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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일본은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별개로 존재하

지만 우리나라 한국은 어버이날을 한날로 지켜 축하하기에 저

는 어버이날이라 생각하며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 나는 정말 부모님께 효도

했습니다, 효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

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됩니

다.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험에 의해 알게 되

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살다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

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은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 속의 경험과 느낌으로 체험

으로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빨리 알고 깨달으며 어

떤 사람은 나이들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가 다 되어도 못 깨닫

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출생이라는 신비한 일속에 태어납니다. 여성이 

교회에 많은 것은 이 출산이라는 신비한 체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모를 선택할 권

리도 없이 어느날 자아라는 주체를 느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

다. 어는 날 보니 이 세상이라는 곳에 던져져 있더라는 것입니

다. 갓난 아이의 생활을 보며 어른들은 다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데로, 자기 

맘대로가 통하는 때는 바로 이 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연

이 있습니다. 마치 소설 속에서나 있음직한 가슴 아리고 슬픈 

그래서 안타깝고 아픈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작건 크건 다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첫 사회 속에서 

인간이 성장하며 처음으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정과의 비교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것들을 자의든 타의든 비교하게 되는 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상한 부모, 부자 아

빠 부자 엄마, 엄격한 아버지, 따뜻한 어머니, 무서운 아버지 

등 아님 어디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

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서 장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나옵니다. 네 부모를 공경

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

명이 길리라, 12절 즉 제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해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

리고 바로 이어지는 계명이 이 5계명인데 6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율법 중에 가장 먼저 큰 계명을 너를 낳

아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부모를 공경하라

는 5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알게 될 

것이며, 또 이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립될 것이라는 말

씀입니다. 1부터 4계명, 6부터 10계명의 그 연결고리 가운데

에 이 5계명이 존재함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버이의 은혜에서 배우고 그 어

버이의 은혜를 토대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

면 어떤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

이 어버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는 것 자체가 요지부동의 사실이며, 그 중 부모를 선택할 수 없

다는 이 불변의 명제 앞에 우리 삶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

상 이 사실로 고민하거나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계속해

서 변하지 않는 일을 위해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번민하며 괴로

워하는 것은 삶의 낭비입니다. 주어진 것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

에 이 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아

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해도 그

건 변하지 않는 일이며 바꿀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인

간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부모님,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 부모이어야하는

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한때면 족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 어떤 가정에 태어나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 그 너머에 담겨진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그 속에 담겨진 중요하고도 큰 메시지를 알아

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훌륭한 부모가 되도록 노력

하는 일입니다. 내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 믿

음 안에서 힘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으로 자식들에게 존경받

도록 사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도 

했다면 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모가 되는 것

은 쉬운 일이지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

디 우리의 부모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공경하시기를 바랍

니다. 또 나는 정말 도저히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은 이 시간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어

떤 부모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

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갈때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

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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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월８일(토) 오전11시 부터 東京 西早稲田 일본 기독교회

관 ６층 집회실에서 마이너리티 선교센타 개소예배가 거행되

었다. 예배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임원들로 부터 

재일대한기독교회와 함께 센타 설립의 준비를 해 왔던 일본교

회 및 단체에서 약 50명이 모였다.

마이너리티 선교센타의 탄생은, 해이트스피치(Hate 

Speech)가 방치되고 확산되어가고 있는 2014년, 하나님의 뜻

에 의해 시작되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비롯하여 캐나다, 미국, 독일, 대

만, 그리고 당연히 한국과 일본교회들 및 단체들의 찬동으로 

배척주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2015년 가을, <마이

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회의를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의 결

실한 열매로서 1년 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네트웍을 

축으로 하여 센타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개소예배에는 크로아티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인도, 호주 

등지에서 작은 자를 위해 지어진 기도와 재일대한기독교회 청

년들이 만든 기도문으로 함께 교독으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총

회장 김성제목사가 마가복음４:35~41의 본문으로 <호수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김성제목사는 정중히 센타 설립 경위를 말한 후에 폭풍과 같

은 상황을 앞에 두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니까 

그곳을 향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힘차게 외쳤다. 의미 

깊은 메시지를 받은 곽정훈(川崎教会)씨가 영상과 랩을 합성

하여 응답하였으며, 일본기독교단 도케 노리카즈(道家紀一)목

사가 센타를 위해 권면의 말씀을 해 주었다. 

예배후에는 동경중앙교회 여성회원들이 준비한 정성어린 식

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 일본교회들 및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제1회 이

사회를 개최하여 초대 이사장에 김성제목사(KCCJ), 부이사

장에 吉高叶목사(일본침례교연맹), 재정이사로 道家紀一목사

(일본기독교단), 서기이사는 網中彰子목사(NCCJ)가 선출되

었다. 

이제부터는 캐나다장로교회로 부터 파송받은 데이비드 매

킨토시(David McIntosh) 선교사와 재일대한기독교회 김신야

(金迅野)목사가 공동주사(共同主事)로서 센타의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갈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

심에 따라 이삭의 뿌리에서 돋아나온 새싹 같이, 주님께서 기

다리시는 곳을 향하여 지금 센타는 작은 출발을 한 걸음 내디

뎠다. 

배외주의의 폭력에 대항하면

서 재일코리안, 아이누, 오키나

와, 장애인, 그리고 여성들을 비

롯한 모든 마이너리티들의 삶

의 장소를 만들어 가기 위해〈공

생의 장막을 펼치자〉는 슬로

건 아래 이제 시작한 마이너리

티 선교센타를, 우리 모두가 기

도와 함께 지원해 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총간사 김병호)

관동지방회 교회여성연합회 제65회 정

기대회가 지난 ３월20일에 西新井교회에서 

가졌다. 제１부 예배는 니시아라이교회에 

새롭게 부임한 김용소목사가 <새로운 출발

>의 제목으로 설교하였고 회의에 들어가서

는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이 토의되었고 임

원개선이 있었다. 

새로운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박영원（品川교회）  ・부회장：김혜진（川崎교회）

・서기：김현정（川崎교회）  ・부서기：이은주（横浜교회）

・회계：繁田季子（西新井교회）・부서기：장여명（東京교회）

 (보고:김현정)

중부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제 57회 정기

대회를 ４월６일(목)에 나고야 교회에서 

가졌다. 개회예배에는 전국교회여성 연합

회 충무인 이시바시 마리에 전도사의 ‘무엇

을 드리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설교、

아라이 유키 목사(나고야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했다. 

안건토의에서는 보고, 임원개선, 헌의안 검토 등으로 이어졌

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長：宋福姫（名古屋教会）・副会長：金珍明（長野教会）
・書記：金美璟（岐阜教会）  ・副書記：申淑姫（名古屋教会）
・会計：金恩淑（豊橋教会）  ・副会計：尹恵丁（名古屋教会）

(보고:이정자)

제57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송복희 권사 （名古屋）선출

중
부
여
성
회제65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박영원 장로（品川）선출

관
동
여
성
회

마이너리티 선교센타
개소예배를 개최

공동주사인 김신야 목사와 
데이비드 매킨토시 선교사



3

2017년 5 월호제 762호　　（第3種郵便物許可） 복음신문

2017년 ４월 22일(토) 재일대한기독교회 

후쿠오카중앙교회에서 서남지방교회연합회 

제63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다. 개회예배는 

후쿠오카교회 김인과목사가 〈영적예배를 위

하여〉 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각부보고, 각교회보고, 회계, 감사보고를 마

치고 임원개선이 있었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長：韓榮蘭（福岡）・副会長：李亜紀子（宇部）
・書記：李好子（小倉）・副書記：韓京我（福岡）
・会計：崔聖実（小倉）・副会計：金瑪璃（福岡中央）

(보고:이호자)

3월23일(목) 오사카교회에서는 관서지

방회 교회여성연합회 제64회 정기대회가 

12교회 50명의 총대가 모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정연원목사(大阪교회)

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여성〉(눅

21:29~33)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다. 

의사진행은 각종 보고, 임원개선,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하였다.  

신 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長：金錦順（布施教会）・副会長：趙和子（京都教会） 
・書記：高慶美（大阪教会）・副書記：全早苗（大阪北部教会）
・会計：金玉珍（大阪教会）・副会計：白野聖香（和歌山第一教

会）　　　　　　　　　　　　　　　　    (보고:전조묘)

제63회 정기대회 개최
회장은 한영란 권사（福岡）가  재임키로 

서
남
여
성
회

한사랑교회에서는 ４월16일 부활주일 

오후에 김윤호(金侖昊)장로 장립식과 박

대림(朴大林) 명예장로, 박경자(朴慶子) 

명예권사 추대식을 거행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겸 당회장인 김근식목사

의 사회와 사식에 따라 거행된 예식에는 

장경태목사(성민교회)의〈가치를 아는 

자〉(창25:27~34)라는 설교가 있은 후, 김윤호장로 장립 서

약, 안수, 선포가 있었다. 권명에는 김병철목사(성산그리스도

교회), 축사는 오영석장로(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축도는 김

군식명예목사가 하였다.

금번 장립을 받은 김윤호장로는 1966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4년부터 집사, 안수집사로 한사랑교회를 섬겨왔다. 또한 

명예장로로 추대받은 박대림장로는 2007년 장로로 장립받은 

후 10년 간 본교회를 섬겨왔으며, 박경자 명예권사도 18년간 

본교회 권사로 충실히 섬겨왔다.

한사랑교회 장로장립식 거행
명예장로, 명예권사 추대식도 동시에

관
동
지
방
회

제64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김금순 장로（布施）선출

관
서
여
성
회

서부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제32회 정기

대회가 ４월４일 (화)오전11시 고베교회에

서 대의원 16명 출석으로 개최 했다.

개회예배는 한세일목사의〈감사의 원천〉

(시편100: １- ５) 의 제목으로 설교를 하

였다.

의사 진행은 회계의 결산보고, 회칙개정

이 승인되고 임원개선, 2017년도 예산안 및 활동방침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長：崔美恵子（武庫川教会）・副会長：朴英子（神戸教会）
・書記：尹 豊 子（神戸教会）・副書記：大山京子（川西教会）
・会計：梁 律 子（神戸教会）・副会計：李 華 順（岡山教会） 

(보고:서기 윤풍자)

제32회 정기대회 개최
신회장에  최미혜자 권사 （武庫川）선출

서
부
여
성
회

지난４월４일 요코하마교회 심순악(沈
順岳)은퇴장로가 소천하였다. 

고 심순악장로는 1931년 한국에서 출
생하여 1971년 부터 요코하마교회의 집
사, 안수집사, 권사 섬겼오다 2002년제 장
로 장립하였다. 긴 세월을 요코하마교회와 
우치코시보육원을 섬겨 왔다. 

심순악 장로가 소천
교회와  보육원에서  오래  계속  봉사

横
浜
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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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４월17일(월) 大阪KCC회관에서 총회 제４회 상임

위원회를 22명의 위원, ２명의 특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종 보고 및 안건심의를 가졌다. 특히 회의중에 캐나다장로교회

(PCC) 선교사로 파송받아 1963년 부터 15년동안 활동하였던 

그렌 데이비스(Glen Davis)목사 일행을 맞이하여 인사하는 시

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석중인 교육위원장에 동 위원회 서기였던 최화식목사를 

위원장으로 승인. 

②중부지방회가 요청한 지방회 소속 ２교회의 선교부담금 감

면 요청은 중부지방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다. 

③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와의〈선교협약체결〉의 건은, 

제5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체결하기로 하다.

④４月８日에 개소한〈마이너리티 선교센타〉는 총회의 직할 

산하 기관이 아니고 가맹기관인 것을 확인하고 승인하다. 

⑤캐나다장로교회로 부터 신도 선교사로 파견받은 데이비드 

메킨토시(David McIntosh）씨는 총회선교사로 받기로 하

고 마이너리티 선교센타의 공동주사로 근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

⑥기구개혁준비위원회가 제안한 ３개 항목에 대하여, 각 지방

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차지 상임위원

제4회 상임위원회 개최
마이너리티 선교센타는 가맹기관으로

신학고시위원회 개최
제54회 정기총회 표어를 제정

 1939년 출생한 그렌 데이비스(Glen Davis)목사가 카나다에

서 오랫만에 후쿠오카에 오셨다. 목사님은 선교사로 1963년에 

처음 일본에 왔는데, 오게된 계기는 故 김덕성(金德成)목사가 캐

나다 몬트리올 신학교에 유학갔을 때에 만남이었다. 일본에 와서

는 동경 나가누마일본어학교에 다니면서 조후(調布)교회를 다녔

으며,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여러교회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 때

에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던 故 맥인도(John McIntosh

선교사를 만나고서는 1965년6월 부터 9개월 간 한국의 연세대

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그 후에는 후쿠오카에 

부임하여 서남지방회 목사로서 시모노세키교회의 야학, 사세보

전도소 협력, 청년회 지도, 무목교회를 도왔다. 1973년에는 후쿠

오카교회 위임목사가 되었고, 서남지방회장에 선출되었지만 본

인이 사양한 것은 섭섭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1978년 캐나다에 귀국한 후에는 토론토에서 캐나다장로교회 

총회의 해외선교부 총무,  1991년 부터 6년간 총회 총무, 그리고 

총회장까지 역임한 후, 2003년에 은퇴하였다. 그 후에는 벵쿠버 

신학교, 맥길 신학교에서 가르쳤으며, 지금은 몬트리올 신학교에

서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다. 

금번 몬트리올신학교 교장과 동행하여 한국의 신학교를 방문

하고 주일에는 한국교회에서 한국어로 설교하였다. 귀로에 일본

을 방문하여 동경의 총회 사무국과 마이너리티선교센타를 방문, 

일본기독교단, 동경신학대학, 오사카교회에서의 부활절예배 설

교, 칸사이학원대학 등을 방문하고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40년 만에 후쿠오카를 방문하여 그 당시 청년들도 만나고 

살던 곳도 방문하기도 한 후에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돌아갔다. 

어디에서도 많은 이

들이 그렌 데이비스목

사 부부를 갈망하고 따

랐다. 그 모든 것이 그랜 

데이비스목사의 인품에 

따른 업적이요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

사 한다. 

칼 럼 그렌 데이비스목사(선교사) 방일과 추억
최　정　강 （博多教会 명예목사）

４월18일 KCC회관에서 신학고시위원회(위원장:김무사)가 

모여, 선교사 가입고시를 가져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부터 파송 

받아 중부지방회 토요타(豊田)메구미교회에 부임 예정인 이진

용(李珍容)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로 부터 파송받아 서부지방

회 미요시(三次)교회에 부임 예정인 이상덕(李相德)목사가 각각 

합격하였다. 

또한 금년 10월８일(주일)~10일(화), 神戸東部교회에서 개

최되는 제54회 정기총회의 표어를〈복음을 들고 세상에 생명과 

전국 장로회에서는〈2017년 전국장로 연수회〉
를 하기와 같이 개최합니다.
日　　時：2017年7月16日（主）～17日（月・祝日）
場　　所：ホテル・クライトン新大阪
	 　〒532−0011	大阪市淀川区西中島2−13−32
	 　Tel	06−6885−1211
主　　題：「KCCJに必要な機構改革とは何か？」
申込締切：2017年６月２日（金）
連 絡 先：書記　朱京中　
　　　　　　　　　　　　　　　全国長老会会長　尹聖哲

2017年全国長老研修会案内

평화를〉(요20:21)로 제정하였다.

 그 외에 토의한 중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차기 선교사, 목사, 전도사 고시 일정을 2017년９월25일

(월) 神戸東部교회에서 실시.

(2) 선교사, 목사, 전도사 고시 응모 서류에, 세대전원・전출자

를 포함한 주민표(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등, 가족관계가 명

기된 서류를 다음 고시부터 제출하도록 하다.

(3) 각 지방회에서 하고 있는〈장로고시〉와〈장로교육〉이 일관

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교안 및 통일문제집를 만들기로 하다.

(4) 목사 재교육 제도를 정기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그 초안을 만

들어 다음 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다.

(5)이단 경계 팜플렛을 한국에 인쇄의뢰 중인데 완성되면 전국

교회에 발송하기로 하다.

회에서 재확인 하여 제5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⑦사회위원회가〈熊本 대지진 구원활동〉을 위하여 전국교회에 

모금협력 요청을 승인하다. 

⑧서남KCC 이사 승인 요청을 제54회 정기총회에 상정하는 것

을 승인.

⑨차기 상임위원회는 2017년９월26일(화) 神戸東部교회에서 

가지기로 하다.

〈알  림〉
盤石教会의 曺泳石牧師가 하기 주소로 이사했습니다.

〒107－0061　東京都港区北青山１－６－４－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