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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은혜 가운데 전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전국여성회)

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국여성회는 1948년 몇 명의 여성들이 오사카교회에 모

여 부인 전도회 발기위원회를 조직 한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

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31명의 교회 여성이『재일대한기

독교연합 부인 전도회』창립 총회를 개최, 초대 회장으로 박

두성 전도사를 선출하고 개척 전도・가정 예배・성경 공부・

어머니 교육을 활동의 기둥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전국여성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1948년~1969년은 개

척 전도에서 인권 문제까지 노인 복지, 여성과 재일동포의 법

적 지위 향상을 위해 주력한『개척기』, 1970년~1979년은 

자체 인력과 활동 거점, 모국과 재일동포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성장기』, 1980년~1989년은 초대 여성 장로, 목사 탄생, 

양로원 건설 운동을 다시 시작한『발전기』, 1990년~1999

년은 「빗자루」를 「펜」으로 바꿔 들고 여성 네트워크를 확

대한『변혁기』, 1999년~2008년은 대의원권 획득과 평신도 

운동에 힘 쓴『확장기』였습니다. 

이 바통을 넘겨 받은 우리는 2009년 6월에 열린 창립 60

주년 기념식에서 「이어 가자 생명과 기도의 연대 -주가 주신 

은사로 미래를 만드는 여성-」이라는 주제・부제를 내걸었

습니다.

그 실천으로 시작한 것이『나드 옥합』운동입니다. 한국에

서 시작된 이 운동을 전국여성회도 본 받아 주께서 주신 지상 

명령으로 나드 옥합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

하며 여성 회원 개개인의 기도의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그리

고 기도와 함께 바친 헌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

자를 지원하고 외국인 지원, 선교 활동, 사회 활동 등의 지원

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 사업으로『여성을 위한 전

화 상담 색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초기에는 일본 체류 외

국인 여성을 위한 전화 상담이었는데 현재는 범위를 넓혀 일

본 체류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열린 전화 상담으

로서 DV(가정 폭력)・아동 학대・자녀 교육으로 고심하는 

여성을 위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양성 강좌를 개최

하여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으로 연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사회 복지 법인 샬롬 케어 하우스 색동의 집』이 창

립 20주년을 맞아 일본 사회에 공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쁜 

일입니다. 기도의 결실로서『색동의 집』은 전국여성회 회원

의 자랑이며, 명예 이사장이셨던 故 박선희 장로, 권옥화 이

사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전국여성회는 2019년 ６월에 창립 70주년을 맞이함에 있

어 「주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새 시대를 펼쳐가는 교회여

성-」이라는 주제・부제를 내걸었습니다. 

세월이 화살 같이 빨라 70년이 흘러갔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시대, 그 시대를 사는 재일동포로서 여성으로서의 고통, 약

함,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싸우며 소외된 자가 받는 모든 

곤란을 믿음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처지의 사

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로써 주께서 사용하심에 감

사합니다.

어떠한 차별, 억압, 불신, 불화의 어둠에 잠기더라도 우리

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 이어져 희망의 빛을 발하는 사람

이 되고 싶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자” 하고 선배들은 일본 전국을 뛰어 다녔고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성은 사랑과 행동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자

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언

제 어디서나 서로 연대하고 돕고 뜻을 같이하여 그리스도 안

에 있는 온 세계의 자매 형제와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주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80

주년 100주년을 향해 새 시대를 펼쳐가는 교회여성이 되기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 70주년을 맞이하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  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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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총회기 제3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2019년4월9일, 大阪
北部教会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 및 안건심의가 있었다. 

주요 보고사함은, 치리위원회가 정직중인 동경교회 5명의 장로

에 대한〈장로면직〉판결을 내린 것(4면 장로면직 공고), 서부지

방회 姫路薬水教会〈장로 정직〉중에 있는 박경호장로를 해벌한 것, 

서남지방회 熊本教会가 신축교회당 완공하여 4월21일 부활 주일

에 입당하는 것, 전국교회여성엽합회 창립70주년 기념식(4면 광

고) 등이 있었다. 

그리고 신학고시위원회로부터 10월13일 19：00~15일17：

00, 名古屋教会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정기총회에〈믿음을 키워 

이 세상에 빛으로〉(요한복음8:12)라는 표어를 제정하여 보고하고, 

4월8일에 가진 선교사 가입고시에 윤종헌목사(서부, 明石교회 청

빙), 구자우목사(관동, 동경희망교회 청빙)의 합격을 보고하였다. 

총간사가 주간하여 설치하는〈이단종교 경계 대책 연구회〉에 

따른 구성원을 임원회가 보고하였다. 

・연구위원：姜章植牧師(関東, 品川), 金秉喆牧師(関東、東京聖
山), 李珍容(中部, 豊田めぐみ), 趙永哲牧師(関西, 大阪北部), 
金承煕(関西, 岡山), 金仁果牧師(西南, 福岡), (准)具滋佑牧師
(関東, 東京希望) 

・년 2回 정도 모여 보고와 연구를 한다. 비용을 고려하여 상임위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7회 정기대

회가 지난 3월21일(목) 川崎교회에서 10교

회의 대의원 34명중, 31명의 참가로 개최되

었다. 개회예배는 곽은주목사(샘물교회)의 

〈섬기는 삶으로의 부르심〉(마10：35-45)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이어서 이혜

숙목사(사랑의 전도소)의 사식으로 성찬식

이 거행되었다.

회의에서는 회계보고의 결산보고, 각 부서와 개교회 여성회 활

동보고및 활동계획안, 감사보고에 승인후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　長：朴英遠（品川）　
副会長：金恵珍（川崎）
書　記：李銀珠（横浜） 　
副書記：繁田季子（西新井）
会　計：李敏禮（西新井）
副会計：金顕貞（川崎）　
 　　　　    （보고：이은주）

제67회 정기대회 개최
박영원장로(시나가와)가  회장  재임 

관
동
여
성
회

원회 및 교육자 연수회 전후에 모인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大垣教会가 요청한 종교법인 규칙 변경을 승인.

(2）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의 さわやか銀行으로 부터 건물매입금 

7,000万円 융자를 승인.

(3）신학고시위원회의〈장로 교육와 고시를 위한 통일 교안〉을 

승인. 

(4）2015년 합병한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백석〉 총회가 합

병에 반대한 이들이 2018년에 새롭게 대한예수교장로회〈대

신〉 총회를 회복함에 따라 KCCJ로서는 이전같이 양 교단과

의 선교협약 관계를 계속하는 것을 확인. 

(5）한반도 긴장 완화와 화해와 평화로 향한 여정에, 2020년 동

경 올림픽을 기회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대표를 초청하여 제

9회〈조국의 평화통일에 관한 기독자 동경회의〉 개최하자는 

것이 승인되어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의 준비 및 협의를 위해 

방문단이 7월말 경에 평양 방문을 예정.

(6）차기 상임원원회는 2019년9월17일(화) 11:00, 名古屋教会
에서 가지기로 하다.

제3회 상임위원회 열어
「평화통일기독자도쿄회의」개최를 향해

第54回
総会期

중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59회 정기대

회가 2019년4월19일(금), 기후교회에서 개

최되었다. 각 교회에 파송받은 대의원 25명

이 출석하여 은혜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어졌

다. 

주요 안건은 신임원 선출과 중부지방 여성

연합회6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성에 대해 토

제59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으로  김진명 장로(長野)  선출

중
부
여
성
회

제66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으로  고경미  권사(大阪)  선출

관
서
여
성
회

2019년 3월28일(목) 오사카북부교회에

서 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6회 정기대

회가, 12교회 49명의 대의원이 출석하여 개

최되었다.

개회 예배에는 박성균 목사(和歌山第一)

의 ‘주를 경외하는 자들’(말라기3:13～18)

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의사는 각종 보고, 임원 개선,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어 승인

을 받았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　長：高慶美（大阪）
副会長：金仁姫（京都）
書　記：柳綏美
　　　　（京都南部）
副書記：白野聖香
　　　　（和歌山第一）
会　計：全早苗
　　　　（大阪北部）
副会計：趙和子（京都）
 　　  （報告：白野聖香）

의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중부지방회교회 여성연합회 위에 하나

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한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　長：金珍明（長　野）
副会長：李正子（名古屋）
書　記：申淑姫（名古屋）
副書記：金恩淑（豊　橋）
会　計：尹恵丁（名古屋）
副会計：金淑枝（豊　橋）
 　　　   （보고：송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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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0일(주)~11일(월/휴)에 걸쳐 청년회 전국 협의

회(전협) 주최의 “제19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가 교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42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이틀간 시간을 함께

했다. 참가자 중 19명이 처음으로 전협의 행사에 참여하게되서  

새로운 바람이 흐르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첫날은 오사카교회 김충락 목사님의 개회예배로 시작됐다. 그 

후는 나카노아키노리 대표의 주제견해(“주제：예수 안에서 하

나됨 -부제：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에 귀를 기울였다. 주제 견해를 들은 후 참가자들을 6개

의 분단으로 나뉘어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 신앙관, 가치관, 교회

에 대한 생각 등을 나누었다. 저녁 기도의 시간은 장청수 형제가 

담당하여 각 분단마다 기도 과제를 말하는 시간을 공유했다.

이틀째는 박태원 목사의 “예배란”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셨

다. 평상시 막연한 생각으로 드렸던 “예배”를 원점에서 다시 생

각해,  예배의 지식, 예배 중에 소중히 해야 할 것 등을 가르쳐 주

셨다. 그 후 분단에서 뜨거운 토론을 했다. 

또 특별 프로그램으로 밸런타인 쵸코렛을 만들었다. 각각 오

리지널 초콜릿을 만들고 참가자끼리 초콜릿을 교환하며 일희일

비했다. 마지막에는 청년이 주체적으로 바치는 예배를 목표로 준

비한 폐회예배를 진행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간증했다. 참가자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있어 깊은 공

감이 있었다. 예배 후반부에는 총회 신도위원장 김신야 목사님께

서 연수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리드하셨다. 연수회 전체에 뿌려진 

몇 개의 배움들이 하나로 결합되는 시간이 되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교회청년으로서, 서로의 인간관계가 나

날로 희박해 가는 이 시대에 동년대의 젊은이들이 모여, 그리스

도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보고, 배우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림과 동시에, 이번에 새롭게 생

긴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진 연

수회였다. 지금부

터, 우리는 “하나

님을 예배한다”

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연결고리

로 하나가 되어 가

는 것을 기도한다.

（보고：총무 한결）

제19회 청년을 위한 연수회
첫  참가자  19명을  포함하여  42명이  참가

제34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으로  유정혜권사(武庫川)  선출

제65회 정기대회 개최
신  회장에  이호자  집사(小倉)  선출

서
부
여
성
회

서
남
여
성
회

서부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 34회 정기대

회가 4월3일(수), 武庫川교회에서 대의원 

19명이 출석하여 개최되었다.

 개회예배는 양영우목사(武庫川교회)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단6:16-

23)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양영우목사

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회의는, 보고와 신임원 선출, 예산안 및 활동계획안이 토의되었

다 .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　長：兪貞恵（武庫川）
副会長：梁律子（神戸）
書　記：尹豊子（神戸）
副書記：蔡清美（武庫川）
会　計：大山京子（川西）
副会計：賓景淑（武庫川）
 　　　　（보고：윤풍자）

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65회정기대회

가  6교회 30명이 참가하여 下関교회에서 개

최되었다. 

2기 4년의 책임을 진 한영란씨(후쿠오카) 

를 비롯해 각 위원의 수고에 감사하며 새롭

게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결의 사항으로는 

규약 제11조(공천위원)를 「新三役」에서 「新
旧三役」으로 했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会　長：李好子（小倉）
副会長：朴賢淑（福岡）
書　記・崔聖実（小倉）
副書記：趙容賢（福岡）
会　計：菅原幸子（下関）
副会計：李亜紀子（宇部）
 　　　　（보고：최성실）

청
년
회
전
협

한사랑교회서 장로 장립식
권태욱,전원진  양집사가 장로 장립
김신국,이윤영 집사 안수식도 겸해

관
동
지
방
회

한사랑교회에서는 4월16일 

부활주일 오후에 권태욱・전원

진 장로 장립식 및 김신국・이

윤영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였

다.

당회장인 김근식목사의 사

회로 거행된 예식에는 김병철

목사(동경성산교회)의〈갑절

로 존경할 자〉(딤전5：17)라

는 설교가 있은 후, 관동지방회

장 장경태목사의 사식으로 장권태욱장로(왼쪽)와  전원진장로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左に韓国語（改革改版）、 右に
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72ページ
●価格：3,0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로 장립 서약, 안수, 선포가 있었다. 

이어서 김신국, 이윤영 집사 안수식이 당회장 김근식목사의 사

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장립을 받은 권태욱장로는 1971년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전원집장로는 196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두 명 모두 도일한 후 

20년 이상 한사랑교회를 섬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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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度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を以下
のように実施します。神学考試委員会細則（http://kccj.jp/
archives/959）及び宣教師加入考試請願書（http://kccj.jp/
archives/148）をもご参照ください。

 
一．日　時：2019年９月16日（月・祝）
　・オリエンテーション：9：00
　・筆記試験：9：30〜17：00
　・面　　接：17：00〜19：00

※但し、宣教師加入考試に応ずる者は、人事部面接を受け
てから考試に臨むことになります。

二．場　所：在日大韓基督教会　名古屋教会
　　〒450−0002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Tel 052-541-1980
三．考試科目

・牧師・伝道師考試：①旧約神学　②新約神学　③旧約釈
義　④新約釈義　⑤組織神学　⑥教会史　⑦憲法（総会
憲法・総会規則・裁判規程等）⑧KCCJ神学（在日同胞
史、KCCJ史・KCCJ宣教理念）

・宣教師加入考試：①憲法（総会憲法・総会規則・裁判規
程等）②面接

四．提出書類（各正本 ２通）
・牧師・伝道師考試：①考試請願書（総会様式）②地方会

長推薦書（総会様式）③履歴書（総会様式）④神学生研

修会参加証明書（伝道師応試者）⑤最終学校卒業証明
書・卒業予定証明書　⑥最終学校成績証明書（伝道師応
試者）⑦世帯全員・転出者を含む住民票（韓国：家族関
係証明書）⑧写真２枚

・宣教師加入考試：①宣教師加入請願書　②牧師按手証明
書　③宣教師派遣・推薦状　④宣教師後援約定書（宣教
費等）⑤日本宣教志望動機書　⑥履歴書（総会様式）⑦
経歴証明書　⑧総会加入理由書　⑨最終学校卒業証明書
⑩最終学校成績証明書　⑪家族関係証明書　⑫写真２枚

五．期　限：2019年８月20日　必着
六．考試料：牧師考試：２万円

　　　　　伝道師考試：１万円
　　　　　宣教師加入考試：１万円
※願書提出時に、総会の口座に送金すること（8月20日必着）
＊郵便振替口座：０００１３０−９−１５９２２８（在日大韓基督教

会）
※考試料・交通費は、応試者の所属する各教会と各機関で

補助して下さい。
七．提出先：総会事務局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5
電話番号：（03）3202−5398　ＦＡＸ：（03）3202−4977

神学考試委員長　金　武　士
神学考試委員会書記　金　承　熙

公告　2019年度  牧師・伝道師考試及び宣教師加入考試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3총회기 치리위원회는 하나님으로 부

터 부여받은 성경과 재일대한기독교회 헌법・계규・재판규정

에 따라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중한 심의

한 결과,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5명의 장로를 아래와 같이 

징벌한다.

판    결

김경준, 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하루키, 유대근을 면직한다.

2019년4월8일

　　　　재일대한기독교회 치리위원회

　　　　　　　　　위원장 정연원

　　　　　　　　　위　원 정수환, 김승희, 주문홍, 

                           　　　 이대종, 모대성, 임영재

　全国長老会では、「2019年全国長老研修会」を
下記のように開催します。
日時：2019年７月14日(主)16：00～
　　　　　　　　　15日(月・祝日）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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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福される神の民」
申込締切：2019年６月３日（月）
連絡先：書記 申大永（Tel：090-8344-6385）

全国長老会 会長　呉永錫

장로 면직 공고 2019年 KCCJ全国長老研修会

全国教会女性連合会 創立70周年記念式典
全国教会女性連合会は、1948年に発足し今年70周
年を迎えました。この70年の道のりは順風満帆とは
いかないことも多々ありましたが、皆さまの祈りとご
尽力にささえられ、主の守りの中に歩み続けることが
できました。心から感謝しております。
この度、70年の歩みを顧みつつ、新たな展望をもっ
て下記の通り70周年記念式典を開催いたします。ご
多忙とは存じますが、ぜひご出席賜りますようご案内
申し上げます。

記
日　　時：2019年６月24日（月）13時半 受付
場　　所：在日大韓基督教会 大阪教会
主　　題：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　
副　　題：新しい時代を拓く教会女性
参 加 費：2,000円
申込方法：電話・メールにてご連絡ください。
　　　　  06-6731-3939/ncwa@hotmail.co.jp
締 切 り：2019年5月24日（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