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교우소식
새가족

11) 박미숙씨(26구역 ☏ 766-2652) : 강신환(43세)
박미숙(34세)씨 부부는 91년 5월 25일 본교회에서

유경재목사 주례로 결혼하였으며 결혼 후 직장 관

계로 사우디와 모스크바에서 사시다가 귀국하여 4
월 23일 본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 동안 현

지(초등2년)와 현석이(5세)의 자녀를 두었고 주소는

종로구 원서동 135-78 101호이다.

12) 이길자씨 (26구역, ☏ 745-4138) : 이길자씨(57
세)는 김순희집사의 전도로 지난 2월 27일 주일에

등록하였다. 가족은 남편 차희규씨(58세)와 착실하

고 성실한 두 아들 정환씨(30세), 동진씨(27세)와
원서동 86-4에 살고 있으며 착하고 고운 며느리를

얻고자 기도하고 있다.

별 세

5) 조기은씨 별세(김무영집사 조모) : 조기은씨(102

세)가 4월 20일(목) 별세하여 22일(토) 일산기독교

공원묘지에서 장례식을 마쳤다. 본교회 출석하는

유가족으로는 김무영·김소진, 김선영·이승신(벨기

에 거주), 김혜자·추영일장로가 있다.

6) 이관신씨 별세(송혜자집사 시부) : 이관신씨(91

세)가 4월 21일(금) 부암동 자택에서 별세하여 4월

24일 경기도 파주 법원리 가족묘지에서 장례식을

마쳤다. 고 이관신씨는 최근에 세례 받으며 돌아가

시기 직전까지 기도와 찬양으로 그 삶을 채워나가

셨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박명석씨와 3남 3녀이며

장남 이민호·송혜자집사가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

다.

7) 석옥녀권사 별세 : 노환으로 누워 계시던 석옥

녀권사(80세)가 5월 2일 계동 자택에서 별세하였다.

유가족으로는 3남 3녀가 있으며 유경재목사 인도로

입관식과 5월 4일 오전9시 계동자택에서 발인식을

마치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장례식을 가졌다.

환 자

최병하집사(문창아권사 夫) : 노환으로 백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

김성옥씨(김대영집사 母) : 신부전증으로 신촌 세

브란스에 입원하여 투석중.

안우현집사(강자영권사 夫) : 노환으로 일주일 동

안 입원하여 치료받고 퇴원

이 사

이승철·박지순집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2지구

신정마을 상록A. 706동 104호로

(☏ 0331-265-7930)

2 0 0 0 년 5월호
통권 제88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7 ☏ 733-3395 FAX) 733-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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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박사(LG 전자책임연구원) : 영국에서 유학

마치고 3월 14일 귀국하였고 주소는 송파구 송

파2동 한양A. 23동 201호이다.

이철우·김광숙씨 : 원서동에서 은평구 증산동

190-20(2층 좌측)호로 (☏ 307-8922)

이영민·김현주씨(최야란권사 장녀) : 강동구 성

내동 삼성A. 2단지 103동 1204호로

(☏ 472-2300)

양경자씨 : 양천구 목3동 318-149 명성빌라 101

호로 (☏ 2642-4836)

김훈종·오 은씨(김춘식집사 4녀) : 성남시 분당

구 야탑동 장미마을 동부APT 135동 905호로

출입국

최예순집사(성가대) : 5월 4일 이집트, 이스라엘

여행차 출국.

입 대

유대용군 : 입대

김에녹군 : 입대

윤찬희군 : 입대

축 하

이성봉권사 : 부친 故 이교담씨(당시 매일신보 주

필로써 독립운동가) 1999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국장 훈장증 받으심.

백낙환집사(박숙란장로 夫) : 4월 11일 오전 11

시 일산 백병원에서 인제학원 이사장으로 취임.

민경탁씨(곽순영권사 둘째사위) : 미국 변호사

시험 합격

류금주목사 : 4월 27일 오후5시 신당중앙교회에

서 열린 158회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음.

기 증

신순예집사 : 부활절 계란으로 450개 중고등부에

기증

부 임

이경희원장(어린이집) : 옥인혜씨가 4월 30일자로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임하고 이경희(40세)씨가 4월

1일자로 새로이 부임하였다. 이경희씨는 20여년 동

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

며 교회는 자양교회에 출석하며 수요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음악과 여러 가지 방면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가족은 남편 박진하씨와 딸 박소라씨

(26살, 직장인), 아들 박재운군(22살)가 있으며 주

소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1동 611-34이다.

(☏ 453-0526)

성 례 식

4월 16일 종려주일에 유아세례 7명, 세례 8명,

입교 4명의 성례식이 유경재목사의 집례로 거행되

었다.

유아세례 - 송찬용(송필재 박성혜)

심혜빈(심맹식 김해숙)

왕지훈(왕세철 김은정)

안치민(안주환 배현화)

유정효(유은종 이진숙)

이신재(이병수 채원숙)

정지원(정윤식 황영주) (7명)

세 례 - 구차남 김형진 신옥자 박성혜 박은선

이상혁 임창빈 장예빈 (8명)

입 교 - 김경연 백대하 백이화 윤정대 (4명)

Bernard Bartelink 오르간 연주회

2000년 안동교회 교회음악 연주회로써 4월 7일

(금) 오후 7시 30분 Barnard Bartelink 오르간 연주

회가 유경재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약1시간동안

계속 되었다. Bernard Bartelink는 네덜란드 암스데

르담 Sweelinck Conservatory 교수로 있었고 현재

네덜란드 Haarlem R. C. Cathedral of St. Bavo

오르가니스트로 활동중이며 연주곡은 아래와 같다.

D. Buxtehude (1637-1707)

Toccata d minor (BuxWV 155)

J. S. Sweelinck (1562-1621)

Under the linden tree(Variations on a

folksong)

J. S. Bach (1685-1750)

Fantasy and Fugue g minor(BuxWV 542)

F. Couperin (1668-1733)

Aria in F Major, BWV 587

(trans. by J. S. Bach)

L. N. Clérambault (1676-1749)

From Suite on the First 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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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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

Sonata nr. 2 in c-C

Grave-adagio

Allegro maestoso e vivace

Fuga(allegro moderato)

식목행사
4월 5일(수) 오전 11시 남선교회 회원 30여명이

가족들과 함께 성규관대 뒷산에서 종로구청 식목행

사에 참여하여 잣나무 200그루를 심었다. 행사 후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남선교회 헌신예배
한누리, 한 메, 한가람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4월

9일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렸다. 고현영목사의

인도로 강명준집사가 대표기도 드리고 겔 37:1-14

말씀을 김군중집사가 봉독하였다. 한솔찬양대의 찬

양이 있은 후 고현영목사는 마른뼈가 살아나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남선교회원들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특별찬양이 있었다.

현재 남선교회 회장으로는 민대홍장로(한누리), 김

민홍집사(한메), 김군중집사(한가람)이다.

서울 바로크 합창단 초청음악회

4월 16일 주일 오후 7시 30분 서울바로크 합창

단 초청연주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바로크합창단은

단원이 18명이며 지휘에 서은주, 오르간 김지선이

었고, 고난주간 중이어서 박수와 앵콜곡을 받지 않

고 연주되었다. 서은주 교수는 연세대 교회음악과

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과 고등사범음

악원 지휘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신대 교회음악과

교수이다.

Psalm 42 - H. Howells (1892-1983)

Ubi caritas - M. Duruflé (1902-1986)

Dleu! quil la fait bon regarder! -

C. Debussy 1862-1918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

J. Rutter(b.1945)

Mass in b minor - J. S. Bach(1685-1750) -

J. S. Bach(1985-1750)

Kyrie eleison

Qui tollis peccata mundi

Cum Sancto Spirtu

Agnus Dei(Alto Solo / 조인주)

Dona nobis pacem

고난 주간 음악예배
4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유경재목사 인도로

고난주간 음악예배가 시작되어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을 중심으로 지휘에 박종원교수 오르간 반주에

민동림집사가 수고하였다. 먼저 박숙란장로가 기도

를 드린 후 나의 탄식을 들으소서 / 눅23:13-14

가 구은정씨와 찬양대가 연주한 후 1분간 묵상으로

기도 드리고,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 눅 23:34-43 가 이용구(바리

톤), 김기현(테너)와 찬양대가, 어머니 이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라 / 요

19:25-26 윤순미(소프라노), 이용구, 김기현과 찬

양대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 막15:29-34 이용구와 찬양대가,

목 마르다 / 요19:28 이용구, 김기현과 찬양대가,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 눅

23:45-46 김기현과 찬양대가, 다 이루었다. / 요

19:29-30 황재금(소프라노), 이용구, 김기현의 찬

양으로 연주된 후 묵상하며 기도를 드린후 청원의

기도를 다 같이 낭독하여 드리고 유경재목사 축도

로 1시간 반에 걸친 예배를 마쳤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17일(월)부터 22일(토)까지 오전 5시 본당에

서 62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주님이 당하신 십자

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 드렸다. 유경재목사 인

도로 두 사람의 기도에 이어 말씀과 통성기도로 기

도회가 진행되었다.

유경재목사는 막14:3-9, 막10:32-45, 벧전4:12-13,

고전15:50-58, 출14:21-31, 행5:27-32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지가 오해와 배반에까지 이르고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예수의 죽

음은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우주적 사

건이라고 설교하였다.

기도 순서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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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이효종장로, 유혜순권사

화요일 : 추영일장로, 윤경남권사

수요일 : 이정숙장로, 박정음집사

목요일 : 윤상구장로, 오군자권사

금요일 : 이주영장로, 임중규집사

토요일 : 홍영표장로, 홍세진권사

성금요 예배

4월 21일(금) 오전 11시 성금요예배가 권찰회 주

관으로 최야란권사의 인도로 김영애집사가 기도 드

린 후 유경재목사는 십자가와 역전 / 막15:16-47

이란 제목으로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하여 조롱의 말 이나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

이스라엘의 왕 등으로 표현된 말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진리를 강조하는 역설적인

강조이며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

간의 화해라는 구원을 이루었고 고난을 통하여 승

리를 보여 주는 역전극이라고 설교하였다. 이날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통성기도

드렸다.

연 속 기 도

고난주간 연속기도가 4월 17일(월)부터 22일(토)

까지 24시간 드려졌다. 해가 갈수록 연속기도 참여

의식이 적어지고 있는 듯 이름이 적히지 않는 빈칸

이 눈에 띄었으며 참석자는 103명이었다.

유연준, 이정숙, 이윤희, 고옥희, 류난영, 조정순,

오군자, 조명자, 김희수, 목갑수, 박선영, 이덕주,

조춘희, 김장세, 장미화, 박숙란, 황금석, 유현일,

민기숙, 문영임, 황춘자, 한인수, 김영애, 이경자,

전태성, 이경복, 김효순, 송재욱, 이강륭, 황정희,

조기현, 유혜순, 장은라, 유옥근, 박경혜, 최묘희,

최야란, 김영기, 김윤수, 문유심, 유정자, 홍정희,

신선자, 오정순, 고명수, 김효수, 김현수, 강신자,

전덕길, 서정호, 김혜자, 김화자, 이순옥, 송숙자,

최재순, 계명의, 김경호, 민경숙, 류난영, 신경희,

김옥순B, 장세순, 변상방, 김정수, 송숙연, 김선복,

홍세진, 송영자, 서영희, 장문자, 이춘우, 이인선,

문경순, 홍인옥, 박정희, 강장연, 강자영, 김경숙,

홍영표, 김희진, 나영애, 민석홍, 윤경남, 박정음,

엄영재, 박미라, 민혁근, 문애자, 민정홍, 윤상구,

양은선, 신순예, 이주영 권혜순, 송혜규, 최예순,

안부강, 김휴숙

강화도 나들이

늘푸른교실에서는 4월 26일(수) 오전 9시 3대의

대형버스로 류금주목사, 김경호권사, 이정숙장로,

장은라, 장문자, 이춘우권사 김영애, 박미라, 오현숙

집사, 김혜경, 이정화씨와 조영식, 황금석집사 등

13명의 봉사자들의 인도로 강화도를 다녀왔다. 먼

저 강화읍교회(성공회성당)에서 예배드리며 헌금하

였고, 교회건축 100년이 되는 한국선교의 역사를

설명 들으며 강화도 철종의 잠저인 용흥궁에서 기

념 촬영하였다. 강화도와 관련된 역사자료들이 전

시된 강화역사 기념관이 있는 갑곶돈대를 둘러보며

점심은 유리마을이라는 유리공장견학과 함께 예쁜

유리작품들이 전시된 정원에서 갈비탕으로 먹었다.

마지막으로 약암온천에서 모두들 반짝 반짝하게 목

욕을 한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후 5시 30분

교회로 돌아왔다.

한샘 야외예배
한샘여전도회(회장 류난영집사)에서는 5월 2일

(화) 오전 10시 30분 삼청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

렸다. 예배는 변창배 목사가 설교하였고 한샘여전

도회 봉사국에서 준비한 찰밥과 김치, 멸치볶음으

로 점심을 먹고 조정귀권사가 레크레이션으로 회원

들을 즐겁게 하였다. 보물찾기게임에서 행주를 보

물로 선물 받으며 폐회예배를 드리고 오후2시 30분

에 해산하였다.

유경재목사 4월 동정

3일 기독교방송국 설교 녹음

6일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유성)

11일 <기독교사상>편집위원회

16일 성수동교회 여전도회헌신예배 설교

24일 서울강북지역 남선교대회

25일 2000년 서울강북지역대회

27일 158회 서울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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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합회 소식

장로교 2000년 대회

서울강북지역대회 개최
2000년한국장로교대회 서울강북지역대회준비위원

회(준비위원장 유경재목사)가 주관한 서울강북지역

대회(대회장 박종순목사)가 4월 25일 영락교회 베

다니홀에서 서울강북지역 6개 노회 소속 교회의 목

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국교회 1백

년 역사와 서울강북지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인류의 소망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천년의 비전

을 천명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고난주간을 특별새벽기도회로 지킨 바 있으

며, 지난 19일과 24일에는 영암교회와 신촌교회에

서 여성대회와 남성대회를 각각 갖기도 했다.

대회 직후 6개 노회는 24일 노회를 개최한 서북

노회를 제외하고 27일 한 날에 각 노회별로 춘계정

기노회를 개최, 대회의 열기를 각 노회 별로 이어

가기 위한 결의와 다짐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 지

역대회가 열린 영락교회 베다니홀에는 1천 5백여

명의 성도들이 노회별로 배정된 좌석을 가득 메웠

으며 전 3부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영상자료를 통

해 한국교회와 노회의 역사를 돌아보도록 구성된 1

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2부 예배와 3부 문화공연과 친교 순서로

진행됐다.

또, 광주 전남지역 8개 노회는 4월 25일 호남신

학대학교(총장 황승룡목사)에서 2000년 한국장로교

광주전남대회(대회장 안영로목사)를 개최하고 21세

기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

에는 광주 전남지역 8개 노회 산하 목회자와 교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예배와 성찬이 진행됐다.

8개 노회를 상징하는 깃발의 입장으로 시작된 이

날 대회는 안영로목사의 사회로 진행돼 한완석목사

가 2̀천년 시대 장로교회의 소망'을 주제로 설교했

으며, 증경총회장 장동진목사가 축도했다. 이 자리

에서 한 목사는 "21세기는 방종의 시대가 예상된다

"면서 "교회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장에

만 집착해서는 안되며,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교했다.

총회 자선사업재단

사회복지 참여 세미나 개최

한국교회는 그 동안 사회봉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사회복

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자선사업재단(이사장 윤의근목사)은 4월 25

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의 사회복지사

업 참여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개교회들이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 현황에 대해 소개한 이만

식 교수(자선사업재단 자문위원)는 지난해 본교단

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자의 6.6퍼센트만이 교회에 사회봉사 전용관을 마

련해 놓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2.5퍼센트에 해당

하는 교회들이 연말 결산액 가운데 10퍼센트 이하

를 구제 및 봉사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 교수

는 교회의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교회

재정구조의 변화 △교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의

과감한 개방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특수 분야에

우선적 지원 △각 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

발 등을 제시했다.

총회 인권위원회

로버트 김 석방 요청해
로버트 김으로 더 잘 알려진 김채곤장로의 석방

을 위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총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점용목사)가 조만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

권위원회는 4월 20일 총회본부에서 84회기 네번째

모임을 갖고 현재 3만 4천명을 넘어선 서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서명용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5월 8일부터 일주일동안 탈북자와 조선

족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중국 동북3성을 방문키

로 했으며, 오는 15일에는 광주 망월동묘역에서 `

5·18 광주항쟁 20주년 연합예배'를 전남·광주지

역 8개 노회 인권위원회와 함께 드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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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출판사

직영서점 이전해

총회가 운영하는 한국장로교출판사(사장 박노원

목사)는 4월 21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현

대성서주석 출판기념회 및 직영서점 이전예배 를

드렸다. 총회장 이규호목사는 설교를 통해 한국장

로교출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

을 감당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총회적으로도 출판

과 문학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2층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6년만에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앞

으로 이전한 한국장로교출판사 직영서점은 4백여

권의 한국장로교출판사 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또

한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 책들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 시켰고, 기존의 목회자 중심의 서적 판매에

서 평신도들을 위한 책들도 보급할 계획이다. 홈페

이지(http://www.pckbook.com/)와 전화를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한 한국장로교출판사 직영서점은 고객

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도 현재의 5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기할 예정이다.

총회 사회부

강원도 산불 피해 구호

강원도 고성 동해 삼척 지역 산불로 발생한 이재

민에 대한 교회의 구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총회장 이규호목사는 동해안 산불재해에 즈음한

목회서신을 4월 17일 발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소

망되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 관심을 호소했다.

총회 사회부(부장 윤두호목사, 총무 류태선목사)

는 12일과 14일 고성과 동해 삼척 화재 피해 현장

을 방문, 2천 5백만원의 성금을 긴급 전달했다. 또

한 사회부는 강원지역 재해 구호 협조 공문을 각

교회에 보내 재난 구호 헌금을 해 줄 것을 요청하

는 한편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구호금을 신속하

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불피해지역의

강원동노회(노회장 이상진목사)는 각 교회가 이 재

민들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다.

교계 소식

기독교방송(CBS)

CBS 개혁 추진 중

기독교방송 재단이사회(이사장 표용은목사)는 4

월 24일 재단이사회를 열어 4인 대책위원회가 제안

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하고 규정위원회

로 넘겨 심의를 거친 후 확정·통과시키기로 했다.

기독교방송의 개혁을 위해 재단이사회가 이날 내놓

은 정관개정안에는 사장청빙위원회 도입을 비롯한

경영자문위원회와 전문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정관개정안이 규정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서 확정·통과하게 되면 법

적인 절차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곧바

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재단이사회에서는 기독교방송의 개혁

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컨설팅회사를 선정, 경

영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로 잡혀있는

일정을 앞당겨 2,3개월 내에 마무리 짓기로 해 그

동안 기독교방송이 추진해 온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이사회는 그 동안 노조측이

주장해 온 권호경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전혀 언

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날 내놓은

정관개정안으로 인해 권 사장의 입지는 상당히 좁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단이사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영진단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져 이번 재

단이사회를 계기로 권 사장의 향후 거취 문제가 본

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독교방송은 최근 송신소 이전 보상에 따

른 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가 예상밖에 낮게 나와

경영개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재단이사회는 최소한 3백

억원정도의 보상비를 예상했지만 감정평가원의 감

정평가는 5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원

이 수신 거주 인구비에 따라 감정가를 매겼기 때문

"이라면서 "기독교방송은 앞으로 보상비를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 정부와 계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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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직목사

신앙과 삶의 師表…큰별 지다

한국 교회와 세계 기독교계의 큰 별, 한경직목사

가 4월 19일 99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았다. 고 한경직목사는 본 교단 제40회 총회장을

지내는 등 본 교단의 상징적 목회자였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아우르는 지도자로 추앙을

받아왔다.

고 한목사는 1902년 12월 29일(음력) 평안남도

평원군 공덕면 간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마

포삼열 목사가 설립한 진광학교에서 기독교와 선진

지식을 배웠다. 진광학교를 졸업한 후 오산학교를

거쳐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미국 엠

포리아대학과 프린스톤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엠

포리아대학과 연세대에서 각각 명예 신학박사 학위

를 받았다.

고 한목사는 폐결핵으로 뉴멕시코의 한 요양원에

서 요양하는 동안 개인적인 야망을 벗어 던지고 목

회와 봉사의 길을 택할 것을 서약하고, 병이 치유

되자 곧 귀국하여 민족에 대한 봉사를 시작했다.

귀국하여 첫 목회지인 신의주 제2교회에 부임, 10

년간 시무한 한목사는 고아와 노약자를 위해 보린

원을 세우는 등 활발한 목회활동을 전개했으나 해

방 후 소련군의 진주와 더불어 내려진 체포령으로

부득이 월남해 1945년 서울 저동 현 위치에 영락교

회를 창립했다. 1973년 동 교회의 원로목사로 추대

되기까지 27년간 시무하며 영락교회를 한국교회의

상징교회로 키워냈다. 영락교회의 강단을 통해 수

많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한 그는 지구상에 약

500여 교회를 세웠다.

민족과 국가를 사랑했던 고 한목사는 조국의 미

래를 위해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온 정성을

쏟아 광복 이후 교회 설립과 더불어 대광중고교,

보성여중고교, 영락중고교, 숭실대학, 서울여자대학

등의 설립 또는 재건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 한목

사는 1955년 본교단 제40회 총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 한국기독교 연합회회장, 장로회신학대학 이사

장, 숭실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은퇴후에는 군

복음화, 외항선교, 사랑의 쌀나누기 등 활동을 주도

하였고 특히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사업을 성공적

으로 이끌어 갔다.

교계에서 이토록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한 인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근검 생활로 일관, 은퇴

후 영락교회가 미련한 남한산성의 조그만 외딴 집

에 우거하며 6평 남짓한 방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여생을 보냈다. 남한산성 사택에 찾아 온 사람이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허리 굽혀 존대하며 겸손

한 자세를 보여주신 한목사님의 인자한 얼굴을 우

리는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4월 19일 오후 1시 15분에 별세한 한국

교회의 큰 별' 한경직목사를 추모하는 빈소가 사이

버 공간에도 설치됐다. http://www.youngnak.net/에

마련된 한경직목사 `사이버 빈소'는 해외나 지방에

있어서 문상이 어려운 이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추모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련된 것.

이미 미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볼리비아, 멕시

코 등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이 헌화하고 방명록에 글을 올렸다. `사이버 빈소'

에는 영락교회 선교관에 마련됐던 실제 빈소의 한

경직목사 사진을 사용했으며, `헌화' 아이콘을 누르

면 국화를 한송이 헌화할 수 있으며, 그후 방명록

에 글을 올릴 수 있다. 인터넷 상에 `사이버 빈소'

가 차려진 것은 교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세아방송

주 송신기 교체해

아세아방송(사장 김장환목사)이 250Kw 주 송신

기를 교체했다. 이는 73년 개국 당시 설치된 송신

기를 27년만에 교체한 것.

국내 민간 방송으로는 가장 강한 출력으로 송출

해 온 아세아방송의 이번 송신기 교체로 전력 소비

를 줄여 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디지털 방송의 송출

과 음질 향상을 통한 고품질의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송신기 교체에 대해

아세아방송측은 교체비용 15억원은 미국 중국 일

본 등 해외 교포들과 국내 방송 후원자들의 성금으

로 모아졌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송신기 교체

감사예배는 4월 21일 제주아세아방송 공개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고자명 제주운영위원장의 사

회로 김흔태목사(제주제일성결교회)가 `빈들의 기적

'을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일본 러시아 홍콩의 방송

관계자들이 특별기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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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NGO) 소식

종로5가, NGO 메카로 부상

70·80년대 종로 5가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

다. 요즘 종로 5가는 시민운동의 중심지로 다시 주

목을 받고 있다. 현재 종로5가 연지동에 소재한 기

독교회관과 기독교연합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줄

잡아 20개가 넘는다.

그 중 단연 많은 것은 환경운동단체들. 얼마 전

이주한 녹색연합을 비롯,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교

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KSDN(지속가능한 개발네

트워크 한국본부), 환경과공해연구회 등이 기독교연

합회관에 입주해 있다. 그밖에 생명의전화, 남북나

눔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국제시민봉

사회 한국본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기독교회

관에 입주했고,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열린사회시

민연합, 반부패국민연대, 시민운동지원기금, 지구촌

동포청년연대, 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등이 기독교연합회관에 입주해 있다.

종로 5가는 KNCC나 교회여성연합, 기독교사회

선교협의회, EYCK 등의 전통적인 기독교 단체들

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

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

세종로에서 차없는거리 행사가져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는 4월 23일 지구의

날 30주년을 맞아 지구의 날 2000' 행사를 가졌

다. 이날 행사는 `차 없는 거리'가 된 광화문 세종

로에서 진행되었으며, `함께 가는 세상, 함께 하는

지구(Everyday Earthday)'를 주제로 각종 공연과 퍼

포먼스, 캠페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지구의 날 2000 기념식 에는 김명자 환경부장관

을 비롯 원경선 풀무원 대표, 강문규 녹색서울시민

위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

고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세종로로 나온 시민들은 `푸른환경 가꾸기 그림대

회'와 `100m그림그리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환경

사진 및 그림을 보고 각종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

는 등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 통일의식 진일보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한국여성평화연구원과

함께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원)

의 후원을 얻어서 4월 20일 `여성들의 통일의식 조

사 결과 및 통일의식 함양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를 가졌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화통일과 여성의 과

제'라는 주제로 정현백(성균관대 역사학과),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이금순(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

터) 등 연구원이 참여하여 여성들의 대북의식과 통

일의식, 새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후 여성 통일의

식의 변화 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분석과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진들은 1,012명을 대상으로 5대 광역시와 농

촌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 재학 이상의

여성(78.7%), 전문관리직 여성(90.2%), 종교를 갖

고 있는 여성(89.5%) 등의 여성이 북한과 통일문제

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전체 여성의 82.4퍼센트로 대다수

가 통일지향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또 여성단

체들이 일반 통일단체에 못지 않은 진보적인 의식

과 활동방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

다. 김귀옥연구원은 특히 종교여성단체들이 평화통

일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온건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단

체와 비교된다고 전했다.

※[총회 ·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소식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http :/ /www.pck.or.kr/ )

▶한국기독공보 (http :/ /www.kidokongbo.com/ )

▶국민일보 (http :/ /www.kukminilbo .c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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