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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을 축하합니다. 인류의 구원과 희망의 별로 오신 주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누리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특

히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신도들과 그 가정 위에 풍성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해부터 우리의 생활을 일변시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 위협은 일본에서는 감염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공포

와 불안은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꿈을 빼앗겨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는 하루 빨리 이 보이지 않

는 무서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

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이 슬프고 괴로운 시간

이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소중한 생

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

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

대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에 의해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참된 생명의 근원임

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퍼스트 크리스마스〉라는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습니

다. 그 내용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에 관한 내용 이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내용을 조금 나

누고 싶습니다. 장면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3명의 박

사들의 모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베

들레헴 여행이나 광야에서 천사들의 주 나신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의 행적,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모

여 기뻐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

습니다. 이렇게 단순 명료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

석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요

셉은 가브리엘의 말을 받아들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였습

니다. 그리고 광야의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에 따라 갔고, 박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애

와 연민과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탄생(誕生)이라고 하는 한자의 말씀 언（言）과 늘

일 연(延)이 합하여 날 생(生) 자가 조합되어 탄생이라는 한자

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

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

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

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까지 연장시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이 세상에 속한 시끄러운 소리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멀어졌습니다. 이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실대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

미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

리스도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

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저희를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

사합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진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와 진리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

나도록 하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요한복음1：1~14＞

　　　　　　　　　　　　　　　新井由貴（아라이유키）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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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창립되어 100주년을 맞이한 神戸교회에서는 교회 창

립 100주년 기념식과 신축교회당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게 모여, 당회장 한세

일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기념식과 헌당식의 예배에는 부총회장 

中江洋一목사의 기도에 이어 총회장 조영철목사의〈새롭게 창조

된 교회〉（고후5：17）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제2부에는 윤성철장로의 사회로 100년의 발걸음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총회, 서부지방회, 일본교회, 민단, 총영사관으로 부터

창립100주년 기념식 거행 
신축  교회당  헌당식  겸해  성대히 

제9회〈조국의 평화 

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

독자 도쿄회의〉를 준비

하고 있는 평화통일회

의 준비위원회가 주최

한〈화해와 평화를 위

하여〉  온라인 학습회가 

4회에 걸쳐 개최되어 

매회 100명이 넘는 참

가자로 성황을 이루었

다.

2020년10월 개최를 

계획하여 준비해 왔지

만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어렵게 

되고, 상황이 언제 좋아

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한（조선） 반도의 분단에는 일본의 책

임이 큰 것인데, 재일대한기독교회에서도 일본교회에서도 이러

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신형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

도하면서〈한/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회

창립90주년 기념예배　개최
슬라이드로  교회  역사를   소개

무
코
가
와
교
회

11월14일, 武庫川교회(양영우목사) 창립90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식을 거행했다. 오전 기념예배에는 부총회장 中江洋一목사

가〈주님은 뒤에 계실지라도〉（요20：11~18)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오후 기념식전에서는 창립90주년을 기념하여 여성회에서 시

편90편을 낭독하고 이어서 영상으로 창립이후로부터 교회의 역

사를 소개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내빈을 초청하기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서 총회에 속한 많은 교회에서 축전과 해외 자매교회와 선교지 선

교사들의 영상 축사를 소개하였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년 4월부터 온라인 예배를 

실시했으나, 금년 9월부터는 전 신도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실시

하게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우들 모두가 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창립90주년 기념예배

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화해와 평화를 위하여」
온라인 학습회 개최 

평
화
통
일

회
의
준
비
위

를 가지게 된 것이다.

제1회 학습회는 8월24일（화） <전쟁책임 고백>을 신학적 

테마로 연구해 온 関田寛雄(세키다 히로오) 목사(青山学院大学
名誉教授)를 강사로 초청하여 자신이 多摩川 하천부지 戸手 전
도하면서 만난 재일 코리안과 교제하면서 川崎교회(이인하목

사)와의 만남과 인권운동의 동반적 걸음, 북조선 방문 여행의 경

험까지 강연하였다.

제2회 학습회는 9월14일(화), 재일 2・5세 목사 로서, 재일대

한기독교회에서 28년간 목회 선교의 경험을 하고 2018년4월부

터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총간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목사를 강사로,〈화해와 평화〉의 선교적 과제를, KCCJ와 

NCCJ의 입장에서 이제부터 어떻게 선교의 과제로 구상해야 하

는가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제3회 학습회는 10월4일(월), 재미한국인으로서 북조선을 방

문하여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비롯하여 봉수교회, 칠골교회 및 

550개 가정교회(집회)의 사정을 잘 아는 최재영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일본어 동시통역을 하면서〈북조선 기독교회에 관한 

바른 이해〉를 제목으로 강연하여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사

실에 대하는 배우는 강연이었다.

제4회 학습회는 10월25일(월), 1998년에 내일하여 恵泉女学
園大学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영채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전

후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와 6.25전쟁 종결의 가능성〉이라는 주

제로, 미국, 일본, 북조선, 한국의 근대 역사적 관계를 근거로 오

늘날 우리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어떻게 인식하고 추진해 가야 

하는가를 강연하였다.

의 축사와 한국으로부터 영상 축하 메시지도 피로하였다. 

마지막에는 연주가 小堀秀郎(고보리 히데오)氏의 축하 피아노 

연주회도 가졌다. 
고
베
교
회

세키다 히로오 목사

최재영 목사

김성제 목사

이영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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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3일(화),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6회 

정기총회가 ‘고난의 시대

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교

회’(렘29:11)의 주제를 가

지고 신형 코로나 감염 사

태에 의해 1일 총회로 大阪教会에서 개최되었

다. 

23일 오전10시에 부총회장 이대종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총회장 조영철목

사가〈고난・평안・희망〉(렘29：11)의 제

목으로 설교하고 부총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

에 의한 소천자 추도의 말씀과 기도의 순서를 

가졌다.

개회예배가 끝난 후, 회의를 시작하여 총대원 152명 중, 119명

의 출석을 확인하고 개회가 선언되었다. 우선 의사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을 승인하고 회순 채택, 신총대 소개와 금번 총회를 마지

막으로 은퇴를 하게되는 총대를 소개, 내빈인사(영상) 후, 전총회

록을 승인하였다.

  

임원개선을 위한 선거에 들어가, 코로나 영향으로 1일 총회로 

모임에 따라 시간절약을 위해 우편으로 사전 투표를 한 결과, 과

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선거에 들어가 총회장에는 나카에

요이치목사(広島), 부총회장에 양영우목사(武庫川), 김일환장로

(東京)가 선출되었다. 

총간사 선출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3번째 

연임에 임하는 김병호목사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투표에 들어가 

김병호목사가 3번째 연임으로 총간사 직을 맏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 규칙‘총간사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은 가능하나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김병호총간사의 임기는 이제 2년이

다. 

그 외의 임원은 사전 1차 투표에서 결정되어, 서기에 장경태목

사(船橋), 부서기에 정수환목사(豊橋), 회계에 배양일장로(京都)

가 선출되었다.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각 위원장이 선정되어 승임을 받아 

상임위원회가 조직되어. 정 총회장 김종현목사의 사식으로 신구 

상임위원 교대식을 가지고, 회의 의장이 신 총회장 나카에요이치

목사로 교대되었다. 새롭게 선임된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선교위원장：조영철목사(大阪北部)

교육위원장：김신야목사(横須賀)

사회위원장：이근수목사(ＫＣＣ)

신학고시위원장：박영자목사(豊中第一復興)

신도위원장：양양일장로(大阪)

헌법위원장：정연원목사(大阪)

구제기금위원장：김수생장로(名古屋)

재정위원장：배양일장로(京都)

찬송가위원장：김충락목사(堺)

평화통일준비위원장：김종현목사(浪速)

헌법 규칙 등 개정 검토 위원장：백승호장로(神戸)

감사：고재도장로(名古屋)

각 위원회 조직과 활동계획은 정기총회 폐회 후에 온라인 위원

회로 모이기로 하고 복음신문 12월호에 게제하기로 했다.

헌의안 심의에 들어가 다음의 헌의안이 채택되었다.

①「재일한국기독교회관(KCC）」이사・감사 승인.

②「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이사 승인.

③「서남한국기독교회관(西南KCC）」이사 승인.

④「재일총회신학교」이사 승인.

⑤「大阪평강교회해산」승인

⑥「신학고시위원회 규칙 변경」 승인.

⑦「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계속 설치 승인.

⑧「교역자 은퇴 후 지원 급부금 규칙」과「구제기금위원회 규정」

승인.

⑨「재일대한기독교회 규칙 개정」승인.

⑩「서부지방회 규칙개정」승인.

⑪「헌번 규칙 등 개정 검토 위원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승인

⑫「예산안」심의와 승인을 하고 폐회예배를 드렸다.

부총회장 양영우목사의 사회, 부총회장 김일환장로의 기도, 서

기 장경태목사가 성경봉독 후에 총회장 나카에요이치목사가〈살

아가기 위한 여행을〉(행27：33~38) 제목으로 설교와 축도를 

한 후에, 제56회 정기총회가 폐회된 것을 선언하였다. 

정기총회의 장소를 제공하면서 섬겨 주신 大阪교회 정연원목

사님을 비롯하여 신도 여러분들, 특히 개회예배 올갠 반주를 해 

주신 김애리집사, 사무원 김옥미권사, 김신우목사에게 감사를 드

린다.

동시통역을 하신 김용소목사, 이상덕목사, 김성언목사, 이시바

시마리에전도사, 좌석을 떠나지 않고 회의록 서기로 섬겨주신 박

성균목사, 김성태목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금번 총회에서 눈에 띄는 봉사를 해 주신 신학생들, 정시온, 고

대한, 구본서, 한선영, 그리고 사진 촬영을 담당하신 정동호신학

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나카에요이치 총회장

김일환 부총회장

정수환 부서기

김병호 총간사

양영우 부총회장

장경태 서기

배양일 회계

새 총회장에 나카에 요이치목사 선출, 김병호총간사 세 번째 연임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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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회
＜조직＞
・위원장：조영철목사（大阪北部）

・위　원：임명기목사（서기, 京都),

　　　　　이현지권사（회계, 여성회),

　　　　　장경태목사（船橋)、전병옥목사（名古屋南),

　　　　　이중재목사（川西)、김인과목사（福岡)

＜활동계획＞
⑴ 교회 성장, 선교의 방법 등, 온라인으로 선교세미나를 년 2회 

개최

⑵ 각 지방회 요청에 따라 전도집회 등의 지원

⑶ 한일 5개 교단 선교사에 관한 실무자 회의 참가 및 제안

⑷ 이단에 대한 연구와 대책 업무, 전문가 초청 이단 경계 세미나 

년1회 개최

⑸ 코로나 사태와 그 후의 선교 과제에 대하여 각 지방회, 개교회

에 비용 및 기술적 지원을 검토, 온라인 예배(비대면 예배)를 

위한 강습회 개최

●교육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신야목사（横須賀）

・위　원：이정자권사（서기, 여성회), 

　　　　　채은숙목사（회계、大垣),

　　　　　이명신목사（山形우리), 박애선목사（今福),

　　　　　이상덕목사（三次), 주문홍목사（小倉）

＜활동계획＞
⑴ 전국 교역자 연수회

⑵ 전국 교역자 장로 연수회

⑶ 해외 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2022년4월19~22일/미

국）의 참가

⑷ Zoom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 대화의 장을 창출한다. 

그것에 따라, 테마에 입각한 의론을 깊게 함과 동시에 타 위원

회와의 협력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해 나간다.

●사회위원회
＜조직＞
・위원장：이근수목사（KCC）

・위　원：강장식목사（서기, 品川), 

　　　　　신용섭목사（회계, KCC), 

　　　　　이대종장로（名古屋), 윤종헌목사（明石), 

　　　　　곽용길목사（沖縄), 김금순장로（여성회),

　　　　　佐藤信行氏（准、RAIK） 

＜활동계획＞
⑴ 사회위원회의 기존 사업을 계숭해 간다.

⑵ 하라스멘트(Harassment) 팜플렛 발행을 위해 집필과 발행 

준비를 계속하여 2년 내 발행을 목표로 한다.

⑶ 2022년 「部キ連」의 水平社 창립 100주년 사업에 협력.

⑷〈동화 문제에 대한 종교 교단 연대 회의〉의 가맹을 총회 상임

위원회에 상정.

⑸ 인권주일(9월)에 KCCJ 산하 교회의 예배 및 설교 등에 인권

문제 등을 다루도록 한다.

　

제56회 총회 위원회 
각 조직 및 활동계획

●신학고시위원회
＜조직＞
・위원장：박영자목사（豊中第一復興）

・위　원：한세일목사（서기, 神戸), 

　　　　　김용소목사（회계,西新井), 

　　　　　이진용목사（豊田메구미), 

　　　　　임명기목사（京都), 

　　　　　김성효목사（熊本), 박성균목사（和歌山第一）

＜활동계획＞
⑴ 학습 세례 준비 문답집 재발행을 위하여

⑵ 신학세미나 개최

⑶ 세칙 개정에 따른 2023년 3월~4월에 가지게 될 전도사,목사 

고시 방법 정비 및 실시

⑷ 장로 교육 및 고시를 위한 통일 교안 재검토

●신도위원회
＜조직＞
・위원장：양양일장로（大阪）

・위　원：김성태목사（서기, 관동), 

　　　　　고경미장로（회계, 여성회), 

　　　　　송복희권사（名古屋), 최형철목사（岡山), 

　　　　　조현규목사（別府), 이민례집사（여성회), 

　　　　　차유오（준, 청년회）

＜활동계획＞
⑴ 전협, 각 지방회 청년회의 재건 및 청년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

한 지원

⑵ 전국 여성회, 각 지방회 여성회와 연대 및 여성회 활동과 협동 

한다.

⑶ 3,40대 남성 신도의 교류를 비롯하여 장년회（남성）의 동료

만들기, 전국 조직화 착수

⑷ 전국 장로회와 연대 및 교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활동을 

실천해 간다.

⑸ 일본기독교단, 일본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신도 차원에서 교류

하고 넷트웍 만들기

⑹ 교회의 사회 공헌에 대해서 검토함과 함께 다민족, 다문화 선

교활동을 촉진해 간다. 

●헌법위원회
＜조직＞
・위원장：정연원목사（大阪）

・위　원：백승호장로（서기, 神戶), 

　　　　　황문석장로（회계, 大阪), 

　　　　　김근식목사（한사랑), 

　　　　　김성효목사（熊本), 

　　　　　최광일장로（名古屋), 야나기마치이사오장로（橫浜)

＜활동계획＞
⑴ 헌법위원회에 상정되는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대면, 

비대면 회의를 가져 대응한다.

⑵〈헌법 규칙 등 개정 검토위원회〉의 활동에 협력하여 총회 발

전에 도움이 된다.

⑶ 총회 헌법과 각종 규칙의 보완 및 정비.

⑷ 지방회, 교회, 각 기관과 연대하여 헌법교육 등을 실시

동시통역 봉사자제56기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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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기금 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수생長老（名古屋）

・위　원：김승정장로（豊橋), 

　　　　　김철호장로（회계, 神戶東部), 

　　　　　요시이히데오장로（회계, 京都), 

　　　　　이명신목사（山形우리), 김정명장로（宇部）

＜활동계획＞
⑴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지원급부금와 구제기금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헌의안이 결의되어 규칙에 따라 즉시 실행하지만, 정

기총회에서의 질문에 규칙 수정의 검토의 요청이 있어, 아래 

3항목에 대하여 차기 상임위원회 및 총회까지 조사하여 필요

에 따라 조정을 검토

①규칙 제3조 ③의 유족 배우자 자격 시기（연령)의 건

②과거 구 연금 기금이 목적 이외에 유용된 사례가 있어 방지

책 규칙 추가의 건

　다음 상임위원회까지 방지책을 검토하고, 상임위원회 심

의를 거쳐 규칙 추가한다.

③규칙 제6조 ③의 수금 자격 연간 수입액의 건

⑵ 규칙 제6조 기금의 보충에 대하여 각 교회를 비롯하여 지방회, 

총회에 본 규칙의 목적을 설명하고 정기적인 지정 헌금에 의한 

기금을 보충한다.

●재정위원회
＜조직＞
・위원장：배양일장로（京都）

・위　원：박영원장로（品川), 

　　　　　정인선장로（岐阜), 

　　　　　모리카츠유키（大阪), 

　　　　　백승호장로（神戶), 최윤성장로（福岡）

＜활동계획＞
⑴ 총회 부담금 100% 납입과 총회 부담금 총회에의 송금 평준

화

⑵ 지나간 년도 미수금 대응（관동,관서）과 계획안 작성

⑶ 니시아라이교회에 대한 입체금의 대응（4개년 계획안 실

시）

⑷ 대부금 및 임체금에 대한 정사와 현황 파악

⑸ 특별회계의 정리

⑹ 재정 보고서 등의 재검토 및 개선

⑺ 기구개혁에 의한 총회 부담금 산출 방법（새로운 총회 부담금 

규정)의 검토

⑻ 감사의 강화（총회 회계 및 각 위원회 회계）

⑼ 총회 신학교에 대한 대응과 현황 파악（총회 신학교 이사회와 

연계 강화）

●찬송가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충락목사（堺）

・위　원：김신우목사（서기, 大阪), 

　　　　　최형철목사（회계, 岡山), 

　　　　　박영자목사（豊中第一復興), 김필순목사（準）

＜활동계획＞
최신 가스펠 송과 어린이 찬송가를 번역해서 각 교회에 제공

한다.

●평화 통일 회의 준비위원회
＜조직＞
・위원장：김종현목사（浪速）

・위　원：구자우목사（서기, 東京希望), 

　　　　　이영구장로（회계, 橫浜), 

　　　　　김신야목사（橫須賀), 

　　　　　박영원장로（品川）

＜활동계획＞
⑴ 제9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도쿄회의 개최

를 위한 준비

⑵ 일본 국내 NCCJ를 비롯한 각교단에 협력 요청

⑶ 한국 협력교단과의 협력 방안 요청

⑷ 조그련（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연락망 구축

⑸ 8월 둘째 주일 평화통일 주일 헌금 요청 및 공동 기도문 작성 

배포

●헌법 규칙 개정 검토 위원회
＜조직＞
・위원장：백승호장로（神戶）

・위　원：요시이히데오장로（서기, 京都), 

　　　　　황문석장로（회계, 大阪), 

　　　　　홍성완목사（つくば東京), 

　　　　　정연원목사（大阪), 야나기마치이사오장로（橫浜), 

　　　　　최광일장로（名古屋), 고문국장로（別府）

＜활동계획＞
현재 총회에는 헌법, 규칙, 계규, 재판규정, 종교법인 규칙, 부담

금규정, 재정위원회 규정, 신학고시위원회 세칙 등이 있다. 실태에 

부합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헌법 해석을 요구해 올 때 

규정이 에매하여 곤란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관된 헌법과 규칙으

로 개정을 해 간다. 이 활동은 간단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

에 위원 교대도 피하면서 4~5년 동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 우선 

2년 후의 정기총회에 초안이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간다.

　
선
거 

풍
경  

선거관리위원회 

개
회
예
베
에
서 

설
교
하
는 

조
영
철 

목
사 

폐
회
예
베
에
서 

설
교 

하
는

나
카
에
요
이
치 

목
사 

마이노리티 선교센터 어필 

　

회
의
록 

서
기

신학생 일동 신구 총회장 교체식 

여성 총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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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목사 위임식 거행
강영옥, 김혜진장로 장립식도 동시에 

神馬明子장로 장립식 거행
삿포로교회에  20년만에  장로  장립 

川
崎
教
会

札
幌
教
会

10월10일 川崎교회에서는 이상경목사 위

임식과 강영옥, 김혜진장로 장립식, 김달홍명

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교회당 건축공사 때문에 이미 예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桜本(사쿠라모토) 보육원에서 

거행된 식전에는 임시당회장이며 관동지방회

장인 이명충목사의 사회 및 사식으로 진행되

었다.

예배 설교는 김용소목사(니시아라이교회)

가〈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자〉(행27:20~25)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금번 관동지방회로부터 가와사키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은 이상경목사는 1967년 한

국에서 출생하여 同志社대학 대학원 신학연구

과를 졸업하고 2003년 서부지방회에서 목사

로 안수를 받아 京都東山교회, 川西교회에서 

목회한 후, 2014년부터 국내선교사로 일본기

독교단 福知山(후쿠치야마) 교회에서 목회하

였다.

장립을 받은 강영옥장로는 1962년 일본에

서 출생하여 1990년에 川崎교회로 이적하여 

1995년부터 집사로 섬겨왔다.

김혜진장로는 1970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0년에 川崎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2007년부터 집사로 섬겨왔다.

김달홍명예장로는 1949년 일본에서 출생하여 1968년 宇部교회

에서 세례를 받고 1991년부터 장로로 섬겨왔다.

11월7일, 札幌교회에서는 神馬明子(진마 

아키코)장로 장립식이 거행되었다.

당회장 천상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

에는 김군식목사（동경교회 명예목사)가〈하

나님이 원하시는 일〉(데살로니가 전서 ５：16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관동지방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장로 장립식이 거행되

었다.

금번에 札幌교회에 장로로 장립을 받은 神馬明子장로는 195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00년부터 札幌교회를 섬겼으며 2008년부터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겨왔다.

이상경 목사 

강영옥 장로 

김혜진 장로 

資　格：在日大韓基督教会所属牧師
　　　　韓国語と日本語ができる方
連絡処：東京中央教会請聘担当者
　　　　jhahn@james-trans.com
臨時堂会長 金柄鎬牧師

資　格：在日大韓基督教会所属牧師及び
　　　　加入可能の牧師
年　齢：60歳まで（1961年生まで）
連絡処：臨時堂会長（hyeranwj@hanmail.net）
　　　　Tel：090-2083-4986

東京中央教会牧師請聘

宇部教会牧師請聘

최정식 명예장로 소천
58년간  집사  장로로서  동교회  봉사

松山清次 명예장로 소천
58년간  집사  장로로서  동교회  봉사

지난 10월20일 大阪西成教会 최정식명예

장로가 소천하여 10월22일 大阪西成教会에

서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88세였습니다.　

최정식장로는 1933년 京都에서 재일동포 

2세로써 출생하였고, 京都教会 1세 장로로부

터 한국어를 배웠다. 1967년 부터 大阪西成教
会 집사로, 1979년에 장로 장립을 받아 교회

를 섬겨왔으며 2005년에 명예장로 추대를 받았다.

11월8일 豊橋교회 松山清次(마츠야마세이

지) 명예장로가 소천하여 豊橋교회에서 장례

식을 거행하였다. 85세였다.　

松山清次장로는 1936년에 출생하여 豊橋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았다. 1964년부터 

집사로 섬겨왔으며 200년에 장로 장립을 받

아 2006년에 명예장로로 추대를 받았다.

大
阪
西
成
教
会

豊
橋
教
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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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사무실은 하기 기간에 사무실 업무를  휴무합니다.

《2021년12월24일～2022년１월３일》

＜연말 연시 업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