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교우소식
새가족

9) 조현철 문미숙씨 가족(24구역, ☏ 3672-1773) :

조현철·문미숙씨 아들 수영이(3세)와 함께 종로구

계동 15-13 명덕빌라 302호에 살고 있다. 조현철

문미숙씨는 직장에 다니는 부부이며 계동 사시는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계신다.

10) 황인승씨(31구역 ☏ 379-8838) : 종로구 평창동

200의 11에서 협진전업사를 하고 계시는 황인승씨

(66세)는 타교회에서 15년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잠

시 쉬던 중 친구 되시는 박윤식씨(원광자씨 남편)

의 인도로 본교회에 3월 26일 주일에 등록하였다.

가족으로는 부인 서고자씨(60세, 타교회출석)와 장

녀 황윤실, 장남 황성욱(결혼), 차남 준욱씨의 자녀

가 있다.

별 세

3) 송영규씨 별세(송호윤집사 父) : 3월 3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사공부락자택에서 송호윤집

사 부친 되시는 송영규장로(90세, 대한성결교 왕궁

교회 설립자)가 별세하여 3월 6일(월) 선산에서 장

례식을 마쳤다. 유가족으로 2남 4녀중 송호윤집사

가 장남이다.

4) 이창근집사 별세(은성순집사 夫) : 심근경색증으

로 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하여 자택에서

회복중이던 이창근집사(65세)가 16일 심장마비로

갑자기 별세하여 18일 저동 백병원 영안실에서 유

경재목사 인도로 발인식을 가지고 벽제에서 장례식

을 마쳤다. 유가족으로는 은성순집사와 2남 1녀, 종

현(자부 조은정), 호준(최호로), 경은(미혼)씨가 있

다.

환 자

이주원집사(이신영권사 夫) : 3월 10일(금) 일산

병원에서 뼈수술 받고 회복중.

최병학집사(문창아권사 夫) : 노환으로 백병원

1008호에 입원중.

황복례씨(신순예집사 자부) : 교통사고로 안암동

고대병원 7103호에 입원하여 다리 수술 받고 회

복중.

윤명렬집사(김혜숙집사 夫) : 영동 세브란스병원

에서 담석수술 받았음.

안경희씨(원광자씨 母) : 노환으로 일산 복음병원

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고봄애씨(성가대) : 일산병원에 입원

이 사

김정단집사 : 종로구 삼청동 35-26호로

(☏720-2679)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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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7 ☏ 733-3395 FAX) 733-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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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복심집사 : 종로구 가회동 11-63호로

(☏ 763-8527)

이성봉권사 : 광진구 구의동 현대프라임(아) 5동

2701호로

전혜정씨 : 성북구 성북1동 145-34 스위스그린빌

라 301호로 (☏ 3672-5716)

정정자집사 : 구로구 고척동 306번지 308호 경남

APT202동 1106호로 (☏ 683-8629)

출입국

이재억군(이정섭장로 차남) : 일본에서 유학중

3월 7일 귀국하여 3월 31일 출국.

변창배목사 : WCC 보세이 연구원 세미나 마치

고 4월 7일 귀국 예정.

출 산

김금희집사 : 손녀 얻으심 (마윤삼씨)

김정희권사 : 손녀 얻으심 (이상일씨)

이인선권사 : 손자 얻으심 (이윤종씨)

축 하

조용훈씨(서영희권사 차남) : 동국대 물리학과

연구교수로 부임

조미래군(조 심집사 3남)과 강성미양 : 4월 1

일(토) 오후2시 강동웨딩 문화센터 3층 루비홀에

서 결혼

부 임

김옥순목사가 2월 20일자로 사임하고 류금주전도

사가 3월 1일자로 늘푸른교실과 사회봉사국 담당

으로 부임하였다.

창립주일예배

3월 5일 주일 교회창립 91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 예배

는 유경재목사 인도로 고난 당하는 이 민족과 더불어 하나

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평화의 역군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효종장로의 기

도 후에 열왕기하 4:1-7을 이승수집사가 빌립보서 3:10-14을

유옥근권사가 봉독하였다. 유경재목사는 미래를 향해 열린

교회라는 설교에서 하나님나라만을 위해 세워지고 그 사명

을감당해야하는종말적공동체로서, 앞에있는푯대를향

해 달려가는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로서, 목사 중심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가 되고 방관

자가 아닌 봉사자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개혁하는 교회

가 되자고 설교하였다. 이날 교회에서는 친교실에서 점심식

사를 준비하여 창립주일을 축하하며 모든 교인들에게 대접

하였다.

늘푸른교실 개강예배

3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방학을마친늘푸른교실이개

강예배를드렸다. 회원 130명이참석한 가운데 김경호권사의

인도로장문자권사가기도하였고, 고현영목사가눅2:25-33의

말씀으로 삶에는 뜻이 있다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번

학기는 6월 28일까지 17회 모임을 가지며 예배 2회, 봉사활

동 1회, 반별활동 2회, 어버이날행사, 봄소풍1회등으로 1학

기내용은 이루어져 있다. 현재 늘푸른교실에 봉사하는 봉사

자들은 21명이며 이번 학기부터는 류금주전도사가 지도교역

자로 새로 부임하였고 오현숙집사와 문경순씨가 봉사에 참

여하였다. 이번학기강의내용은

3월 15일 대화와밝은가정/ 이주영장로

3월22일 성인병예방/ 홍미령교수

4월 12일 장묘문화와생활개혁/ 김천주회장

4월26일 우리는한민족, 한겨레/ 이근복목사

5월 3일 노인의심리/ 김애순교수

5월 17일 즐거운노후생활/ 박덕규선생

5월24일 노후의경제활동/ 김병국소장

6월 7일 노인이갖추어야할교양/ 김지태교수

6월21일 노년기의건강조건/ 엄춘자선생

이며 예년과 같이 특별활동에 성경공부, 한글, 민요, 레크레

이션, 미용봉사가있다.

대심 방
3월 9일(목)부터 춘계 대심방이 시작되어 17교구

(일산지역)부터 유경재목사와 김장세전도사가 각

교구별로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7

교구 16가정, 16교구 12가정, 15교구 8가정을 마쳤

고 대심방은 6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슬비 전도
이슬비전도대가 2월 한달을 쉬고 3월 8일(수)에

다시 모여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새 대원으로 송

화자, 최묘희집사가 참가하였고 29일에는 태신자를

인터넷 주소: http / /www.a nd o ng-c h.org / 전자우편: a d pc @a nd o ng-c 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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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하여 접촉점 엽서를 가지고 노방전도 하였

고 4월 목표를 2명씩 교회로 인도하기로 정하고 활

동중이다. 현재 이슬비전도대원은 오군자, 목갑수,

유혜순, 김휴숙, 박경혜, 박정희, 이화숙, 홍정희, 송

화자, 최묘희집사 등 10명이며 신선자집사가 허리

디스크 치료로 당분간 쉬고 있으며 회계를 박경혜

집사가 맡아 보게 되었다.

안음회 음악회

교회 창립91주년 기념 안음회 음악회가 3월 5일

주일 오후7시 본당에서 열렸다. 먼저 드린 예배는

윤상구장로가 민족의 자주성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

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사회를 순화시키며 복음화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새로워지며 찬양으로

주님과 교감하는 음악회가 되기를 기도드리고 변창

배목사가 [구름 기둥을 따라서 / 시99:1-9]라는 제

목의 설교를 하였다. 오후 7시 30분부터 음악회가

지휘에 윤순미집사, 구현정씨의 반주로 시작되어

Ⅰ.주를 찬양합니다 - Sop.구은정, 황재금

Ⅱ.주님 걸으신 길 나 걸었네 -Ten 정형욱

Ⅲ.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종려나무

- Mez. Sop. 김화숙

Ⅳ.생명의 양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 Bar. 권흥준

Ⅴ.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예수께 조용히 나가

- Mez. Sop. 김화숙 Bar.권흥준

Ⅵ.알렐루야 - 박선영 작곡

Ⅶ 아 멘

. - SopⅠ고봄애 구은정 Ⅱ황재금

Alt. 신현숙 이수연 박선영,

Ten. 정형욱 서동진

Bar. 임종대 방승주 정찬옥

Ⅷ. 참평화 남성중창 Ⅰ정형욱 정찬옥

Ⅱ임종대 방승주

Ⅸ. 너의 모든 말, 주찬양, 주 너를 지키시리,

거룩하시다. 기쁜 찬양 드리세

- Sop. 황재금 구은정 고봄애

Alt. 신현숙 이수연 박선영

Ten.정형욱 서동진

Bar. 임종대 방승주 정찬옥

의 순서로 마쳤다. 앵콜곡 [진정하라]와 [거룩하신

주를 찬양드립니다]가 연주 되었으며, 유경재목사는

안음회 중창단 한사람씩 소개하며 격려하였고, 창

립주일 때마다 와서 축하해 주는 권흥준, 김화숙교

수(그리스도 신학대교수)와, 정형욱씨(모테트합창단)

에게 감사의 인사와 특별히 음악회를 기획, 연출,

지도한 윤순미집사와 반주 구현정씨에게 인사를 하

였다.

특별 신앙운동 실천의 날

3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특별신앙실천의

날 기도회와 강의, 사례보고, 토의가 본당에서 있었

다. 개회기도회는 유양재집사의 인도로 1990년도

특별 신앙운동 공동기도문을 다같이 낭독하였는데

한민족을 원수처럼 외면하고 증오해 왔었음을, 무

지와 편견으로 분단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음을 용

서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김혜자권사가 겔37:15-28

을 봉독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 이효종장로가 대표기도 드렸다. 이어서

탈북자의 증언을 들었는데 언론에서 듣고 보던 것

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으로 북한의 굶주림의 실

상을 자세하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박경서박사의

주제강의는 북한의 빈곤은 달라부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빈곤으로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가

경제체제를 푸는 것이 북한에 식량원조에 우선해야

하며 식량원조에 대한 북한내부의 상반된 시각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의하였고, 통일은 원하나

이북 사람을 미워하는 이중구조와 모순성을 바꾸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으며 마지막 분단국이 존재하

지 않는 세계 평화로 승화시키려는 통일의식을 가

지자고 강조하였다.

짧은 시간에 가졌던 분과토의에서 나온 내용들은

통일을 위해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한다. 국회의

원선거에 반통일적인 색깔을 띈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다. 북한선교기금은 통일후에는 북한

교회 재건과 통일전에는 탈북자, 연변 북한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 북한 초등학교를 지원한다.는 등

이었다.

김수영 오르간 독주회

바하 오르간 작품 연주회 시리즈 Ⅹ회로 김수영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가 3월 14일(화) 오후 7시 30

분 본당에서 열렸다. 김수영교수는 연세대음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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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악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국립예술대와 전문연

주자 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이날 연주곡은

·Präludium und Fuge in D BWV532

·HerrJesu Christ, dich zu uns wend BWV726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BWV722

·Erbarm dich mein, o Herre Gott BWV721

·Wer nur den lieben Gott lä t walten BWV690

·Wer nur den lieben Gott lä t walten BWV691

·Gelobet seist du, Jesu Christ BWV697

·Nun Komn, der Heiden Heiland BWV699

·Herr Jesu Christ, dich zu uns wend BWV709

·Jesus Christus, unser Heiland BWV665

·Jesus Christus, unser Heiland BWV666

·Komm, Gott Schöpfer, Heiliger Geist BWV667

·Präludium in G BWV568

·Fuge in h BWV579

·Fantasie in h BWV563

·Toccata und Fuge in d BWV565

이었다.

공영숙 독창회

공영숙교수 초청 독창회가 3월 19일(일) 오후7시

30분 민동림교수의 오르간과 조일타씨의 피아노,

김수금씨의 오보에의 연주로 이루어졌다. 공영숙교

수는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주

립대 대학원을 수석 졸업, 시카고에서 Lyvio opera

정단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후궁탈출 호프만이야

기 등에 주역으로 천지창조 메시야, 바하 칸타타

등에 Soloist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세대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이날 연주곡은

"oh! Had I Jubal's lyre"(from Joshua 中)

- G.F.Händel

"Et incarnatus est"(from C minor Mass)

oboe 김수금 - W.A.Mozart

Motet K.165 "Exsultate, Jubilate" - W.A.Mozart

"Preghiera"(기도) - F.P.Tosti

Babylon(바빌론) - M.Watson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예수로 나의 구

주 삼고) - arr. William Cutter

"Love Nover Faileth(사랑은 실패 없네)

- J.P.Faure

"Lord"s Prayer(주기도문) - A.H.Malotte

이었으며 앵콜곡으로 거룩한 성 이 연주 되었다.

풀무생활협동조합 방문

안동생활 협동조합과 권찰회 주관으로 3월 21일

(화) 40명의 구역식구들이 예장생활협동조합에 채

소를 공급하는 홍성군 풀무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하

였다. 오전8시 30분 대형버스로 교회를 출발하여

홍성에 도착 점심을 들고 유기농 재배를 하는 토마

토밭과 상추밭을 견학하며 설명을 들었다. 풀무생

활협동조합의 박인수 전무는 유기농은 수확량보다

맛과 영양에 초점을 두고 재배하며 제초제나 비료

를 전혀 쓰지 않고 비닐을 덮어 잡풀의 성장을 막

고 비료보다 퇴비를 사용한다고 하며 쌀의 경우 벼

가 완전히 여물기보다 8퍼센트정도 익었을 때에 수

확해 신선도를 유지하며 식탁에 오르기까지 불과 2

일 동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하였다. 풀무

생활협동조합은 1976년 풀무농업고등학교 졸업생들

로 좋은 먹거리 생산운동으로 시작되어 1984년에

는 유기농 채소 직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2백여명

의 농민들이 홍성지역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였다. 돌어오는 도중 해미에서 유적지를

잠깐 돌아보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유경재목사 3월 동정

3일 서울강북지역대회 준비위원회

4일 한국케리그마 위원회

5일 무학교회 임직식 설교

8일 장신대 채플 설교

12일 명륜중앙교회 임직식 설교

13일 14일까지 서울노회 목사수련회

20일 총회 부회장 선거조사위원회

22일 서울노회 교육부 실행위원회

23일 기독교사상 편집위원회

27일 호남신학대학교 신대원 사경회 인도

(29일까지)

31일 총회 교육부 새커리큐럼 검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