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교우소식

새신자

박병운씨(40세)는 윤 숙씨의 남편으로 먼저 윤

숙씨가 등록하여 교회다녔고 남편도 8월25일 주

일 등록하여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다. 박병운씨

는 경현산업개발에 다니며 자녀는 딸 경서(6세)가

있다.

별 세

은성덕권사 별세(박정희집사 모친) : 87세로 노

환으로 누워계시던 은성덕씨가 9월 4일(수) 삼

성의료원에서 별세하여 6일(금) 방배동 남도장로

교회 인도로 장례식을 마치고 용인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유가족으로는 4남 4녀를 두었으며

박정희집사(사위 김민홍집사)는 여섯째가 된다.

장재순씨 별세(김형선집사 모친) : 당뇨로 인한

노환으로 누워 지내시던 장재순권사가 9월 12

(목)일 홍은동 자택에서 별세하여 신촌 세브란스

영안실에서 변창배목사의 인도로 입관식을 드리

고 14일(토) 오전 9시 유경재목사의 인도로 발인

식을 마치고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

다. 유가족으로 4남 3녀가 있으며 김형선집사는

맏딸로서 재동에서 금성전자 대리점을 하는 남

편 신기섭씨와 함께 돌아가실 때까지 친정 어머

니를 모시었다.

조화순권사 별세(김영석집사 모친) : 지난 8월

21일 골반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던 조화순 권사

가 9월 22일 주일 오후 2시 수원 성 빈센트병원

에서 별세하였다. 유경재목사 인도로 24일 오전

9시 30분 가진 발인식에서 홍영표장로가 기도드

리고 유경재목사는 요15:5/죽음 후의 열매 로

설교하며 유가족과 교우들을 위로하였고 경조찬

양대(서영희권사 지도)가 조가를 불렀으며 이정

숙장로가 생전의 조화순권사의 삶을 기리며 목

이 메어 조사를 낭독하였으며 이날 정오 12시

천안 풍산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 유가족으로는

5남 3녀를 두었고 김영석 최문수집사는 4째 아

들이다. 故 조화순권사는 전남여고를 졸업을 졸

업하고 담양공립 보통학교와 평양 숭현여학교에

서 교사를 역임하였으며 1974년부터 3년동안 안

동교회 여전도회 회장으로 봉사하셨다. 언제나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애쓰셨고 수원으로 이사

한 후 건강이 나빠져 출석하지 못함으로 늘 교

회를 사모하며 지내셨다.

환 자

배순석집사 (오원표집사 사위) : 20일 삼성의료

원에서 골수 이식수술받음

이기종씨 (민기숙권사 남편) : 신촌 세브란스에

서 치료중

강영호씨 (강희선집사 부친) : 노환으로 이대목

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안순덕씨 : 신촌 세브란스에 간경화로 입원

북촌우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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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박호균씨 안부강집사 : 은평구 불광동 345 의

-48호로 (☎ 384 -4111)

윤병대 홍정희집사 : 일산구 일산동 일산 현대

2차 아파트 708동 804호로 (☎ 031/ 922- 7706)

김민홍 박정희집사 : 용인시 성복동 726번지

LG빌리지 3차 아파트 308동 503호105동102호로

(☎031/263-6785)

출입국

박경자권사 : 4일 베트남으로 출국

계명의권사 : 가족 방문마치고 미국에서 귀국

오도광집사 이주영장로 : 가족방문마치고 미국

에서 귀국

강춘자권사 : 이용자집사 가족 방문차 영국으로

19일 출국

축 하

김옥봉권사 : 11일 -17일 까지 인사동 하나아트

갤러리에서 유화전시회 가짐

출 산

윤종배집사 : 19일 딸 출산

결 혼

김장열군(김동형집사 장남)과 이해승양 : 10월 4

일(금) LG 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유경재

목사 주례로 결혼

박동훈(박호균씨 삼남)과 전수현양 : 10월 5일

(토요일) 인사동 중앙교회에서 유경재목사 주례

로 결혼

정책당회
10월 3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

실에서 유경재목사 변창배목사 류금주목사 김장세

전도사 이효종장로 홍영표장로 이 본장로 이정섭

장로 이정숙장로 이주영장로 이강륭장로 추영일장

로 조기현장로 윤상구장로가 참석하여 2003년도

목회 방향과 정책들을 토의하여 결정하였다 먼저

유경재목사 인도로 예배드리며 2003년도 목회지침

과 방향을 고전 6:19-20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과 육의 통일체로서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

도록 생명문화를 가꾸어 가자는 말씀이 있은 후

건강하고 신앙적인 음식문화를 이루기 위한 건강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결정된 사항

은 아래와 같다.

1) 신앙 안에서 건강한 음식문화형성을 위한 운

동을 전개하여 건강 강연회를 갖고 건강도서

를 비치한다.

2) 해외선교는 몽골선교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

다.

3) 고등부를 마친 청년들은 청년부에서 제자훈

련을 마치고 각 부서에서 봉사하도록한다.

4) 중고등부학생들을 위하여 공부방을 제공한다.

5) 아동부실의 환경을 개선한다. 교육관의 교육

시설을 보완하고, 네트웤을 설치한다.

6) 당회서기가 장학위원장이 되어 장학위원회에

관한 일들을 처리한다.

7) 덕성여고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운

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8) 목사용 사택을 구입한다.

9) 강명화목사를 교육목사로 임명하고, 류금주목

사는 사회봉사 담당목사로 임명한다.

10) 2003년도 교구 지도는 김장세전도사가 담당

한다.

11) 2003년도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12) 2003년에 100주년기념 사업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13)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 주일을 지키는 날로

삼는 방안을 연구한다.

14) 북고성군 남새농장을 계속 지원하며, 북방선

교기금을 구 공산권 선교로 개념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연합구역예배
9월 6일(금) 오전 11시 본당에서 드린 연합구역

예배는 김희진권사의 인도로 김영애권사가 기도드

리고 유경재목사가 히5:11-14/세련된 지각을 가진

그리스도인 이라는 말씀으로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이념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 변화를 갖자

인터넷 주소: http//www.andong- ch.org 전자우편: adpc @andong- 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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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교하였다. 이번 특송 담당구역은 10 11 12 13

교구에서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부르고 떡을

준비하였으며 안부강집사가 헌금기도드리고 헌금하

였다.

서울 레디스 싱어즈

초청연주회
9월 8일 주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윤의중교

수의 지휘와 윤혜경씨의 반주로 이은혜씨를 비롯

한 21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레디스 싱어즈연주회

가 열렸다. 연주회 시작전에 변창배목사가 기도드

리고 연주를 시작하였다.

Missa Canonica (Jan Mul)

Amazing Grace

Agnus Dei (이현철)

Ain't that news

Gloria

Lord, make me an instrument (이현철)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시편 145편 (이현철)

시편 96편 (이현철)

Lord, listen to Tour children

(오, 주여 기도들으소서)

I'm His child(나 주의 자녀)

예수는 나의 힘이요

Go Where I send thee

박영주 파이프 오르간
9월 10일(화)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박영주오

르간연주회가 열렸다. 박영주씨는 이화여대종교음

악과를 졸업하고 영국왕립음악원에서 유학하여 스

위스 제네바 콘설바토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

업하고 서울 신대에 출강하고 있다. 연주곡은 다음

과 같다.

D. Buxtehude(1637-1707)

Preludium in g BuxWV163

Scheidemann(1595-1663)

Canzon in G

J. K. Kerll(1627-1693)

Passacaglia in d

J. Bull(1562-1628)

Carol'Een Kinderken is ons

geboren(1)

T.Tomkins(1572-1656)

Fancy

T.Merula(1594-1665)

Capriccio cromatico

L. N. Clearmbault(1676-1749)

Suite du Deuxieme Ton

- Plein Jeu

- Duo

- Trio

- Basse de Cromorne

- Flutes

- Recit de Nazard

- Caprice de les Grands Jeux

J. S. Bach(1685-1750)

Praeludium et Fuga in C BWV 547

선교예배
9월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선교국 주관으로

드린 선교예배는 김용원집사가 인도하였고, 기도에

김정수권사, 성경봉독에 김영석집사, 찬양에 한솔찬

양대였으며, 설교에 안광표목사(몽골울란바타르 한

인교회 담임)였다. 안광표목사는 2000년 2월 25일

몽골로 출발하여 몽골선교에 헌신하였으며, 1992년

에 시작한 몽골선교가 현재는 울란바타르대학교(학

장 윤순재선교사)를 세우고 연합신학교를 만들어서

한인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지난 5월

18일 최초 5명 몽골인에게 안수를 주어 목사로 세

우기까지 성장한 몽골선교활동을 보고하며 몽골선

교를 위하여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한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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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에게 친철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며 생색을

내지 말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줌으로 선교에 임해

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선교국에서는 몽골

사진전 을 전시하였고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지난

몽골 답사 보고 동영상 상영과 설명이 있었다.

독거 반찬배달
9월 독거반찬배달은 10일(화)에 파김치 두부 떡

마늘 쫑 볶음과 17일(화) 조기10마리 고사리나물

참치 2통 김 3봉지 떡 두부를 최야란 문영임 장문

자 김희수권사와 전정님 문유심 김겸응 김정단 최

소영 민혁근 문경순 황정렬 박정희 원명자 집사가

만들고 33가정에 배달하여 드렸다.

늘푸른 교실 소식
2학기 늘푸른교실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본

당에서 이 본장로가 기도드리고 임종대집사가 특

별찬양이 있은 후 유경재목사는 행4:31-35/ 부족

함이 없는 삶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개강예배

를 드렸다. 2학기 늘푸른 교실 강의 일정은 청소

년 지도와 나라의 미래/김진택목사 세계의 노인

들/이 윤학장 가을 운동회(삼청공원) 한글과

기독교/박종현교수 건강한 노후생활/박순옥교수

히브리인의 가정교육/조은하교수 가을소풍(파주

반구정 아쿠아랜드온천등) 종교개혁정신/변창배

목사 스포츠와 국력/오도광집사 행복한 가정/

임호빈차장 으로 짜여져 있다.

9월 25일 삼청공원 테니스 코트장에서 가진 가

을 운동회는 11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먼

저 이 본장로가 기도드리고 류금주목사가 설교하

며 예배를 드리고 체조 짝짓기 오재미넣기 골대돌

기 풍선터트리기 문장전달하기 보물찾기를 하였고

점심은 고옥희권사 황정렬 문경순집사가 육개장을

끊여 봉고로 싣고 가서 대접하였다.

중고등부 문학의 밤
9월 15일(주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중고등부학생

들이 주관하는 문학의 밤이 열렸다. 연극 찬양 가

브리엘의 연주의 연습이 한달이상 친교실과 여전

도회실에서 있었고 드디어 15일 주일 학생들은 부

푼 마음으로 단위에 섰는데 1부는 박미희양의 인

도로 남궁혁군의 기도와 천영철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드리고 2부에서는 김한솔군의 기도문으로 시작

하여 서경모외 9명이 출연하는 연극 똑바로 보고

싶어요 가 공연되었고 정주리양의 편지글과 한상

규군의 시가 낭독되고 박은선양이 영상이 비추이

는 가운데 안동교회 중고등부를 소개하였다. 3부는

합창 그 이름의 승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 이

곳에 선포하리 가 백서현외 14명이 불렀고 날

해 를 이상혁군이, 고백하지 못한 사랑 을 박영원

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를 박영원양과 이상혁군

이, 목 마른 사슴이 를 윤정대군이 불렀다. 장문

자권사 염영순집사와 교사들은 연습기간동안 고3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밥을 해주었고 이날도 150명

분의 음식을 만들어 참석한 학생과 교우들에게 저

녁식사 대접하였다.

여전도회 바자회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주관으로 9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 개회예배를 드리고 현관과 친교실

교회앞 정원에서 선교기금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

다. 품목은 의류 젓갈 꿀 순대 족발 수수떡 녹두부

침 된장 화장품 신발 모자 속옷 건어물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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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합회 소식

제87회 총회

부총회장선거를 추첨제로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총회는 창립 1세기를 바

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화합과 개혁을 이뤄내는

다양한 안건들을 결의했다. 정치부 보고에선 총회

부회장 선거제도를 추첨제(제비뽑기)로 하기로 하

고 규칙부로 넘겨 시행안을 연구토록 했으며 그동

안 논란이 돼 왔던 영주권자에 대한 공직 시무 규

제를 해제하는 등 획기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지난해에 찬성 4백29표, 반대 5백71표로 아쉽게

부결된 바 있는 총회 부회장 선거 추첨제는 본 회

의에서 회원 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추첨제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영주권

문제는 서울북노회 등 무려 5개 노회가 헌의했던

사안. 지난 제69회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 산하 소

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 는 결의 중 영주권

소지자는 이중 국적으로 볼 수 없기에 해제해 달

라는 주문이다. 정치부는 종전대로 할 것을 제안했

으나 본회의에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춤과 동시에

자녀 교육문제로 부득이하게 취득하고 있는 경우

를 참작,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장로 부총회장 신설 건은 장로 부총회장을

신설하여 임원을 보강한다는 취지였으나 총회장은

목사로만 하게 하고 매년 장로 부총회장을 선출한

다 는 제안설명에 이견차가 커 현행대로 하기로 함

에 따라 결국 부결됐다.

헌의위원회가 반려했으나 본회의로 이첩돼 정치

부가 다룬 총회 헌법 개정안 중 성령론 수정 은

이미 노회가 수의를 거친 상태로 헌법개정건으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부장 주명수 목사가

일반 결의로 허락하고 3년후 헌법 개정하기로 하

자고 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헌의안의 내용은 총회 헌법개정안 중 4장 니케

아 -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성령론에 있어서 그분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를 그분은 아

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고 (589년 톨레도 공의회

에서 채택돼 800년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로 수정

하자는 것. 제안자인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종윤)

는 그렇게 수정하지 않는다면 총회 헌법이 채택하

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

터 신앙고백 의 성령론( 성령은 .... 성부와 성자에

서 나왔으나 ，헌법 134쪽)과 서로 충돌하게 되어

교리상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결국

총회는 이를 받아들여 수정하여 공포했다.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 규정 부활 건, 해 교회

사정이 정상적일 경우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승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건, 노회 중재국 설치 ,

총회 산하신학대학교 총장을 당연직 총대로 하자

는 건, 20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하는 선교사를 원

로선교사라고 호칭하자 는 건 등은 현행대로 하기

로 했으며 항존직 은퇴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 는 건과 총회 총대 수를 매년 50명씩 축소하

여 10년 후 1천명으로 조정하자 는 건은 정치부 실

행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회 구역 외의 교회 소속 목사, 장로의

총회 총대권 제한하는 규칙 제정 과 총회 훈련원

정관 변경 , 북한선교를 위한 교단협의회 구성 ,

교단을 이탈한 교회들의 복귀 추진 , 제85회 총회

시 허락된 교회 교육사 제도 시행을 위한 헌법 개

정 등은 허락했다.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평양신학원 건축 후원 결의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가 추진하고 있는 평양신

학원 건축후원이 총회에서 공식 인준을 받았다.

지난 9월 13일 총회 석상에서 이뤄진 남북한선

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보고에서 평양신학원

건축후원 계획이 정식으로 통과돼, 4억 5천만원 규

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지상 3층 3백평 규모

로 지어질 평양신학원은 2003년 8월 완공을 목표

로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남북한선교통일위 위원장 손달익목사

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민족통일대회에 참석

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강영섭목사와 만나， 조

기련의 교육관을 겸한 신학원 신축교사 건축 지원

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평양신학원 건축과 관련

해 남북한선교통일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협력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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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

북한 교회에 페인트 10톤 지원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보수용 페인트가 지

난 9월 24일 인천항에서 콘테이너 1대에 선적돼

25일 트레이드 포츈호 편으로 북한 남포항으로 보

내졌다.

한국기독공보(사장 고무송)가 뉴욕 뉴저지초대교

회(조영진목사 시무)와 영락교회(이철신목사 시무),

일산충신교회(구영철목사 시무)의 헌금 후원으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위원장 강영섭)에 보내는 페인

트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외벽 도색용으로 쓰

여질 예정이다. 본보가 추진한 페인트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총회 임원회의 인가를 받은 이후 본격적

으로 추진됐으며, 지난 7월 일본 도잔소에서 열렸

던 도쿄기독자회의에서 본보는 조기련 관계자와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적한 페인트는 10톤 분량으로 1만 2천

평의 도색작업을 할 수 있는 분량이며, 삼화페인트

측에서는 북한 선교 협력 차원에서 시가의 60퍼센

트 수준에서 제품을 제공했다.

한편 이날 페인트와 함께 총회 남북한선교통일

위원회(위원장 손달익)를 통해 여수 은파교회(고만

호목사 시무)가 지원하는 온실용 자재와 순천 천보

교회(이길수목사 시무)가 지원하는 주보 인쇄기 4

대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 전달됐다. 　

공주원로원

요양원 사업 추진키로
은퇴목회자를 비롯해 사역 일선에서 은퇴한 항

존직 직분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주원로원

(원장 차기천)이 요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 유의웅)은 지난 9

월 18일 건축위원회 모임을 갖고 공주요양원 증축

사업 설계사무소에 옥계건축설계사사무소(소장 박

수길)를 선정했다. 설계사무소가 선정됨으로 계약

단계를 거쳐 실사설계 등 공주원로원 증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원로원의 증축은 원로원의 운영이 6년을 넘

기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입주자들 사이

에서 증가하는 등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으며, 당초 노인전문병원의 형태

로 추진됐으나 복지시설에서 의료원 설치를 규제

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요양원으로 변경, 추진되

고 있다.

복지재단은 증축될 요양원에 양로시설과 함께

치료가 가능한 요양시설을 함께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 기존의 공주원로원은 은퇴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매년 3백여 명 가량이 공주원

로원의 입주를 문의하고 있을 정도로 요양원에 대

한 수요가 높은 상태 라고 전하며 2백명이 새로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증축될 예정 이라고 밝혔

다. 건축비와 관련해 복지재단측에서는 건축비의

상당부분을 입주 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

으나, 교회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새문안교회

언더우드 학술강좌 개최
120년 전 선교의 불모지였던 조선에 선교사로서

는 최초로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생애를 조망

한 강연회가 열렸다. 9월 15, 16일 새문안교회(이수

영목사 시무)에서 제39회 언더우드 학술강좌(1) 가

열려 장신대 김인수교수가 개척선교사 언더우드 ,

새문안교회 이수영목사가 언더우드와 새문안교회

의 선교 , 뉴브런스윅 신대원의 노만 캔스필드 총

장이 선교로서의 형성 : 1881년 뉴브런스윅 신학

대학원 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한 것.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학했던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총장인 캔스필드 총장이 선교사로 훈련

받던 언더우드 목사의 모습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

다. 뉴브런스윅 신대원은 화란 개혁교회 계통의 신

학교로 언더우드는 뉴욕대학교를 졸업한 1881년

신학교에 입학, 1884년 봄 학교를 졸업했다. 캔스

필드 총장은 (뉴브런스윅 신대원은) 모든 기독교

단에서 찾아온 신학생들에게 열려있는 학교 였다면

서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보여준 에큐메니칼적인

특징은 신학교 시절 길러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

다. 함께 당시의 신학교가 국제적인 특징이 강했으

며, 선교적인 열정이 충만했다는 점 등이 언더우드

에게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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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협의회(WCC)

폭력극복 10년 교회 앞장 다짐
한국교회, 폭력극복 10년운동 추진을 위한 포

럼 이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

해 본교단 사회부 등 각 교단 관계부서 공동주최

로 열려 교회와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여러 종류의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2001년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선포한 폭력극

복 10년 운동 을 한국교회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정

책을 수립하고 교회가 이 운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교회와 사회 곳곳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을 극복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강연을 한 강남순 교수(감신대학교, 영국 캠

브리지대 교환교수)는 함으로서의 폭력 이 폭력의

흔한 형태겠지만 반면 하지않음으로서의 폭력 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면서, 강도만난 이웃

을 못본채하고 지나쳤던 이들의 모습이 하지않음

으로서의 폭력 의 한 단면 이라고 말하면서 폭력이

우리 주위 곳곳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

는 한국교회 내에도 폭력적인 모습 이 있다고 주

장했다.

강교수는 수적 성장 이데올로기와 반에큐메니즘

정신의 고착화로 인한 개교회중심주의의 팽배 등

을 교회 내 폭력의 단면이라고 말하고 이를 극복

하는 것이 평화정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국 교회가 교회의 일치, 교회들의 일치, 일

류의 일치 등 기독교의 보편가치 를 실천하며 진

정한 연합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폭력

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천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임성빈 교수(장신대), 김창수 실장(민화협

정책실), 이문숙 목사(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가

△폭력문화에 대한 이해 △한반도 분단상화에 나

타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발제했다.

하지만 이날 교육, 통일, 민중 등 각 분야에서

실천하고 있는 폭력극복과 평화정착에 대한 발제

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제외하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교단 관계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당초 조직하기로 했던 폭력극복 10

년 운동을 위한 추진본부 설립이 미뤄져 아쉬움을

남겼다.

WCC는 2001년부터 10년(2001∼2010) 동안을

폭력극복 10년운동 (DOV, Decade to Overcome

Violence) 기간으로 정하고 이념, 인종, 종교, 계급

을 빙자해 자행되는 폭력문제를 극복하는데 모든

교회가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한편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회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칼

센터에서 열려 정교회의 WCC 참여와 재정 타개

안, 차기 총회 장소 선정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한

뒤 폐막됐다.

전 세계 1백10명의 중앙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중앙위원회에선 차기 총회 장소로 유치

를 신청한 국가들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결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로로 확정됐으며 2003년 임

기가 만료되는 콘라드 라이저 총무의 후임자 선정

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순교자 추모

'사랑의 원자탄' 출생 1백주년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산돌(活石) 고 손양

원목사의 출생 1백주년을 맞아 전국 4개 지역에서

기념대회(대회장 김삼환) 및 세미나 오페라 등 행

사가 잇따라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여수 순천 대전 서울 등 전국 4개

지역의 노회와 함께 총회 정책사업인 생명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고 손양원목사의 헌신적인 삶과

순교신앙을 계승,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자 마련됐다.

우선적으로 지난 9월 25일 여수 성산교회(이광

일목사 시무)에서 열린 순교 52주기 추모예배를 필

두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오는 2003년 3월 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다양한 학술·선교세미

나를 개최하는 한편 창작오페라 사랑의 원자탄 공

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여수노회가 그동안 순교자

기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총회가 후

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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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2006년세계감리교 총회, 서울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장광영)는 9월 30일

광화문 감리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2006

년 제19차 세계감리교총회 의 한국개최를 발표했

다.

장광영 감독회장에 따르면 9월 16일에서 23일까

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세계감리교협의회

실행위원회에서 차기 세계감리교총회의 개최지로

한국의 서울이 선정됐다는 것. 18일 이뤄진 선정투

표에서 2차까지 가는 접전끝에 한국이 남아공을

64대 58, 6표차로 누르고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

됐다. 장 감독회장은 차기 총회의 개최를 위해 세

계의 대표들에게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 감리교회

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설득했다

면서 차기 총회의 개최로 인해 감리교 인재들이

세계속으로 진출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고 총회의

의의를 전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지킴이

정정당당한 인력제도를 만들라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인

권지킴이 발대식이 9월 28일 열렸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명남

외 16명, 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공대위는 이날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

문을 발표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

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시아인의 축제와 화

합은 공허한 구호일 뿐 임을 강조하기 위해 인종

과 국적, 문화와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하나되는 아

시아를 기치로 내세운 제14회 아시안게임 개막일

에 즈음하여 인권평화선언을 발표 한다고 설명했

다. 또한 향후 △국민소송단을 구성, 노예연수제도

로 인해 문명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심각한

훼손을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국

민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질

의서를 보내고 답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제12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ACWC) 제12차 총회가 10

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여대 바롬교육센터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

17개 국 회원 여성들이 참석해 변화하는 세계 속

에서 아시아 교회 여성이 할 일을 모색하는 시간

을 가질 예정이다. 회복하라 화해하라 기뻐하라 를

주제로 열리는 총회는 아시아 교회여성들의 교류

를 증진하고 아시아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초기 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동시에 교회 일치와

연합정신을 구현하는 데 아시아 교회 여성들이 적

극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YWCA

명동 청소년 거리 축제
서울YWCA Y-틴부와 청소년 문화공간 마루가 9

월 5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명동 청

소년 거리축제 를 개최했다. 부산 아시안게임을 기

념하여 Pride of Asia 를 주제로 하는 이번 축제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전통놀이를 비교하며 즐

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아시아퀴즈, 길거리

기네스 대회, 추억의 놀이, 파이팅 아시안게임, 길

거리투표, 청소년 공예 등의 놀이마당과 아름다운

아시아 만들기와 같은 캠페인으로 구성되었다.

※[총회 ·연합회 소식]과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공보

(http :/ /www.kidokongbo .com/) 인터넷 사이트를 참

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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