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rihana, Inc. Newsletter   
                                  December 30. 2007_No. 8 미주두리하나선교회                    On the Journey to Movements helping North Korean Refugee...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 1:17)” 

 

미주두리하나의 설립 후 세번째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성탄절을 보내면서 저희 미주 두리하나 

선교회를 통해서 탈북형제, 자매들을 돕고 계시는 모든 후원자분들과 단체, 그리고 교회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 후원자님들의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저희 미주 두리하나는  

도움이 절실한 그들에게 복음의 전달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이하는 새해도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빕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선교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여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끌었던 한국의 한 교회 단기선교팀의 아프간피랍사태가  2007 년의 가장 큰 

사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두분의 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모든 단기사역 원들은 40 일만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팠던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수의 불신자들중에 기독교에 해서 적 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납치한 탈레반의 

범죄행위를 비판하기 보다 한국의 기독교와 이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 그리고  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것에 더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선교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받게될 더 큰 도전을 예상해 보게 됩니다. 지난 사건을 바라보는데 여러가지 자성의 관점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좀 더 지혜롭게 비하지 못한 부분에 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선교와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아프간지역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탈레반의 본거지이며 기독교도들을 찾아 볼 수 없는 

불모지이어서 많은 나라와 교회들이 기도하고 선교할 국가로 품고있는 곳입니다.  저희 두리하나 선교회가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역시 가장 표적인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Open door 선교회 에서는 매년 세계의 국가들 중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들을 정하는 기독교 박해지수를 발표합니다. 기독교 박해지수란 나라의 헌법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을 허락하는지, 생명의

위협없이 기독교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이나 박해없이 전도가 가능한 지 등등의 여러가지 기준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정도와 기독교 박해의 상황을 알려주는 척도입니다. 이 지수에서 북한이 4 년 연속 1 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C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단체에서 발표하는 기독교인 박해지수에서도 북한이 1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1 만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은 제철공장 등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며, 일정기간 

기독교신앙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처형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이기도 한다는 보고들을 듣기도 합니다.   

지난 아프간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미주 두리하나의 사역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프간 사건처럼 

여론의 주목을 받고있지는 않았지만,  2007 년 한 해동안에도 제 삼국에서 더욱 극심해진 탈북동포들에 한 탄압과 

탈북동포들을 보호하던 쉘터의 발각, 탈북자들의 북송, 선교사님 추방 등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저희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굳이 해달라고 요청한 일도 

아니고 등 떠 려 시작한 일도 아니었지만, 저희들 가슴에 그리스도의 명하심과 눈물이 있어서 물러설 수 없는 일들이 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벅차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2007 년을 마무리하고 또한 2008 년을 새롭게 맞이 하는 이 때에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기도할 때, 전체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적은 수 이겠지만 저희의 손길이 닿아 구원을 받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주 두리하나 간사 김은영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query=%C5%A9%B8%AE%BD%BA%B8%B6%BD%BA%20%C0%CC%B9%CC%C1%F6&a=dsi&r=184&u=http%3A%2F%2Fkm.naver.com%2Flist%2Fview_detail.php%3Fdir_id%3D50201%26docid%3D31329858


                   

후원금 영수기(기간: 2007 년 8 월~ 2007 년 12 월)  
          정기적으로 헌금해주시는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Paul Chang, Chong Lee, Monica Kim, Ahn Hyo Won (Sohee), Jung Hye Yun, Oh Sook Hee, Jhin Hyo B, Kim Bo Sang,  

Robert (Young) Du Frane, Randolph Hills Nursing Care, Golden Den Corp., Liberty In North Korea (LINK), Cho Young Jin, 
The New York Art Songs Association, Inc.,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Greater Washington (our church in McLean), 
Loving Community Church (Semihan church),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alisbury, Fairfax Korean Church, Midland Korean Church, 
Pure Presbyterian Church (NY church Maria Mission), Bronx Hwakwang Church, Virginia Korean Baptist Church 

    
미주 두리하나선교회는 성도님들의 뜻에 맞추어 헌금의 사용목적이 지정이 된 곳에 헌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헌금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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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란 
1. 미주두리하나선교회의 연례이사회가 오는 2008 년 1 월 19 일 워싱턴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새로운 이사분들과 2008 년 미주두리하나 사역을 계획하게 됩니다. 은혜가운데 진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요. 

2. 미주두리하나선교회 주최로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 미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게된 탈북난민 형제자매들과 함께 첫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월 18 일~20 일). 미국 각 지역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번기회에 처음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성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미주두리하나로 헌금을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서는  IRS 로 부터 세금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시므로 2007 년 12 월 

말일 까지의 한 해 동안 영수한 후원금에 해서 2008 년 1 월과 2 월 중 영수증을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수증은 2007 년간의 모든 후원금을 정산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추후에 세금공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주두리하나선교회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후원금에 한 영수증이 2007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개별발송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2007 년 하반기의 후원금영수증은 연말정산관련 영수증에 모두 정산되어 보고될 

예정이오니 후원금연말정산영수증을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미주두리하나의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한동안 발간이 지체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뉴스레터발간을 

책임져왔던 간사 김은영양이 플로리다의 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동안 뉴스레터를 발송해 

드리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뉴스레터의 발송 여부와 관련없이 워싱턴에서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미주 두리하나선교회에서는 제삼국에서 미국 입국을 준비 중인 탈북 형제, 자매들을 도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원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있습니다. 현지에서 단기간 직접 사역에 동참해 주실 자원봉사자와 

단기선교자들을 파송해주실 교회 및 기관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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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금번에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갖는 미국 정착 탈북 난민 연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Durihana, Inc. 
Email:thankyoujoy@gmail.com/durihanainc@gmail.com 

P.O. Box 3451 
McLean, VA 22103 

                                                                                                 http://www.duri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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