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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hana, Inc. Newsletter                                
On the Journey to Movements helping North Korean Refugee...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 1:17)” 

 
미국 망명 탈북자 첫 전국모임 ‘기회의 나라 미국 온 것 감사’    
 
미국에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3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난민 자격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민자로서의 새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이 곳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착 탈북자들의 첫 전국모임이 열렸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 USA’가 
주최한 사흘 간의 모임에 참석했던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답: 네).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답: 그렇습니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해온 ‘두리하나 USA’가 주최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15명의 탈북자들이 
모였습니다. 뉴욕, 시카고, 워싱턴, 리치몬드, 댈러스, 덴버, 시라큐스, 루이빌, 샬롯빌 등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사는 곳이 
다양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탈북자 인권 관련 청문회가  열렸을 때 탈북자 몇 명이 함께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문: 북한에서 살 때나 또 중국이나 동남아를 거쳐 미국에 올 때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나눴던 분들일 텐데.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감회가 
컸을 것 같습니다. 
답: 네. 2박 3일이라는 일정이 너무 짧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분들은 미국 내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워싱턴 인근 호텔에 함께 묵었는데요. 원래 
편하게 쉬라는 배려 차원에서 2인 1실로 방을 잡았는데, 삼삼오오 모여서 새벽 5시까지 그동안 묵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자의 미국생활이 어땠는지 비교도 해보구요. 
문: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북한주민에게도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서 미국에 처음 온 분들이 2006년 5월에 왔죠? (답: 네). 이 분들은 
벌써 미국에 온 지 스무달이 다 돼 가는데 미국 생활에 어떻게 정착하고 계신가요? 
답: 네, 사실 이 분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을 걱정해서 신상정보나 목소리가 방송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에 온 것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단 한 사람을 빼고 모두 ‘대단히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답변도 
‘만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정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새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문: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 네. 이번 모임을 주관한 ‘두리하나 USA’의 조영진 이사장도 이들이 실제 미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흐뭇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참 오길 잘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력한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극복할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만큼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면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흐뭇했습니다.” 
문: 어려운 고난을 뚫고 미국에 왔을텐데, 잘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도 흐뭇해지는군요. 
답: 네, 그 중에는 정말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억척스럽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 좀 소개해주시죠. 
답: 네. 버지니아 주 리치몬드에서 딸과 함께 사는 분인데요. 미국에 온 지 아직 1년이 안됐지만 오전에는 공장에 나가고 오후에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돕고, 저녁에는 일주일에 두번씩 건물청소를 하는 등 직장이 4곳 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3천 달러가 
넘었구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미국에서 집을 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 직업이 4개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답: 네, 또 시카고에 사는 한 분은 3군데에서 일을 하고 영어학원도 다니면서 하루에 잠을 서너시간 밖에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태국 수용소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삶을 개척한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대다수의 탈북 정착민들은 영어나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정규직업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문: 그렇군요. 
답: 흥미로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신랑감을 만나서 한 달 전에 결혼한 분도 있구요, 또 20대의 나이에 다시 미국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동생뻘의 미국 청소년들과 공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분은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는 꿈을 갖고 있었구요. 
문: 그렇게 좋은 일들도 있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어려움도 클 것 같은데요. 
답: 이번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가장 힘든 점으로 ‘외로움’을 꼽았습니다. 이역만리에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가족이 얼마나 그립겠습니다? 또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큰 장벽이었구요. 북한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사회체제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한 탈북자는 눈을 떠도 눈 앞이 깜깜한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주위에 있는 한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 각지의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 사실 저희 방송 청취자 중에는, ‘나도 미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텐제. 이번 모임에 오신 분들이 선배 이민자로서 어떤 
조언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 네. 제가 마침 그 점에 대한 질문도 해봤는데요. 미국은 북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도와주는 것이 아니니까 미국에 대해 지나친 환상은 
버리라고 했구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나라니까, 큰 각오를 갖고 미국에 왔으면 좋겠다는 충고가 많았습니다. 
한 분은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와서,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영진 이사장이 탈북자들에게 주는 충고도 한 번 들어보시죠.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가면 그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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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차이도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미국보다는 적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비교해서 적응이 쉽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한국으로 가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와서 도전도 크고, 하지만 큰 결심을 하고 마음껏 뻗어나갈 
미래를 위해서 희망도 갖고, 견딜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면 미국은 여전히 좋은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문: 미국에 오신 탈북자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오랜만에 정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계속될 
예정인가요? 
답: 네. ‘두리하나 USA’는 이번 모임의 성과도 좋고, 또 탈북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앞으로 매 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막 미국에 오신 탈북자들이 어떻게 정착하느냐가,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틀이 될텐데요. 아무쪼록 각자 미국에서 갖고 
있는 꿈들을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호는 지난 영성수련회를 기사로 낸 “미국의 소리”의 기사를 내보냅니다(01/22/2008). 사용을 허락해주신 VOA방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영수기 (기간:2008 년 2 월~2008 년 3 월) 
 
Chang Paul, Oh Sook Hee,Jung Hye Yun, Cook (Kim) Suk Chu, C ho Young Jin, Ahn Hyowon, Ahn Sunghee, Jhin Hyo B        
Stasney Dale D. & Jon, Lee Clifford Y, Han In Sop, Kim Monica, Bak You Rim, Lee Sang Nam Larkin Sophia,  
Chun Jong Joon, Hanmee Presbyterian Church, Loving Community Church (Semihan Church),  
Pure Presbytarian Church (NY Church Maria Mission), Brown University, Randolph Hills Nursing Care, INC., 
Midland Korean Church,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W,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of GW, Durihana Inc (NJ),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Suburban Chicago,  
Pilgrim Community Church, B.K.P.C. World Mission. 
 

미주두리하나선교회는 성도님들의 뜻에 맞추어 헌금의 사용목적이 지정된 곳에 헌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헌금 사용처는 “난민구출 및 

현지쉘터운영사역”, 미주정착지원사역”, 그리고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 행정사역” 중 하나를 택일하여 표기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별도의 

사역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저희가 긴급한 필요에 따라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실 수 도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실 연락처:  Durihana, Inc. 
P.O. Box 3451 
McLean, VA 22103 

수표는  payable to “Durihana, Inc.”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Durihana, Inc.소식 
1.미주두리하나선교회의 연례이사회가 지난 2008 년 1 월 19 워싱턴지역에서 은혜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008 년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 9 분이 연임되시거나 새로이 선출되었습니다.  

2.지난 2008 년 1 월 19 일 부터 2008 년 1 월 21 일 3 일간 미주지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하여 각 지역에 흩어져 정착해오던  탈북난민을 

위한 최초의 영성수련회를 두리하나가 열렸습니다. 은혜가운데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겪려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을 은혜가운데 가졌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신앙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3.미주두리하나로 헌금을 해 주신 후원자님들게서는 IRS 로 부터 세금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지난 2007 년 한해동안 영수한 

후원금에 대해서 2008 년 2 월 중에 영수증을 발행해 드렸습니다. 이 영수증은 2007 년간의 모든 후원금을 정산해서 보내드립니다. 추후에 

세금공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공제에 관한 영수증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미주두리하나 선교회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4.미주 두리하나선교회에서는 제삼국에서 미국입국을 준비 중인 탈북 형제, 자매들을 도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있습니다. 현지에서 단기간 직접 사역에 동참해주실 자원봉사자와 단기선교자들을 파송해주실 교회 및 기관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또한 미주 두리하나 뉴욕지부와 워싱턴지부에서는 미국 내 입국한 난민 정착 지원사역을 도울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을 돕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김은영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연락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365 일 기도제목 
1.북한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2.미국으로 입국한 탈북난민 형제자매의 성공적인 적응과 정착, 그리고 신앙을 위해 

3.미주지역 두리하나 사역의 형통함과 발전을 위해  

4.한국 두리하나 선교회 사역을 위해 

Durihana, Inc. 
Telephone: 301-442-4711  

Email:thankyoukim@gmail.com/durihana@gmail.com 
P.O. Box 3451 

McLean, VA 22103 
http://www.durih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