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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
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붕

괴당한 것을 기억하여 아브월 9일(티샤 바브)에 읽는다. 애가

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어찌하여〉라는 의문사로 시작

한다. 이 <에카>는 <키나>(특별한 리듬의  애도)의 맨 처음

에 배치되어 슬픔의 감탄사로도 사용된다. 히브리어 제목〈에

카〉는 이 책이 탄식과 슬픔의 책인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렇

지만 애가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

퍼하는 시집이지만 민족주의적인 색상은 옅다. 또한〈국가〉와

〈민족〉과 같은 관점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

와 여성들이 싸움을 통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종교적인 지도자들

의 의도에 따라 반목과 대립이 점점 더 커지고 많은 사회적 약

자들이 전쟁에서 당한 불행과 그 책임이 위정자들에게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광장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내에서 징용공 배

상 판결,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개최된〈표현의 

부자유〉 전시회에서〈평화의 소녀상〉과 쇼와천황으로 보이는 

인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 전시회에 협박 메일과 팩스가 쇄도

하여 전시회는 중단됐다. 나아가 한일 양국의 특별한 수출 품

목에 대한 우대 조치의 재검토는, 국가간의 대화와 외교 등을 

포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양국 언론도 자국 정부를 

옹호하고 상대국을 비난하는 등 국민 감정과 내셔널리즘을 부

추기는 내용이 많고, 본래 매체가 가지는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 한일 양국은 관계 악화의 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징용공이나  위안부 분들의 문제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최

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관계 개선에 큰 걸음이 되는 것이 아

닐까 한다.

최근 그야말로 겨우 매스미디어를 통해 양국의 시민들이 가

두 인터뷰 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심화하고 장기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일 양

국의 사람들 중에는 이웃을 적대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친한 이웃으로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느낀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를 들을 때,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틀 안에 갇혀 있는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일대한기독교회(KCCJ)는 한국과 일본의 틈새에 사는 재

일 동포 65 만명의 고난과 슬픔의 소리를 듣고 함께 멍에를 메

는 것이 선교의 기둥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앞으

로도 고난과 슬픔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곁에 KCCJ

는 계속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전국장로회 연수회 개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주제로 의견교환

2019년 전국장로회 연수회가 지난 ７월14일(주일) 오후부터 15

일(월), 신오사카 Hotel Claiton에서 전국교회에서 56명이 참석하

여〈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예배와 간증 발제, 토

의 등을 가지면서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의

견들을 나누고 큰 은혜중에  마쳤다.  

이진용목사(토요타메구미교회)의 기조강연과 한국 유학을 마치

고 돌아온 이상훈목사의 발제, 마이너리티선교센타 공동주사 메켄

토시 선교사의 발제, 연금위원장 김수생장로의 총회 연금제도의 문

제점 등의 발제를 듣고 분과 토의 및 전체토의를 통하여 몇가지 의

견을 정리했다.

장로회에서 총회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의견, 복음신문을 활용하여 연금운용에 관한 공지나 각 개

교회의 작은 소식이라도 전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 복음전도를 

위해서는 장로들도 영적인 본질에 입각한 훈련이나 공부가 필요하

다는 의견,  이번 연수회에〈헌금생활〉에 대해서 강사를 통해서 듣

고 내년 목사·장로 연수회 때 같은 주제로 다시 한 번 더 헌금에 

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거론되

었고 미처 나누지 못한 의견들은 전국 장로회 연석회의에서 계속 

나누기로 하였다.　　　　　　　　　　　　　（보고：신대영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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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総会長 金鐘賢牧師. 宣教委員
長 鄭然元牧師, 全国教会女性連合会長 李炫知勧士, 総幹事 金柄
鎬牧師가 中国 北京을 経由하여 ７月26日부터 ８月２日까지 朝
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北韓)을 訪問하였다. 

1981年 本 総会가〈民族統一小委員会〉를 設置한 以後 朝鮮그

리스도教連盟과의 交流를 通해 ４回 訪問과 ８回〈祖国의 平和
統一과 宣教에 관한 基督者 東京会議〉를　開催하는 등, 여러차

례의 交際가 継続되었지만, 第８回 2002年 御殿場의 東山荘 会議 
以後 日本에서의 交流를 가지지 못한 状態였다. 특히 北韓에 対
한 経済 制裁와 民間人 交流 制限 措置로 인해 北韓의 指導者들

이 入国이 拒否된 状態에 있고, 結局 第３国에서 가지는 国際会
議를 通해 朝鮮그리스도教連盟에 対한 本総会 教友들의 사랑을 
伝達해　왔다. 이러한 状況에서 第5次 代表団은 朝鮮그리스도教
連盟을 訪問하여 韓半島의 平和統一을 為한 基督者로서 役割에 
있어 具体的 交流 方案을 検討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訪問旅行에는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NCCJ）総幹事 金
性済牧師를 비롯하여 東아시아　和解와 平和委員会 委員長 飯
塚拓也牧師, 委員 佐野通夫教授, NCCJ教育部 総主事 比企敦子先
生이 同行하였다.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는 이번 訪問을 通해 日
帝 植民下에서 権力에 同調하여 日本教会가 저지른 잘못에 対해 

朝鮮그리스도教連盟에 謝罪하는 
것을 目的으로 訪北하게 되었다.

７月28日(主日)，平壌봉수教会에

서 朝鮮그리스도教連盟 委員長 康
明哲牧師를 비롯한 代表들과 協議
会를 가지고, 来年 2020年 ８月25日
～ 28日에 第９回〈祖国의 平和統一
과 宣教에 関한 基督者 東京会議〉
를 日本 東京에서 가지기로 하고 連
盟 代表들의 日本 入国에 関하여 最
大限 힘쓰기로 하였다. 

訪問団은 봉수教会 信徒 200余名
과 함께 主日礼拝를 드렸다. 宋哲民 
担任牧師의 説教와 聖歌隊員의 讃
揚과 特別讃揚은 感動과 恩惠 그 自

体였다. 礼拝에 이어, 総会長 金鐘賢牧師의 挨拶 말씀과, NCCJ代
表들이 過去 歴史에 対한 謝罪文을 朗読하였다. 礼拝를 마치고 
나오는 訪問団의 손을 잡아 주는 教友들을 뒤로하고, 平壌市内에 
있는 칠골(七谷)教会를 訪問하였다. 主日礼拝를 마쳤지만 呉景雨 
担任牧師, 副牧師, 長老、聖歌隊員들이 남아서 우리를 歓迎해 주

었다. 
朝鮮그리스도教連盟과의 두번째 会合은 訪問団이 묵고 있는 

平壌호텔에서 委員長 康明哲牧師와 尹美 国際部　担当과 함께 
懸案에 対한 討議와 交流会를 가졌다. 특히 康明哲委員長은 在日
大韓基督教会와 朝鮮그리스도教連盟과의 지금까지의 交際에 感
謝를 伝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祖国平和를 위해 함께 努力해 갈 
것을 다짐하며 相互　激励하는 時間을 가졌다. 

訪問団은 民族分断의 아픔을 가장 느낄 수 있는 板門店을 訪
問하여 南北의 対治状況을 보면서 祖国의 和解와 平和統一을 위
한 懇切한 祈祷를 하였다. 平壌을 中心으로 하는 몇 곳의 名所를 
돌아보면서 分団의 아픔을 実感하고 하루라도 빨리 平和統一의 
그　날을 期待하며 돌아왔다.

금번 訪問 旅行의 手続을 위해〈祖国平和統一協会〉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었으며 協会 李栄勲副会長이 同行하여 여러모로 힘
이 되어 주어서 感謝의 뜻을 전한다. 

 （보고：鄭然元牧師〈宣教委員長・大阪教会〉）

在日大韓基督教会 代表団 第5次 朝鮮그리스도教連盟 訪問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5回定期総会を総会憲法第13章（総会）、第60条（定期総会組織）、第61条（定期総会召集）と総会規則
第２章（定期総会）、第３章（総代）第３条（総代及び準総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1）主題：「믿음을 키워 이 세상의 빛으로」（요 8：12）
　　　　　「信仰をはぐくみ、この世の光に」（ヨハネ８：12）

（2）日程：2019年10 月13日（主日）19：00 ～ 10日（火）17：00
（3）会場：在日大韓基督教会 名古屋教会　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052−541−1980）
※ 「総代・準総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
　 （総会規則 第３章第３条４項）
　　　　2019年８月１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金鐘賢　 書 記　趙永哲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5回 定期総会 召集
봉수교회 

2020년에 「祖国의 平和統一과 宣教에 관한 基督者東京会議」를 개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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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역자 연수회는 여태까지 참가한 것 중 으뜸이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좋았는지는 이 짧은 글로는 도저히 표현

할 수 없지만,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이번과 똑같은 프로그램

으로, 항공료를 지원하면서 모든 동료 교역자들과 함께 가고 싶

은 심정이다. 현지 한인교회 방문과 헨리 나우웬이 마지막 나날

을 보냈다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생시설인 데이 브레이크 견학, 

캐나다장로교회 본부와 녹스신학교 방문 등 어느 프로그램도 

다 멋진 경험이었지만, 압권이었던 것은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에서 가진 원로 선교사들과의 교류 프로그램, 그리고 재일 동포 

캐나다선교사 자료실 방문이었다.

교류회에는 존명하신 원로선교사님들이 이 모임을 위해 캐

나다 곳곳에서 모여 주셨고, 각자의 재일대한기독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해주셨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이었던 것은 후

쿠오카교회를 담임하셨던 글렌 데이비스 목사의 강연이었다. 

〈왜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났나요? 왜 이 사회는 우리를 받아주

지 않나요? 왜 교회는 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

요? 그 청년들의 물음에 나는 침묵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야 비로소 나는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는 데이비스 목사의 말은 우리가 잊

고 있었던〈재일대한기독교회 고유의 사명〉 에 대해 우리의 눈

을 다시 뜨게 해 주었다. 그리고〈일방적인 선교란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들로 부터 기도의 소중함을 배웠다. 우리 캐나다장로

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에게 축복이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들에게 축복이었다〉라는 강력한 말에 감동인지, 회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내 안에서 눈물이 되어 넘쳐 흘렀다. 나 말고

도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들이 있었기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

리라.

재일동포 캐나다선교사 자료실은 그 자체가 놀라움이었다. 

선교사들의 경력이나 사역과 함께 우리 재일대한 기독교회의 

역사가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일본의 총회사무실과 두 KCC회관에 설

치되어 있어야 하는 자료들인데 여기 토론토에 그것이 이루어

져 있었다. 자신의 나태함과 불성실함을 지적당하는 것 같아 감

탄과 함께 송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L.L.영 선

교사와 윌리엄 맥켄지선교사가 내가 캐나다에 유학와서 다녔

던 신학교 출신의 선배님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어서 깜짝 놀

랐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순간이었

다.

토론토한인장로교회 부지내에 있는 존 매킨토시 목사의 묘

비 앞에 섰을 때, 재일동포를 위해 평생을 바쳐주신 맥목사님과 

이번 연수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면서도 이루지 못하신 김건 목

사님의 생전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라 눈물을 터지는 울음을 멈

출 수 없었다. 슬프고 괴롭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명을 짊어지

고 나가야만 한다. 

이 연수회를 기획해 주신 총간사님과 교육위원들에게 진심

으로 감사를 표한다.

카나다 연수회에 참가하여 
쿄토남부교회　허 백 기 목사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  현  지 

특별
기교

방문
수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 ７월26일부터 8월2일까지

의 방북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는 2010년３월에 기장 여신도회와 분담

하여 사랑의 연탄 이라는 헌금을 하여 연탄５만 개를 판문점을 

통해 개성으로 임원들이 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후에도 탈

북자 여성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북은 2020년 제９회〈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자 동경회의〉개최를 위해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협의회

에 전국여성회 회장으로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

기 전 까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만, 안내원의 솔직하고 세심한 

배려에 긴장감은 금방 없어졌습니다.  평양 시내는 깨끗하게 정

비되어가고 있었으며 현대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７월28일 주일에는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칠골교회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조

때 부터 기독교 신자의 후손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신앙계승이 어려워 신도 수가 감소해 가고 

있다고 부목사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한국교

회(PCK) 남선교회가 건축한 봉수교회는 외관과 내부가 아주 멋

있고 웅장한 교회당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 아래에서는 진정

한 기독교 신자는 없을거라는 선입관과 의문을 품고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기도와 찬양의 흐름

으로 인해 사상은 다르지만 같은 성서를 읽고 찬송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움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충만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서 남한을 눈앞에 두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된 아픔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장래 주님이 하실 한반도의 희망을 기대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재일대한기독

교회가 되길 바라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신도 

로써 하나님으로 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돌아왔습니다.

평양방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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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일NCC-URM협의회가 지난 ７월 22-24일, 일본 

오사카 재일한국기독교회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현대

의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과 일본교회에서 참석한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양국 관계와 불안

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도시농촌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협의회는 주제강연과 발제, 성서연구와 토론을 한 후에 전체

토론을 통해서 한일URM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

는 현재의 양국의 갈등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양국 교회간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자는 내용과 더불어 노동자, 도시 빈

민, 성소수자 인권과 권리 보호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 해

결을 위해 교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하나님나

라를 실현해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제13회 한일NCC-URM협의회를 2021년 한국에서 개최하기

로 하고 폐회하였다. 　　　　　　　　　　　（보고：신용섭목사）

2019년 ８월 ５일(월)부터 8일(목)까지 한국 서울에서 개최

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 하기 여름단기교육에 11명이 참

여했다.

오전９시에 강의가 시작되어 오후８시에 마치는 하드 스케줄

이었는데 매번 느끼는 것은 각 강의의 장르가 다양하다는 것이

다.〈여성이 읽는 구약성경〉,〈교회력과 예배〉,〈새로운 교육〉, 〈창

조와 신앙〉,〈건강한 교회〉,〈여전도회 지도자론〉,〈예술 치유〉 

등  내용도 다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번 방한 소식을 들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가〈평화통일 월요기도회〉에 초청해 주었다. ８월 ５일

에 열린 기도회는 200회를 맞이하는 날로, 전국여성회와 한국교

회여성연합회가 특별찬양을 올리며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

를 드렸다.                          （보고：이시바시 마리에 여성회총무）

한일NCC-URM협의회 개최
「현대의 한일관계」주제로 열띤 토론

한국 하기 교육 프로그램 
11명이 참가하여 7강의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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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７월20일(토)에 교토교회 김창일명

예장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향년

94세). 

고 김창일명예장로는 1925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15세에 도일, 1967년에 교토교회 

장로로 장립하여, 관서지방회 부회장(1987

년-1988년)과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헌

법위원(1990년-1993년)을 역임하였다. 

2019년7월14일 총회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교토남부교회에

서 관서청년연합회 찬양집회로 각교회에서 51명의 청년들이 모

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 예배는 최형철목사의 설교(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1：

9-13)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각 교회 별로 찬양을 하나

님께 드렸다.　

그리고  찬양을 배우는 시간에는〈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난 사람〉,〈산과 바다를 건너〉를 金度源집사와 辻有沙씨에게 배

워 다같이 찬양을 하였다.  

청년주일 찬미집회 열어
51명이 참가하여 찬양에 관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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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 명예장로 소천
관서지방회 부회장  등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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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
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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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