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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13일~15

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5

회 정기총회가 ‘믿음을 키

워 이 세상의 빛으로’（요8：

12）의 주제를 가지고 名古
屋教会에서 개최되었다. 

  13일(주일） 오후 7시에 

부총회장 오영석장로의 사

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

회장 김종현목사가〈믿음에 

굳게 서서 선교하는 교회〉（롭8：19~22）의 제목으로 설교하고 

서기 조영철목사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미자립교회 지

원을  위한 헌금이 드려진 후, 김군식목사에 의한 소천자 추도의 말

씀과 기도의 순서를 가졌다.

  개회예배가 끝난 후,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1970년대부터 

매년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지원해 왔던 한국〈실로암 안과병원〉

의 특별보고를 병원장 김선태목사가 하였다. 

  전 총대 148명 중에 출석총대 114명을 확인하여 개회가 선언

되고 2박3일간의 정기총회 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회의 운영위원

의 승인과 회순 체택, 신 총대 소개, 증경총회장 및 부총회장 소개, 

내빈 소개와 전회의록을 승인한 후에 첫째 날 회의를 끝냈다.

둘째 날은, 경건회（사회:김병철목사, 설교:최영신목사） 후, 임원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에 趙永哲牧師（大阪北部）, 부총회장에 中江
洋一牧師（広島）, 李大宗長老（名古屋）가 선출되었다. 그 외의 임

원에는 서기：梁栄友牧師（武庫川）, 부서기：張慶泰牧師（船橋）, 

회계：申大永長老（東京希望キリスト）가 선출되었다. 임원선거 

중에 각종 보고 및 내외 외빈을 소개하고 인사를 받았다. 금번 내빈

은 아래와 같다.

미국장로교회（PCUSA） 한인교회전국총회（NCKPC） 총회장 

최병호목사,  대만기독장로교회 부총회장 Abus Takisvilaian목사, 

池袋대만교회 郭寛城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오일영목사, 일본기독교단 총회 부

의장 久世そらち목사, 일본기독교회 大会의장 久野真一郎목사,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실행위원 김종구목사, 일본기독교

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세

계선교교류 위원장 박용규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총회장 

황형식목사, 총무 조강신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무총장 

변창배목사、재일카나다선교사 자료관 관장 황환영장로.

임원선출에 이어 각 위원장의 추천과 승인 후 상임위원회가 조

직되어 증경총회장 김성제목사의 사식으로 신구 상임위원 교대식

이 거행되어 의장은 조영철 신총회장으로 교대되었다. 새롭게 선

임된 위원장은 아래와 같다.

•선교위원장：金鐘賢목사（浪速）, •교육위원장：金明均목사（名

古屋）, •사회위원장：李根秀목사（KCC）, •신학고시위원장：金

聖孝목사（熊本）, •신도위원장：李明忠목사（横浜）, •헌법위원장：

洪性完목사（つくば東京）, •구제기금위원장：金秀生장로（名古屋）, 

•재정위원장：申大永장로（東京希望キリスト）, •찬송가위원장：

崔亨喆목사（枚岡）,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장：鄭然元목사（大

阪）, •감사：梁昌熙장로（武庫川）.

계속해서 위원회 조직, 헌의안 심의, 청년회 대표 인사 등이 있었

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각 위원회가 모이면서 둘째날 일정이 끝났다. 

세째 날에는, 경건회（사회：이중재목사, 설교:이상덕목사）로 

시작되어 각 위원회의  활동계획 보고와 질의 등이 있었다. 3일 동

안 가결된 헌의안은 아래와 같다. 

①제9회〈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회의〉（동경） 

개최에 따른 특별위원회〈평화 통일 회의 준비위원회〉설치의 건. 

②〈연금 규칙 폐지〉와 폐지 후의 구제기금 설립에 따른〈구제기

금 준비위원회〉 설치의 건. ③신학고시위원회 세칙 제8조의 3항 추

가의 건. ④총대권에 관한 규칙 제3장 제3조 1항의 개정의 건. ⑤그 

외 KCC, RAIK, 서남KCC, 재일총회신학교의 이사 및 감사 승인의 

건 등이 가결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고 폐회예배에 들어갔다. 부총회장 

나카에요이치 목사의 사회와 부총회장 이대종장로의 기도, 총회장 

조영철목사가 ‘KCCJ의 미래와 희망’(렘29:1)의 설교와 폐회가 선

언되었다.

금번 총회에 장소를 제공하고 여러모로 섬겨 주신 名古屋教会 

김명균목사를 비롯하여 이성준전도사, 長田真一집사、공대호집사, 

성가대, 특히 여성회, 중부지방회, 모든 예배에 반주로 봉사한 岸本
真理子목사부인, 동시통역의 高誠목사、金成彦목사、趙顯奎목사、

石橋真理恵전도사、해외 내빈의 공항 송영  등을 봉사한 신용섭목

사, 이명신목사, 박정근목사, 윤종헌목사, 김신우목사, 조원철목사, 

특히 자리를 비우지 않고 회록서기로 수고한 박영자목사, 강장식

목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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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종현牧師（浪速）

・위　원：윤종헌牧師（書記、明石)、

　　　　　이현지勧士（会計、女性会)、

　　　　　강장식牧師（品川)、전성삼牧師（布施)、

　　　　　곽용길牧師（沖縄)、최광일長老（名古屋)、

　　　　　김금순長老（布施）

＜활동계획＞
⑴ 전국교회와 기관을 위한 기도 카렌더 작성 공유

⑵ 교회 선교와 정책 연구

⑶ 일본 국내 선교협약 교단과의 협력교류

⑷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협력과 지원

⑸ 한일 5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협의회 참가 협력

⑹ 이단에 관한 연구와 방책

●교육위원회
＜조직＞
・위원장：김명균牧師（名古屋）

・위　원：최화식牧師（書記、長野)、

　　　　　김금순長老（会計、布施)、

　　　　　이혜숙牧師（愛の)、송남현牧師（大阪第一)、

　　　　　김영주牧師（西宮)、신치선牧師（福岡中央）

＜활동계획＞
⑴ 2020年,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

⑵ 2021年, 전국 교역자 연수회

⑶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2020年2月18日～21日

／호주 맬본）참가

●사회위원회
＜조직＞
・위원장：이근수牧師（KCC）

・위　원：김신야牧師（書記、横須賀)、

　　　　　신용섭牧師（会計、KCC)、

　　　　　채은숙牧師（大垣)、이상덕牧師（三次)、

　　　　　주문홍牧師（小倉)、고경미勧士（女性会)、

　　　　　佐藤信行氏（准、RAIK）

＜활동계획＞
⑴ 피재지 지원

⑵ 마이너리티 선교센타 지원

⑶ 2020年〈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회의〉를 측

면에서 지원을 한다.

⑷ 조선학교 무상화 운동 등의 구체적 활동을 통하여 측면 지원

을 한다.

⑸ 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도회를 각 지방회에어도 할

수 있도록 한다.

⑹ 2020年에 인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신학고시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성효牧師（熊本）

・위　원：한세일牧師（書記、神戸)、

　　　　　김용소牧師（会計、西新井)、

　　　　　이진용（豊田めぐみ)、

　　　　　임명기牧師（京都)、박영자牧師（豊中第一復興)、

　　　　　양영우牧師（武庫川）

제55회 총회 위원회 
각 조직 및 활동계획

＜활동계획＞
⑴ 선교사・목사・전도사 고시 실시

⑵ 가입 선교사・신학생 연수회

⑶ KCCJ표어 고안

⑷ KCCJ교역 지도자 양성

　 ①교역자（목사） 계속교육

　 ②차세대 목사 전도사 양성

　 ③학습 세례 공부 책자 정정 및 개정 등

　 ④신학생 장학금 수급자 선정

●신도위원회
＜조직＞
・위원장：이명충牧師（横浜）

・위　원：고　성牧師（書記、岐阜)、

　　　　　이은주勧士（会計、横浜)、

　　　　　김한나牧師（大宮)、최형철牧師（枚岡)、

　　　　　한승철牧師（神戸東部)、조현규牧師（別府）

＜활동계획＞
⑴ 계속해서 청년회 활동 지원

⑵ 위원은 라인 등으로 회의를 및 커뮤니케이션을 가짐

●헌법위원회
＜조직＞
・위원장：홍성완牧師（つくば東京）

・위　원：백승호長老（書記、神戸)、

　　　　　고　성牧師（会計、岐阜)、

　　　　　박성균牧師（和歌山第一)、

　　　　　김성효牧師（熊本)、이영구長老（横浜)、

　　　　　엄창준長老（京都）

＜활동계획＞
⑴ 제55회 총회의 규칙개정 및 헌의안 결의에 따른〈헌법 및 규

칙집〉을 정리 출판

⑵〈헙법 및 규칙집〉에는 헙법 및 규칙 외에 이하의 규칙도 포함

한다.

　　①재일대한기독교회 신조

　　②각 지방회 규칙 등

　　③상임위원회의 각 위원회 규칙 및 규정

　　④「종교법인 재일대한기독교회 규칙」

　　⑤피포괄종교법인「재일대한기독교회 ○○ 교회」규칙의 

　　　서식

⑶ 5지방회 규칙을 총회 헌법･규칙에 일관성 있게 심사 정리한

다.

⑷ 헙법・규칙 핸드북 작성

●구제기금 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수생長老（名古屋）

・위　원：吉井秀夫長老（書記、京都)、

　　　　　고재도長老（会計、名古屋)、

　　　　　이명신牧師（山形ウリ)、김철호長老（神戸東部)、

　　　　　김정명長老（宇部）

＜활동계획＞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연금 규칙의 폐지와 폐지 후의 자금 분

활과 자금 분활내의 구제기금 설립에 따라 구제기금 준비 위원

회 설립의 주지와 역할을 아래와 같이 한다.

（主旨）본 위원회는 연금위원회 해산 후, 생활이 어려운 은퇴 

교역자와 유가족의 구제를 목적으로 관리 보전활동을 한다.

（役割）연금 자금의 정산（정년 전의 교역자、현상의 연금 수

급자에게 일괄 변제）

남겨진 구제기금의 수급자 자격 규칙을 제정

구제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전 활동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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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기 상임위원회 임원들

신・구 총회장 교체식

여성 총대 일동

나고야교회 여성회가 제공한 저녁 식사회

나고야교회 여성회동시 통역 봉사자청년회 전국협의회 대표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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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경
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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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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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신
목
사

셋
째
날 

경
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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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
교
한
는 

이
상
덕
목
사

●재정위원회
＜조직＞
・위원장：신대영長老（東京希望キリスト）

・위　원：배양일長老（書記、京都)、

　　　　　김승정長老（会計、豊橋)、

　　　　　야나기마치 이사오長老（横浜)、

　　　　　주종중長老（西宮)、고문국長老（別府）

＜활동계획＞
⑴ 총회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①총회 분담금의 의식을 높혀 미수금 해결에 최선을 다함

　 ②각 위원회 予実 결산 확인 및 감사활동을 한다.

⑵ 총회・지방회 및 개교회의 할동을 도우는 활동

　 ①새로운 기능의 구제기금 위원회의 독립된 활동을 지원

　 ②심플한 회계를 통하여 업무 부담을 줄인다.

　 ③개교회의 재정에 관한 요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찬송가위원회
＜조직＞
・위원장：최형철牧師（枚岡）

・위　원：박영자牧師（書記、豊中第一復興)、

　　　　　김충락牧師（会計、大阪)、

　　　　　한택주牧師（姫路)、신용섭牧師（KCC)、

　　　　　김필순牧師（准)、오수혜先生（准）

＜활동계획＞
최신 가스펠 송의 어린이 찬송가를 번역하여 각교회에 제공한

다.

●평화 통일 회의 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정연원牧師（大阪）

・위　원：장경태牧師（書記、船橋)、

　　　　　신대영長老（会計、東京希望キリスト)、

　　　　　구자우牧師（東京希望キリスト)、

　　　　　박영원長老（品川）

＜활동계획＞
⑴ 제9회「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회의」개최를 위한 

준비에 임한다.

　 ①일본국내 협력 체제를 만든다.

　 ②국외（韓国、諸外国）협력 체제를 만든다.

　 ③일정、장소、예산 등의 결정과 홍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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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도회 개최 

지난 10월9일 일본그리스도교회 카시와기（柏木）교회에서〈화해
와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도회〉를 약200명이 모여 가졌다. 이 공
동 기도회는 한일의 정치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지난 8월11일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일
본에서는 5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였다. 거기에서, 일본에
서도 이러한 기도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느겨, 김병호총간사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제교회가 힘을 모아서 개최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찬송 팀을 합하여 20명이 참석하였으며 13개 한국과 일
본의 교단, 기독교 단체의 공동기도, 대표메시지는 일본측에서는 일
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이시바시히데오 목사가, 한국측 대표 메시지는 
NCCK총무 이홍정목사가 하였다.  

총회장 김종현목사는 공동기도에서〈일본이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
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화해와 평화의 주 예수그리스도를 신앙고백하는 한일 기독교회는 
한일관계가 전후 최악의 관계인 것을 직시하면서 이 때야 말로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공유하면서   이제부터 각 지
역으로 확산하여 지역별〈화해와 평화를 위한 한일 공동 기도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하기수양회 개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주제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순례에 참가하여 
차 유 오（교토교회 청년）

서
남
지
방
회
서남지방회는 9월8일～9일、유후인 세인트하우스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는 주제로 2019년 하기수양회

를 개최하였다. 

금번 수양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사랑교회 이명덕목사

를 강사로 초빙하여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며, 서남지방회의 각 교

회에서 36명의 교역자 신도가 참석하였다.  개회예배는 서남지방

회장 김인과목사가 설교했으며, 강사의 특별강의（4회） 시간에는 

고난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은혜로운 말씀선포가 있었다. 폐회예

배는 서남지방회 부회장  김성효목사가 설교했다.

　（보고：신치선목사）

저는 차 유오라고 합니다. 현재 관서성서신학원에서 신학을 

배우는 한편, 관서지방회 청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회전국협의회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린 WCC 주최, 〈한반도의 정의와 

평화 순례〉（The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가하였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저 혼자 참가하였으며, 달리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첫 날 저녁식사 때에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어 team Japan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조선학교 

무상화 차별〉에 관한 것을 발제 하였으며, 일본의 전쟁책임과 

역사인식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

의와 평화 구축에 관하여 생각해 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국 PJP에 참가하게 해 주신 여러분들에

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 축제 개최
『고난의 때에 기도와 찬양을! 』주제로

관
서
지
방
회
관서지방회 청년부, 장년부, 여성부가 공동주최하는 제10회 추수 감

사절 축제가 10월20일(주), 오사카북부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은 
〈고난의 때에 기도와 찬양을!〉이라는 주제로 17교회에서 167명이 참
석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제1부 예배는 총회장 조영철목사가 〈고난의 때에 기도와 찬송을〉
（약5：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제2부 강연에는 오사카여학원
대학 비상근강사 하시모토 루츠코선생를 초청하였다. 기독교계에서
는 유명한 에노모토 야수로목사（고인）의 장녀이기도 하다.  〈고난
의 때에 기도와 찬양을!〉이라는 주제로 에노모토 야수로 목사와의 생
전 추억과  더불어, 지난해 55세의 나이로 소천한 간사이학원대학 신
학부 에노모토 테루코교수（여동생）와의 이야기, 또한 32세의 젊은 
나이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은 남편과 만남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보낼 때까지의 이야기를 찬송과 함께 들려주었다.

제3부에는 김필순목사를 초청하여 「어린이와 함께 찬양을」이라
는 테마로 올해 총회가 새로 발간한「어린이 찬송가」에서 오사카교
회 소년소녀합창단 리틀 제이스 （지도:고주리）와 사카이교회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리드로 모두 목소리를 맞추어 찬양했다. 

（보고：관서 지방회 여성부）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ました。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