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뜻 밖에 선교지로 밀려 납니다. 

그런데 그 선교현장에서 저는 하나님이 버린 듯한 백성들이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요구했습니다. 한 권을....

성경 한 권씩 모든 공산권에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날 수 있는 성도 한 분에게 한 권을 가져다 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 것뿐입니다. 

그 후 제 주위에 뜻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느냐고 물어왔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인들도 있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심지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폴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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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인들도 동참합니다. 

하지만 방해꾼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한국인들입니다. 

공산당들에게 무슨 “복음을” 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을 

졸라 피를 말려 죽여야 한다고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그곳에 가야 하느냐고 부정적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꼭 공짜로 주어야 하느냐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쉬엄쉬엄 하라며 다독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사님의 셔츠 하나 양말 하나를 안경 하나 구두 하나를.....

어떤 이들은 본부 간사들을 위해 간식비를 보내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핀란드 분은 마음 놓고 쓰라고 신용카드를 미국인 선교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차를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23년 동안 교회에 강사로 오는 분들의 차량을 운전하는 일만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꽤 큰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1년에 한번 휴가를 내서 섬기는 모습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리움 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이방인의 수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 십년 동안 중단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훈련원을 이스라엘, 미국, 평양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

니다.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 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선교현장에 보내시는 일도 좋은 훈련입니다. 

선교부에 자원 사역자로 보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아르바이트는 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들 이러세요.

투자해서 자녀들을 해외에 보내십시오.

순례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전도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가깝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빈 손으로 천국 가시렵니까?

무익한 종   이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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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영적 현실과 
선교의 실제

오늘 세계기독간호재단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임원 분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기독간호재단 부흥집회에 

다음과 같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까

지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20절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

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

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

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

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

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

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순수한 의식을 주

시었다. 그런데 이 의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서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글 | 심주일 목사(모퉁이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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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리의 영의 통제 속에만 자기의 사명을 수행

해야 하는 것이 옳으나 에덴동산에서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한 영 마귀와 사

탄의 영의 통제와 지배 속에 빠지게 되면서 죄인

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었다. 때문

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

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마

귀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죄인도 있는 것이

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

며 늘 악한 영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이다. 우

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라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은 한시도 쉼

없이 계속 된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

적으로 싸워 승리하려면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까지도 주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

님께서 주신 무기로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면 되

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

야 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복음화 한다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한의 수뇌

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타파하는 영적 전투

가 바로 북한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수뇌부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은 어떤 영들이며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를 하

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이야기 해 나가려고 한다.

1. 현재 북한의 변화상을 잘 알아야 한다.

모든 사물이 변화 발전하는 것과 같이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가.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경제 원리가 북한 인

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박히고 있다. 사실상 북

한 노동당은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았다. 만일 이제라도 북한의 경제가 고도로 발전

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

품을 국가가 생산하여 국가 상업을 통해 판매 및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북한 노동당은 당장이라도 

시장을 조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행군을 통해 노동당은 

바라지 않았지만 인민들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일

구어 낸 시장은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수준에 까지 

형성되어 있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 법칙에 따른 국가 계획경

제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이지만 그 시스템 

은 그대로 고집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은 국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원리가 함께 짬뽕

이 되어 돌아가는 사회로 전락되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황금만능

주의 사상은 북한 영혼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

으며 이것은 아무리 북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

도 이제는 북한 인민들 속에서 뽑아 낼 수 없다. 

나. 주민들의 동향

세월 속에 살아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수령과 당을 다 떠나 있다고 한다. 세월 속에서 

살아 왔다는 것은 지금 까지는 수령과 당을 믿고 

살라고 했는데 수령과 당을 믿고 살아온 것의 마

지막 끝은 죽음이었다고 북한의 영혼들 속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 동향이다.

사회주의는 사람을 죽였지만 자본주의는 우

리를 살렸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시

장을 둘러싸고 살아가면서 체득한 북한 영혼들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한류를 통한 북한, 특히 청소년들의 변화를 찾

아 볼 수 있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남녀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동무, 혹은 동지로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 문화이다. 그러나 이제는 오빠, 자기야 

등 한국의 언어문화가 한류를 타고 북한을 점령

하고 있다.

북한의 실상

2017 Ma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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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적 측면에서

가일층 강화된 공포정치 가 극도에 달하고 있

다. 특히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세대의 후

세들에 탄압이 극심해 지고 있다.

라.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외화벌이 무역일군들과 권세가 있는 일

군들 속에서 불법이 더 성행하고 있으며 마약과 

대마초 흡연 같은 범죄는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변화들은 북한 복음화에 유

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 주기는 하지만 북한의 

영혼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2.    북한 지하교회와 지하 성도들의 실상에 

대한 이해

가. 그루터기 신앙인들에 대한 실상

그루터기 신앙인들이라 함은 옛날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의 후손들을 말한다. 일제시기 그리

고 해방 후 노동당의 신앙 탄압 속에서 많은 사람

들이 순교하고 또 한국으로 피신해 내려왔지만 그 

후손들에 의하여 신앙은 유지되어 온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본 강사가 올 2월에 중국에서 황해남

도 oo에 있는 사범대학의 철학교수를 만났다. 그

는 옛날 조부모님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살던 집

안에서 태어나 오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신앙

을 전수하고 부흥시키고 있다. 본 강사가 방송을 

통해 설교한 것 또 강사가 직접 쓴 책들을 보고 

중국에 까지 나와 연락해서 만나 보았다.

나. 자연 발생적인 신앙인들에 대한 실상

이들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방송이나 

또 유입되는 신앙 서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

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그리

고 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 한국으

로 오게 됐음을 증언하고 있다. 

어느 한 자매는 본 강사를 직접 찾아와 만나자

고 하여 만났는데 제가 쓴 책 ‘멈출 수 없는 소명’

이라는 책을 북한에서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

다.    현지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파송되어 

사역을 하는 신앙인들에 대한 실상 

이와 같은 사역을 직접선교라고 해야 할 것이

다. 사실상 현지라고 하면 중국을 말하는 것인데 

중국 땅은 한국교회에 있어서 북한선교를 위한 

복음의 장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불법

이든 합법이든 많은 북한 영혼들이 중국에 체류

하고 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지만 그중에 제

일 조건이 좋은 사람은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좋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캠퍼스를 

만들어 놓고 단기 및 장기 교육을 통해 지도자 혹

은 목사로 까지 키워 다시 북한으로 파송을 합니

다. 바로 이렇게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하 

성도이며 지하교인들입니다. 모니터링도 합니다.

3.    북한을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한다

지금 북한의 수뇌부는 악의 영에 사로 잡혀 악

의 영이 끌고 가는데로 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을 비롯한 수뇌부의 사람들은 악의 영에 잡혀 있

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있다. 바로 이것

이 마귀와 사탄이 하는 행위이다. 

첫째악의 영의 정체는 우상숭배의 영이다.

분명히 우상숭배의 영은 마귀의 영이다. 그리

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다. 때문에 하나님께

서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

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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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상숭배의 영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 수뇌부

는 김일성 패밀리에 대한 우상숭배 정치를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간주하고 국가의 제일 가치관

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영혼들은 사실상 모태에서부터 김일성

의 패밀리는 절대적 신이라고 배워가지고 이 세

상에 태어난다. 3만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일, 동

상들을 전국에 세워놓고 승배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체가 박제되어 있고 이것을 

살아있는 신처럼 섬기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김일성 패밀리 신에 의하

여 점령된 하나의 종교 집단화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영혼들은 자신들의 삶과는 관계없

이 김일성 패밀리는 신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 화재가 나도, 홍수가 나서 아

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불에 타고 물에 떠내려가

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건져내는 것이 가

장 고귀하고 숭고한 삶의 가치관으로 세계관화 

되어 있다.

 

 둘째악의 정체는 계급적 철학관에 의한 인간

증오이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

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

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들이 주장하는 인간증오는 계급적 원수들을 

말한다. 계급적 원수들이라 함은 미국과 대한민

국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지 않

고서는 대한민국을 적화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부터 

나온 국가의 가치관이다. 조선혁명의 목적 자체가 

노동당 규약의 강령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당의 최종목적 ;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화를 실

현하는 것이다.

당의 당면목적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한

다는 것이 바로 노동당의 강

령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민족해방은 본질에 있어서 북한은 이미 해방

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화를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해방한 다음에는 북한과 같

은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이 대한민국 땅에도 수

립한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이러한 당의 강령을 위해서 존재

하고 있다. 오늘에 핵문제도 여기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와 같은 노동당의 강령을 실행하기 위

한 결과인 것이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악의 정체는 공포정치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살인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

다. 그러나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하여 

수천 명을 죽였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수백만 

인민들을 아사시켜 살인했다. 천추의 한이 어린 

살인자들이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다. 

4.    이러한 국가 가치관을 독재 체제와 그 시

스템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가. 정치 사상적 독제 체제

“독재정치란 착취계급이나 그 앞잡이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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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력을 독차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

치 하면서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반동적

이며 반인민적인 정치를 독재 정치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의는 북한에서 정의한 것이다. 이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의한 

정의이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 자본주의의 

국가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중

요한 것은 민주주의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국가 권력구조와 시스템에 최고의 지도자가 마음

껏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견제 장치가 되어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장치가 없다. 그런 것만큼 

북한이 정의한 독재정치에 대한 정의는 바로 북한 

자신들의 정치를 정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정치사상적 독재 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최고지도자 수령

· 그다음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집행하고 실

현 하고 통제하는 당

     북한의 300여만 명의 당원들은 이 당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 그다음은 모든 노동자들을 소속시키고 사상교

양과 통제를 하는 직맹

· 그다음은 모든 농민들을 소속시킨 정치 조직

인 농근맹 

· 그다음은 모든 여성들을 소속시킨 정치 조직

인 여성 중앙위원회

· 그다음은 모든 청년들을 소속시킨 정치 조직

인 사로청 중앙위원회

· 그다음은 모든 소년들을 소속시킨 정치 조직

인 소년단 

· 그다음은 모든 유치원생들을 소속시킨 유치원

· 그다음은 생후 3개월이면 무조건 소속시켜야 

하는 탁아소 

· 그다음은 무조건 충성 헌신하는 종북세력 

이렇게 조직된  

정치 사상적 독재체제의 사명은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으로 하여 수령의 사상, 당의 사상, 강한 

조직 규율 아래서 하나와 같이 생각하고 사고하

고 움직이는 강철같은 통일 단결체로 만드는 것

이다.

모든 정치 조직들의 책임자는 당에서 임명하

여 내려 보낸다. 그리고 모든 정치 조직들의 영도

와 지도는 당에서 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은 이 정치 조직들에서 소속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자유롭게 나오거나 이동하거나 할 자유

가 전혀 없다. 이 독재 적인 정치 체세에서 벗어 

난 사람은 오직 탈북자들뿐이다.

나. 물리적인 독재 체제

물리적인 독재 체제의 사명은 정치 사상적 독

재 체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탈락한 사

람을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분자로 낙인을 찍는

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물

리적인 독재체제이다.

· 우선 북한군이 있다.

     북한군의 사명은 외부 세력에 의한 독재를 실시

해야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외부 세력이 곧 

미국과 대한민국이다.

· 그 다음은 국가보위부가 있다. 지금은 국가보

위성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국가보위부의 사명은 정보정치로 하여 정치 사

상적 독재체제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독재

를 실시한다.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고문 처형 고된 노

동 등 방법으로 진행한다.

· 그 다음은 인민보안성이다

     인민보안성의 사명은 국가의 치안을 보장한다

고 하면서 탄압한다.

· 그 다음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대한민국과 같이 독립적이지 못하

다 오직 당에서 하라는 대로 형을 결정한다. 



2017 May    17

다. 국가 경제체제를 통한 독재체제

북한의 경제는 국가의 통일적인 통제에 의하

여 운영되는 국가 계획 경제이다.

때문에 노동력도 자연히 국가의 통제 속에서 

그 수급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 또 실업자가 없다. 

그리고 현재는 국가 계획경제 산하 모든 회사들

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공장에 출근을 해야 한다. 나중에는 모든 노동자

들에게 돈을 벌어서 공장에 들여놓으라는 지령까

지 내려진다. 북한의 모든 노동력은 자기가 소속

된 회사에서 절대로 벗어 날 수 없다.

라. 주민 행정 체제를 통한 독재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 리,(노동자

구) 동, 인민반 까지 행정체제를 만들어 놓고 주

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친척집을 찾아가도 숙박등록을 해야 하며 또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체제가 바로 독재체제 이다. 이 

모든 체제는 당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이것은 본

질에 있어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유일적 통

제 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정부, 정치가들 그리고 대북전문

가들이 이러한 북한의 독재체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독재체제로 하여 북한은 데모도 일

으킬 수 없고 다른 사상을 가질 수도 없다. 

이러한 체제를 김정일은 완성된 체제라고 하

였고 이러한 체제가 바로 혁명의 주체적 역량이라

고 하였다. 말하자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동체는 

그 어떤 핵폭탄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절대자이신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명을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국

이라는 나라에 그 소명을 준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준 것도 아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소명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쟁의 방법으로 

단 번에 해 치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영혼들에게 지금 북한 당국자들이 하는 

행위와 또 그에 따르며 추종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선

교단체 또 다른 교단들에서 하는 사역을 서로 비

판하고 시비하는 것보다 협력적 차원에서 지지하

고 기도해 주라 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선교를 하는 분들은 은사와 소명

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북한을 복음화 하는 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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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의 길 
따라 통일로!

통일한국이 통일 후 ‘통일대박’이 제시하는 구

도에 따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경제를 10년간 운용

하여 나간다면, 실로 대박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하

기 어려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남한은 통일 후 10년간 매년 11%에 상당한 경

제 성장을 얻는다. 그 과정에서 북측지역의 1인

당 GDP는 남측 지역 추세성장의 절반을 따라오

게 된다. 

만일 통일 시 남한의 1인당 소득이 3만 2천 달

러 정도인 상태라면, 남북한 지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통일 10년 후 남북경제를 완

전 혼합시키는 경우에 통일한국 1인당 GDP는 물

경 6만 2천 달러를 넘는다. (자세한 구체적 내용

은 “통일은 대박이다 새판” 책 참조)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1인당 GDP 6만2천 달러

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미국 바로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통일 후 G7 진입 정도

란 문제도 아니다. 규모가 큰 나라 가운데 1인당 

소득이 당당하게도 세계 제2위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소 허황된 말로 들릴 수도 있

다. 그러나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추정치들을 있

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와 같이 되도록 온 겨

레가 단합하여 통일대박 구도라는 보물지도를 잘 

따라가면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해 낼 수 있다.

글 | 신창민(중앙대 명예교수)

I.    통일 10년 후 
통일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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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것이 왜 허황된 소리가 아니냐 하

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통일자금 조달 방안과 함

께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확실한 유효수요

(Effective Demand)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래 통일대박이란 말이 회자되니까 너도나도 한

마디씩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통일대박을 

얻을 수 없다. 골드만삭스, 통일준비위원회, 금

융위원회, 짐 로저스 등에서 그동안 나온 구도 정

도로는 대박을 얻을 수 없고, 그저 공허한 말들일 

뿐이다. 

  

통일세 겁낼 필요 없어 

통일세 부담 관련으로 우선 확실히 밝혀두고

자 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따르는 통일세를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 후에 10년 동안이라는 정해진 기간에 한

하여 총소득의 1% 세금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 그 밖의 통일 관련으로 납부할 직접세금은 없

다. 그 기간에 11%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이 우

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자리 관련으로는 지금 남한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북한으로

부터 값싼 노동력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탄식할지 모른다. 그러

나 그것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

온 완전히 빗나간 기우에 불과하다. 

우선 통일 후 10년 동안은 남북 지역을 경제분

야에 한하여 분리 경영관리 하는 것이 필수다. 이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통일대박은 없다.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의 소득을 끌어 올리

는 과정에서 북측 소요 자본재 생산 때문에 남한

의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에 바이 

코리안 정책이 등장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즉 북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실물자본, 하드웨어

를 남한지역에서 생산 공급하는 것이다. 또 제반 

체제 단일화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실업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

려 완전고용 상태 이상의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

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일자리가 넘쳐난다.

또한, 통일 전에 있어서도 상황을 보아가며 북

측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서서히 착수하기로 한

다면, 북의 민심으로 다가가면서, 북에 필요한 모

든 하드웨어를 남한에서 생산 공급하는 데 따라 

오히려 남한 국내 경기가 활성화 길로 접어든다

는 점에 착안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동안 통일로 가는 동력 충전에 있어 현실적

으로 커다란 누수 현상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

나는 통일비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이었다. 그런데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통일대박 이라는 사실 인식에 따

라 상당히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 문

제가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은 보수 진보 간의 남남

갈등이다. 남남통합도 못 하면서 무슨 남북통합

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명백한 해법을 찾을 수 있

다. 남북문제에 대한 보수 진보 간의 충돌은 정책

의 상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본질에 

관한 이해의 미흡에 따른 것이다.

지금 보수 진보 간에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지고 보

면 양측이 모두 각기 반드시 필요한 논리의 근거

가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결정적으로 미흡한 부

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부문을 각각 채우는 과

정을 통하여 완성된 두 구도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큰 흐름으로 수렴되게 되어 있다. 

이 두 구도가 합치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힘이 하

II. 남남 갈등

2017 Ma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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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결집될 때, 통일동력이 완성된다. 어느 한 쪽

만의 힘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다.

소위 보수 측의 태도는 반공을 바탕으로 북의 

공산세력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안보 우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미 몰락한 공산주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당

연한 입장이다. 반공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우리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 수

세적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다. 아무리 

안보를 강조하고 현명한 분단관리를 한다 해도 

이것이 자연히 통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

리는 이제 통일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라는 데 확

실한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소위 진보 진영에는 여러 갈래가 있겠으나,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그 선언들의 배경을 보면 통일 자체보다는 평

화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게 된다. 그러나 

평화공존이란 그저 평화공존일 뿐이다.

평화공존이 때가 되면 자연히 통일로 이어지

리라는 생각을 무의식중에 한다면, 이는 공상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상황에서 평화공존은 결국 

영구분단을 의미할 뿐이다. 많은 진보성향 인사

들은 평화공존을 위하여 가급적 북 정권을 자극

하지 말고 될수록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수준에만 머문

다면 통일은 오지 않는다.

이 경우 역시 통일 그 자체에 직접 목표를 두

면서, 북측 주민들의 민심이 통일을 결정짓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형태로, 현실적으로 실사

구시적인 데까지 생각이 미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적시하고자 한다.

양측이 각각 주안점을 두는 안보와 평화는 현

실적으로 필수 조건이면서 동시에 보완적이다. 

이에 더하여 각각 통일 자체 까지를 목표로 하면

서 북측 주민들에게 진정성과 함께 다가갈 때 통

일의 물꼬는 트이게 될 줄 안다.

이리하여 통일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국민정서

로부터 벗어나고, 보수 진보간의 남남 갈등이 해

소되는 상태에서라면 통일로 가는데 더 이상 큰 

걸림돌은 없게 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

니라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대박을 안겨 준다

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대박은 사

실상 통일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다. 그러면 어떻

게 통일을 만들어 낼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제까지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국

가연합’ 단계를 중심으로 하면서 대체로 비슷한 3

단계 통일방안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이들 방안

은 사실상 공허한 것들이었다. 모양은 좋지만 실

제로 현실성은 없는 것이다. 

북에서 표방하는 고려연방제 대응 차원에서 

대외제시 용도의 통일정책 모습으로는 필요하기

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추

구해야 할 실용적인 실사구시적 길로 가는 통일

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 있다.

통일정책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R 이론을 중심

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R 이론이라 함

은 북측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상을 둘로 갈라서 

대처하는 방식의 정책을 말한다. 즉 북정권과 북

주민이다. 북 정권은 사실상 그냥 협상의 대상일 

뿐이다. 협상을 통하여 어중간한 형태의 체제로 

이루어지는 통일이란 무의미 정도를 넘어서 재앙

이 될 수 있다. 결국, 통일은 북 주민의 손을 따라 

온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통일정

책 방향이다. 

III. 통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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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실성 있는 실사구시적 통일방안이

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제1단계 

남한 국민들이 ‘통일대박’의 진정한 내용과 

구도를 숙지하고 받아들여, 남북 간에 정경분리 

구도를 정립하고 통일 지향적인 범국민적 공감대

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이제까지와 같이 남측 국민들이 통일을 경제

적 부담으로만 여기면서 남남갈등으로부터 헤어

나지 못하고 있는 한 통일이란 없는 것이다.

통일대박 구도를 착실히 따라갈 때, 우선 통일 

10년 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제2위

로 올라선다는 엄연한 사실을 실리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알도록 하여, 이 진실이 우리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겨레에게 유사 이래 처음 오는 이 거대하

고도 가슴 벅찬 꿈과 희망을 온 국민이 확실하게 

함께 공유하면서 통일 지향적으로 함께 움직여 

나갈 때 통일은 가능하다. 

△제2단계 

제1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

에게도 통일대박의 구도와 실제 전망이, 은연중에 

알려지도록 하여 그들도 우리와 꼭 같은 꿈과 희

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대박의 구도가 남한만 잘 살려고 하거나, 

북한주민들을 이용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평화 속

에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사실과 그 진실성을 이

해시켜 주어야 한다. 북 정권으로부터 시시때때

로 들어오던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

여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통일대박의 미래가 

남이 아닌 실제로 바로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희

망과 꿈을 내면적으로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만

들어 주어야 한다. 

통일을 만들어 내는 핵심은 민심이 천심이라

는 만고불변의 진리에 있다. 무슨 형이상학적인 

논리를 따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제3단계 

제2단계의 과정이 성숙하여 가는 길목에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수령 제일주의와 자력갱생

의 북한정권, 그리고 김정은을 결사옹위하는 개

인체제를 정리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체제의 남한으로 합류하도록 

결정적 적기에 신호를 보내줄 줄 알아야겠다. 이

리하여 우리 겨레가 하나 된 세계모범국가를 만

들어 내고, 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길을 택해야 한다. 

2017 May    21



22    WCNF 46호

우리는 
고향만 
다르답니다 

1. 초, 중, 고등학교 생활

북한사회와 탈북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저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직에서 해라는 대로 해야

만 하는 바른(?)학생이었습니다. 엇나가는걸 잘 

못했습니다. 중학교시절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학

생들도 밥을 못 먹으니 학교를 나오지 않고 부모

님 따라 산으로 밭으로 가서 농사를 짓고 나물을 

캐오면서 살림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학교에 학

생들이 최고로 적게 나올 때는 25명 재적에 2~3

명만 나왔는데 전 항상 그 속에 있었습니다. 고

등학교 졸업 할 때 간호원양성소를 가려고 했는

데 교장선생님한테 뇌물로 바칠 돈 3천원(옥수수 

100kg)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간 

친구들 보기 민망하다고 25리 떨어진 이모 집에

서 1년 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2. 사회생활

대학교에 못간 저는 아버지 직업을 따라 탄광 

노동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인복이 많은 저는 사

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의 추천으로 석탄을 

캐는 탄광굴 안에는 안 들어가는 공무직장(전동

기, 변압기 만드는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일한 뒤 

경리로 발탁되어 일을 배우고 업무를 인계받은 

하루 만에 경리에서 해고됩니다. 윗선인 초급 당

에서 간부집 마누라를 임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그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걸 잘 아

니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침 입당을 담

보로 “6.18백두산돌격대”에 직장에서 한명을 내

보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21살에 자진해서 나가

게 됩니다. 입당이라도 해서 북한사회에서 신분

상승 하겠다는 각오로 지원했습니다. 저의 아버

지께서는 남자들도 나갔다가 허약 걸려 오는 돌

격대를 여자인 제가 지원한 것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힐 마음이 없었습니다. 돌

격대에 나가 1년은 현장에서 일도 하고 또 돌격대

원들을 밥을 해주는 식모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 운 좋게도, 함경북도려단 후방참모를 맡아 3

년 일했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북한에서는 후방 

일을 맡으면 웬만한 간부보다 낫다고 합니다. 함

경북도려단 전체 인구 3천명이 한 달 먹는 식량

은 100 톤 이었습니다. 그 외 여러 후방물자를 공

글 | 엄근영(탈북민간호사, 대학원생)

I. 탈북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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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관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꿈인 입당은 한국에 먼저 온 언니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돌격대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

와서 한국에 올 수 있는 루트를 찾아 2007년 6월 

20일에 탈북 했습니다. 

저의 신앙은 한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

다. 제가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일주일 머무르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 브로커랑 일행 7명이 함께 탄 

버스가 중국 곤명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한국에 먼

저 나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저

의 안부를 묻고 옆에 있는 언니 친구분과 통화를 

한 후, 언니 친구분이 저에게 “너 하나님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앞에 “하

나님”을 부르고 뒤에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고 하면서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하나님

을 부르고 더듬더듬 살려달라고, 한국까지 무사

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기도를 자주 해도 되는지

에 대한 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태국 이민국 감방까지 무사히 도

착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3개월 있었는데 어

느 주일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 지체

들이 모여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 성경책을 보

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친구분이 저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이 그때

야 다시 생각나서 기도모임 뒷자리에 가서 앉아

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북한에 남

아있는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

었는데 감방에서 언니가 보내준 용돈은 금같이 

귀했지만 저의 기도가 헌금을 해야지만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일정액을 헌금했습니다. 

태국감방에 있을 때 있었던 웃지 못 할 해프닝

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몰랐기에 북한에서 27년간 

세뇌 받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회개 했습니다. 제

가 올 때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 회

개 내용은 이랬습니다. “장군님 나라를 배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본주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나라가 싫어서, 

장군님이 싫어서 온 게 아니라 저의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 TV에서 많

이 보던 이런 선동적인 말이 저에게는 일상의 언

어였습니다. 저는 태국감방에서 하나님께는 가족

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장군님께는 회개하는 기

상천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장군님에 대한 충성

도가 이렇게 높고 회개까지 하고 있는 저에게 어

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중국에

서 북한의 실상과 김정일의 민낯을 다 알고 있는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그 XX놈 죽어야 돼. XX

놈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라고 하는거에요. 전 

분노했지만 앞에서 말하면 싸울 것 같아 속으로 

“나쁜 XX것들 나라에서 사랑의 교복이랑 선물이

랑 받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장군님을 욕할 수 있

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교복은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전 학생

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물은 1년에 2번 어린 애기부터 

초등학생 12살까지 김일성 생일인 4월15일과 김정일 

생일 2월 16일에 1Kg의 사탕과자를 줌. 교복은 배급

체계 붕괴 전까지는 무료로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무

료가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3개월을 보내고 대한민국에 온후 국

정원 조사를 거치고 하나원(한국정착교육을 받는 

곳)에 왔습니다. 하나원에는 목사님이 계셨고 주

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하나

님을 영접한 언니 한분이 저에게 다가와 저를 주

님께로 이끌었고 전도를 하고 성가대까지 데려갔

습니다. 저는 찬송이 좋아서 성가대를 하기로 했

습니다.

하나원에는 주일이면 외부 각 종교(개신교, 천

주교, 불교)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실 때는 

떡이며 양말을 가져와 나눠주곤 했습니다. 다른 

II. 신앙을 갖다

2017 May    23



24    WCNF 46호

사람들은 각 종교를 다 돌면서(일명 종교쇼핑) 여

기저기서 물건들을 얻어왔지만 전 오직 기독교만 

갔습니다. 중국 버스 안에서 언니 친구 분이 저에

게 전했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붙들었

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와 주일이면 성가대로, 대표기도로 신앙생활

에 재미를 느끼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만든 기도응답이나 사건 등을 경험하며 저

는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새

벽기도에 가서 드린 기도중 하나가 북한의 가족

들이 나 때문에 피해보지 않는 것과 한국에 먼저 

온 언니가 이제껏 집(북한)에 돈을 보내줬으니 이

젠 언니에게 부담 주지 말고 제가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였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

고 한국사회생활이 시작되고 고향에서도 소식이 

왔는데 저 때문에 한번도 보위부에 불려간 적도 

없고 피해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북한에 있는 저희 언니가 

중국전화기를 가지고 저와 연결하고 지내니(북

한에서는 불법) 언니의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안 되

겠다 싶어서 그때는 아는 언니 집에 얹혀살고 있

을 때라. 밖의 공원 구석에 가서 언니를 위해 기

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언니를 지켜주세요 

..,” 20~30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

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북한의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 온몸에 닭살이 돋고 소름

끼쳤습니다.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길은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덜 외롭고 덜 고달프고 덜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간호대학 입학원서를 넣

고 합격통지서를 받던 날도, 간호대학 4년도 늘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전 공부가 어려우니 교과

서와 책 맨 앞에 성경을 써넣고 학교 가면서 기

도하고 수업 전에 기도하고 하교하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호원양성소를 가지 못

한 대신 돌격대에 가서 함북도려단 후방참모 일

을 하면서 더 큰 것을 배웠고 입당이 안 되어 한

국까지 오게 된 것은 다 주님의 뜻과 섭리와 손길

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너희가 내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

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

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6~7)

 

1. 학업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대학 재적생은 

1,147명이나 이중 237명이 휴학 중이거나 제적

을 당했으며, 전체의 약 20%에 해당된다고 합니

다.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유시은 외 

2013))

그만큼 탈북민에게는 한국사회나 학업 적응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학제와 교육내용이 

많이 다르고,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도 서툴며 

우리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학업을 따

라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주변의 탈북민 간호대학생 선,후배들을 

8명 전화 인터뷰한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 문화도 다르고 학교에 적응하고, 친구들과 친하

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 팀과제 때 다른 친구랑 싸웠다. 한국친구들은 자

료수집도 짧은 시간에 하는데.. 

· 교수님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랑 멘토-멘티 식으

로 소개해주면 좋겠다. 본인은 공부 잘하는 친구

한테서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함

III. 탈북민 대학생의 한국
   사회적응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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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교양과목이 어렵다.. 중간고사 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미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 (전과 한 학생) 남학생들이 있으면 아래 낮은 성

적을 밑바탕에 깔아주는 역할을 해서 안심했는

데 간호학과는 여자들만 있으니 내가 제일 낮은 

성적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슬프다.. 워낙 한국 학생들은 잘하니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

2. 취업

탈북민 대학생들은 취업 시 본인의 신분을 밝

히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큽니다. “병원에 서류 넣

을 때 나의 성장과정 쓰는 란에 내가 넘어온 걸 

솔직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보수적 

이예요. 서류에서 탈락하겠죠.” 공통적인 걱정입

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방학이면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스킬”을 2

주 동안 들으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면접

보는 스킬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오픈식에서 발

표할 기회가 있어서 취업에 관한 나의 의지가 반

영된 글을 써 낭독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합니다.

나름 취업준비를 했지만 다른 성적이나 스펙

(영어성적)들이 안 되니 대학병원에는 취업할 수 

가 없었습니다. 

3. 탈북민에 대한 인식 

탈북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약 32.1%가 동일민족, 30.7%는 탈북자 그 

자체, 그리고 탈북자를 간첩이나 범죄자로 생각

하는 비율도 각각 24.3%, 6.9%, 이밖에 탈북자를 

외국인 혹은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각각5.5%

와 3.2% 로 전반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감정이 부

정적이며 이는 탈북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참고자료 「탈동독주민들과 탈북자들

의 사회적응에 대한 사례연구」 신율2015)

“ 통일선교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의 가치

를 깨닫고 이들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방법

을 배우고, 익히는 사업이다.” 

<김영식목사님 책 “혹시 북에서 오셨습네까?” 중(中)>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몸의 온도는 온도계로 잴 수 있지만 마음의 

온도는 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눈빛과 손길로 그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낄 뿐입니다.”

제가 지은 자작시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IV. 맺는 말

취업은 나에게
지은이 : 엄근영

취업이란 나에게 생명을 내걸고 건너 온 이유가 

될 것이며

취업은 나에게 남기고 떠나온 가족에 대한 보답

이며

취업은 나에게 두고 온 23개월 된 아기에 대한 

보답이며

취업은 나에게 살아 갈 이유이며

취업은 나에게 통일 되었을 때 당당하게 나설 

체면을 세워주며

취업은 나에게 탈북민들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취업은 나에게 장학금에 대한 보답이며 한국정

부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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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아픔

엄 근 영

남조선을 찾아 무작정 떠난 그길 

어느덧 일곱해 강물처럼 흘러갔네

학원과 회사로 대학교로 그 여정에는 

사연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

같은 언어임에도 북한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얼마며

교육체제가 다른 이유로 공부에서 뒤쳐져 

바보 아닌 바보로 산 것은 또 얼마인가

타향살이 이렇게 힘든 줄 그 누가 알랴

내 나이 서른에 드라마에서 보던

이런 슬픔을 안고 내가 살게 될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일과 시간에 쫓겨 무덤덤 살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고향생각, 부모형제 생각 

두고 온 자식 생각에 하염없이 울다 잠든다.

이 아픔 나 하나만이 아닌 2만7천여 명의

새터민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임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늘이여 땅이여 왜 말이 없는가?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부족한가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고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다 

어느 순간 내 머리를 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개인의 행복도 우리 가족의 행복도 

내 아이의 행복도 미래도 

있음을 알게 되었네.

이 한 몸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통일을 위한 일에 내어드립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에 

나의 삶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26    WCNF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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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과기대 
간호 학부를 
섬기며.. 

저는 YUST에서 교수로 일하며 지난 38년

간 한국에서 간호대학교수로 지냈던 때보

다 많은 감동적인 일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의 전수를 넘어 창의적 사

고로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는 것이

지만, 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래 우

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참교

육이 ‘Loveism’의 설립이념을 가진 YUST

의 교육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변방에서 교수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

은 분명 축복받은 삶입니다. 한국과 다른 조선족 

중등교육 교육과정으로 인해 공부의 기초를 다시 

다져 가며 학생들을 일정수준에 도달하도록 몇 

번이라도 재시험을 주어 기어이 이끌고 올라가기 

위해 개인 교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

서 매식만 하는 학생들에게 시간을 쪼개어 집밥

을 만들어 먹이고 면담을 하며 어려서 한국으로 

돈 벌러 간 부모와 떨어져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움츠러든 그들의 춥고 빈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

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삶은, 몸으로는 고달프

지만 마음은 참으로 만족하고 기쁜 생활입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볼 때는 더욱 기쁘지요.

2016년 졸업식 다음날 한 학생이 학부장실로 

찾아와 편지와 함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학

생은 조선족이지만 중국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한국어를 몰라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우등상을 받으며 졸업한 학생

입니다. 편지에는 

“...4년 동안 YUST에서 공부하며 교

수님께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저의 집 상황이 어려워서 많

은 도움도 주시고 장학금도 주셔서 4년 동

안 별 걱정 없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

니다. 간호학부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를 배웠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교수님들께 감사

드리고 싶었고 학부가 더 좋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부족한 돈을 학부에 드립니다. 

학부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훈훈한 편지를 위

쳇을 통해 교수님들과 공유하며 감사와 기쁜 마

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모두 교수님들의 수고 

덕분이며, 교수님들께서도 그 노고에 대한 보상

을 충분히 받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 간호학부장 이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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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자 2대 학부장님께서 2009년부터 지금까

지 10년간 리더십장학금으로 간호학부 학생회 임

원들에게 두 사람의 학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양과기대로 

재정지원을 옮기시며 장학금 지원을 끊는다 하

시기에 어디서 장학금을 후원받아야 할까 고민하

던 차에 2년 전 학생회장을 지냈던 4학년 학생이 

찾아와 예쁜 카드와 함께 금일봉을 내놓는 것이

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번에 00장학금을 받게 되

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이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좋은 병원에 취직하여 좋은 간호사가 되는 것이 

교수님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간호사, 많이 베풀 줄 아는 간호사가 되겠습

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2017년 학생회 장

학금은 부족한 대로 이 학생의 기부금으로 해결

이 되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어렸을 때 담배를 시작하여 옆을 

스쳐가기만 해도 지독한 담배냄새를 피우며 영어

의 알파벳도 배우지 않고 들어와 영어, 한국어, 

한족어로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사람을 피하

고 공부도 피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의 잠재력

을 믿고 기초부터 가르치면서 교수실로 오게 하

여 개인교습을 시키며 관심을 갖고 격려하였습니

다. 3년이 지나 4학년 실습을 앞두고 학생이 변하

였습니다.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가며 교수님들

과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4학년 실습을 할 때까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던 학생이 실습지 자취방에 반찬을 만들

어 방문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가져

주는 교수들을 경험한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친

구와 함께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당장은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친구들을 통해 

다른 학교의 교수들과 비교하며 우리 대학의 교

육과 교수들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대학에 온 것

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학생과 동료들을 하

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길 원하지만 턱없이 부족하

기만 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업에 도구로 사용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이 구할 때마다 재

정도, 교수요원도 넘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

님, 그리함으로써 당신과 동행하도록 강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

로,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WCNF 모든 분들께 감

사합니다.

안타까이 구할 때마다 재정

도, 교수요원도 넘치지 않게 채

워주시는 하나님, 그리함으로

써 당신과 동행하도록 강권하

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

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물질

로 후원해주시는 WCNF 모든 

분들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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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NF의 북한 내 
첫 진료소 착공

Vision 1000운동은 2008년부터 본 회에서 추

진되어 온 사업으로 언젠가 북한에 문이 열리는 

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료를 위한 건강센터 

1000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5년 1월 San Francisco 제 8차 정기총회와 

2017년 4월 제9차 정기총회에서도 본 회의 미래 

중점사업으로 북한에 건강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모든 회원들의 지지로 재확인하였고 많은 회원들

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간호자원 봉사를 다

짐하고 지원서를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듣기에는 이미 북한에는 리 단위의 

모든 지역에 진료소 건물은 있으나 여러 가지 장

비나 약품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WCNF 에서 계획하고 있는 1호 진료소는 북한

의 광산촌으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까운 곳에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환자

를 신속히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여 지

역사회 주민들이 오랫동안 진료소 건립을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한 당국에서도 외부지원을 바라

고 있다고 했다. 

광산촌진료소는 공동사업으로 총 6만 불이 소

요되는데 본 재단에서 2만 불을 지원하고 4만불

은 한국의 한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매달 

소요 예상되는 400불 가량의 약품비는 그 교회에

서 감당하기로 했다. 본 재단에서는 진료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료소 담당자와 연락하며 추후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최근 북한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 나오지 못

하고 있는 사태로 인해 친구, 친지, 가족들의 강

한 방북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일이라 우리 일행은 연길시에서 2시간 반만에 북

간도 훈춘을 지나 두만강가의 중국의 국경에 도

착했다. 세관에서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작

은 버스에 올라 두만강 다리를 지나 북한세관에 

입국신고를 했다. 북한 세관은 최근에 새로 깨끗

이 현대식으로 지어졌고 해외동포사무처장, 보

안서 직원과 운전수가 마중을 나와서 세관수속을 

마쳐주었는데 성경과 카메라는 신고를 해야 한다

고 했다. 성경책은 갖고 나오기만 하면 아무 문제

가 없고 카메라는 갖고 나올 때에 찍은 사진에 대

하여 검열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마중 나온 세분

글 | 김명자 총회장

2017년 5월 2일 (화요일) ~ 5일 (금요일) 동안 그 

동안 본 회의 중점사업으로 기도해오던 Vision 1000 

(북한에 1000개의 건강센터설립)의 첫 진료소를 건

립하기 위해 국제본부임원 3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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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상도 유순하려니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청

학약수 병물 2박스를 우리 일행을 위해 준비해주

어서 시원한 약수로 목을 축이고는 많이 안도가 

되었다. 

국경에서 45분 정도 달려 산을 넘으니 라진항

이 한눈에 들어왔다. 점심은 금영회사로 간판이 

붙은 음식점에서 북측의 세분과 함께 식사기도를 

한 후에 해산물요리와 감자전, 옥수수전등으로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DCM에서 건축해 준 외국

어학원을 방문해서 수업을 참관했다. 이 학교는 

특별히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에 중점을 두고 중

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데 라선시가 중

국과 소련이 가까운 지리적인 조건으로 인해 앞

으로 상공업이 발달될 경우에 모든 언어를 자유

로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므로 이 세가지 외

국어를 각자 한가지씩 선택해서 특별히 공부한다

고 했다. 젊은 교사들이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손

을 번쩍 들고 반듯하게 일어나 똑똑히 크게 대답

하는 자세들이 맘에 들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외국어학교 여교장선생님은 특별히 더 반가워하

면서 안심하시고 자주 오라고 환하게 웃으며 반

겼다. 

계속해서 DCM에서 돕고 있는 유치원과 초, 

중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사들이 우리 방문객들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학예발표를 하도록 준비해 

놓았다. 5-6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화장을 하

고 곱게 옷들을 입고 열심히 장구, 춤, 노래 등을 

준비해서 보여주는데 모두 생글생글 웃으며 아주 

수준급으로 잘했다. 

저녁에 묵은 Hotel 방은 깨끗해서 외국의 좋

은 호텔이나 다름이 없어서 안심이 되었다. 더운

물도 순간온수기에 데워 나왔는데 전력이 약해서 

전깃불은 희미했지만 적당히 따뜻하게 데워진 전

기요와 북한 여성의 겸손하고 다소곳한 서비스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아침식사도 호텔에서 

제공했는데 된장국과 생선들로 앞앞이 깔끔하게 

차려진 한식으로 다음날 하루를 시작했다.

방문 둘째 날 아침에 예정한 대로 광산촌에 도

착하니 30여명의 남녀 일꾼들이 이미 진료소를 

건립하기 위해 가장자리 땅을 삽과 곡괭이로 1미

터 정도 파 놓았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매니저가 

열심히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건축을 위한 자재들

도 트럭으로 운반해 놓았다. 옆에는 저녁 조리를 

위해 네발을 모두 묶은 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

는데, 일꾼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일찌감치 보이는 곳에 갖다 놓은 듯했다. 본 

재단에서는 철근, 시멘트 등 건축자재만 제공하

고 인력은 그 곳 사람들이 감당하기로 했는데 주

민 620명 정도의 광산지역에 약 87평 건평의 진료

소, 광부들이 쉴 수 있는 정양소, 유치원이 6월 말

에 완공 될 예정이다. 

오후에 들른 새로 만든 장마당 건물에는 없는 

물건이 없는 듯 남대문 시장만큼 붐비고 제약공

장과 신발공장 등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포를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의 녹화사업을 위해 DCM에서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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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굴포리 묘목장에 셋째날 갔다. 산림녹화 책

임을 맡고 있는 분은 당에서 최근에 열심히 일한 

사실을 인정받고 냉장고, TV등 상을 23개나 받아

서 아주 자랑스러워 함이 보였다. 밖의 공기가 약

간 추웠는데 우리 일행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안내

하고 언제 준비했는지 굴밥, 생굴, 사과, 땅콩, 미

나리, 도라지무침, 명태포, 인삼주 등을 대접하며 

연신 부인에게 더 갖고 나오라고 독촉을 한다. 그

러면서 미국에서 한 방 쏘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에 남조선과 Los Angeles쪽은 

절대 쏘면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 쏘아야 된다고 

말하며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함께 모두 

웃었다. 감기에 좋다며 싸 주는 백도라지를 마다

않고 받아 나오며 순수한 시골 정을 또 느꼈다.

마지막 날 아침 언제든지 다시 오라는 호텔 직

원의 인사를 받으며 국경으로 가기 전에 홍콩부

자가 지었다는 카지노가 있는 비파도에 들러서 

구경 한 후 사무처장, 보위부직원과 운전기사로

부터 세관절차를 위한 도움을 받았다. 중국사람

이 줄을 길게 서 있었지만 먼저 모든 수속들을 해 

주어서 간단하게 끝났고 사진기에 특별한 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돌려받고 성경도 다시 갖

고 나간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 두만강을 넘어 중

국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

별한 사진을 찍거나 컴퓨터에 북조선을 비난하는 

글이 없는 한, 왕래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세 사람의 북조선 직원들은 우리 일행이 탄 버스

가 안 보일 때까지 멀리서 손을 흔들어주며 한민

족의 정을 표했다. 헤어질 때는 며칠 동안 함께 

다니면서 정이 들어서 인지 우리 일행도 마음 한 

켠에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함께 다니는 동안, 남북이 평화통일을 하면 세

계에서 2위로 잘사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나의 

통계적인 설명에 대해 30대 보위부직원은 오히려 

세계 1위의 국가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잃었

던 만주, 발해지역까지 되찾아야 한다고 흥분하는 

것을 보고 더욱 더 우리는 한 핏줄, 한 민족이고 

하루 빨리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많은 미국시민권자들의 억류로 인해 

북한방문에 대해 걱정을 했던 친구와 가족들이 

많았는데 북한 지역에서 잘 지내고 다니면서 걱

정해주시는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나

님께서 속히 우리 나라를 평화롭게 통일시켜주셔

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로 사용

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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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인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북한주민의 건강 상태는 통일한국의 큰 부담

이며, 인도적 견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할 할 영

역입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운

영되었으나, 1990년대 구소련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100만 명 이상이 굶주

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극심한 아사 사

태와 감염질환의 발생으로 보건의료체제의 유지

가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표 1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건강수준의 격차

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의약품 및 진료물품 의 공급

이 거의 중단되어 오히려 장마당에 자생적

인 의약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러한 북한 의약품 유통의 변화가능성과 전

망은 의약품 판매와 유상치료 등장 등 탈

사회주의화로 점차 진행,확산될 것으로 추

정됩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분야 관련 

글 | 김희숙(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해방72년 건국69년을 맞는 우리민족은 6.25 전쟁의 

큰 슬픔을 겪었고 지금도 분단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은 국가적 고통입니다. 현재 우리가 잊지 말고 우

선적으로 노력해야할 일은 통일한국과 통일이후 남

북통합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

력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온 통일

세대인 탈북민 약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의 의료 

실태와 탈북민에 대한 이해 및 간호학을 전공한 전

문 간호인들이 어떻게 통일한국과 남북통합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북한의 의료실태

<표1. 남·북한 건강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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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하여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나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간 격차 해

소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협력방안 마련과 남북간 지속적

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통일 이후에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현실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와 

지원은 현재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고민해야 할 

실제입니다.  

생사를 뛰어넘는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사회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이

곳 환경에서 살면서 다양한 보건의료 문제를 겪

게 됩니다. 탈북민은 통계적으로는 표1에서 보

는 것 같은 건강상태인 것입니다. 보건의료 서비

스에 대한 필요도는 매우 높으나, 이들을 위한 효

과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

아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의료-사회적 취약대

상자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 단기

적으로는 전염병 질환의 관리, 치과적 질환, 음주

와 흡연 등 나쁜 생활습관으로 인한 건강문제, 심

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착기간에 따라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

니다. 이에 따라 탈북인에게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이 탈북인들의 신체적, 정신사

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인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합니

다. 현재 남한에 온 탈북자 수는 약 3만 명이며 이

중 여성은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임기 여

성임은 주목할 부분입니다(통일부, 2016). 탈북여

성은 남한에 정착하여 가족을 다시 구성하고 통

일을 대비해 차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입니

다. 필자가 하나원에서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교

육과 하나센터에서 일 년간의 건강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보면, 불규칙 월경양상과 높은 인공임신

중절 및 피임지식이 낮고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

를 받고 있으며, 상담을 요청합니다. 탈북여성들

에게 기본적인 건강서비스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맞춤식으로 지원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모성은 

한나라의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

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이해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통일과 북한보건의료재건 및 남북통합

사회를 준비하면서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할 경우 많은 시행착오와 관점의 차이로 인한 문

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남북교류가 재개 되길 소망하

며, 그 출발점이 보건의료가 되고, 통일을 준비하

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대학생들이 남북교류의 새

로운 핵심을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한 예로 동독

과 서독은 통일 전부터 20여 년간 점진적이며 상

호 협동적인 관계형성과 동·서독간 건강격차를 

감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보건의료가 동서독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분단 72년의 뼈아픈 현실 앞에 우리는 겸허

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평화통일을 위한 몸

부림과 책임의식으로 무장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통일을 위한 준비

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통일의료의 비

전을 품고 건강한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통일

역량지수, 남북 통합사회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 예로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 간호학을 선택해

서 공부하고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이주민

들이 이 땅에서 간호사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돕는 따뜻한 동료가 되어주어야 합

니다. 또한 한국에 온 탈북 의료인들이 당당한 대

한민국 의료인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함께 돕고 

2. 탈북민에 대한 이해 

3. 통일한국을 위한 간호인의
   준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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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잡고 살아가는 통합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합니다. 탈북의료인은 통일과 남북의료 통

합 및 재건에 협력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탈북이주민들이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통일한

국”을 책임지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밝고 건강

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겔 37:17)

  

또한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건강문제의 지원

뿐 아니라 함께사는 시민의식과 지역사회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설 명절이나 추석 때 

고향을 찾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때에 이들

은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으로서 아픔과 그리

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 떡국을 나누거

나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

웃이 되어주어야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남북간의 

문화나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이 잘 적응하

도록 기다려주고 도와 주는 것 등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인은 통일한국과 건강한 

통일한반도 건설의 비전을 간직하고 지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21세기형 나이팅게일의 후예

로서 통일한국의 간호역군”이 되어 북한의 붕괴

된 보건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건강한 통일 한반

도를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간호인

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일준비는 탁상공론과 몽상이 아닌 실천입니

다. 통일준비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몸으로 실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통일준비 간호인 사명선언문을 제

안합니다. 함께 나누며 통일한국을 이뤄가길 소

망합니다.

나는 통일을 준비하는 간호인(대학생)으로서 다

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

1.    나는 이 땅의 애국 시민으로 부름 받은 국민

이다. 

2.    나는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고 준비된 간

호인이다. 

3.    나는 우리민족의 아픔을 치유와 회복을 위

해 소명 받은 간호인이다.

4.    나는 북한현실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복

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5.    나는 미래 통일리더로서 필요한 역할을 알

고 간호인으로 전문성을 갖춘다.

6.    나는 통일 비용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

고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7.    나는 통일의료를 준비하는 단체의 회원이 되

어서 일정한 시간과 재능을 드린다.

8.    나는 남북보건의료인 통합을 위해 주위의 탈

북민(탈북보건의료인)을 돕고 섬긴다.

9.    나는 통일 보건의료인으로 남북간의 간호를 

통합하는 일에 동참한다.  

10.    나는 통일 전·중·후의 국가비상사태를 

알고 간호인 일원으로 협력한다.

통일준비 간호인 사명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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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독간호재단은 중국 연변과기대와 캄보디아 

라이프대에 간호대학을 설립하였고 앞으로 평양과

기대에도 간호대학을 설립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

다. 건물, 실습기자재 등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제

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간호대학에서 잘 교육받고 양육된 간호사들은 국

가의 건강을 지키는 일꾼으로, 전문직업인으

로, 후배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며, 많은 간

호대학생들이 믿음을 갖게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현재 국내 또는 

해외의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봉사활동과 선교활동

을 하고 계시며, 이런 활동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교육현장에서 간호대교수로 봉사하실 분들을 

널리 초빙합니다.

·  석사학위 이상 (공통)

·  영어 강의 가능 (공통)

·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 65세 미만

·  현직 교수님의 경우 학기단위 강의도 가능함

교수님을  

초빙합니다!!

♥

WCNF 회원으로 
참여하실 분을 환영합니다!

북미주 및 해외 회원

Check는 WCNF 앞으로 쓰고 회원 가입 신청서와 사진을 
북미주 본부로 우편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 WCNF 1946 147TH St.Gardena,CA 90249 USA

【전  화】 (310) 324-8620

【팩  스】 (310) 329-7718

【이메일】 wcnf@hotmail.com

한 국 회 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회원가입신청서와 사진을 
한국지부 본부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 (우)01163      서울시 강북구 오패산로 191 
효성교회 내 세계기독간호재단 

【전  화】 (02)764-1227      

【팩  스】 (02)764-1252

【이메일】 wcnfkorea@hanmail.net

【후원계좌】 
우리 : 1005-902-610283 세계기독간호재단한국지부
신한 : 100-031-066482 세계기독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41452 세계기독간호재단한국지부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후원금】 
우리 : 1005-702-630231 세계기독간호재단
신한 : 100-030-594700 세계기독간호재단한국지부
국민 : 089501-04-231842 세계기독간호재단한국지부

■   분납과 납부가 편리한 CMS(자동이체)제도가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는 분들은 회보 등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6    WCNF 46호

세계 기독 간호 재단 임원진(2017 -2018)

이 송희
이사장

최명희
이사

재단

최 윤경
이사

장사라
이사

배 옥례
감사

이 일순
감사

김 혜영
이사

황옥자
이사

오재선
이사

서 분남
이사

오송실
이사

이 영현
사무총장

유 정숙
이사

이인자
제1부회장

김명자
총회장

박 혜숙
제2부회장

국제본부

이은숙
한국지부회장

곽나미
캐나다지부

조영옥
뉴질랜드지부

김연숙
독일지부

천옥영
호주지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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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평생회원
(2016년10월 ~ 2017년 5월)

━

평생회원제도는 2001년에 신설되었으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동안 WCNF를 

사랑하고 지원하며 선교 사업에 힘쓰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과 정성으로 1백만원 이상이거나, 

미화 1천불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들은 WCNF의 평생회원이 됩니다.

━

new 북미주 및 해외 평생회원

회원NO 이 름 소 속

510 전안복 고 박한나 명예이사 따님

511 서승렬 전 평양과기대 교수

512 남승희 서울대 간호대 동문

513 최은경 서울대 간호대 동문

514 홍지복 서울대 간호대 동문

new 한국 평생회원

회원NO 이 름 소 속

545 양윤서 한일장신대 간호대교수

546 손춘자 박혜숙이사 친구

547 최경은 박혜숙이사 후배

548 방선영 박혜숙이사 친지

549 김지윤 가천대 간호대교수

550 이복용 단국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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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회원 Vision Member

평생회원

비전회원제도는 200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본 회의 평생회원으로써 민족의복음화와 세계복음

화의 Vision을 가지고 본회의 3대목표인 교육과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정성으

로  1천만원 이상 혹은 미화1만불 이상의 성금을 헌금한 회원들을 Vision회원으로 호칭하며 ,

비전회원은 본회의 명예이사로 추대합니다

김미란
서울대 간호대동문                

510  전안복
고 박한나이사 따님

513 최은경
서울대간호대동문

514 홍지복
서울대간호대동문

545  양윤서
한일장신대간호대

548  방선영
박혜숙이사 동서

549  김지윤
가천대 간호대학

북미주및 해외

북미주및 해외

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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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및 해외 후원금내역 
(2016년 11월1일 - 2017년  5월24일 까지)

함경북도 두만강유역 홍수 이재민 이불보내기

홍문숙($200) 김예숙($200) 임문숙($20)

김향자($200) 김경순($500) 이정숙($500)

홍찬길($40) 이인애($200) 신옥희($200)

황옥자($100) 안봉순($20) 송순덕($20)

김순길($20) 김삼정($10) 이종석($10)

한창선($20) 홍송자($10) 진미옥($10)

정선일($20) 정숙자($20) 신정호($10)

이희숙($10) 임경신($20) 황춘자($500)

조현숙($60) 무명($100)

Laredo한인침례교회($300)
캐나다지부($380 : 최명희100, 곽나미100, 백희
연100, 김희일50, 이명숙100, 한정원100 캐나다화)

북한 진료소

박혜숙($2,000) Rebecca P. Sanghavi($100)

이영현($1,000) 이길석($200) 김미란($12,000)

김명자($2,000) 서분남($1,000) 황옥자($500)

Jennifer Kim($500) 양춘자($500)

서승렬($1,000) 김현애($100) 심혜성($100)

북한선교 후원

황옥자($100) 박혜숙($360) 배옥례($150)

서승렬($1,000) Laredo 한인침례교회($1,200)

성서장로교회에스더선교회($100)

나민주($200) 성진숙($1,000)

Karen Lieu($500)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에녹회($500)

김숙경($50)

총회 후원금

이영현($1,000) 박혜숙($2,000) 김명자($1,000)

배옥례($500) 유정숙($500) 방선영($100)

이일순($500)

신년감사헌금

이영현($100) 김명자($200) 박혜숙($200)

황옥자($100) 이인자($200) 유정숙($100)

서분남($100)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새누리침례교회($1,000)

유명자($1,000) 이인자($500)

이사회비

이영현($700) 김명자($800) 유정숙($200)

황옥자($200) 서분남($400) 박혜숙($600)

이일순($1,200) 오재선($600)

국제본부지원

김명자($1,400) 이영현($3,500) 김미란($200)

지정후원금

이송희 이사장 : 박경원($ 5,600)

콜럼버스한인교회($1,800)

Gracepoint Fellowship 교회($6,000)

마리아권교수 후원: 권오정($8,000)

박윤구선교사후원: Becky Lovin($1,200)
성진숙선교사 후원: Laredo한인침례교회($1,200)
김경수($5,000)
서은성선교사자녀후원: 박혜숙($600)

과테말라어린이선교: 박혜숙($10,000)

후원교회

열린문교회($1,200) 성서장로교회($600)

잭슨늘푸른교회($400)

통일기금

최진희($1,000) 장말란($5,000) 강흥순($5,000)

St Louis한인장로교회 예닮K-Group($1,500)

평생회비 완불

이혜경($1,000) 남승희($1,000)

Lisa Mcqueen($1,000) 홍지복($1,000)

옥합회비

박혜숙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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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부 후원금내역
(2016년 10월 ~ 2017월 5월 20일)

북한간호사업재건기금(NKNRF)

장선익(80만) 김현옥(80만) 김소연(16만)

엄봉순(16만) 강유경(8만) 고진숙(8만)

김수경(8만) 김정화(8만) 유범수(8만)

유환영(8만)

지정후원금

이송희 이사장 효성교회 요안나전도회 (70만)

이영현 회장: 서울 늘푸른침례교회(320만)
이갑순학부장 한경애(21만) 이용숙(14만) 이인식
(12만)
유숙자 대외학부장 240만

선교후원금

이보영(16만) 김진자(10만) 김신혜(8만)

이미숙(4만) 장경희(5만) 장희선 (6만)

전명자(8만) 곽인자(8만) 오은경(8만)

오상준(1만6천) 백수진(14만) 김양남(8만)

민경식(24만) 우진경(16만) 김대희(8만)

한선규(8만) 양혜리(40만) 정미란(6만)

김영아(16만)

옥합회비

김매자(70만) 신현숙(28만) 김일란(16만)

수재의연금

최영희(10만) 정경애(20만)

통일기금

장순복(80만)

연변과기대 간호대학

이명숙(14만)

캄보디아 건강센터

오호석(8만)

캄보디아 장학금

김미용(40만) 문은숙(20만)

제9차 총회 후원금

신현숙(30만) 부산시기독간호사회(30만)

이은숙(30만) 강명미(10만)

평생회비

송미령(10만) 전은경(24만) 박금실(16만)

강명희(8만) 오미영(8만) 오향련(6만)

이재양(8만) 고신대간호대 10명의 교수(30만)

평양과기대 간호대학 설립기금 

천만원 완납 
이은옥

천만원 약정자 
소향숙(500만)

백만원 이상
김지윤 35만(누계100만)

변주나 50만(누계170만)

김경숙 10만(누계 100만)

이복용 35만(누계 100만)

세대로교회 100만(누계160만)

백만원 미만
이여진 20만(누계50만)

김희걸 20만(누계40만)

서수진10만 오화영 5만

대한 기독간호사회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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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NF 
연락처

■ WCNF 재단

WCNF 재단 이사장 이송희

미국  T. 1-310-324-8620  
한국  T. 82-2-764-1227    CP. 82-10-8276-8620
wcnfkorea@hanmail.net, wcnf@hotmail.com

WCNF 재단 이사

1-604-496-0460,  myunghcan@daum.net 최명희

1-201-819-9084, 1-201-224-6006
hschoi903@gmail.com

강흥순

WCNF 재단 CPA 이병덕

1-310-549-4210, 1-310-720-8870

■ WCNF  나라별 지부 회장

WCNF USA 회장 김명자

1-949-315-0915, mjhahm@gmail.com

WCNF CANADA 회장 곽나미

1-604-767-9113, nameecan@daum.net

WCNF GERMANY 회장 김연숙

49-240-5858, zipfelgmbh@hotmail.com

WCNF NEWZEALAND 회장 조영옥

64-3-312-3564, young.oak.wells@gmail.com

WCNF AUSTRALIA 회장 천옥영

61-417-122-355, okyoungch@gmail.com

WCNF KOREA 회장 이은숙

010-8817-2350,  glles@hanmail.net

■ WCNF CANADA 지부현황

WCNF CANADA 회장 곽나미

1-604-767-9113, nameecan@daum.net

TORONTO 송신자

1-416-901-6137, songsinja@yahoo.ca

VANCOUVER 최영자

T. 604-560-4113,  CP. 604-866-5415 
youngjachoi@gmail.com

■ WCNF 국제본부

WCNF Int’l  총회장 김명자

미국T.1- 949-454-1016,  CP.1- 949-315-0915
mjhahm@gmail.com

WCNF Int’l  사무총장 이영현

미국T.1-310-324-8620,  CP. 1-310-995-3013
yhlee623@hanmail.net

WCNF Int’l  이사 이일순

미국T. 1- 408-279-4712,  CP. 1-408-806-4667
ilsoonlovin38@gmail.com

2017 May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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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NF USA 지부

WCNF USA 회장 김명자

1-949-315-0915, mjhahm@gmail.com

Alabama 채정자

205-394-5320, jchwe2@msn.com

Arizona 주(김)경순

520-299-4067

Boston 조종희

617-285-1877, jcho624@gmail.com

CA, Central 김(권)명희

559-304-1839, Maria.Kwon.RN@gmail.com

CA. North 김복상

510-538-4102, boksang@gmail.com

CA. San Jose 이일순

T. 408-279-4712,  CP. 408-806-4667 
ilsoonlovin38@gmail.com

Florida 홍찬길

941-927-1789

Georgia 최옥자

T. 770-476-4200,  CP. 678-699-7839 
okchai3@hotmail.com

Hawaii 서(김)지자

808-772-2037, janejkim40@daum.net

Illinois 이(최)순자

773-209-6030, helenleechoi@gmail.com

Maryland 양(권)윤자

301-983-4276, younkwon@gmail.com

Michigan 홍(남)문숙

734-662-0351

Missouri 이(문)광자

314-434-2832, lkjgrace@yahoo.com

North Carolina 김연수

910-200-4457, kimy@uncw.edu

South Carolina 손(장)난주

864-229-6943, njschang@gmail.com

New Jersey 강(최)흥순

201-819-9084, hschoi903@gmail.com

New York 김(주)경애

T.201-750-7648,  CP.201-655-8985 
kyungaeju@yahoo.com

Rhode Island 이(김)영옥

401-333-6608, charlesannekim@yahoo.com

Tennessee 문길순

818-237-0636

Texas, Dallas 최영숙

972-832-2494, btys1941@yahoo.com

Virginia 이근순

705-217-6313, leekeunsoon@gmail.com

Chicago 이복선

312-451-5745, asblee@gmail.com

Uni of Virginia 강정옥

T. 919-621-3799,  CP. (434)924-0082 
jeongoklogan2@gmail.com

Ohio 이명숙

614-783-9956, myungsookl@hotmail.com

Texas, Houston 조상수

713-269-1008, soocho2012@gmail.com

Texas, Austin 김은자

512-743-0023, uckgori@yahoo.com

Washington 김지니

206-817-9944, eaglenest.foundation@gmail.com

WCNF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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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NF KOREA 지부

회장 이은숙

010-8817-2350,  glles@hanmail.net

부회장 강채원

010-2737-8279, vvvkang@hanmail.net

PUST 간호대학설립추진위원장 유숙자

010-4118-1183

NKNRF 단장 성영희

010-9933-2901, yhee.sung@samsung.com 

서울시 중구 강윤숙

010-8770-3875, kangys@redcross.ac.kr

서울시 이죽자

510-538-4102, boksang@gmail.com

서울대병원 오은경

010-5780-2055 leejnju@hanmail.net

강원도 김미용

010-5049-4773, mykm@gnah.co.kr

대전 이금주

010-6630-4026, lgjoy@hanmail.net

경상남도 김효빈

010-8456-1838, 91grace@hanmail.net

경상북도 이인혜

ihlee@ync.ac.kr

군산시 이인순

T.063-463-0137   CP.010-4478-0137   rhis@kcn.ac.kr

김제시 강옥수

T. 063-547-2687   CP. 010-5523-8130

대구 정문숙

010-3507-0525 nursing@empal.com

보건교사 전은경

T. 02)887-9349   CP. 010-9077-9349
h-myrosa@hanmail.net

부산시 신현숙

T. 051-752-6141  CP. 010-2094-6141
sarashinchoi@naver.com

여주이천 박순옥

T. 031-287-9531  CP. 010-5230-4762 
soonokpark@hanmail.net

전라남도 강혜영

T. 062-675-4918,  CP. 010-8894-1517 
hykang@chonnam.ac.kr

전라북도 김현옥
T. 063-270-3120,  CP. 010-9579-3120  
khok@jbnu.ac.kr

충청남도 강현숙
T. 041-850-0300,  CP. 010-6424-8430 
hskang@kongju.ac.kr

충청북도 김태임

T. 042-280-2654,  CP. 010-5249-1057
ktim56@dragon.dju.ac.kr

포항 노연희

010-8854-0697, yonhee@hotmail.com

해운대구 강명미
T. 051-742-9840,  CP. 010-9232-9803 
kmm9803@hanmail.net

충북보건진료소 한명자
T. 043-225-9046,  CP. 010-5463-9046 
dorga428@hanmail.net

충북보건진료소(총무) 이기숙
T. 043)225-9939,  CP. 010-3191-3459 
chp1987@hanmail.net

제주 박미화
T. 064-741-6721,  CP. 010-2316-3376 
parkmihua@gmail.com

광주시 소향숙
T. 062-464-0075,  CP.  010-9881-0075  
hsso@jnu.ac.kr

광주시 (총무) 김정이
T. 062-575-1770,  CP. 010-5636-1770  
kje1770@hanmail.net

계명대 Campus 이병숙
T. 053-250-7880,  CP. 010-2585-6013  
ibs@kmu.ac.kr

고신대 Campus 장말란

CP. 010-3854-9568   malke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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