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교우소식
새 교 우

10) 전숙원씨 (22구역/ ☎ 766-3985) : 종로구 재동
25의 2호에서 순대국집을 하고 있는 전숙원씨(65
세)는 오래 전부터 이웃의 전도를 받아오던 중 최
근에 우리교회의 새교우인 조금선씨의 전도를 받고
5월 6일 주일에 교회에 등록하였다. 가족은 남편
최규학씨(77세)와 재웅(42세)씨 철웅씨 준호씨 세
아들과 애경씨 운경씨등 두 딸을 두었다. 결혼 전
김천의 황금동 교회에서 故공덕귀권사를 뵙기도 하
여 안동교회가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별 세

유순남씨 (1교구) :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교회

에 나오시기 시작한 유순남씨(76세)가 중풍으로 누

워계시던 남편 배행수씨가 돌아가신지 100일만에

지난 5월 11일 돌아가셨다. 유순남할머니는 교통사

고로 4개월 동안 한국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는 동안

1교구 구역식구들의 보살핌과 독거노인 반찬배달을

받으며 주기도문과 찬송가 가사를 열심히 외우며

신앙인이 되기에 힘썼다.

환 자

지윤관집사 : 한양대학병원에 입원

조영순씨와 최정현어린이 (권혁제집사 차녀) : 강

북삼성병원에서 1163호에 입원

이 사

김연숙씨(이덕주권사 장녀) : 종로구 가회동

31의 85호로 이사 (☏ 764-1601)

김해숙집사 (8구역) : 종로구 가회동 35의4호로

이사 (☏ 762-8508)

조선영씨(신순예집사 자부) : 성북구 장위 1동

230-153 장원빌라 103호로 이사 (☏ 911-0034)

방미자씨 (방미자 한복) : 종로구 수송동 24의

2호로 이사 (☏ 722-3020)

출입국

김향숙집사 (60구역) : 자녀 방문차 미국으로 출

국

김남진집사 변상방권사 (61구역) : 3개월 예정으

로 자녀 방문차 캐나다로 출국

민열홍씨 (이규숙권사 5남) : 미국에서 가족방문

차 귀국

유승재장로 이수원집사 : 사업차 뉴질랜드에서

귀국

민석홍장로 (윤경남권사 夫) : 페루에서 가족방문

차 귀국

박희욱장로 이종선권사 : 자녀 방문차 캐나다로

출국

윤복희권사 : 친구 방문차 미국으로 출국

정영석씨, 전광국씨 : 미국에서 30년 만에 귀국

하여 예배참석하고 교우들과 인사나눔

문경순집사 (김윤성집사 婦) : 가족방문차 미국으

로 출국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 0 0 1년 6월호

통권 제 101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27 ☏ 733-3395 FAX) 733- 3398



2 북 촌 우 물 가 2000년 6월호

출 산

문미숙씨 (22구역 조현철집사 부인) : 아들 낳음

정찬옥집사, 이지영씨 (찬양대) : 딸 낳음

결 혼

윤인영군 (윤범구씨 장남)과 이지은양 : 5월 22일

(화) 유경재목사 주례로 안동교회에서 결혼

개 업

이세진씨 (민기숙권사 차남) : 강남구 삼성동 도

심공항타워 17층에서 한얼특허 사무소 개업

(☏ 6203-1020)

임동휘집사 (유옥근권사 장남) : 강서구 화곡3동

에서 사이언스 랜드 장난감가게 개업

(☏ 697-5608)

방 문

김달훈목사(대북한국교회)와 진광송목사(대만 사

와세격교회)가 본교회를 방문하여 19일(토)과 20일

(일)1부, 2부예배에 설교하고 왕동명목사, 여장재목

사도 함께 방문. 이들은 제30회 동북아세아교회 선

교협의회에 참석하면서 각교회를 방문하였다.

장로 투표
5월 13일 주일 장로 3인을 뽑기 위한 공동의회

가 회원 30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되었다. 민대

홍장로 기도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이 본장로가

추천과정을 설명하고 김성규집사 김영석 박정음 이

삼형 주한광집사를 추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날

은 어버이주일로서 모두 가슴에 빨간 꽃을 달고 공

동의회에 참석하였는데 먼저 1차투표에서 피택자가

없거나 2명 이하로 피택될 때는 20일 주일에 공동

의회를 속회하여 다시 투표하기로 결의하였다. 투

표한 결과 이날 피택자가 없었으며 5월 20일 주일

에 다시 공동의회를 속회하여 재투표하였으나 역시

피택자가 없었다. 13일 1차 투표에서의 득표결과는

김성규 165표 김영석 180표 박정음 179표 이삼형

119표 주한광 135표로, 3분의 2선인 200표를 모두

받지 못하였다.

고 공덕귀권사 탄신 기념예배
5월 19일(토) 오후 2시 윤상구장로 정원에서 고

공덕귀권사 탄신 90주년 기념예배와 인혁당사건 유

족 후원모금 행사가 열렸다. 유경재목사 집례로 이

우정장로가 기도드리고 박형규목사가 여러사람의

보호자 /롬 16:1 -2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조

선출 목사가 축도하였다. 이어서 이돈명변호사의

시작의 말씀으로 인혁당사건 관련자들의 회고담이

있었다.

제5회 효행상
5월 13일 주일 2부예배에 김수원권사를 모시고

사는 박영석 오정순집사에게 제5회 효행상을 수여

하였다. 유경재목사는 기독교의 계명이며 우리 민

족의 전통윤리인 효를 행함에 모범이 되었기에 패

와 상금 (금메달, 금30돈)을 수여한다고 하며 기념

패는 박영석집사에게 금메달은 오정순집사의 목에

걸어 주었다. 박영석 오정순집사는 1976년 결혼하

여 지금까지 26년동안 어머니 김수원권사를 모시고

사는데 김수원권사는 6 25때 남편을 잃고 1남 4녀

를 어려움 속에서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낸 어머니

로서 최근에는 노환으로 출입하기 어려우나 오정순

집사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잘 지내고 계신다.

인터넷 주소: http / /www .a nd o ng-c h.o rg / 전자우편: a d pc @a nd o ng-c h .o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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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대 콘서트콰이어
5월 27일 주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협성대

콘서트콰이어 초청연주회가 1시간 30분동안 열렸

다. 지휘에 김억숙 반주에 이정화 윤은옥으로 G.F.

Handel의 CHANDOS ANTHEMS 를 비롯하여

주는 나의 목자 저 부는 바람이 Fesital

Sanctus O.S Singers의 초청연주로 CONCIERTO

de NAVIDAD 와 DANCING DAY 가 연주되었

고, 한국성가로 감사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와 Gospel과 흑인영가로 Go,

down Moses Lord, listen to your children

Paris his holy name 로 마쳤다.

성 년 식
5워 19일(토) 1부예배는 청년 주일로 지키며 성

년식을 가졌는데 성년을 맞이한 청년은 김준예 박

민아 박일순 서동진 신현준 신혜영 오세형 이희창

최훈영등 9명으로 (박민아 신현준군은 참석하지 못

함) 유경재목사는 잠언 3장 1절-10절을 읽고 또 젊

음은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이상을 버릴

때 정신의 주름이 만들어져 늙어 버린다는 내용의

새무얼 울먼의 수필 젊음 을 읽어 주며 기도 드린

후 성년이 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예배 후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을(문화상품권) 주며 축하하였

고 친교실에서도 남선교회주관으로 축하 케익을 자

르며 책을 선물하였다.

어린이 합창단 초청
5월 6일 주일 오후 2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초청 연주회가 열렸다. 지휘에 모재한 반주에 이영

선으로 60명의 어린이들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래요 선한 목자 되신주 너와 나 주님만의 섬

기리 Jubilate Deo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주는 나의 피난처

를 노래와 율동으로 연주하였다. 이 합창단에는 방

승주집사의 딸 방예은 어린이(초등 5년)가 출연하

였다.

백금옥 오르간 독주회
5월 8일 (화) 오후 7시 30분 백금옥 오르간 독주

회가 열렸는데 J.P.Sweelinck 의 Herzlich lieb hab

ich dich, o Herr로 시작하여 G.Böhm의 Partita

über die Arie : Jesu du bist allzu schöne C-Dur

Praeludium, Fuge und Postludium in g moll J.

S. Bach의 Schübler Choral중 Wer nur den

lieben Gott lass walten BWV647 Meine Seele

erhebt den Herren BWV648 Valet will ich dir

geben BWV 735, 736 G.A. Merkel Orgel

Sonate Nr.3 c moll op.80 Ⅰ. Moderato assai

Ⅱ.Andante sostenuto Ⅲ.Allegro 의 연주와 이종석

의 F. Mendelssohn-B Oratorio Elias중 Aria "Es

ist genug" 의 연주로 마쳤다.

어버이 주일 행사
5월 2일 (수) 오전 11시 늘푸른교실에서는 어버

이날 축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이 본장로의 사

회로 먼저 나눔의 노래 합창단이 윤순미집사의 지

휘와 이혜정씨의 반주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누가 네 문을 두들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즐거운 여행자 남촌 알프스의 장미 를 연주하

였고 임종대집사가 마음이 지쳐서 나의 생명 되

신주 를 조은희씨가 창부타령 을 송숙연권사가

사랑의 종소리 를 연주하였고 어린이집 이경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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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어머니의 마음 고향의 봄 을 인도하여 다

같이 부르며 마쳤다.

구역야외예배
5월 25일(금) 오전 9시 92명 의 구역식구들이 대

형버스 2대로 광릉수목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오

전 11시 광림세미나하우스에 도착하여 먼저 오군자

권사의 인도로 예배드렸다. 김희진권사의 기도에

이어 5교구가 특별찬양을 하였다. 청색 유니폼을

입고 청색 악보를 들고 할 수 있다 를 부른 5교구

식구(이생림 장영자 이경아 김순욱박인숙 김완희

오군자)가 야외예배에 활기를 더해 주었다. 유경재

목사는 사 58:13-14의 말씀으로 안식이 주는 은

총 이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안식은 인간과 자연을

있게 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오

진희집사의 기도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

식당에서 교구별로 앉아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

1시부터 아름다운 광림수목원을 산책하였는데 먼저

수목원 입구에서 교구별로 유목사님과 함께 기념촬

영을 하였다. 야외예배를 위하여 권찰회의 조춘희

권사와 홍세진권사가 수고하였다.

제2차 교사교육
교육국(계명의권사)에서는 19일(토) 오후 2시 30

분 본당에서 정남용목사를(장석교회) 모시고 영적

고객을 감동시키는 교사 라는 제목으로 교사교육을

가졌다. 31명이 참석하여 교사는 말씀과 기도에 힘

쓰며, 성령의 조명아래 있는 교사라야 하며 망령되

고 허탄한 신화에 끌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의 가치

관과 삶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들었

고 친교실에서 홍승희권사가 제공한 저녁식사가 있

었다.

대 심 방
3월 13일(화) 1교구부터 시작된 대심방이 변창배

목사와 김장세전도사에 의해 5월 24일 (화) 10교구

까지 94가정의 심방을 마치고 9월 4일 (화) 11교구

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강화도 나들이
5월 21일(월) 한누리, 한메 남선교회에서는 민대

홍 이본 이효종 송재욱 김충기 조기현 이정근 이진

구 조심 이용우 이원근 홍갑식 황재환 황명근 김수

묵 이흥석집사는 대형차 1대로 강화 애기봉에서 예

배드리고 유리공장을 구경하고 광성보 등 해변가를

돌아보면서 하루를 즐기고 돌아왔다.

어린이 주일 행사
아동부에서는 6일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 61명

이 교육관에서 강명화목사의 설교로 20분동안 예배

를 드린후 11시30분 봉사국에서 만들어 주신 돈가

스로 점심을 먹고 12시부터 윤상구장로 댁 정원에

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어린이날 잔치를 하였다.

놀이내용은 투호 풀풍선던지기 링고 과자따먹기 페

이스 페인팅등이었고 참석한 어린이에게 file box를

선물하였다.

유경재목사 5월 동정

3일 총회 교육대회 준비위원회
기독교사상 편집위원회

7일 기독교방송 설교 녹음
8일 총회주제 모임

14일 장신대 세계선교협력센타 준공식 참석
15일 익투스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참석
17일 동북아세아교회선교협의회
18일 동협의회 2일째
19일 고 공덕귀권사 탄신90주년 기념예배
20일 동북아교회선교협의회 선교의 밤 참석
28일 바른목회실천협의회 창립10주년 대회



2001년 6월호 북 촌 우 물 가 5

총회 연합회 소식

총 회

총대수 축소 여전히 관심사
오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명성교회(김삼

환목사시무)에서는 본교단 제86회 총회가 진행된다.

총회를 앞두고 본 교단 산하 전국 60개 노회는 각

각 봄 정기 노회를 개최하고, 노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한편 총회 헌의안을 정리했다.

총대수를 축소해야 효율적인 총회가 될 수 있다

는 단골 헌의안 이 올해도 역시 빠지지 않았으나

예년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된다. 순천노회가 10년간 매년 50명씩

연차적으로 줄이면 별다른 저항없이도 총대수를 1

천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 총회장 박정식목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경남노회도 총대수를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1백명

씩 줄여 종국에는 1천명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헌

의했으며, 경서노회도 총대수를 5백명으로 줄이자

고 헌의했다.

예장 합동 총회가 총회 선거제도로 제비뽑기 방

식을 선택한데 이어 본교단 총회도 이 방식에 대한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봄노

회에서 확인됐다. 강원동노회와 서울노회가 총회

부회장 선거제도를 제비뽑기로 하자 고 입을 맞춘

것. 제비뽑기 문제는 지난해 제85회 총회에서 제기

돼 현재 규칙부에서 연구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따

라서 올해 제86회 총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와 함께

두 노회의 헌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

아진다.

이 외에도 ▷신 헌법의 권징 부분은 구 헌법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헌의를 비롯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 ▷신학대학 목회연구과정 폐지 요구, ▷

장로교출판사의 출판물 유통을 교문사가 독점하는

관행의 시정 요구, ▷기구개혁의 추진, ▷대각성운

동 전재, ▷장로 노회장의 설교권 문제 등이 다루

어질 전망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함께 한 백년, 함께 할 천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이사장 원광기목사, 총장 고용

수목사)가 지난 5월 15일 개교 1백주년을 맞아 감

사예배를 드리고 평양신학교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한편 다가올 새로운 1백년을 기약하는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열린 이날 기념예배에서

총회장 박정식목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제

하의 설교를 통해 지난 1백년간 선교의 사명을 충

실히 감당해 온 장신대는 이제 새로운 1백년을 준

비해야 한다 고 말하고,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

래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나갈 것 을

당부하며 장신대가 그리스도로부터 무한한 축복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기대

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행사에서는 호주연합교회

파송 한국선교사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장신대에서

후학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던 변조은목사(John P.

Brown)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으며, 김윤식 황

승룡 김삼환 목사에게 각각 장한동문상을 수여했

다. 이날 감사예배 후 장신대는 3일간 국제학술대

회를 열고 루이스 위크 박사(미국 유니온신학교 총

장), 히데오 오키 박사(전 동경신학교 학장), 로빈

길 박사(켄트대학교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사로 나서 21세기 신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진지

한 의견을 나눴으며, 같은날 저녁 총동문회와 교회

음악학과 공동주최로 기념음악회가 열려 개교 1백

주년을 축하하고 동문과 재학생간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

총회 전도부

직장 선교 훈련원 개원키로
총회 전도부는 전도부 산하 직장선교후원회를 중

심으로 교회의 직장선교 활동을 행정 재정적으로

최대한 돕기로 결의했다. 직장선교협의회는 지난해

정책협의회에서 제안된 '총회직장선교 정책'을 바

탕으로 총회가 직장선교훈련원을 개설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교육하고 각 교회에 직장선교를 담당하는

교육목사를 세울 것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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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소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근리, 유엔의제채택협조요청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5월 31일 세계

교회협의회(WCC) 콘라드 라이저 총무에게 공문을

보내 노근리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유엔인권위원회가 이를 의제로 채택하

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공문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왜곡·축소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정부가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 을 촉구했으며 세계교회협의회가 유엔인권위원

회에서 이 사건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1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를 통해 노

근리 양민학살에 대해 실체적진실을 부정하면서

양민에 대한 사격 명령과 살인의 고의성을 발견하

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교회협 인권위는 지난 97

년부터 노근리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대

책위 와 함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데 일조했다.

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 기아돕기 자선 달리기
국제기아대책기구는 6월 6일(수) 오전 9시 올림

픽공원 한얼광장에서 서울자선달리기 행사를 개최

한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서울자선달리기 행사

에는 기아대책기구 홍보대사인 마라토너 황영조,

탤런트 정태우 김민정씨 등이 참여하며 달리는 전

체 구간은 5㎞로 올림픽공원 외곽도로를 순환하게

된다. 달리기 후에는 싸이 은지원 베이비복스 클릭

B NRG 래오 등이 참여하는 사랑의 밥그릇 콘서

트가 열린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초등학교 어린

이 1000여명이 참여하는 한톨그림전 이 펼쳐진다.

월드비전(선명회)

2001 기아 체험 24시간 시작
월드비전(회장 오재식)과 SBS(회장 윤세영), 삼

성사회봉사단(단장 이수빈)은 5월 29일 삼성생명

본관에서 2001 기아체험 24시간 공동 협약식 및

자원봉사 발대식을 갖고 한 달 동안 모금 활동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기아 체험 운동에 돌입했다.

삼성사회봉사단이 3억원의 행사비를 지원하는 이

번 기아체험캠프는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한양대

학교에서 열린다. 또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이작

도에서 2001 기아체험 24시간 무인도캠프 도 개최

된다. 올해 기아체험캠프는 월드비전이 자원봉사단

모집 및 행사 진행을 맡고 SBS가 모금 상황을 생

방송으로 중계하는 등 민간 NGO와 방송, 기업이

연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기부 문화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02-783-5161).

교회여성연합회

우리여전도회활동유보로먹구름
8개 개신교단의 여성연합회로 구성된 한국교회여

성연합회가 우리 교단의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연

합활동 유보 선언으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여전도

회전국연합회는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5가 한국

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회여성연합회 제

24회 총회 에서 앞으로 2년간 연합활동의 참여를

유보하겠다 고 밝혔다.

여전도회의 연합활동 유보 선언은 한국교회여성

연합회 총무 선출건이 불씨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총무는 교단 윤번제

로 각 교단에서 파송해 왔고 지난 회기엔 예장 통

합 여전도회에서 총무를 파송했다. 그러나 총무가

WCC 연수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자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새 총무로 기장 여신도회가

추천한 이문숙목사를 선출했다. 여전도회측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2년간 연합활동 유보를 선언한

것이다. 한편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이날 총회에서

예장 통합 여전도회 총대들이 불참한 가운데 총무

는 교단 윤번제로 한다 는 현행 헌장을 교단 윤번

제를 고려하되 공개 채용한다 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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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바른목회실천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가져
신앙과 영성, 교회 갱신과 일치의 구현을 목표로

탄생된 우리 교단의 예장바른목회실천협의회(바목

협)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바목협은 한국교회의 교파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

의 권위주의와 섬김과 나눔의 부족 현상을 지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

난 91년 8월 창립됐다. 바목협은 교회의 일치와 연

합운동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교회 연합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바목협이

97년 예장 고신, 예장 합동, 기장 등과 함께 선언한

선거풍토 개혁을 바라는 장로교 4개 교단 선언문

은 교단 연합사업의 첫걸음이었다. 특히 선언문에

서 주장한 금품 및 향응제공 금지, 교회 도덕성 회

복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됐으며 최근 각 교단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

의 시발점이 됐다. 바목협을 시발로 해 각 교단의

개혁성향의 중진 목회자들이 바른목회 모임을 만들

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14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갱

신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 14개 교단의

단체들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98년)를 탄생시

켜 교회 갱신과 일치운동을 이끌고 있다.

바목협은 5월 28일 연동교회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제7대 회장에 이승영목사를 선출

했다. 창립 10주년 기념예배와 성찬식에는 장신대

고용수 총장과 안동교회 유경재 목사가 각각 설교

와 성찬집례를 맡았으며 복음성가 가수인 송정미씨

가 특송을 했다. 이어 열린 바른 목회자상 시상식

에서는 목회와 영성부문에 정태일 목사(사랑방교

회), 교회 갱신과 일치부문에 김동호 목사(동안교

회), 사회선교부문에 전우섭 목사(다비다의 집)가

수상했다．

성공회대학교

교직원들로 엠네스티 모임 결성
성공회대학교(총장 김성수)가 국내에서는 처음으

로 교직원들로 구성된 앰네스티 모임을 결성, 화제

가 되고 있다.

성공회대는 5월 29일 NGO(비정부기구) 학과 조

효제 교수의 제안으로 12명의 교직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앰네스티 그룹을 창설, 앰네스티 한국지

부에 활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성공회대 앰네스

티 그룹은 창립 행사의 일환으로 앰네스티 창립일

인 5월 28일 국제 앰네스티 운동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자유를 위한 건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

는 지난 60년 포르투갈의 두 학생이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7년간 징역을 살게 되자 이들의

석방을 위해 앰네스티 운동이 시작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함께 치러지는 연대적

행사다. 국적과 인종, 종교의 차이를 초월해 160여

개국 14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앰네스티는 올해

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세계적인 인권단체다.

한동대학교

오지 선교자 자녀 학교 설립
최근 총장 구속사태로 시련을 겪고 있는 한동대

캠퍼스에 믿음의 후대 양성을 위한 든든한 둥지가

생겼다. 5월 28일 준공식을 갖고 첫 입학생을 받아

본격 가동되는 한동국제학교 가 그 곳. 이곳은 오

지 선교사 자녀 만 입학 가능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그동안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온 선교

사들의 짐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교육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아 중·고

교과정을 운영하게 된 한동국제학교는 미국 LA 한

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의료인들로 구성된 기도모임

또감사 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설립됐다. 또감사

는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던 중 모

금운동을 전개, 학교를 세우게 된 것.

한동국제학교는 이 날 본관 외에 식당 도서관 다

용도실을 갖춘 부속동과 기숙사(숙소동), 운동장 등

3곳을 준공했다. 숙소동에는 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다. 올 입학생은 몽골 선교사 자녀 5

명 등 21명으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전과목을 영

어로 수업받게 된다. 현재 공석인 교장을 대신, 학

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효성 교감은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능력을 존중해 학생들의 잠재성과 창

조성을 개발,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온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면서

신앙·언어·역사·지도자·인성 교육에 맞는 교

과목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 이라고 밝혔다.



8 북 촌 우 물 가 2000년 6월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화해와 평화 기도주일 지키기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대표회장 이만신목사)

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회장 김경식목사)

는 5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정상회담 1

주년을 맞아 6월 17일을 화해와 평화 기도주일 로

지켜줄 것을 전국 교회에 당부했다. 한기총과 교회

협의 이날 공동성명은 지난해 6월 여의도 한강 둔

치에서 공동으로 남북 정상회담 감사집회를 가진

이후 처음이다.

한기총과 교회협은 이날 전국 교회에 드리는

글 이라는 공동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6

월17일 주일을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화해와

평화 기도주일로 지켜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기총과 교회협은 또 이날 예배 때 특별 헌금을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보내준 헌금은 북한교회와

함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서신을 통해 이 민족의 역사를 인도하

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6월 15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민족통일의 큰 길로 들어선지 1

주년을 맞이했다 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지

기까지 지속적인 기도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기독시민사회연대

제1기 평신도아카데미 개최

기독시민사회연대는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5가 한우리교회에

서 제1기 평신도아카데미를 개최중 이다. 현대신학

의 흐름, 기독교 영성의 올바른 이해 등을 내용으

로 한 이번 아카데미 강좌에서는 김준우 교수(감신

대)가 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 신학과 최근의 역사

적 예수 연구운동을 조명하며 길희성 교수(서강대)

가 중세 영성신학자 에케르트를 중심으로 기독교

영성운동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를 해석한다. 특히

아카데미 마지막날에는 기독교 진보운동과 복음주

의 진영의 대표적 활동가 3명씩을 초청, 패널로 참

여하는 한국사회변혁을 위한 기독교의 과제 를 위

한 토론회도 갖는다(02-763-9563)．

한국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인간복제 금지, 가톨릭과 협력키로
기독교와 가톨릭이 인간유전자 조작 및 배아복

제, 낙태 등 최근 사회 및 의료계에 부는 생명경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와 한국 가톨릭 생명윤리위

원회는 5월 9일 인간복제에 관한 가톨릭 기독교 공

동선언문을 발표, 인간배아 복제 및 인간복제를 금

지하고 배아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을 촉구했다.

양측은 지난 5월 3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합동회

의를 갖고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목적적 존재이며 생명

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현재

의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에 대한 인간 존엄성 훼손

을 우려한다 고 밝혔다. 양측은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외에 △인간배아 복제 및 인

간배아 연구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반인륜적 행위

다. △인간복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신

성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

인간 유전자에 대한 인위적인 조작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질병치료의

다른 대체 치료책을 개발하라 등 5가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측은 또 최근 의사윤리지침으로 촉발

된 낙태, 안락사, 대리모 등 생명윤리 이슈가 사회

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대통령 직속

의 생명윤리 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했다.

※[총회 ·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소식과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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