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 제8차 에큐메니칼신학생 국내훈련

한국기독교의 신앙과 역사 탐방

□ 개

요:

에큐메니칼 신학생 국내훈련은, 국내의 선교현장 탐방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이웃
들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선교실천의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는 훈련 프로
그램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선교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선교모델의 새로
운 길을 기획해보고자 한다.
이번에는 특히 WCC 10차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 총회와 신학교를
방문하여 교회로의 부르심, 그 다양한 사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고 배우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교단의 신학적 방향과 역사성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한국교회의 깊은 영성을 체험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를 회
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교회로서의 교회연합운동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다.
□ 일

정: 6월 25일(화) ~ 27일(목), 09:00 ~ 17:00

□ 장

소: 기독교회관, 서울복음교회, 구세군서울영문, 한국루터총회, 인천성바울로
성당(정교회), 불광동 성당, 성공회 온수리성당

□ 내
일
6/25
(화)

6/26
(수)

6/27
(목)

용:
시

간

내

용

장

소

10:00-12:00

한국 구세군 (이상우 사관)

구세군서울영문

14:00-16:00

한국 가톨릭 (김민수 신부)

불광동성당

10:00-12:00

기독교한국루터회 (엄현섭 목사)

한국루터회관

15:00-17:00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박찬웅 목사)

서울복음교회

10:00-12:00

한국정교회 대교구 (나창규 신부)

인천성바울로성당

15:00-17:00

대한성공회 (천용옥 신부)

성공회 온수리성당

17:00-18:00

공동식사/평가회의

*각 교단의 신앙과 역사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 형식의 방문 프로그램

□ 국내훈련 이모저모

◀
1. 구세군 서울영문
2. 성공회 온수리성당
3. 가톨릭 불광동 성당
4. 인천 성바울로 성당

▶
1. 서울 복음교회
2. 루터회 총회
3. 성공회
성안드레성당

□ 국내훈련 참가자 소감
○ 다른 교단을 방문하여 나를 객관화/상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인식과 관
점의 다양성에 대한 고찰의 시간이었다.
○ 에큐메니칼에 대한 공통 분모 가운데서도 서로 다른 이해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교단의 역사를 소개 받으며, 내가 배운 한국교회사가 전부가 아닌 부분이
라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국교회사나 세계교회사에 대하여 개교단적 접근
이 아닌 에큐메니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에큐메니칼 신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의 편협함에 대
해 반성하게 되었다.
○ 시각이 열리는 느낌. 수행의 길이 이럴 수도 있구나.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
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 다양한 교단의 목회자와 만나면서 그분들이 가진 목회적 진정성을 배울 수 있었
다. 직제에 관하여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방문교단 중에서 제도적 장치
를 통해 목회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단의 목회 구조도 최소한의 제도화를
통해 자기를 견제하고 또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다.
○ 정교회와 성공회 성당 등 예배당마다 공간 안에 담긴 신비와 경건을 느낄 수 있었
다.
○ 다른 신앙 전승과 전통을 통해 기독교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지
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인으로서 익명성 안에 숨는 게 아니라 성직자로서 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
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었다.

□ 참가자 명단
총 11명: 이재용, 이은재, 이연배, 김창건, 김태훈, 박준호, 주하나, 송기훈(이상 장
신대), 김현욱, 최동빈(이상 한신대), 김승민(감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