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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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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416호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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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신앙공동체 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사
회와 자연 및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
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설립되었다.

❙기관활동
1. 교재개발
- 아동부 및 노년부 공과개발
- 영아유아유치부 공과개발
2. 자료개발
- 교사대학 자료개발 및 세미나
- 구역공과, 제직교재 및 세미나 청소년인성교육프로그램
3. 교육 관련 행정
- 산하단체및유관기관(아동부연합회, 교육목회실천협의회, 다음세대전략연구소, 한소망교육복지센터),
- 총회 미래비전위원회
- 교육자문위원회,
- 수양관대체부지위원회,
- 성경통신자료개발,
- 기독교학교협의회, 성경구락부, 교목전국연합회, 기독교학교후원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총회 다음세대및기독교학원위원회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5.

글로컬 오리엔테이션
총회교육자원부 오리엔테이션
GPL PLUS 2020년 1학기 교재 집필 참관
총회 참석 및 스텝으로 돕기
도서 정리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일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목회와는 차원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총회는 각 개교회를 위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특히 총회교육자원부는 교회학교와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교회와 달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세미나와 수련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기도 한다. 내가 평소 생각해왔던
총회교육자원부의 사역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총회교육자원부를 봤
을 때 ‘갇혀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음세대를 바라보는 시각과 노력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회교육자원부에서 3일간의 교재관련 업무를 도와드리며 느낀 점은 행정적인 일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뛰
는 일이 굉장히 가치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물론 행정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재를 만들고 창작적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필요하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흥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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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 홈페이지

www.pcki.or.kr/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009호

❚ 전화번호

02) 708-4441~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 연합회는 온 땅의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어를 가지고 1955년에 조직된
평신도, 교사 중심의 연합회이다. 67개 노회의 아동부 연합회로 세분화 되어 각 노회 및 지역 협의회에서 어
린이들의 신앙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좋은 행사들과 교사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
역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워졌다.

❙기관활동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는 총회의 산하기관, 부설기관은 아니지만 총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총회의 지도
를 받는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사 강습회, 어린이 대회, 교사 수련회, 어린이 캠프 등이 있다. 교사 강습회는
총 공과지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며 어린이대회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은사가 발견되고
계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수련회는 교사들의 역량강화 및 신앙성숙을 돕도록 진행
된다. 어린이캠프는 성경말씀을 배우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현장지도자와의 사전 만남을 2회 가졌으며 특별히 캠프실무자인 전국연합회 임원분들과 만나 실질적인 역
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박 3일 간 진행되는 어린이 말씀 캠의 전체적인 진행을 돕는 스텝으로 전체 6그
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의 팀장을 맡아 해당 그룹의 인솔 및 기본적인 안내를 맡았다. 새벽예배부터 저녁
기도회까지의 모든 일정을 맡은 그룹의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했으며 또한 성경공과 코너를 맡아 준비한 공과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를 선택한 목적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부서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사역을 경험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아동부 연합회와 연계된 사역을 지교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험을 하는 데 있었다. 아동부기관 사역, 특히 우리 교단에서
진행하는 캠프사역을 경험하고 특히 그 강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총회, 및 연합회 관련된 임
원분들과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도 큰 자산이다.
실천활동을 통하여 나에게 아동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함께 소통하고 즐겁게 활동하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된 아동부 사역
(5년)을 통해 방법론에 있어서 굳어져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대에 맞추어 효과적
으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실천 활동이었던 공과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새로운 방법보다는 기존의 방법에 충실하게
준비했던 것 같다. 총회 및 아동부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교 및 기타 기관에서 소개하는 각
종 교육자료들을 더 많이 접하고 가능하면 이를 수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안에서 능동적으로 수정, 제작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관 및 기관사역자들과 협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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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기획국

❚ 홈페이지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www.pck.or.kr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09호

❚ 전화번호

02) 745-464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832년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이후 미국 호주 캐나다의 장로선교회가 국내에 입국하여
초기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의료선교, 교육선교로 시작한 장로회는 1905년도
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땅에 잘 정착하여 갔다. 이후 일제치하와 6.25전쟁 등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흥운동과 부흥운동에 발맞춰 교세가 확장되고 사회봉사와 연합운동과의 교류 등 사회와
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부흥해왔다. 이후 총회는 초기의 설립 목적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리하
심이 있도록 하는 기독교 장로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활동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행정 및 인사 정기총회 준비 및 진행, 사료보존, 상임부 및 상임위원회 실무지원 업
무를 담당하는 사무국과 총회의 정책, 기획, 기구개혁 및 국내외 연합 사업,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국, 재정 및 세정대책, 모금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회계국, 정보통신 및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전
산홍보팀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지속가능한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전도 및 개척선교 정책 개발, 건강한 목회를 위한 목회지원 정
책개발 및 목회개발사업(예배학교, 상담학교, 기도학교, 교회력과 성서정과 등), 다양한 선교분야의 전문화 특
성화를 통한 선교현장의 정책개발 및 활성화(청소년, 직장 및 병원의료, 도시산업이주민, 문화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부(PCKWM)는 교단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 현지에 교회사역을 중
심으로 교회개척, 현지지도자 양육, 협력, 참여 등의 통전적 선교와 타문화권 선교와 에큐메니칼 협력을 함께
감당하는 통합 선교를 지향하며, 연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전문 선교 기관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현장실천은 크게 에큐메니칼 선교 및 한국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나눔과 토론,
총회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기구들로의 현장 방문, 그리고 그러한 토론과 방문에 대한 피드백 공유
및 내용 정리로 이루어졌다.
토론과 같은 경우, CWM(Council for World Mission) TIM(Training In Mission) 소속 외국학생들과
의 교제, 담당자인 한경균 기획국장님, 안용성 교수님과의 대화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 방문의 경우, 한국교회봉사단, 애란원, 지구촌나눔운동, 한신대, 통일의 집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원래 청어람이라는 기관을 선택했다가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총회 기획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현장실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활동을 마치고 나서 원래 선택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청어람이 다양한 신학적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곳이지만 그러한 곳에서의 역할은 의
자정리 등의 단순 업무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획국에서는 본래 의도했던 다양한 신학적 스펙트럼의 경험 외에도 여러 기관들을 탐방하면서 실
제 현장에서의 업무가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한 기관의 활동에 깊숙이 참여
할 기회는 없었지만 다양하게 돌아보면서 신학과 교회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
총회 기회국은 본인의 시야를 넓히고 많은 다양한 기관들을 경험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본인의
의견으로는 현장에 나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전선에서 활동하는 개별 기구에서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단순히 사무적이거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전
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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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세계선교부

❚ 홈페이지

World Mission Dept.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www.pckw.or.kr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317호

❚ 전화번호

02) 763-976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부(PCKWM)는 교단 선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 현지에 교회사역을 중심
으로 교회개척, 현지지도자 양육, 협력, 참여 등의 통전적 선교와 타문화권 선교와 에큐메니칼 협력을 함께
감당하는 통합 선교를 지향하며, 연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전문선교기관입니다.
총회세계선교부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
령에 순종하며, 이를 위한 한정된 물적, 인적, 조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교회, 선교사, 선교현지가
상호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제반 선교 행정업무 시행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교행정의 집행에 있어서는 선교창구일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통한 선교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총회세계선교부는 현지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행정,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인사행정, 선교비와 관련
된 재무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세계선교부내에 해외사역팀, 선교행정팀, 선교교육팀을 설치 운용하여 효과적이고 전문화된 선교사 멤버케어
를 실시합니다. 총무 1인, 선교지역 전문간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업무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사역팀 - 12개 권역, 91 국가, 70개 현지선교회
선교행정팀 - 선교행정, 선교재정, 후원자관리
선교교육팀 - 선교사업무교육, 장기선교사교육, 선교사 교육 담당
멤버케어팀 - 선교사 돌봄
총회 세계선교부는 선교현장과 밀접한 선교행정을 이루며 ‘보내는 선교’ 와 '관리하는 선교’ 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방학 동안 2주에 걸쳐서 현장실천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하루일정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아침 9시 30분
까지 총회세계선교부에 가서 30분간 하루일과를 나누는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어진 업무를 10
시에서 12시까지 하고 한 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다시 업무를 하였습니
다. 4시부터는 슈퍼바이저 목사님과 30분간 나눔을 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문서정리 작업으로 선교사님들의 편지 공문 정리와 스캔 그리고 목록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나로써 총회 차원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파송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다. 총회세계선교부 사무실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답을 듣고 또 앞날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
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다.
실습을 하면서 업무가 그다지 힘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
는 편지와 서류들이 많았다. 그것들을 보면서 선교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삶이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
었다.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열방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방을 향
한 마음이 나의 큰 장점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쉽지 않을 매일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가장 기본적인 것
에서 나오는 것임을 상담 중에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습 과정 중에 단순노동의 반복이라 쉽진 않았지만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다.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열방을 향한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직접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단기
선교를 적극적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지켜나가려고 한다. 부르심과 이 땅에서 삶 간에 타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선포를 하고 기도요청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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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5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www.pckwm.org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805호

❚ 전화번호

02) 708-323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여전도회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연합하여 국내, 국외 선교사업에 힘쓰며 성서의 교
훈으로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성에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사회와 봉사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1885년 H.G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입국하면서 한국의 장로교회가 시작되었다.
마포삼열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이신행씨는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여성도인 신반석, 김정선 씨와 더불어 63명의 여성도들이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사업
에 힘썼다. 그 후 1928년 9월 9일 본 교단 총회의 승인된 헌정에 따라 선교사 이루이시(캐나다 파송선교사)
를 초대회장으로 하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신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 전도회를 창립하였고 당시 참가
한 지방연합회는 모두 11연합회였다. 6.25시기에도 여전도회 활동은 왕성했다.

❙기관활동
119년의 역사속에서 여전도회는 선교여성으로 선교, 교육, 봉사의 실천적 사업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여성
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바 21세기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여성"의 대주제로 기독교 문화창달, 청년회원
활성화, 대학생 복음화, 군선교, 평화의집 건립,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복지관 건축 후원과 아울러 여성복지타운
건립의 비전을 가지고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전망하면서 새시대 교회여성의 모성적 봉사와 기도를 한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기능화, 차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모바일 선교와 아시아미션 7045 선포로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적복음화에 본회 산하 69연합회 130만 선교여성들과 7개 사업추진 부서, 8개 특별사업이 사회
의 55명의 실행위원들과 13명의 실무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실천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교회 연합단체와 국
내 에큐메니칼 운동기관과의 긴밀한 연대와 연합사업에 능동적인 참여와 세계 동역교회와의 자매애를 지속적
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7월1일(월) 실천일정 안내
7월2일(화) 총회업무파악
8월5(월)~8월8일(목) 학생정보 입력, 강의진행보조
8월20(화) 총회 진행분과 업무 협력
8월29일(목) 투표용지, 작업감상문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대원에서 여성사역자 친구들과 소통하지만 한계를 느
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보자는 생각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성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인들과 철학스터디를 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성인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문화와 가치들 선입견들을 모두 다 개혁하고 싶었습니다.
여전도 협회와의 연관사역들은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지 못한 부분일 수 도 있
지만, 교회 안에서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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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회농촌선교센터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 홈페이지

www.new.pck.or.kr/bbs/board.ph
p?bo_table=SM02_07_08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603호

❚ 전화번호

02) 6959-209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 교육과 훈련 : 농어촌 목회자 정보제공, 농어촌 목회, 농어촌 선교에 필요한 교육, 신학생 대상 농어촌
목회를 위한 준비교육, 도시교회 교인 대상으로 생명먹거리, 건강, 영성에 대한 교육.
2. 농어촌 교회 자립과 농촌 선교 정책개발 : 자립정책개발 및 자립대상교회의 자립유지와 자립화를 위한
정책 매뉴얼 개발.
3. 농-도 교회 상생 선교 : 도-농 상생선교, 생명목회를 위하여 도-농교회 일대일 협약추진과 도-농교회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농교회 상생선교 도모
4. 농촌선교 후진양성 : 도시교회 청년들 대상으로 농촌봉사선교훈련 실시하여 농촌선교 활성화 도모
5. 농어촌 목회자들의 휴식과 영성의 공간 필요성

❙기관활동
1. 농어촌 목회자 교육
-농어촌 재정자립화를 돕는 교육: 유정란 생산과 판매, 양봉, 버섯재배, 협동조합 교육 등 실시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어촌 교회 대응 방안교육 : 농어촌 교회 귀농, 귀촌인 돌봄에 대한 교육,
농어촌 교회 귀농, 귀촌 상담소 운영
2. 농어촌 목회 전문사역자 양성
-농어촌 목회 전문사역자 양성 교육을 연 1회 3시간 진행
-농어촌 선교 현장교육과 실습(훈련) 매년 실시 : 장신대 신대원생
-농어촌 목회 파일러팅 신학대학원생 대상 집중 교육훈련
3. 교회 청년, 대학부 농촌선교 봉사훈련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상생하는 선교방안에 관심 가지도록 하기 위함
-농어촌 현실과 농어촌 교회 상황 인지와 농-도교회 상생선교 방안 토론
-농사 봉사, 노인 섬김, 농가 수리, 농촌교회 개-보수, 이-미용, 의료 봉사 등에 참여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우리 농촌목회실습팀이 이번에 함께 연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각 농촌목회 현장에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견학하고 돌아보았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각 농촌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목회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직접 실습해볼
수 있는 바들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거두기나 복숭아 및 농산물 수확들을 해 보았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현장지도자 박용철 목사님과 함께 농촌목회의 본질과 방법론에 대하여서 당일 낮에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저녁마다 토론과 논의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농촌선교센터를 선택하면서 먼저는 한국농어촌지역이 과연 자립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들
로 농촌교회가 자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농촌교회 뿐만 아니라 농촌선교센터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들이 과연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자립하고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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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회문화법인

❚ 홈페이지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www.pckculture.org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903호

❚ 전화번호

02) 741-2609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은 2008년 1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총
회문화법인은 총회에 소속된 전국 8,800여 교회와 67개 노회, 모든 성도, 그리고 타교단과 비그리스도인들에
게 이르기까지 문화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건강한 문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회문화법인은
2011년 8월에 (사)예장문화법인 허브를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에 등재하고, 지역사회와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의 일상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1.
2.
3.
4.
5.

문화목회간담회 허브 - 문화예술 전문가와 문화예술적인 공간에서 문화에 대한 강의를 듣고 소통하는 장
문화목회 콜로키움 - 4개 영역(신학, 인문, 목회, 지역)으로 진행되는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과정
문화목회 이음세미나 - 문화목회의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배움과 나눔의 장을 형성
문화목회 연구 - ‘문화목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목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발간
정책협의회 - 총회문화법인과 현장(노회, 교회)의 문화목회정책에 대한 공유 및 실행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왜 현장밖실천이 필요한가
문화목회에 대한 이해 및 문화기획의 실제 (허브와 홈바리스타 아카데미에 대한 상식 및 실전 교육) 토론
푼화기획의 실제 4. 프로젝트 꿈통(경복궁 , 국립 현대 미술관) 참여 및 피드백
허브 및 교회 카페 프로젝트 말랑 콘서트 참여
문화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 조사 및 인터뷰 녹취록 작성 & 디자인
피드백 및 마무리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평소에 문화사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총회차원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부분을 목회적인 부분과 연관해서
사역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 현장실천을 통해서 총회에서 생각보다 문화적인 영역에 대해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하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목회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였기에, 항상 저는 일반적인 목회상황에서
는 내가 하고싶은 사역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사역과 목회를 함께 해나가시는
교회들을 보면서 그 두가지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문화사역, 문
화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문화목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목회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꼭 문화목회라고 하여 컨텐츠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현재 살아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현재의 문화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곧
문화목회가 될 것입니다.
기관사역에 대한 생각을 해본적이 없었는데, 총회문화법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새로운 길들
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총회차원에서 목사안수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총회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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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교회 다음세대
전략연구소

❚ 홈페이지

교단총회 (본부, 산하/유관 기관)

www.goodschoolnet.blog.me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009호

❚ 전화번호

02) 742-8727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한국교회 다음세대전략연구소는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부흥과 신앙의 대잇기를 위한 희망 릴레이 운동 본부
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육자원부 협력 기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자원부와 협력, 연계하
며 교단의 정책을 밀접하게 협력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지노회 및 지교회 현장 사역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활성화하는 연구소의 사역을 운영합니다.

❙기관활동
1. 전도전략사업
•대상별 전도전략: 꿀단지 꼬마전도(프리스쿨), 챌린저 전도(어린이), 청바지전도(청소년)
•무한감동 전도전략: 번개전도, 무한전도, 슈스케 전도
2. 아카데미 & 세미나 사업
•주5일제 사역 운영자 양성: 키즈 스쿨, 직업탐험대, 로얄스쿨
•부분별 세대별 전문사역자 양성: 컨퍼런스, 분야벌사역 전문가 훈련, 전도 전문가 양성
•기독 세계 시민학교 아카데미: Education for Christian Global Citizenship(월드비전 연계)
3. 주중사역 전략사업
•기독가정 살리기 사역, 로얄베이비 스쿨, 키즈 스쿨, 축구클럽, 어린이 댄스팀, 드림합창단,
직업탐험대, 달밤에 체조
4. 풀버전 패키지 제공 사업
•Off-line: 기독 큐브 팬시 카페
•On-lin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역 큐브 스토어
•교회학교 문서지원 사역: 주보, 행정문서, 리플렛, 전도지, 전도달력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다음세대전략연구소와 총회교육자원부 협력사역으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여하여 한국 교회 내 다음세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총회 교육자원부와 다음세대전략연구
소에서 발간하는 절기 자료와 공과자료에 필요한 소스들을 찾아내고 확인하는 사역들을 진행했다. 또한, 연구
소에 주문되어 판매되는 상품들을 정리하고 옮기는 일들도 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다음세대를 향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지 궁금했습니다. 다세연을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 교육점 관점을 보기를 바랬으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에
서 기독교 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 지를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비전과 계획은 말씀을 통한
기독교 교육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며, 절기교육과 공과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과 신학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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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섬공동체
(재한몽골학교)
INTERNATIONAL MONGOLIA SCHOOL

이주민 선교

❚ 홈페이지

www.mongolschool.org

❚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88-8

❚ 전화번호

02) 3437-7078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재한몽골학교는 몽골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9년 12월 서울외국
인근로자선교회의 도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세워졌습니
다. 초창기 서울외국인선교회의 지하 작은 공간에서 8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몽골학교는 그후 2005년 2월 서
울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몽골교육부로부터 재외몽골학교로 최초 정식 인가 받았습니다.
나섬공동체의 주요 선교전략은 나그네를 순례자로 변화시키는 역파송선교를 꿈꾸며, 선교적 기업을 이뤄 자
립선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관활동
본교에서는 총 300명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어와 몽골어 이외에 영어 , 수
학, 물리, 몽골역사, 몽골사회, 한국 사회, 윤리 등 필수 교과목과 음악, 미술 , 과학실험, 태권도, IT,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교육 등 한국과 몽골 교육과정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
습니다. 또한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먼저 재한몽골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이뤘고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윤리수업을 2회 진행했습니
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를 총 6주간 진행했습니다. 3주는 한국전통놀이를 함께 배웠고 3주는 몽골재한학교를
위한 팟캐스트 제작을 교육했습니다. 시간은 각 프로그램당 1시간 정도 진행했고 준비시간까지 포함해서 28
시간을 나누어 실천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이주민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설렘과 기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에 공감하고 싶었으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무엇보다 그들을 돕는 자가 되
기보다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아쉬웠지만 우리가 지구촌 안에서 하나이며 그 안에 그리스도로
하나될 수 있는 영적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와 다른 점은 실제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 뿐 아니라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발을 딛도록 도
와준다는 점입니다. 교회공동체의 역할은 단순히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내
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교회공동체는 세계
를 품고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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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거리의

천사들

st1004
도시.농.어촌 선교

❚ 홈페이지

www.st1004.net

❚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90-6

❚ 전화번호

02) 744-829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997년 11월 IMF 경제위기가 닥친 이후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실직 노숙인들을 위하여
거리의천사들 창립자인 안기성 목사님께서는 1997년 12월 1일부터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며 사역이 시작되
었고, 22년간 사역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IMF 경제위기 시기만을 넘기면 노숙자 사역도 끝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노
숙자는 더 늘어나고 이것이 꼭 IMF만의 문제가 아님을 발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와 위로
로 아픈 마음을 그들과 함께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거리의 천사들 사역은 야간 사역과 주간 사역으로 나뉩니다. 야간 사역에는 밤 9시~새벽 2시 까지 진행
되며, 사랑의 손 편지를 봉사자들과 함께 작성한 후 준비한 간식을 들고 을지로-남대문-서울역-시청-광화문
-잠실 등의 순서로 노숙자 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잠을 못 이루어 술로 잠을 청하시기에 주무시는 분들은
잠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간식을 두고 그분들을 위해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손 편
지를 보고 마음이 점점 열려 신뢰가 쌓이면 그분들을 위해 주간에는 고시원이나 주거환경을 제공해줘서 독
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부분 알콜 중독이시기에 상담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변 교회와도 연결
해줘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밤 9시 부터 새벽 2시 까지 약 4~5시간으로 나누어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야간 봉사를 담
당했습니다. 오후 9시에 가서 그날 노숙자분 인원수에 맞춰서 손 편지를 직접 작성합니다. 적게는 70장 많게
는 150장까지 작성합니다. 그렇게 손 편지와 간식이 준비가 되면, 그날 참여하는 봉사 팀과 인사하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박스 안에서 주무시는 어르신, 아니면 거리의 천사들과 신뢰가
쌓인 어르신 분께서는 미리 앉아서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만약 주무시고 계시다면 손 편지와 간식이 담긴
꾸러미를 조용히 어르신 옆에 조용히 두고, 어르신을 위해 30초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다리
고 계신 어르신께서 계시다면 준비한 간식꾸러미를 전해드리며 “기도해도 괜찮을까요?”라고 여쭤본 후 손을
잡고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선택한 목적은 모두가 잠든 사이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 할수 있는 번화가에서 어떤 그림자가 덮고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는 분들의 사역을 보고 배우고 싶어서였다. 특히, 대표이신 안기
성 목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나 하시던 말씀인 '거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제도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도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다.
이 목적과 기대는 첫 사역때 만진 바 되었다. 밥 한그릇을 떠주고, 따뜻한 말 하나를 뱉어낼때마다 눈물이 나
고 보람찼다는 표현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벅찼다.
보이는 교회(건물)는 없었다.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 거룩하고, 깨끗했다. 누구도 깨끗한 척하지 않았으
며, 누구도 거룩한척 하지 않았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사역현장)로 왔다. 있는 그대로를 환영해
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골목길'없는 사역은 기존의 '눈치' 목회하는 많이 달랐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술에 취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말보다는 손길로, 눈길로 어루만져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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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을 찾는이

Hopeseeker
도시.농.어촌 선교

❚ 홈페이지

http://hopeseeker.org/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63-7

❚ 전화번호

02) 3789-1216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소망을 찾는 이' 교회는 서울역 인근 노숙인들의 삶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14년 동안 서울역의 노숙인들에게 다가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소망을 찾는 이는 어린이 센터, 목공소 등 교회 건물 외에 교인들,
노숙인들의 삶을 지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기관활동
1. 새꿈 공원 예배 및 무료배식
2. 노숙인을 위한 서울역 브래싱 코스
3. 쪽방촌 사람들을 위한 사역- 사랑방 사역
쪽방촌의 무너진 가정, 개인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사역
4. 단꿈 공동체와 단꿈기업(협동조합)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립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곳입니다.
5. 희망나눔우체통과 주거 위기가정 살리기
6. 단꿈 아동교육 사역  아동들의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사역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무료공부방(지역아동센타)을 운영
7. 축복의 통로 -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8. 북한 땅 및 어린이를 위한 사역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이번 교회 밖 현장실천은 주로 블래싱 사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노숙인들에게
을 포장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서울역으로 나갔습니다. 블래싱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조금씩 따라서 노숙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거나 면도를 해드리거나
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목공소를 둘러보고, 쪽방촌 심방을 따라다니며 소망을 찾는 이
행하는 사역을 경험하였습니다.

나눠드릴 빵
우선 목사님
빵을 나눠드
교회에서 진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평소에 노숙인 사역에 관심이 있었으며, 어쩌면 신대원 졸업 후 노숙인 사역을 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교회 밖 현장실천을 통해서 제가 정말로 노숙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노숙인
사역은 제가 생각한 것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노숙인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을 수차례 따라다니면서 이 사역은 정말 외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역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십 몇 여년을 열심히 노숙인들을 위해 사역해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도 적고, 명예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역을 지속해나
갈 동기부여나 희망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에 소명을 가지고 꿋꿋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보며 나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나가 노숙인들과 대화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은 인생의 실패와 상처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또 그 하나
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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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산업선교회

Young Dung Po Urban Industrial Mission

도시.농.어촌 선교

❚ 홈페이지

www.ydpuim.org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71-40

❚ 전화번호

02) 2633-797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영등포 산업 선교회는 올해 62주년이 되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를 수행할 목적으로 1958년 설립되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업 사회
에 선포함으로써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하며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며, 노동을 아름
답게 여기며 노동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노동의 신성함을 지키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노동 3
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보장되게 하는 것, 또한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고, 지역 사회를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가꾸어 내며, 아시아 교회들과 연대하
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기관활동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주요 사업은 노동선교부와 협동운동사업부, 노동복지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선교부에서는 노동 상담과 교육 지원, 현장 투쟁 지원 및 조직 활동을 수행하며, 협동운동사업부에서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 운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동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경
영, 이익, 분배에 참여하는 신용 협동조합인 ‘다람쥐회’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도농 공동체인 ‘서로살림
생협’, 대안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협동 운동인 ‘밝은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복지부에서는 실직자와 노숙인을 위한 사업 및 쪽방 선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햇살보금자리’를 운
영하여 노숙자에게 24시간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며, 길거리 아웃리치 상담도 행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도시 농어촌 선교 기관인 디아코니아훈련원을 운영하여 아시아 민중 연대와 나눔, 세계 노동
소식 나눔, 지도자 훈련과 교류, 아시아 도시 농어촌 선교 지도자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영등포 산업 선교회 제 22기 현장심방으로서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라는 주제로 8월 20일(화)부터 22일
(목)까지 총 5번의 강의와 5번의 현장심방, 오리엔테이션과 수료식,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1. 비정규직과 그리스도인(홍윤경 소장) / 강의2. 새로운 노동운동 희망연대노조(희망연대 김진억 국장)
/ 강의3.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망(정홍준 노동연구원) / 강의4. 약한 자들을 위한 신학(오현선 선생님) / 강
의5. 영등포산선의 역사와 비전(진방주 총무)
현장심방1. 라이더유니온(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 현장심방2. 고공 농성장 앞 기도회(삼성 해고자 김
용희 님) / 현장심방3. 유성기업 농성장 간담회 / 현장심방4. 대법원 콜트 농성장 간단회(콜트지회 방종운
지회장) / 현장심방5. 톨게이트 노동자 농성장 간담회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영등포 산업 선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선배들로 부터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받았기 때문입니
다. 동시에 각 노동현장 가운데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것인가 하는
생각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했다. 영등포 산업 선교회와 4일동안 함께하며 이때까지 뉴스로만
보았던 노동의 사각지대와 노동현장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특성화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총회산하기관임에도 노동조합과 친밀히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과
성문밖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열린 논의가 가능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대
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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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보금자리

도시.농.어촌 선교

❚ 홈페이지

www.sunshine-shelter.or.kr

❚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6

❚ 전화번호

02) 2636-818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햇살보금자리는 하나님이 '약자 보호법'을 통해 나그네, 즉 노숙인들을 돌보셨고, 예수님이 애끓는 사랑으로
직접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사랑의 신앙으로 인간 존중을 최우선
하는 포용성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선진복지정책의 시행방법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
앙의 실천 양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현대 노숙인 복지 업무와 사업에 임하고 있다. 첫째, 교회 및 관련 시
설과의 연대와 협력이다. 둘째,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다. 셋째, 시설 고유의 전문성 사업 구
상과 시행이다. 1997년 IMF이후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사회
복지시설이며, 이름과 형태는 달라지기도 했지만 처음 시작했던 뜻을 늘 잊지 않고 있다. 햇살보금자리라는
이름과 장소는 2002년 11월 10일에 개관했으며,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운영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 54길 41-16에 있다. 지금까지 17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활동
햇살보금자리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 및 주거지원이다. 그에 거리지원, 임시
주거지원사업, 매입임대주택 사업, 긴급지원 연계가 들어있다. 둘째, 일자리 및 신용지원이다. 그에 일자리지
원, 신용지원이 들어있다. 셋째, 의료 및 급식지원이다. 그에 의료지원, 급식지원이 들어있다. 넷째, 기타 프
로그램이다. 그에 축구단, 영화상영, 중독예방교육, 수요예배, 민들레문학특강이 들어있다. 가장 집중하고 있
는 사업은 거리 및 주거지원이다. 거리지원은 영등포 내 거리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
보제공 및 상담활동을 통한 서비스 연계를 바탕으로 응급구호 활동, 시설로의 입소를 지원하여 자립 및 자
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을 대상으로 고시원, 쪽방
등의 초기 주거지를 지원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정된 주거생활 및 지
역사회 정착에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복지재단,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주거취
약계층에게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입주 후 지속적인 일상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햇살보금자리 현장실천은 2019년 8월 20일 화요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4일의 기간동안 진행되었으며,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점심식사, 시설이용안내, 희망지원센터 및 일대 탐방, 실
천계획수립으로 오후 7시까지 일정이 진행되었다. 수요일은 오후 2시부터 주간 아웃리치, 저녁식사 배식, 저
녁식사, 야간 아웃리치로 오후 11시까지 일정이 진행되었다.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점심식사, 디딤 센터, 양평자활쉼터로 오후 7시까지 일정이 진행되었다. 마지막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임대
주택 봉사활동, 점심식사, 종합토론 및 과제정리로 오후 3시까지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일정
이 마무리되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처음 햇살보금자리를 교회 밖 현장 실천으로 신청을 했던 이유는 노숙인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그들에 대
한 도움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궁금했다. 사역자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내가 과연 노숙인들에게 편견적인 시선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햇
살보금자리가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배우고 참여하며, 또 특별히 아웃리치를 통해 직접 노숙인을 만나며,
나의 궁금증, 그리고 실제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나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사업
들을 확인하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
이는 그들을 도울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답답해하는 직원분들의 모습에 기억에 남는다. 또 부족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던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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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선선교회

Life Line Misson
교정 선교

❚ 홈페이지

cafe.naver.com/lifeship

❚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46길 16, 성연빌딩 3층

❚ 전화번호

02)409-801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생명선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여 소시민으로, 또한 새로운 선교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
생명선교회는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받는 교회,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교회, 3 가지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선교회의 역사적 변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5 장로회신학대학원에서 청소년사역 기도모임으로 시작하여, 2011.11 서울소년원 멘토링에
참여하였고 2012.7 생명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다음으로 2014.7 생명선 선교회 창립과 로뎀청소년학교 기
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관활동
1.
2.
3.
4.
5.
6.
7.

로뎀청소년학교 예배 (매월 2,4주 목요일)
청소년 캠프 (여름, 겨울) : 로뎀청소년학교에 위탁된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캠프이다.
에스겔 기도회 (매월 격주 월요일)
가족힐링캠프
음악치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 검정고시 준비 반, 자격증 취득(IT자격증, 제빵자격증 등)
로뎀 축구리그 : 신체적 발달 및 긍정적인 정서적 자극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성을 기름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2019.6.24 : 기관소개와 더불어 캠프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진행을 위한 역할 분담
2019.8.6. : 캠프 준비모임
2019.8.12.-14 : 각자 위치에서 제천 로뎀학교로 출발 오전 10시 30분 도착
8월 14일 오후 3시 서울 도착.
캠프 프로그램: 여는 예배, O.T 및 성경공부(1,2,3) 레크레이션, 저녁집회(12,13),
천로역정 코스학습 프로그램, 찬양토크쇼(극동방송 전국복음성가경연대회 본선진출 8개팀초청)
닫는 예배, 사역피드백 나눔 및 기도회
현장실천 내용: 예배와 집회 반주 및 찬양, 4조 성경공부, 천로역정 코스학습, 닫는 예배설교,
사역피드백 나눔 및 기도회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실천기관의 선택은 평소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었고, 교정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면 작은 도움일지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밖 현장실천 기관으로 ‘생명선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는 아이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전해고자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찬양팀을
이끌다 보니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캠프 기간에 아이들 사이에 많은 충돌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캠프가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적었지만,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가
까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들이 가진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시설에
오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고 함께 다짐도 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했던 저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
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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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위기청소년
선교협의회

❚ 홈페이지
❚ 주 소

We Key Korea
교정 선교

❚ 전화번호

www.lordglorychurch.co.kr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7
길 55 청솔아파트 상가 B01호
02) 2617-5045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는 주영광교회에서 설립하였다. 지금의 주영광교회 공동체는 2011년 삼일교회 (전 전
병욱 목사) ‘수도권선교 저수지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수도권선교 저수지 사역’ 일환으로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캠프 때 식사를 제공했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은 후 또 다른 친구들
을 데려오고, 저녁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머물렀다고 한다. 그들은 가출, 무단결석, 학
업 중단의 상태였고, 부모가 아닌 또래와 함께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여자아이들은 갈 곳이 없
는 위급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에 교회에서 재워주기도 했다. 몇몇 아이들은 집단 폭행의 경험으로 인해 신
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다. 주영광교회 공동체는 아이들과 그들의 사정을 보며 당장 필요한
급식, 숙소, 치료, 의료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그렇게 주영광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사역의
주된 목적은 아이들을 가정과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기관활동
*미혼모 돌봄: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미혼모 센터에 연결시켜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관은 거주 주택을 지원하고, 자립관에서는 자립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아카데미: 위기청소년들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위기청소
년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의 학력 기반에 맞춰 교육한다.
*일진캠프: 일진캠프는 위기청소년들과 멘토의 1:1 연결 공간이다. 평소에 삶의 어려운 점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멘토와 연결해 준다. 멘토와 멘티의
교제, 신앙 나눔, 정서적 공감을 통한 안정적인 심리적 치유 등 위기로부터 분리해서 세상의 Peace Maker
로 만드는 캠프이다.
*무료급식: 영양, 정서적 안정을 생각하며 따뜻한 밥과 반찬을 제공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2박3일간의 기간동안 열린 일진캠프에 멘토로 섬겼다. 일진캠프는 일반적인 교회 수련회와 동일하지만 위
기청소년과 멘토가 1:1로 매칭되어서 모든 순서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캠프에 멘토로 세워지기 전에 사
전모임에서 위기 청소년의 실태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캠프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한국위기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한 일진캠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와 한 사회에 공존하는 ‘위기청소
년’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삶은 각양각색
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삶을 살아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폭력성, 비상식적
인 행동, 특이한 성격,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폭력적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선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치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만났던 멘티가 캠
프를 일찍 떠나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위기청소년들과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함께 시간을 보
내며 세상을 바라보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진캠프에서 만난 아이들 중,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특수한
공동체에서 ‘선한’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거의 2015년부터 꾸준히 일진캠프에 참석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 목사님, 선생님, 멘토 등을 통해 받은 사랑, 캠
프 가운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변화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이 특수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변화 됨, 거듭남’이 지속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의 씨앗이 그들 가운데
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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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레인보우
지역아동센터

oryunrainbow local children’s center
사회복지법인 선교

❚ 홈페이지

www.hjy.kr./oryunrainbow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53길 73, 2층

❚ 전화번호

070-7864-599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설립목적 : 오륜레인보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목적은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돕고, 모든 아동들에
게 균등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예체능과 교과학습의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상담을 통하여 전인 교육에 힘쓰며, 영양의 균형과 친환경을 갖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육
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며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역사적 변천: 2013. 04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개소 (29인 시설) : 권혜정 센터장 취임
2015. 06 권혜정 센터장 퇴임 이문용 센터장 취임
2017. 01 정원변경(29인에서 40인 시설 변경) 강동 지역 아동복지 센터 ‘행복한 세상’ 업무 협약

❙기관활동
1)
2)
3)
4)

생활지도 - 생활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생활 습관을 교육한다.
교육활동 - 기초,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강화한다.
문화 및 체험활동 -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유도한다.
사례관리 - 비중에 따라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지역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한다.
5) 지역사회 내에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ex)성내복지관 웹툰프로그램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생활지도, 교육활동, 체육활동을 통한 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천 하였다.
6월19 10:00-11:00오리엔 테이션
6월20 15:00-18;00 /저학년 국어 학습지도,
6월26 14:00-21;00/ 운영회 준비와 운영회 참관,
6월27 14:00-19:00 저학년 수학지도와 저녁배식
7월10 14:00-18:00/ 전문강사의 음악수업 보조
7월13 11:00-18:00/ 그림을 통한 찍기 수업 진행
7월20 12:00-15:00 성내 복지관에서 강동복지관 물놀이로 인한 안전요원수행
9월30 11:00-20:00 롯데월드 체험현장에 참석하여 1학년아이들의 놀이지도수행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사회복지 목회는 특수영역으로 이해 하였다. 그러나 직접 현장에서 경험 해보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목회였다. 영혼을 향한 말씀선포를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므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목회였다. 어떤 현장이 중요 한것이 아니라 영
혼이 변화 되는 곳이 바로 목회의 현장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모든 분야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들의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자발적 참여도 잘 이루어지고,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 목회에도 다양
성을 인정하는 수준별 교육이 필요하고 교회안에 있는 전문가 들을 잘 활용하여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훨씬
수준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목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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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동산병원

❚ 홈페이지
❚ 주 소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 전화번호

직장 및 병원 선교

www.dsmc.or.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053) 258-701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899년 존슨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동산의료원 선교활동은 원목실을 통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원목
실은 우리 병원 선교활동의 중심이자 대구, 경북지역 병원 목회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병원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병원 목회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며 이를 통해 이 땅에 영적 치료를 통
한 전인 치료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원목실은 동산의료원 설립 취지에 따라 교직원 목회, 환자 목회, 교육
목회, 선교 Network를 위한 협력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기관활동
교직원들에게 설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직원 예배와 교직원 성경연구 모임을 주관하고 있으며,
교직원들로 구성된 성가대 활동 및 각 부서 예배 및 교직원 수양회를 지원하고 있다.
원목실 활동 중 중요한 활동을 차지해 온 환자목회는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심방과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하여 영적인 치료에 협력하고 있다.
원목실은 교육목회를 통하여 병원 목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진일보한 임상목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병원 예배의 경우에는 병상에 있어 본교회로 나가지 못하는 환우들,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
로 주일, 수요일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이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수요예배
① 매주 수요일 의료원 3층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② 예배시간 : 오전 10시
정신과예배
① 매주 수요일 정신과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와 교직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② 예배시간 : 오후 2시
호스피스 예배
① 매주 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과 환우들이 의료원 7층 호스피스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② 예배시간 : 오전 11시
심방: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심방하기 위하여 병동별 교역자들이 담당하여 심방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 입원한
환자들을 방문하여 신앙조사를 실시하여 믿는 환우들에게는 기도 및 신앙 권면을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 복
음을 소개하고 전도하고 있다.
상담: 교역자들이 병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원목실로 직접 찾아오는 환자 및 가족들을 상담하고 있다. 특
히 의료진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수술기도: 환자가 수술하기 전 병동 간호사실과 협조하여 특별 심방기도를 하고 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CPE를 미국에선 목회자가 되기위한 필요 과목이다. 그렇기에 그만큼 중요한 것을 나또한 배워보기를 원했다.
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는지 그 중요함에 대해 알고싶었다. 기대한 점은 특수한 병원목회에서만 다룰수 있
는 경험할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보기를 원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였던 것만큼 경험할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병원목회다 보니 일반적인 목회와는 다름이 있었다. 환우들이 퇴원하는 날이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는 장점으로도 될수 있다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때보고 말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안 만나는 사람이니 보다 더 쉽게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 한다.
그들의 진정한 기도제목을 듣고 기도해 줄수 있다. 그때만의 마음 열림을 통해 그들에게 다가갈수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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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직장 및 병원 선교

❚ 홈페이지

anam.kumc.or.kr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 전화번호

02) 920-5206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로제타 셔우드 홀'로 불리는 한 인물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 최초 의사인 에스더(김정동)의 멘토이며, 그녀는
에스더를 양육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다. 의료, 여성 인권,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
꾸는 사람이며, 그녀를 통해서 평양은 의료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후학들을 양성함으로 의료인들
과 사회 각 위치에 자리 잡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장했다.
그녀를 통해서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여자의학강습소 중심으로 현재 고려대
학교 의과대학이 생겨난 것이다. 로제타의 한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현재 오늘날 의과대학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로제타의 복음의 결과물로 의과대학이 존재하며, 또한 고대안암병원 안에 병원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활동
고대안암병원 CPE센터는 미국 CPE 교과과정과 수퍼바이저 과정을 제공하는 ACPE에서 훈련을 이수한
이경희 목사님께서 수련감독으로 지도하고 있다. 신학을 비롯해 심리학과 상담, 호스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영적 돌봄의 지평을 넓히고, 고대안암병원과 협력하여 해부학실 견학, 수술실 견학, 병실
심방과 상담 등 실제적인 임상 현장을 체험케 하여, CPE 훈련에 참가하는 목회자들 및 목회자지방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고대안암병원에서 2박 3일 동안 현장 실천이 이루어졌다. 출근과 동시에 바로 경건회로 일과가 진행됐다. 찬
양과 묵상을 통해서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아침
경건회를 마치고 매일 드려지는 오전 10시 예배를 통해 영적인 부분을 환자들과 함께 채워나가기 시작한다.
그 후 환자 심방이 이루어진다. 이 심방 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바로 세례식이었다. 하나님의 자녀
로 선포하는 시간이며, 다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다. 그 이후 환자들에게 심방을 다니며 기도와 복음을 전달
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고대안암병원의 설립 목적과 기념비가 세워진 곳을 다니며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나는 ‘교회 밖 현장 실천’ 안에 속해있는 많은 기관 중에서 어느 곳을 갈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나는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부서인 청소년을 선택함으로 청소년 기관을 가서 집중적으로 실습하며 경험할지, 혹은 마
음의 긍휼함이 생기는 병원 기관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 고민했다. 기도하다가 교수님의 추천과 함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이 더 컸던 병원 기관을 선택했고,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했다.
환자와의 깊은 소통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습하게 됐다. 나에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병으로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친척 누나의
암 투병, 친한 동기의 암 투병, 심지어 부서 선생님 친구의 기도 부탁으로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중보 기도를 하곤 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만, 내가 하는 위로가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과 아픈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소통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래서 첫날 병원
에서 목사님께 기대하는 점을 말할 때, 환우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방
법을 보며 실질적인 배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사님과 일상을 같이 보내며, 경건회와 예배를 통해 영적인 부분을 채웠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환자들을
만나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또한 진심 어린 위로와 기도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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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서울의료원
SEOUL MEDICAL CENTER
직장 및 병원 선교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www.seoulmc.or.kr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지하 1층 기독교원목실
02) 2276-754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서울의료원은 1977년 7월 2일 시립 중부병원과 남부병원을 통합하여 시립 강남병원으로 개원하였다. 그
후 1982년 9월 30일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개칭하여 서울시민의 공공병원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건
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병원으로 발전했다. 그후 2004년 11월 5일에 서울의료원으로 한번 더 개칭하여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병원으로 성장했다.
특별히 원목실은 시립 강남병원 개원과 동시에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실로암이라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때
부터 충현교회의 도움으로 신옥희 전도사가 전도활동을 하며 실로암 모임을 이끌게 되었는데, 이것이 원목실
의 효시가 되었다. 후에 한문화 전도사가 부임하여 병원 직원의 신앙 함양은 물론 환자와 함께 예배드리며
심방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1985년 합류하여 사역하던 홍명신 전도사가 1990년 사임하였다. 1991년 6월
30일, 소망교회 전도부의 파송으로 김재인 목사가 원목으로 부임할 때, 서울의료원 원목실이 설립되었다. 이
후 한문화 전도사, 신옥희 전도사, 서경실 전도사, 원춘화 전도사를 거쳐 이어지다가 2012년 1월 10일 소망
교회 국내선교부의 파송으로 강명화 목사가 담임원목으로 부임하였다. 그 이후 원목실을 개방하여 신앙 상담
및 대화, 각종 차 대접과 신앙도서 및 일반도서를 대여하고 있다.

❙기관활동
크게 예배, 심방, 사무실 사역, 전도, 후원, 신우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예배는 주일 오후 3시 환우와 보호자와 함께하는 주일예배와 목요일 12시 2분 신우회 에배, 금요일
오전 11시 정신과병동예배로 나루 수 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종 및 장례 예배를 주관하기도 한다.
심방은 일방병동, 중환자실, 호스피스병동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원목실 사무실 사역은 다양하다. 신앙상담과 대화 및 기도, 다과 대접, 도서 대여 및 증정, 예배와 인쇄물
등에 필요한 라벨지 준비 및 부착 등을 진행하고, 소망교회에서 나오는 소망의 말씀지, 건강과 생명, 빛과
소금과 같은 유인물을통해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봉사자를 통해 전도하기도 한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원목실에서는 현장실천자가 가능한 모든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사역 참여를 위한 충분한 기
회를 제공했다. 때문에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원목실 사역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28시간은 수요예배 찬
양예배 2회, 목요일 정신과병동 설교 1회, 병동심방 참여 3회, 호스피스 병동 팀회의 참석 1회, 원목실 각종
행정보조를 통해 나눠 실천하였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병원목회를 꼭 경험하고 싶었다. 개인적으로 임상목회, 병원목회가 특수 사역 중에서도 특수한 것이라 생
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할 것 같아 신청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명화 목사님
과 함께 하면서 여성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병원이 아닌 서울의료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병원이라는 특수 사역의 장과 함께 호흡해야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다
른 점이었다. 그래서 고려해야할 부분도 많았고, 제한되는 것도 많았다. 기독교재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병원
이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신우회와 함께하는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보
였다.기독교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은연중 생각했던 나의 선입견이 깨지게
되었다. 많은 다른 점이 있음에도 사랑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하였다. 여기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진심으로
사랑함이 전도의 가장 큰 힘이자 도구가 된다는 것이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진심어린 눈빛과 악수 ,,,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적용한다
면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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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세브란스병원

SEVERANCE HOSPITAL
직장 및 병원 선교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sev.iseverance.com/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신촌동,연세의료원)
02) 2228-102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세브란스 병원의 원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885년 4월 의사 알렌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 대한제국의 첫 서양식 국립병원인 '광혜원(廣
惠院)'을 설립하고 10일 뒤에 ‘대중을 구제한다’는 뜻의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가 병원 설립기금을 전달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증축되었으며, 연희 전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통합되면서 연세대학교가 시작되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병원사역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병원 곳곳에서 직, 간접적으로 기독교의 의미를 부여 하고 그것을 전
달하려고 하고 있다.

❙기관활동
세브란스병원 병원목회는 크게는 병실 심방, 병원 예배, 수술실 기도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병실 심방의 경우 각 원목실 교역자들이 맡은 병실 층을 돌아다니면서 환우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
도하며 전도하는 사역이다.
병원 예배의 경우에는 병상에 있어 본교회로 나가지 못하는 환우들,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일, 수요일
및 각 병동별 신우회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병원 내 예배를 소개하
며 희망하는 환우들과는 함께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수술실 기도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에 환우들이 들어가기 전 목회자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희망하는 인원에 한하여 짧게 심방하고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환우들이 수술실에 들어
가기 전 두려운 마음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이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매 주 목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3시간 반씩 8주간 교회 밖 현장실천을 실천하였다. 병동을 순회하면서
환우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세브란스병원 예배를 안내하는 사역을 담당하였다.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 하면서 여러 가지 병원목회 및 심방에 대한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주에는 금요일에 교회 밖 현장실천에 참여한 전도사들과 원목실 목사님과 함께 짧게 세브란스병원 목
회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 밖 현장실천을 마친 소감 등을 나누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환자에 대한 사역은 여전히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 중 하나이나, 환자를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
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환자를 대하는 것은 일반 성도를 대하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교육 없이 목회의 현장에서 환자와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생해볼 수 있다. 때문에 이후 보다 자연스럽게 환자를 대하는 방
법에 대하여 배우고 생각해보는 한편, 가장 약한 상태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지고고 싶다는 이유로 CPE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비록 짧은 CPE 과정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었다. 무엇보다, 다수의 환자와 실제적으로
심방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실천내용에서 언급하였지만, 모든 과정 중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를 찾
아가는 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을 향한
경청이 그들과의 소통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이 상한 환자와 대화할 때 어떤 말을 하
고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또 수술실에
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에게 성경구절과 마지막의 기도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모든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지와, 그 절박한 이과 바르게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알 수 있었다.

- 21 -

21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직장 및 병원 선교

www.seochochamhospital.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서초참병원)

양재대로 54

02) 6053-211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은 '환자를 위한 참된 병원'을 만들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세상에는 많은 병원이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은 없다고 진실한 마음으로 환자
를 돌보며 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치료와 삶을 돌아보고 환자를 나의 몸처럼 생각하고 아끼며 치료하는 병
원을 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신은 서울시 최초의 노인전문병원을 개원하여 그 기초가 되었고 송파참노인전문병원에서 의료법인이 설
립되었습니다. 중풍,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 노인성 만성질환, 혈액투석, 암요양 등 장기 만성질환을 전
문으로 영리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병원, 의술을 넘어 인술로 다가가는 병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참예원의료재단에 속하여진 모든 병원마다 병원교회에 설립되어 있고 병원 소속의 교역자들이 계셔서 환
우 분들이 교회에 갈 수 없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찬양예배와 특별예배 등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직원들의 신앙 상담과 전직원 븍음화를 목표로 선교에 힘쓰고 있습
니다. 매주 병원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모여 기도회와 성경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특별 수요 찬양예배와 병원에서 환자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 CCM콘서트에 참여하여 섬기게 되었고
주로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편곡하고 편곡되어진 악보를 다른 연주자들과 공유하고 연주하였습니다. 또 어르신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즐겨 들으셨던 트로트나 옛 곡들을 들려드리고 어르신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기분이 좋
아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서 편곡하여 연주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나의 연주로 누군
가가 위로가 되고 옛 추억을 되살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이기에 매 시간 어르신 분들의 표정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콘서트를 마친 후 어르신 분들이 해주셨던 "고맙다", "참 감사합
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감동과 의미를 부여해주었습니다.
목회라 함은 양육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
감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실천을 하게 된 이 곳은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으시고 이 땅의 소망
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였습니다. 또한 양육이 어려우며 심지어 대화 조차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거동과 의사표현도 일상처럼 당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셨기에 양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
다.
누군가를 양육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것만이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
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 가운데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죽음을 맞이 할 날이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기는 각기 다르기에 나의 말과 행동에 힘이 실리려면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 신
뢰가 있어야 하고 제가 믿는 분에 대해 궁금할 수 있어야 함을 느낍니다. 이는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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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사역훈련센터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직장 및 병원 선교

www.wmtc.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5길
8(역삼동,비드 빌딩)
02) 3142-257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일터사역훈련센터는 다양한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 크리스천에게 직업 소명을 심어주고 일터에서의 삶
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도록 돕기 위해 2005년 9월 설립된 직장사역훈련센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직장 사역훈련센터는 직장인 크리스천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소명 아카데미 사역과 다양한 직장 사역 단
체와 교회가 소통할 수 있는 일터사역컨퍼런스, 직장사역을 위한 목회자(신학생)를 훈련 양성하는 직장사역훈
련학교를 중심으로 사역해왔다.
이러한 사역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성경적 경영이념을 통해 크리스천 CEO가 기독교 기업을 세울 수 있도
록 돕고 함께 동역 하는 사목 사역에까지 이르러 전문 기업사목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기관활동
일터사역훈련센터는 4가지 타겟을 맞춰 사역을 진행하는데, 직업인 소명, 목회자(신학생), 기업사목, 온
라인 훈련이다. 직장 그리스도인을 위한 '소명아카데미 사역'은 직장인 성도들에게 직업소명을 심어주고 일
터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돕는다. 목회자(신학생)를 위한 '목회자 직장사역 훈련학교' 사역은 목회자
와 신대원생들을 직장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과정이다. 기독기업 CEO를 위한 '기업사목
'사역은 성경적 경영이념으로 무장된 기독 CEO로 하여금 기독교 기업을 세우도록 도우며 동역한다. 네트워
크 사역과 글로벌 사역을 위한 '온라인 일터사역 훈련센터'는 직장인 크리스천과 교회, 목회자(신학생)와 기
업가의 소통의 장이자 훈련장이 되고 글로벌 시대 일터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며 직장사역을 세계적인
사역으로 확장시켜가는 온라인 사역이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직장사역 목회자 훈련학교는 직업인 성도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회식, 승진, 직업 선택, 재테크,
대인관계, 직업윤리 등)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성도들로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3단계 과정 (각 단계별 6강 - 1단계 : 기초과정 '소명', 2단계 :
중급과정 '비전', 3단계 : 고급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워크샵과 K·A·S(적용과 나눔을 위한 소그룹 활동)를 통
해 진행된다.
저번에 1단계가 개설되어서 이번에는 2단계로 진행되었고, 화요일 오후7시 소양관 605호에서 모였으며
모임날짜와 진행된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다. 9/3 오리엔테이션, 9/10 크리스천의 성공관, 9/17 크리스천
의 비전과 사명, 10/1 크리스천의 리더십, 10/8 목회자의 자기관리, 10/22 크리스천의 직업윤리, 10/29
신우회 형성전략, 11/11 현장 방문(플레이스엠)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10년이상 하였고, 회사 안에서도 기도모임과 신우회를 참석하여 기독교 공동체
활동을 하였고, 그 안에서도 전도와 말씀을 전하는 활동을 하여서, 사목사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
체적인 활동 내용과 교육 내용을 접하면서 어떻게 사목사역을 진행하고있는지 배우게 되었고, 실용적인 내용
들을 많이 배우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목사역이라고 하면 보통 신우회를 떠오르기 마련이고, 예배와 말씀공부, 기도회 위주의 사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일터사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기본 기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나 기도회도 없고
비크리스천들과의 고민 상담이나, 친교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전도에 좋고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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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척자들

❚ 홈페이지
❚ 주 소

THE FRONTIERS

❚ 전화번호

공동체

www.thefrontiers.org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식곡길
153
031) 771-507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개척자들은 평화를 위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척박하지만 맑고 순
수한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입니다. 1992년 필리핀 땅에서 일어난 ‘피
나투보 화산’으로 재난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계기로 모인 청년부 모임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을 설
립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재난을 당한 곳,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는 곳,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가 위로하기를 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종교를 뛰어 넘고, 인종을 뛰어 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
아 기도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기 시작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보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기관활동
2019년 개척자들이 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4가지입니다. 첫째. 로힝야 피스캠프(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촌) 둘째. 시리아 난민을 위한 철인 3종 경기( 양평) 셋째. 아체 피스캠프(인도네시아 아체) 넷째. 제주 국
제평화캠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현지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삶속에서 함께 문화와 생활양식
을 공유하며 경험해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캠프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5.
을

평화강의 3번(평화에 대한 성경적 내용, 평화에 대한 신학적 내용, 평화에 대한 개척자들의 실천적 내용)
노동 2번
평화철인 3종 경기 준비
평화철인 3종 경기 진행
10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평화를 위한 침묵기도(개척자들의 국내 외에 있는 모든 연락처들에게 기도제목
받아서 같이 기도)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개척자들을 선택한 것은 평화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배우고자 함이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평화에 대해
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매우 흡족한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평화는
한미일의 확고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쟁의 역사와 군대의 역사
를 살펴보며 군대라는 조직의 한계점을 보았고 평화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국외적으
로 군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민족들을 보며 내가 가진 평화에 대한 견해가 더 확장되었다.
평소 내가 생각하는 목회는 전통적인 교회 내에서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을 인도하는 것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개척자들은 기존 교회가 가진 공동체의 개념을 더
욱 확장시켜 신앙공동체를 뛰어넘어 생활공동체로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성도와 목회자라는 개념
은 개척자들 내에서 볼 수 없었는데 이는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공동체의
일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생활공동체
로서의 교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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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새골공동체

Mosegol Community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공동체

www.mosegol.org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분토골
길 70-15
031) 774-067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모새골공동체교회는, 가시화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현재화함을 의미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오시는 하나님(계
21:5)'에 대한 믿음을 교회 모든 활동의 가치와 초석으로 삼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 모새골동동체교회
가 이루어 가는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말씀과의 코이노니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코이노니아적 공동체'입니다. 2002년 4월 설립을 위한 모임을 갖은 이후로
임영수 목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영성학교와 공동체 등을 거쳐 교회의 모습까지 겸하여 형성되었습니다.

❙기관활동
모새골은 모새골 영성공동체, 모새골공동체교회. 모새골 아카데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신교 영성 공
동체이다. 매해 청년, 평신도, 목회자 영성학교와 3박 4일 일정의 모새골 일상에 참여하는 영적 여정 프로
그램이 운영중에 있다. 또한 17개의 소공동체가 연 일회의 1박 2일 수련회가 담임 목사 주관으로 깊이 있
는 코이노니아와 하나님 나라 구현에 대한 심화 교육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평일 화~목요일에는 모새골과
강남교육관에서 성경에 대한 심화 교육이 진행중이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5.

노동 : 설거지,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채플실 청소
공동체의 삶 : 코이노니아
묵상 : 새벽묵상, 정오묵상, 저녁묵상
채플 : 수요채플
교육 : 오리엔테이션, 현장교육, 유해룡 목사님 강의, 6. 회의 참석 : 주간 업무 회의 참석.

다양한 활동들에 목사님들께서 같이 안내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모새골의 상
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 청소 같은경우는 조별로 나누어 진행했고 나머지는 공동체가 함께 움직였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평상시 기독교 영성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영성은 현대 사회의 조직 교회내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
인가?" 모새골을 향해 갈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향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으로 채워진 내가 남을 향해 가는
것이다." "교구. 구역, 소공동체의 유기적인 활성화" 이것은 제가 모새골을 나올 때 얻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
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향해가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무겁습
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지향의 단순한 삶, 섬김과 사랑
의 단순한 삶, 이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천과 가시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가치를 현재 조직교회 내에
서 이룰 수 있을까는 여전히 제 안의 과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까지는 아니더라고 사역적 방향
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교회 밖 실천은 제게 큰 의미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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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밝은누리

❚ 홈페이지
❚ 주 소

The Bargn Nuri Community

❚ 전화번호

공동체

www.welife.org
서울특별시 강북구
55길 10

인수봉로

02) 999-929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밝은 누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1991년 역사 현장과 일상에서 생명평화 구현하는 삶을 만들어
가길 소망하는 청년들이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인 최철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의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동체는 서울 북한산 자락에 인수 희년 마을과 강원 홍천 아미산 자락에 홍천 생명평
화마을 그리고 경기 군포 수리산 자락에 수리산 마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혼 청년들로 구성되었지만 청년
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 낳으며 가정을 이루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먹고, 입고, 살
고, 즐기고, 노동하는 구체적인 일상에서 생명평화 가치질서를 구현하며, 대안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청
년들에게 대안문화를 알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더불어 사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기관활동
1.아름다운 미래문명의 희망 농생활 연구소: 새로운 삶의 양식, 농생활의 실천 연구합니다.
2.생태건축 흙손 : 생명을 살리는 건축, 자연과 호흡하며 삶의 터전에 적합한 아름다운 건축을 지어 나간다.
3.유기농 공동밥상 아름다운 마을밥상: 정갈한 생명밥상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 밥상있다.
4.공동체 생활 영성 수련원: 식의주락 생활 수련과 몸수련을 제공한다.
5.생명평화 소공동체: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 속에 대안을 창출하는 사역을 연구하고 실행한다.
6.연구 수련공동체 마을서원: 인문사회과학의 영감과 성과들을 배우며 생활공동체의 가치를 재해석합니다.
7.사랑방, 마을 유기농카폐: 마을에 위치하고 주민들에게 열려있으며 유기농마실거리와 간식을 판매하는 카폐
8.교육시설: 어린이집~중등,고등대학 통합과정
9.마을 도서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모아 함께 운영하고 공부하는 마을 도서관
10.청년아카데미,공동체 지도력 훈련원: 소그룹을 생성 할 수 있는 리더쉽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교육
11.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며 좋은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교류를 만들어 나간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7월 3일에서 5일까지 서울 인수동의 인수마을과 홍천 밝은누리움터를 다녀 왔습니다. 첫 날은 인수동의
밥상 공동체를 경험하고, 하늘 땅 살이 수업을 참관하는 등 인수 마을의 대부분을 경험하였고, 둘째 날 새벽
홍천으로 출발하여 홍천 밝은 누리 움터에서 다양한 활동과 노동, 식탁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였습니
다. 공동체 체험과 노동 등 다양하게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현대사회 속의 교회의 한계는 지역성을 잃어버린 것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생활하는 곳과 신
앙이 분리되는 문제로 연결 된다고 생각하여 삶의 영역인 지역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대한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를 입학 후 매 학기마다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
방교회와 모새골교회는 도심이라는 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가능할까 하는 물음이 생겼는데, 사랑방교회의 부목사님을 통해 '밝은 누리'라는 공동체를 알게 되
었습니다. 언제 가볼 수 있나 기다리고 있던 차에 교회 밖 현장 실천에 선택 기관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
고 바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신념을 위해 모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도심 속에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가능할까 했던
부분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많이 보거나 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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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공동체

Sarangbang Community
공동체

❚ 홈페이지

www.sarangbang.org

❚ 주 소

경기도포천시무림길 134-178

❚ 전화번호

033) 544-1615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사랑방공동체(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사랑방교회는 교회안의 작은
교회로 실제로 교회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다양하고 작은 공동체들을 두기 원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과 그
루터기사랑방은 이러한 작은 공동체들 중의 하나입니다. 디아코니아 사랑방은 교회안에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
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며,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경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
이고, 댓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공동생활하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기관활동
사랑방공동체는 주로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며, 사랑방교회가 있고, 사랑방공동체학교(재롱이학교 꾸
러기학교 어린이학교 멋쟁이학교), 사랑방생활공동체. 한국교회지도력훈련원, 도서출판사랑방, 등 다양한 사
역을 펼치고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령안에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을 경험하고, 나아가 이러한 삶을 보임으로 복음을 선교하는
데 공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첫째날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점심의 공동식사 후에 공동체학교를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신학’
에 관한 강의를 듣고, 저녁 식사 후엔 디아코니아 방모임에 참석하였고, 이후 각 공동체의 가정에 흩어져서
취침을 했습니다.
둘째날에는 아침의 기도회 후에 노작을 하고, 아침 식사를 먹은 후에, 다시 공동체학교를 참관하고 공동체 신
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나가서 목사님과 카페를 가서 휴식을 취하고 산
책을 했습니다. 이후 돌아와서 방모임에 참석해본 후에 생활관에서 취침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산책 후에 아침 식사를 먹고, 정태일 목사님과 마지막 피드백을 한 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현대사회와, 교회의 교회됨 되지 못하는 다시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
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사회 안에
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었고, 이에 사랑방 공동체를 찾
아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동체 생활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 생각했었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도시 속에서의 성도들과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겠다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동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다. 그리고 2박 3일동안 현장
실천을 하면서 '공동체'는 정말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이 업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점이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이 공동체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위해 도시 속 상생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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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데이케어센터

'NaDeun' Day Care Center
노인복지

❚ 홈페이지

www.cafe.daum.net/gocare

❚ 주 소

경기도 군포시 대야2로
143번길 26 201호

❚ 전화번호

031) 505-329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나들이데이케어센터는 2014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곳은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처럼 어르신
들이 나들이 간다는 마음으로 오셔서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데 중점을 둔 어르신 전용 놀이터입니다. 또
한 어르신들의 손과 발 등 지체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및
간호를 함께 하며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활동
‘나들이’데이케어센터는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상담보호서비스, 급식, 간식 서비스, 재활·간호 서비
스, 재활심리서비스, 건강증진서비스,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노인요양원처럼 그곳에서
지내는 개념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교와 하교를 하는 형식의 시스템
이고 목사님과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분들이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일반 어르신들 대상이 아닌 치매 어르신들만을 위한 센터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먼저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들이'데이케어센터 원장님이신 정경환 목사님(前 수서교회 부목사)과 만나 오리
엔테이션을 가지고 전반적인 센터운영과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센터를 방문해 직접 치매 어르신들과 운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노래교실, 회상요법, 신체활동 등의 프로
그램을 함께하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직접 댁에 모셔다 드리는 일도 함께 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군대를 노인요양원에서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함께 놀며 이야기하고, 활동 보조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혹시 노인 목회를 할 경우, 그 방향을 좀 결정
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실천기관을 경험하면서 노인 목회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
지 못하였고 이에 방향도 결정을 못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치매어르신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어 감사
한 마음입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목회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원에서 하는 운영시스템에 더해 기독
교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 정도의 목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여 교회조차 나오기 어려운 어르
신들을 대상으로 목회 서비스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목회라면, 실천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평범
한 어르신이 아니라 특정한 어르신 곧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였던 것이지요. 제가 생각해왔던
목회는 평범한 어르신들만이 목회적 대상이었다면,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 어르신과 더불어 치매 어르신 가정
의 자녀들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회자는 목회 대상이 신앙의 결실이 맺히는 걸 볼 때, 참 큰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대상으로부터 힘을 받아 더욱 목회에 힘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은 치매어르신들을 대상
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에 신앙의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직원분들과 현장지도자를 보고 저도 현장에서 대상이
누구든 간에, 결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소명 하나로 목회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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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역자안식관

Women Ministers' Retirement Home
노인복지

❚ 홈페이지

www.ansik.modoo.at

❚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도매기길 47

❚ 전화번호

031) 773-3498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일생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 노후 대책이 별로 없이 갈 곳 없는 은퇴 교역자들
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식관(양평), 양평지역과 나아가 전국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어
르신들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0. 7. 2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제 8회 총회시 홍춘순 전도사와 주선애 교수가 땅을 증여함과 동시에 안식
관 건립을 결의하다.
2019 현재 안식관과 주간보호센터, 복지교회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활동
중보기도사역, 어르신 수발선교, 봉사 사역
유기농, 건강한 먹거리 생산, 제공 등으로 생명살리기 운동 실천
영성수련, 각 교회의 성경학교 수련회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등으로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은퇴여교역자 안식관, 주간보호센터, 복지교회로 운영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지역에 나
눔과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오리엔테이션
그림책수업
작업(청소, 깻잎따기)
예배

5.
6.
7.
8.

은퇴여교역자와의 만남
티타임
용문산 산책
기타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기관목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교역자 안식관의 목회는 목회와 일이 분리되
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즉, 일 자체가 목회고 목회 자체가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
배만을 위한 곳이 아닌, 한 주간의 삶이 곧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가 그대로 주일 예배로 연결되어 끊임없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제게는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의 일이 곧
교인들의 심방, 예배, 교제 모든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저런 모
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현장실천을 통해서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배우게 된 것은 먼저 목회자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자세
로 임해야 하는가였다. 무엇보다도 모든 교역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은, 사역하면서 진실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껫 사역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 그리
고 사역하기에 좋은 시대와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것
을 보면서 기술적인 것만을 배우고 나아가는 신학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곧 진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
님만을 구하는 모습을 갖고 나아가야 함을 다시한번 고찰하게 되었다.
여교역자 안식관에서 교회 밖 현장 실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
니다. 그 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제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인생은 부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 끝에는 다시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
다는 사실을 더 피부로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과 그 분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다는 것을 더욱 알게되는 시간이
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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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요양원

Hanna Nursing Home
노인복지

❚ 홈페이지

www.hannawon.or.kr

❚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 214번길 10-15

❚ 전화번호

031) 632-1357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982년 처음 개원한 한나요양원은 장로교 통합측 첫 장로 총회장이신 한영제 장로님께서 설립하신 기관
이다. 한영제 장로님 가족들이 요직에 위치하고 있다. 한나요양원은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내 부모를 섬기
는 마음으로, 전문적 지식과 케어기술로,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활동
한나 요양원의 주요 사업은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탁 받아 케어해드리는 것이다. 혼자
서 식사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먹여드리고 씻기 어려우신 분들은 씻겨드린다. 기본적인 건강 관리
의료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나요양원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동아리 활동이다.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여가를 위해 종이접기, 난타, 웃음치로, 가리사니, 수지침 등등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르신
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을 하실 &#46468;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으신다.
한나요양원은 이천한나원교회라는 요양원과는 별개로 단독적인 교회가 있어서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
예배가 모두 있으며 어르신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실 수 있고 상주하고 계시는 목사님
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항시 심방하신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2박 3일간 한나요양원에서 함께 동거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도와가며 함께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새벽예배에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저녁 6시까지 매일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같이하며 보조
교사로 함께 했습니다. 그냥 구경만하는 것이 아닌 선생님들과의 소통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과 감당할 수 있
는 부분을 잘 나누어주셔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어릴적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 뵐 때면 참 마음이 아
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혼자
서 몸을 가누시지는 못하지만 마음 만큼은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시
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항상 밝게 감당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는 잊혀지는 존재들이
셨습니다. 함께 기쁘게 있다가도, 어르신들의 생각이 사라지면, 선생님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모르는 사람 취
급을 할 때. 과연 선생님들의 고독함과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러나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에..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사역해야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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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등학교

Daegwang High School
학원선교

❚ 홈페이지

www.dgh.hs.kr

❚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

❚ 전화번호

02) 940-223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대광고등학교는 영락교회의 한경직목사님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는 북한 피난민 기독
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설립의 시작은 먼저 이사회를 구성하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피어선성경학원 건물을 빌려
6년제 대광중학교로 설립하였습니다.대광고등학교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경천애인(敬天愛人)’의 교훈 아래
‘성실·근면·협동·봉사’의 4대 덕목 함양을 위하여 이순신(李舜臣)·안창호(安昌浩)·링컨(A. Lincoln)·슈바이처
(A. Schweitzer)를 4대 위인으로 선정, 학생들의 인격도야에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전국 최초의 학생회 운영과 능력별 이동수업 등으로 새 교육의 기수가 되었고, 철저한 기독교 교
육과 생활관 교육은 생활지도면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프라모델반·탁구반·서울지역역사답사반 등 50
여 개 동아리를 중심으로 계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 학교로서 매월 학년예배와 학부모 기도회를 갖
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광학원에 속한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관활동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인성교육, 둘째 학업증진 적성계발,
셋째 자아계발과 진로탐색,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대광고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해 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한 ‘공통 기본 트랙’을 비롯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당당하고 창의적
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인문 트랙’,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첨단과학 트랙’, 꿈 끼 열정을 발산할 ‘예
술·스포츠 과학 트랙’ 등입니다. 공부하는 습관과 공부에 흥미를 더하게 하는 ‘동기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광고는 매주 수요일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채플을 진행합니다. 채플은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예배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1학년이 학급별로
3박4일간 들어가는 생활관 프로그램도 50여년 특색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대광고등학교에서 총 네 번의 종교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오티를 제외한 현장실천은 첫번째
수업으로 금요일 6교시 2학년 1반 수업이었습니다. 두번째 수업으로는 금요일 7교시 1학년 1반 수업이었습
니다. 세번째 수업으로는 금요일 6교시2학년 1반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 네번째 수업으로 금요일 7교시 1학
년 1반 수업이었습니다. 총 네 번의 수업시간과 수업준비시간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대광고등학교를 교회밖 현장실천으로 선택한 목적은 다음세대의 실제적인 현장인 학교 교육 현장을 경험
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 현장은 학교 정교사가 아닌 이상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실
천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크리스천 청소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그런지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 모두 예의가 바르고 올바른 가치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 현장은 믿음이 있는 아이들과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수업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맞춘 메시지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인문학적인 강
의를 한 것 같았습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말씀)을 녹여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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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두레학교

Miraldure School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학원선교

www.miraldure.com
경기도 남양주시
안길 13

경강로124번

070) 4607-1127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밀알두레교육은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삶의 현장에서 서로 도우며 더
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는 교육이다. 하나님과 사람, 공동체에서 바른 관계를 배운 이들이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밀알두레교육은 참 교사로서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
시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섰던 것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한다.
밀알두레교육은 자율적이고 살아있는 배움 활동, 공동체 생활을 통해 겨레와 세계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시대의 일꾼을 기르고자 하는 교육이다. 밀알두레교육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사로서의 삶을 본받아 맡겨진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

❙기관활동
1.
2.
3.
4.
5.

삼위일체 교육(교회-학교-가정)
12학년 초중고등 과정의 통합교육
밀알두레마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
밀알두레 교육연구소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밀알 두레학교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업 참관식으로 현장실천을 하였다. 월요일 부터
목요일 까지 하루 일과에 함께 참여하였다. 등교하여 교사 경건회 부터, 오전 오후 타임에 있는 수업들을 참
관하였다. 초등, 중등, 고등 수업을 골고루 참관하여, 구체적으로 기독교 대안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 보는 시간들을 갖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초등 전체 인원이 모여, 채플을 드릴 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교를 하였다. 매 수업 참관 후에는 참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담당 교목인 신기원 목사
님에게 제출, 등교시와 중간중간에, 그리고 하교하기 전에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기독교 교육은 주일 한번의 교육으로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많음을 느꼈다. 일회성이고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은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였고 교육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학교와 가정과 교회가 연관되어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
한지를 이 밀알두레학교를 통하여서 기대하였고 실제로 여러 수업과 설명 등을 들으며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그 안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과 목회자 등 다양한 이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전함에 있어서, 평소에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목회자 중심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학생을 주변으로 있는
사람들이 함께 형성해 나가고 또한 협력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며, 신앙 전승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목회자와 부모와 교사,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기독
교 교육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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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복음화협의회

학원선교

❚ 홈페이지

www.kcen.or.kr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15길 10-1

❚ 전화번호

02) 838-9743

무학봉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정치적, 역사적으로 격변기였던 80년대, 대학가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기독학생
운동을 보면서, 대학을 살리고 복음으로 민족과 역사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에 대한 공감대가 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 지도자들 간에 형성되어, 1989년 가을에 발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총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복음운동을 지향하며, 둘
째,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추구한다. 셋째, 연합과 협력의 자세로
청년, 대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대학을 복음화하는 것이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는 1990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은 11개 교회 담임목사가 중심이 되어 학원복음화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갔다.

❙기관활동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캠퍼스사역이다. 종류별로
이야기하면, 1)전국 기연 대표자 모임, 2) 캠퍼스 선교 포럼, 3) 신입간사 연합수련회, 4) 서울지역 대표
간사모임, 5) 캠퍼스 사역 컨퍼런스, 6) 선교단체 연합 축구대회, 7) 캠퍼스 입양 운동(AAC), 8) 캠퍼스
입양 헌신 예배, 9) 청년 복음 축제(EF) 등 여러 사역이 진행된다. 이러한 캠퍼스 사역의 특징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간사들에 대한 지속적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캠퍼스 이단 대처 사업이다. 학원복음화협의회는 이단 강의 및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문서
(이단+사이비 정보 가이드)를 발배하고 이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단에 대한 전문기관
과 일반 캠퍼스,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셋째, 청년사역이다. 학원복음화 협의회는 청년 사역자 훈련학
교, 청년 연합 수련회, 문서(물근원을 맑게) 발행, 청년사역 메뉴얼 발간을 하고 있다. 기관에서 훈련받았던
내용은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에서 진행되었던 것들 이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청년사역자훈련학교를 진행하였다. 청년사역자훈련학교는 총 8주차 동안 진행되었는데, 청년을 주제로 하
여 다양한 방면으로 세미나를 듣고, 각자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나눔이 진행되었다. 약 4시간 정
도 진행되었으며, 총 3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청년을 중심주제로 하여, 청년 사역에 대한 이해, 청년 전도, 청년 양육, 청년 공동체 세우기, 청년 설교를 들
었고, 청년 사역자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 강의들을 듣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한 나의 입장을 생각하는 개인적 공부의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학원복음화협의회를 선택한 목적은 바로 기독교 청년에 대한 이해와 그들에게 어떻게 사역해야 지에 대
한 궁금증이었다. 실천기관에서 선택한 목적을 충분히 다루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교회의 청년들이 현
대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
서 청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 있고, 체계를 갖춘 전통적인 교회였다. 그러나 청
년사역자훈련학교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형태들은 전통적인 교회도 있었으나, 현재 트렌드에 맞는 건물이 없는
형태의 목회, 여러 명의 목사들이 함께하는 공동목회 등 여러 형태들의 목회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목회들을 알 수 있었고, 내가 미래에 어떤 목회를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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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ecTar

❚ 홈페이지
❚ 주 소

Network for Christian TeenAger's Revival
청소년선교

❚ 전화번호

www.nectar1318.net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
길 40 준타워 701호
02) 917-5595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1999년 4월 1일 동북선교회(North East Christian TeenAger Revolution) 발족하며 다음세대선교를
타문화권선교로 인정하고 청소년학원선교사로 김용재 전도사를 전임 사역자로 파송했습니다. 같은 해 6월 석
관고등학교(김미형교사) 새벽이슬(기독학생회) 지원으로 학원선교사역 시작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
으로 사역이 확장되었고 2019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NECTAR(이하 넥타)는 다음세대의 부흥, 즉 1318이라 불리는 10대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신앙
생활을 하도록 돌보고 품기 위해 지역교회와 각급 비기독교 중고등학교의 기독교사와 연합하여 사역하는 청
소년선교사역단체입니다.
넥타는 복음전파, 청소년의 행복, 연대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넥타는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가정, 학교,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청소년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
는 지역적 토양을 가꾸는 것을 비전으로 합니다.

❙기관활동
1. 링크사역: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와 교회가 넥타를 통해 서로를 파트너로 이해하고, 교회가 동아리
를 물적 인적으로지원하는 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비기독교 청소년들이 교회의 영향을 받고
이후에 기독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안내합니다.
2. 사역자지원: 학교의 기독교사와 신우회를 지원하는 기독교사 사역, 지역교회 안에 교역자와 평신도, 청
소년까지 포함한 사역팀을 세우는 다품사 사역, 청소년 사역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청년
넥타 사역이 있습니다.
3. 자유학기제: 2019년부터는 학교의 자유학기제 수업을 맡게 되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두드림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넥타 사무실에 모여서 교회밖현장실천에 관련한 기본 교육(OT)을 실시했습니다.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 하은이 예배 찬양인도와 설교, 수업 그룹활동 지원과 수업진행을 맡았습니다.
청소년진로탐색 프로그램 두드림 연수 스탭으로 섬겼습니다.
넥타 사역 실무 진행 보조로 장신대 모임 준비를 맡았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넥타는 장신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간간이 링크사역을 함께 했습
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의 한계로 인해서 더 다양하게 넥타 사역을 경험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
했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실천으로 넥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나
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링크사역 외의 사역도 경험하면서 기대했던 부분을 성취하게 되
었습니다. 목회와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에도 적었듯이 교회라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학교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사역을 선교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것, 지역교회와 학교를 선교 공통체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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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 홈페이지
❚ 주 소

Daseyeon

❚ 전화번호

청소년선교

www.daseyeon.org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6(중곡동,종인빌딩), 4층
02) 3446-620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다세연)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허락하신 때를 지나 점
점 어려워져가는 다음세대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정을 이어가도록 함
께 연대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입니다. 다세연의 중요한 상징중에 하나는 달팽이입니다. 하루종일 꼼지락거려
도 제자리인것처럼 느껴지는 달팽이가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진일보하는 것과 그 달팽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어느 곳에 옮겨지게 되면 달팽이가 상상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다음세대를 섬기는 우리
가 마치 달팽이와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될 것을 갈망하는, 그래서 “버
티는 게 은혜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라고 고백해주는 상호연대에 입각한 철학으로 세워져가
는 단체입니다.

❙기관활동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다세연)는 총 4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교육연구실, 현장사역이
음실, 청소년&가족상담실, 사역지원실이 있습니다. 사역지원실은 다세연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각 팀의 행
정적인 필요를 채우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외부로 사역내용을 전하는 통로를 구축하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가족상담실은 상담전문가 그룹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그들을 둘
러싼 가장 근접한 그룹인 가정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현장사역 이음실은 사역을 해 나가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지역이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캠
프와 수련회와 같은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교육연구실은 다음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인 목회자와 선생님, 부모님과
다음세대 아이들이 각자 자기다움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과 사역을 디자인하고 자기답게 버틸 수 있
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사역자학교와 다세연의 가치를 담아내는 교재를 만드는 출판업무를 담당합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다세연에는 총 네 가지의 연구실로 운영됩니다. 그 중 저는 ‘교회교육연구실’에서 담당 목사님과 함께 매
주 만남을 했습니다. “달꼼사역자학교”의 프로그램들을 보며 개선보완점을 제안하기도 하고, 다세연에서 진행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고,
특별히 다세연 교회교육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조각자료 모음”의 방향성에 대해 토의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에는 1년에 1번 있는 “다세연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보조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사역
아이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목사님들과 함께 즐겁게 일정을 진행했으며, 다세연만의 맛을 더욱 알아가
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관을 선택하게 됐는데, 변수가 생겨서
다세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가게 된 다세연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지 다세연에서 기대한
것 이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세연의 가치가 참 좋습니다. “버티는 것이 은혜입니
다”, “꼼지락 꼼지락 느리지만 부지런히 기어가자”라고 하는 다세연의 핵심가치가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했
습니다. 세상의 일처럼 소모품으로 사람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함께 일해 나가는 다세연의
분위기를 통해, 이런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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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임팩트

Bridge Impact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청소년선교

www.bridgeimpact.com
서울특별시 강동구
124길 88 (2층)

양재대로

02) 472-575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은 이 시대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그들을 돕고, 그들을
로 세우고자하는 열망을 품은 청소년 전문 사역원입니다.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은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하는 것이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의 사역목적입니다. 1996년
목사님이 설립하였으며 2004년 1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하고
미국에서

사람으
은혜를
세상을
홍민기

❙기관활동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의 사역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는 청소년을 위한 사역, 둘째는 청소년
사역자를 위한 사역, 셋째는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사역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역으로는 청소년 캠프와 상
담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를 위한 사역으로는 탱크청소년사역자학교와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교재개발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사역으로는 가족캠프, 학부모세미나, 부모학교, 상담이 있습
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제가 브리지임팩트사역원에서 한 현장실천은 브리지임팩트사역원도 처음 시도하는 사역으로서 시각장애
인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4-50명 가량의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이 모였고, 자원봉사자들은 2박 3일 동안 한
명 한 명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의 한 명으로서 고1 나이의 남자 청소년과 2박 3일간
멘토-멘티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 식사부터 저녁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
가는 시간까지 모두 동행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을 선택한 것은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차수
는 비장애 청소년이 아닌 시각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였습니다. 이전에 광장교회에서 중도실명자
선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상대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고, 그 중에 청소년
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을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을지 궁금했는데, 1대1 멘토 관계가 맺어져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것도 반찬
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했으며 반찬이 입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테이블에 많이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비장애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누려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타까운 것은 미디어 선교를 생각하는 저로서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힘들겠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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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 홈페이지
❚ 주 소

Institute of Light Finders

❚ 전화번호

청소년선교

www.ilf.or.kr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궁촌로
6-13
031) 577-7179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우리는 청소년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이웃과 민족, 세계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연구소가 운영됩니다.
1992년 설립되어서 ‘청소년들을 들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인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합한 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섬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놀이가 청소년들의 삶 자체이며, 특권이라고 믿고, 그 놀이를 각별하게 생각하며 청소년들에게 돌려 줄
책임을 가집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기관활동
‘청소년과 놀이문화 연구소’라는 연구소의 이름답게, 그리고 연구소의 철학답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
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방식은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진행
되기도 하고, 방학 중에는 캠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즐기지 못한 자연 속에서 건강한 놀
이를 누림으로써 정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게 특징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제가 참여했던 일정은 2박3일 캠프였습니다. 캠프 전에 사전모임을 통해 연구소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진행될 캠프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2박3일 간의 캠프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규칙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규칙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돌려줌으로써 정서
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신체를 이용한 놀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만, 경쟁이 주가 아니라 그 시간 자
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했되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평소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를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실천기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어떻게 청소년들과 건강한 놀이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고 기대되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프로그램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보다 청소년들에 대한
이 기관의 가치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청소년들과 만나는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
들에게 건강한 놀이 문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고 정확한 지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을 위한 교육에 치우친 사회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 문화를 많이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사역할 때에도 유의하며 청소년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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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알리기

❚ 주 소

Jualli

❚ 전화번호

아동 선교/교육

www.jualligi.net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6(산본동,럭키빌딩) 401호
02) 3661-130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주알리기는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멀티미디어 예배 교육선교 문화를 위한 끊
임없는 연구 개발과 기술의 축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과 진보성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멀티미디어 문화
의 창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알리기는 목회자 연구진과 멀티미디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이론과 실제의 구체적인 접목을 통해 연구
된 자료를멀티미디어 자료화하여 선보임으로서 이론에만 그쳤던 기독교 멀티미디어 교육에 실천적 방향을 제
시하고 있습니다.
주알리기는 멀티미디어와 관련한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
한 교육기회를마련하여 기독교 멀티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지식을 보급
함으로서 기독교 멀티미디어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의 가속화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1.멀티미디어 컨텐츠 및 각종 미디어 개발
2.멀티미디어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개교회, 관련단체 내 멀티미디어 교육
4.기독교 문화 개발
5.영상 컨설턴팅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주알리기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3박 4일동안 현장스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박 3일로 진행되는 수련회 전날 저녁에 모여 기도로 준비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숙지를 하였으며, 수련회 장
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 교회별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예배시간과 각종 프로그램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자리
하고 활동했습니다.
식사시간에는 배식을 하며 봉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까지 마무리한 이후에는 뒷정리를 하고 그날의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주알리기 캠프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어 나가는 선진적인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멀티미디어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육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수년에 걸쳐 축적된 기
술을 바탕으로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과 진보성을 추구하고 있는 캠프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회들에서 사용하는 초보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자료를 선보임으로써 그 가
능성이 돋보이는 캠프라 생각했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멀티미디어가 잘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멀티미디어의 활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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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히즈쇼

❚ 주 소

Hisshow

❚ 전화번호

아동 선교/교육

www.hisshow.co.kr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II 1203호
1644-4129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히즈쇼는 최근 10년간 교회 아이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제, 교구 제작 그리고
성경학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영리기관 입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여
밖의 콘텐츠를 대신하여 아이들에게 교회의 참 재미를 일깨워줌으로써 전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니다.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의 내용들이 어른이 되어서 까지 큰 역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아이들 때에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을 교제와 교구에 잘 담기위해 매년 컨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름
교회
있습
들을

❙기관활동
히즈쇼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캐릭터가 살아있는 공
과공부 교제를 제작하여 사역자들에게 제공하여 사역과 아이들의 재미에 큰 도움을 주는 역힐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등과 같은 기존 기독교 교육기관이 제공하지 못한 프로그램 내용들을 개발하고 제공하여 기독교 교육의 혁
신이 되며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 큰 희망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히즈쇼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1년의 사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수립 기간과 현장세일즈(여름성경
학교 강습회 및 교제 판매) 기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저는 계획수립 기간에 여름성경학교 교제를 제작하고 또
한 마케팅하는 부서에서 계획수립 하는 부분을 담당하여 직원들과 직접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
제적인 수요분석, 홍보물 제작, 교재 제작 과정 등을 경험하며 실제 업무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히즈쇼에서 배우고자 하였던 개인의 목적은 단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념 즉 아이들에게 양질의 재미있
는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제작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접 직원들과 근무
하며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를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케팅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기독교 교재 및 교구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영리단체로 상업적인 아동 콘텐츠에 대항하여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부분이 목회 즉 교회의 시스템과 다릅니다. 이익을
통해 새로운 교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교회의 비영리적 목적 그리고 설립 목적 등과
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운영(섬김)하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기관이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적용점
을 전체적인 히즈쇼의 사업과정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히즈쇼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 때 아
동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가 한국에는 매우 부족하여 이를 강화하는 것이 다음세대 교육 및 교육부서의 성장
및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 교육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
니다. 이 또한 저의 목회 방향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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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NTV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미디어

❚ 홈페이지

www.cgntv.net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59길 8

❚ 전화번호

02) 3275-9300

서빙고로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CGNTV(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는 개신교(장로교)인 온누리교회가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 방송국이다.세계 방방곡곡으로 파송되어 외롭게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에게 영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모든 방송은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는 받지 않는다. 광고료를 받아 수익성을 올릴 수
있지만, 모든 광고방송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체 제작하여 송신하고 있다.
애초에 6개 위성을 활용하여 전 세계로 방송을 내 보냈으나 그간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IPTV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시청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 위성, IPTV, 케이블, 모바일을 기반으로 170개국에 7개국어
로 24시간 방송하고 있다.

❙기관활동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와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지원이 주요 사업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QT나 말씀 강
해는 기본이고, 교회 뉴스, 다큐멘터리, 집회 등 다양한 컨텐츠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TV 방
송이 주가 되고 있지만 유튜브와 개별적인 앱을 함께 운영하면서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세
대와 다양한 계층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후원자 모집이다. CGNTV는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 모집과
관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이고 모집된 후원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섬길지에 대한 노력
이 대단하다. 수천명의 후원자 관리를 두 부류로 나누어 두 팀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게 정보를 계
속해서 전달하면서 동시에 후원자의 생일이나 성탄절 등 후원자를 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후원
자의 마음이 계속 이어가도록 힘쓰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희는 2019년 8월6일부터 9일, 총 4일간 오전 9-10시부터 오후 5-6시 까지 실습을 하였습니다. 첫
날은 CGN TV의 주요 사업인 안테나 설치를 국내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온누리교회의 지교회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 양지 온누리교회와 남양주 진건읍의 한 가정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A/S 서비스를 함께 가게 되
었습니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제작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뉴스 진행, 송출실 탐방,
강연 프로그램 촬영 청방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날은 CGN TV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후원기획실에 가서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선물과 홍보지를 포장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CGNTV와 다른 기독교 방송들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각 기독방송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역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기대 이상으로 이곳에서 섬기는 분들은 직장이라는 생각보다는 사역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이 어디에서 발생하며,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오로지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며,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의 표시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고 간단히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
었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고, 기독교 미디어에 대해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대 속에 어떤 기독교적 마음을 가
지고 임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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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공사)

Korean Broadcasting System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미디어

www.kbs.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한국방송공사)
03) 781-100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KBS 기독신우회는 1977년 3월 2일에 설립되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국민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기독신우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목적으로 설립되었
다.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더 나아가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각자
교회를 다니는 직원들이 모인 공동체였다.

❙기관활동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 원들의 아픔과 그 가정의 아픔에 공감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
며,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역할 감당에 힘쓰고 있습니다. KBS 기독 신우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
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선교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해외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마
음을 가지고 지하교회와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로는 잠비
아, 머시쉽, 터어키, 미국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직장 예배 공동체를 넘어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외부
의 사역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며 에배 후의 식사시간과 커피 시간을 통해 일원들을 하
나하나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상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부딪힘은 무엇인지에 대해 귀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KBS 기독신우회를 선택한 목적은 나의 개인적인 비전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한국방송작가교육원 아카
데미를 매주 월요일 다니고 있었다. 이유는 기독교의 선한 내용을 담은 영향력 있는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집필을 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방송국의 문화를 배우고 또한 실제 업무
에 종사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경험이 될것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과 예배드리
고 이야기를 나누며 방송국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고 다시한번 꿈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기독신우회는 목회현장이라기 보다는 신앙을 가진 직장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기
관이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시는 목사님이 다 돌아가면서 오시다 보니 기관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임원진으로
만 국한되는 것이 아쉬웠다.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진 리더가 계속해서 있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직장인들이 그 직장 안에서 겪는 현실을 배웠다.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면서 동
시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은 감명깊었다. 또한 직장에서도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
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나의
목회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힘듦을 함께 나누는 목회자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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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포럼

FILMFORUM
미디어

❚ 홈페이지

www.filmforum.kr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하늬솔빌딩)

❚ 전화번호

02) 363-2537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필름포럼은 (사)필레마 -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이다. 기독교 신앙(Christianity)
을 기반으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영화를 선정하여 2개의 영화관(90석, 52석)에서 상영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카페, 갤러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 개관 이래 꾸준히 좋은 영화를 소
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 지정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선정되었다. ‘사랑’이라는 큰 명제 아래
그 의미를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술, 독립, 기독 영화의 발굴과 상영을 추구한다. 필름포럼이 자리하게
된 데에는 문화선교연구원이란 모체가 존재하는데 문화선교연구원은 교회들과 협력하여 대중문화의 역기능으
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나아가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작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단
체이다. 필름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 필레마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관활동
1. 찾아가는 영화관: 예술영화관인 필름포럼에서 상영하는 최신의 영화들을 원하시는 장소에서 직접 관람하
실 수 있다. 한편의 영화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고 더욱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
진 회중이 영화를 본다면 그 공명은 배가 될 수 있다. 특히 삶을 이야기하는 예술영화는 우리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게 한다.
2. 필름포럼 아카데미: 필름포럼 아카데미는 인문학, 영상, 예술, 기독교 영성 관련 강좌를 통해 치유와 회
복, 배움을 통한 성장, 내면의 성숙,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는 성품과 재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아카데미가 제공된다.
3. 갤러리: 필름포럼 카페 내 로비 3면을 활용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작가의 작품부터 아마추어의
작품까지 갤러리 대관 기준에 맞게 기획된 전시회가 월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필름포럼을 찾으
시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작가들에게는 만남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총 6주간에 걸쳐 필름포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많은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필름포럼
아카데미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시네마 브런치를 참가했다. 매주 책이나 논문을 읽거나 영화 한 편을 보고
모인 우리는, 느낀 점을 나누며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이야기 해석을 들을 수 있었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삶
의 이슈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직접 보고 겪을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또한, 마지막 과정으로
참여한 시네마 브런치는 그러한 이슈나 관점을 직접 영화에 적용해보는 시간이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신학과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이고 생명 없는 것이 되어 버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화 중 '영화'는 더 많은 대중이 거리낌없이 마음을 열
고 자신을 들여다 보고,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마운 매체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영화를 통해 문
화사역의 중심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의미있겠다고 여겼다. 놀랍게도 실천기관
에서의 시간을 통해 영화를 통한 영성적 경험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도 설정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평소에 생각해왔던 목회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왔었는데, 이번 교회 밖 현장실천을 통해 교회 밖 어느 영역에 있든지
만나게 되는 비기독교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것부터가 목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 기
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한 접촉점이 필요한데, 필름포럼에서 진행하는 문화강좌들을 통해 그러한
접촉점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GKS다. 시네마 브런치적인 접근을 하면서 좀더 깊이있는 삶의 이야기들
을 나눌 수 있는 영화치료와 미술치료들이 좋은 도구가 될 것 같다.

- 42 -

42

GBT성경번역선교회

Global Bible Translators
초교파 선교단체

❚ 홈페이지

www.gbt.or.kr

❚ 주 소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한데뷰오피스텔 406호

❚ 전화번호

070-8670-6352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GBT 성경번역선교회는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한 위클리프 국제연대의 회원 단체로서 1985년에 설립되었
고 전세계 다양한 성경 번역 단체들과 함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선경번역이 중단된 지역에 성경 번역
팀을 준비시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공동체가 뿌리내리게 하는 선교의 과정에서 성경
은 매우 필수적이다. 복음이 온전히, 또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 누
구나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도 세계에는 모국어로 성경이 번
역되지 않은 수 많은 종족이 있다. GBT는 모국어로 된 성경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경 번역 및 제작하는 일을 위해 1984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WGA)와 협약을 맺었다. WGA는
1934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성경 번역 사역을 해왔던 WBT가 발전하여 현재의 위클리프 국제연대
(WGA)가 된 것이며 45개 회원단체와 60개 협력단체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있다.

❙기관활동
전 세계 다양한 성경 번역 단체들과 함께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지역에
성경 번역팀을 준비시켜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회 동원(교회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 교회가 선교에 동
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성경 번역 선교 관심자를 발구하여 선교사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교
회 선교 집회나 세미나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알리고 홍보, 교회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용), 사역을
위한 훈련(선교훈련, 카이로스, 미션퍼스펙티브, 언어학훈련, 선교적 교회 관련 세미나) 문해교육(문해와 교
육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 문해 사역 프로젝트 기획 및 착수를 위해 지
도력 및 전문 역량 발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읽기 및 교수 자료 개발, 교사 훈련, 문해교
육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 평가 등, 다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성경번역, 언어조사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희는 2박3일 코스로 현장실천을 했습니다. 성경전래지 기념관 및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충남 서천),
영광 염산교회 및 야월교회 (전남 영광), 문준경순교기념관, 광주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전남 광주)를 돌면서
선교사님들의 역사와 길을 따랐습니다.
GBT 선교사 및 간사들이 함께 어우러져 2박3일의 여행을 통해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들의 길
을 추적했습니다. 또한, 여행 중 선교사, 간사와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선교에 대한 이해가 무
엇이었는가를 돌아보고, 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이해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목회를 지망
하는 많은 신학생들은 ‘선교'에 대해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선교’에 대해
서 안다고 해도 막연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물론, 향후 목회를 할
때 비전트립, 선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바른 전략과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
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밖 현장실천 공지가 떴을 때 성경번역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관심을 가졌
습니다. 3일동안 평소에는 기회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한국의 선교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다니며 선교사님들
의 길을 추적할 수 있어서, 깊이 공부하고 배우고싶어서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와 선교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갔다오니 기대했던것보다 열배 백배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GBT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간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역사 뿐만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선교사
역과 목회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었고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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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초교파 선교단체

❚ 홈페이지

www.omf.or.kr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헌빌딩 2층

❚ 전화번호

02) 455-026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OMF의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아시아의 각 종족 안에 자기 종족을 전도하며 타종족을 선교하는 토
착화된 성경적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에 있다. OMF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을 동아시아인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OMF의 역사는 1865년 허드슨테일러
선교사는 중국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설립하여 내륙선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 1900년
58명의 CIM선교사들과 21명의 자녀들이 의화단 사건으로 순교하는 등 고난은 있었으나 1939년 한 해에만
약 만명이 세례를 받는 등 선교사역의 열매는 맺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중국의 공산화로 부득이 중
국을 철수하여 본부를 싱가폴로 옮겼지만 사역은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명칭을 CIM에
서 OMF로 바꾸었다. 한국 OMF는 1980년에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1,4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동아시아 18개국에서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 중에 있다.

❙기관활동

-

1. 선교훈련 및 멘토링: 동아시아 19개 필드에서 섬길 장기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모집. 단기 선교프로그
램을 통해 선교적 제자훈련을 경험케 한다.
선교멘토링: OMF의 핵심가치를 배우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현황, 선교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과정과 동아시
아 선교 헌신자들이 함께 하는 미션 멘토링
모바일선교학교: 지역 교회와 함께 운영하는 선교훈련프로그램으로 선교의 4가지 관점, 선교와 문화, 동아시
아 선교의 현황과 필요 등을 강의
선교코칭 컨설팅: 교회 목회자와 선교사가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 코칭
2. 기도모임
Touch East Asia Time(TEA time):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
디아스포라 모임: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문 열면 있는 땅 끝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
소그룹 기도모임: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
3. 비전트립: OMF 선교방법과 전략, 선교사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4. 디아스포라 사역: 이주민, 유학생 등을 섬김.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

한국 OMF 본부에 방문하여 OMF에 관한 역사와 비전을 듣고, TEA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숭실대 유학생 사역(한글학교)에 참관하였다.
수도권 페밀리 데이 참석하였다.
TEA 기도회 참석하였다.
OMF 서적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였다.
한국 OMF 본부에 방문하여 소감 나누고 마지막 모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신대원에 입학하였지만, 선교와 관련된 과목을 듣거나, 선교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 위주로 듣다보니 자연스레 선교와 관련된 과
목을 듣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중에 교회 밖 현장실천은 선교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
다. 여러 선교 기관 중에서 고민하다가 학기 중이라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OMF 선교회에 혼
자 지원했다. 혼자 지원하였기에 큰 부담감이 있었다. 하지만 혼자이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
다. 교회 밖 현장실천을 통해 기대한 것은 선교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한 기대는 상당부분 성취가 되었다. 기도회를 참석해서 실제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
고, 여러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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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M국제선교회

Operation MobiliZation
초교파 선교단체

❚ 홈페이지

www.omkorea.org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사)한국오엠

❚ 전화번호

02) 561-6747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오엠(Operation MobiliZation)은 세계를 위하여 사람들을 도전하여 동원하며, 훈련시켜 사역자로 파송
하여 현지사역을 감당케 하는 기독교 정신의 국제단체입니다. 총재는 '로랜스 통' 이며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57년 멕시코 사역을 시작으로 현재 110여 개국에서 35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오엠은 1975, 78, 80 국제NGO선 로고스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1989년 8월에 故 옥한흠 목사님께서
초대 이사장으로, 초대 대표에는 최춘호 목사가 직을 맡아 국제오엠의 한국지부로 창립되었습니다.
한국 오엠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중동,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각 국가들에서 사랑과 봉사
의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비영리적 사회활동, 교육 및 구호활동 등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관활동
한국오엠은 한국교회와 함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목회자, 교사, 일반청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사역자들을 단기 혹은 장기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현장
실습(On the job training)을 통하여 전인적인 훈련 및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단기 아웃리치와 선교제자훈련, 그리고 선교영어훈련 등을 하며 문화예술 및 스포츠 사역도 하고 있습
니다. 또한 오엠 자체의 크루즈 선박인 '로고스 호프' 에 승선하여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우리는 총 7일간의 일정을 함께하며 OM을 위해 오스트리아, 태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이미 컨퍼런스
를 마친 국제적인 평신도팀이 국내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영어캠프를 통해 아동들 사역을 맡게 되었다. 분당
우리교회의 산하 기관인 사회복지 단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며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였다. 실제로 숙식을 3일정도 같이하고, 시작부터 그 과정, 마무리까지 함께 하며 복음으
로 하나되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일하여 실제적으로 비기독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의 사랑을 전하
는 시간을 가졌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며 그들을 향한 그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로인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천기관인 오엠 선교회에서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국에서의 선교를 같이 계획하고 리허설 및 진행과 피드백 까지 같이 하며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한국
교회 내에서의 영어 예배 및 영어 선교 캠프의 진행에 대해서도 배우려는 기대감과 목적을 가졌고 그 목적을
모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장애물이 없으며 세계를 향해 있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고
함께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복음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역의 다양성과 넓으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
는 성화와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다섯 개의 나라에서 아웃리치로 선교를 온 선교사님들의 생
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들에
게 다가갈 때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놀고 웃고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함께 생활하시고 먹고 함께 하셨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 뜻을 함께 살아가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 받고 함께 기뻐하는 '동행' 임을 깨닫게 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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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WEC국제선교회

WEC International Korea
초교파 선교단체

❚ 홈페이지

www.weckr.org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 11길
7-17(양재동,숭진빌딩)

❚ 전화번호

02) 4377-7025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국제선교회는 (1)미전도종족 복음화, (2)교회개척, (3)
선교동원이라는 핵심사역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WEC는 1913년 C.T. Studd에 의해 창립되었다. studd
는 처음에 선교의 소명을 받고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
음화를 위해 일했다. 그러다 본국으로 돌아 오고, 53세가 되던 1913년, Studd는 병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벨기에령 콩고(옛 자이레공화국)로
출발했다. 이후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The Heart of Africa Mission)'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WEC 국제선
교회의 전신이 되었다.

❙기관활동
(1)교회개척 사역 : 전도와 양육을 통한 전통적 교회 개척 사역/ 도시선교/ 성경번역 등
(2)신학교육 : 성경학교, 신학교 강의사역/ 통신강좌/ 리더 훈련 등
(3)청소년 사역 : 불우청소년 사역 / 고아원 사역 등
(4)선교사자녀학교 : 교사(한국어 과정및 영어과정) / 기숙사 부모(Dormitory Parents)/ 교육행정/
조리사 / 영양사 / 자원봉사자 등
(5)의료사역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치위생사 / 약사 / 조산사 / 간호사 / 물리치료사 /
마약, 알콜 중독자 갱생 사역 등 모든 의료인
(6)전문인 사역 : 농, 목축업 / 농업개발 / 사업가 / 회계 전문가/ 일반 행정가/ 각종 교사 / 인쇄, 출판 /
기술교육 /컴퓨터, 인터넷 전문가 / 전기 기술자/ 차량 정비 / 목공/ 건물(병원) 관리
유지 기술자/ 요리사/ 사회복지사 / 예체능 등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다섯째날

WEC 국제선교회 소개, MK(선교사자녀)
양화진 방문과 정기기도회 참석
IMM(국제선교동원) 소개, 이슬람 사원 방문, 난민 사역지 방문
Sender(보내는 선교사), 나의선택(영화감상 및 나눔)
- 선교사 패널토의 및 Q&A, 소감나누기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신대원에 진학한 이후로 꾸준히 선교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밖 현장실천을 통해 wec국제선교회 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wec이
어떤 기관인지는 잘 모르지만 '선교'라는 단어에 이끌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선교회에서는 어떻게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어
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등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현장실천의 기간 동안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선교에 대한 생각의 폭이 좁았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강의
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패널토의를
통해 곧 파송을 받게 되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어떤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wec국제선교회의 분위기와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은 참 좋고, 의미있
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헌신한다면 어떨까? 혹은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어
떨까? 상상해보았습니다. 졸업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는 모르지만, wec의
현장에서 사역을 경험해보는 것은 색다른 일이고, 좋은 경험과 훈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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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Christian School Education Research Center
교육/통일 관련기관

❚ 홈페이지

www.cserc.or.kr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8길 44 크레스코빌딩 308호

❚ 전화번호

02) 6458-3456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기독교학교교욱 운동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
워가는,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교욱의 본질과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의 필요에 응답하는 연구, 나눔과 성
장이 있는 연수, 왜곡된 교육을 변혁하는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
적으로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하나님의 교육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며 기독교대안학교의 성
장과 성숙을 지원하며, 기독교사립학교의 회복과 갱신을 돕고, 공교육에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을
회복시키는 주체로 기독학부모를 세워가며, 가정-학교를 연계하는 교회교육을 모색합니다.

❙기관활동
1.
2.
3.
4.
5.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대안학교의 현황을 분석, 제공하며,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도록 돕습니다.
공교육(기독교적 대안): 교육정책 및 교욱제도 연구를 통해, 공교욱에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합니다.
기독학부모: '기독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사명과 역할을 제시합니다.
교회교육(가정-학교연계): 교회-가정-학교 연계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교회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에 매주 월요일마다 다섯번을 가서 주로 녹취파일을 워드파일에 옮기는 작업
을 했습니다. 기독교학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로 가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을 만나 인터뷰파신 파일들을 들으며 그대로 옮겼습니다. 또한 기도학부모신문 작업을 함
께 하고, 각 대회들의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일에 실천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제가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연
구소이며 교회, 학교, 가정을 살리는 데 가장 선두로 이바지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소를 선택하며 이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공교육과 이를 위한 대안학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지 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랬으며 실천기간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
종교와 하나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과연 유익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핀란드나 네덜란드처
럼 교육의 바우처를 받고, 대안학교와 사립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치열하게 싸워서 획득한 나라들이
모두 그렇게 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다른 성격이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수용하고 함께 하며 서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천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에 있는 대안학교들과 기독교사립학교들이 얼마나 이 땅에 밀알인지 깨닫게 되
었으며 그들이 모두 학교를 설립하고 기관을 설립할 때마다 성공과 명예를 바란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무언
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시도하고 하나님께 맡기
며 행동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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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Institute of Shalom Theology for South and North Korea
교육/통일 관련기관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www.issn.co.kr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광장동,장로회신학대학교)
02) 985-2156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는 남북분단 기간 동안 상이해진 두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사
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 하는 방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해 선
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한국교회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 진작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직면해 있다. 그간 한국교회는 북한동포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출
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단 및 한국교회의 노력들을 연합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다 활기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 연구소는 그에 기초되는 신학적 연구들을 수행함과 동시, 당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탈북민들과 북한동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일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관활동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는 통일을 위한 신학적 연구들을 수행함과 동시, 당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탈북민
들과 북한동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은 ① 북한교회와 탈북민을 위한 신학연구 및 성경공부 교재 만들기
② 한반도의 복음화와 평화통일 및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한 연구와 실천
③ 북한의 인권과 복리에 대한 연구
④ 남북한 사람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대한 비교 연구
⑤ 탈북민 신학생 및 북한교회를 위한 사역에 헌신할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⑥ 위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⑦ 연관 기관들과의 연대 사업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6월 12일 연구소의 안효제 간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연구소의 취지와 활동, 앞으로 경험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7월 11일 통일선교대학원 9기 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 탐방 및 DMZ 방문을 했다.
8월 24일 주선애 교수님의 탈북민 장학생 모임인 샬롬 공동체 모임에 참석 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
서 청년들과 교제를 나누었다. 9월부터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는 통일선교 대학원 특강에 참석 해 북한의 현
실과 정치,문화,경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도있게 공부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교회밖 현장실천을 통해 기대했던 것은 사역의 현장을 체험 해 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연구소”라는
타이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반 걱정반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
을 뿐 오늘날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체험 활동을 통해 과거를 되짚어보고, 통일선교 대학
원 특강을 통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동시에 탈북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들의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시간의 경험이기에 깊이 있게 경험하기에는 부족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간접적으로 넓게 경험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민 사역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이었다.
장신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수월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장신대라는 네임
VALUE가 있어서 인적, 재정적 지원도 많은 것 같다. 또한, 연구소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연구와 보고서 및
책 발간과 아울러 현장방문, 통일선교대학원 운영, 샬롬공동체, 탈북민 지원 등 다양하게 실천적, 실제적 사역
에 병행되는 것이 인상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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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벗학교

Hanbeot School
교육/통일 관련기관

❚ 홈페이지

www.한벗학교.com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454번길 32 1층 한벗학교

❚ 전화번호

031) 968-771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일반 학교에 갈 수 없는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꿈과 사랑, 소망을 심어주는데
있습니다. 처음엔 영리목적으로 탈북민이 시작하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다른 많은 문제들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천지에 넘어가게 됨을 알게 된 현 한벗대안학교 대표이신 박다니엘 선교사가 2019년 1월에 인
수 하였고, 기독교 학교인 미션스쿨을 만들어 탈북민 청소년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키우며 하나님의 일꾼으
로 만드는 사명을 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주로 탈북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주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제도를 통해 아이
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과 오랜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보다 중국어가 더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말을 교육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다. 마지막으로 탈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필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사업은 한우리캠프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였고, 동시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징 중 하나는 여러 학교의 북한선교 동아리들이 연합했다는 점입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나는 이 현장실천을 통해 어린아이들 속에 있는 상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학교에서 밝게 지내는 아이
들을 보았다. 전에는 집을 떠나 엄마 품을 떠나 학교에서 숙식을 한다는 것이 마음이 아팟는데 그러나 하나
님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을 현장실천을 통해 이 학교 대표님과 선생님을 보면서 알수 있었다. 저들이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것을 나는 이것을 배운것 같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의 이번 현장실천은 캠프중에 간호사역활을 한것이다. 우리는 전체 3박 4일을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꼐 숙식을 하면서 섬겼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들과 나를
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이 실천기관을 선택한것은 탈북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학교 운영과 그리고 캠프를 통해 나도 저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하나가 되는것이였다. 그리고 저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서로 형제
가 되는것이였으며, 간호사로서 저들을 섬기므로 내가 배우는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히 탈북민들을 위한
캠프인데 탈북민자녀들이 중국어 밖에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배우고 싶었다.
잘 보고 배운것 같다 스탭진이 각자 맡은 부분을 일사 천리를 진행하는것을 보면서 조직력과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섬김에 진지함을 배운것 같다.
내가 배우고 내가 은혜받고자 한것을 다 배우고 값절로 은혜받은것 같다.
목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캠프 프로그램을 계획할때 아이들의 연령대별 특징과 수준을 고려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예를 들어 찬양 콘티를 짤때에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찬양으로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너무 컸
고, 특강 강사를 세울때도 아이들에게 맞는 주제와 강사를 세웠어야 했겠다. 유치원 나이와 초등 저학년 학생
들이 대부분인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라고 하니 아이들이 흥미를 갖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 49 -

49

군경교정선교부
군선교분야

❚ 홈페이지
❚ 주 소

Military Mission Ministry

❚ 전화번호

군/경 선교단체

www.new.pck.or.kr/division.ph
p?part=military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100주
년기념관 602호
02) 3676-730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군경교정선교부는 제94회 총회에서 군선교 및 농어촌선교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군농어촌부
를 신설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후 보다 전문성 있는 선교를 위해 제99회 총회에서 군선교부와 농어촌
선교부를 분리하였으며, 제100회 총회에서는 기존의 군선교부에서 군경교정선교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군선교사역이 곧 다음세대의 성장동력이며 단순히 군장병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복음화 하는 일
이자, 세계선교를 위한 헌신된 선교자원을 준비하는 선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활동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뿐 아니라 그 하위에 경찰, 교정, 소방선교를 함께 하고 있다. 하나의 부서 내
에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목협의회, 교정선교협의회, 군
종목사단, 군선교교역자회, 군종사관후보생회와 연대하여 사역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하자면 군선교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군교회 중에서도 단위가 작은 대대교회의 부흥 및 군선교교역자
제도발전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진행한다. 경찰, 교정, 소방선교 분야에서는 각 노회 교정선교 교역자 양성,
경목 양성, 소방목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각 분야별로 매뉴얼과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 또한 하고 있다. 총
회의 독자적인 사업이나 활동이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
고 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현장실천은 예배+부대견학+특강+선배들과의 대화+연무대교회 방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박 3일간
이루어졌으며, 개회예배를 드리고 부대견학을 했다. 부대의 구조, 부대에 있는 건물 등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강이 1시간씩 2번이 있었는데, 연무대군인교회 담임목사님, 공군본부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특강을 해
주셨다. 두 목사님 모두 20년 이상의 군선교 사역을 경험하신 목사님이셔서 많은 경험을 나눠주셨고, 요즘
군인교회의 분위기도 알려주셨다. 다음 날에는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이 인상깊었는데, 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야기를 해주셨다. 특히 군종사관후보생은 임관 후 바로 담임목회를 해야하는데, 임관 전에 후보생은 설교를
할 기회가 턱없이 적어서 군교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교문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 듣는 설교들을
간단히 메모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다. 마지막 날에는 연무대군인교회를 방문했다. 연
무대군인교회가 새 본당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되었고, 큰 규모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곳에서 설교를 하는 모
습을 상상하면서 떨림과 기대가 생겼다. 그 후 폐회예배를 드렸고, 현장실천을 하는 동안 군선교를 잘하기 위
해 준비가 많이 필요함을 느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실천기관을 선택한 목적은 간단하다. 학부 2학년 때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었기 때문이다. 군종사관
후보생은 국방의 의무에 따른 의무 군복무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고 느낄만한 자
유가 그다지 없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목이 되어 “목사”로써 그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또 그 이후에 까지 군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현장실천에 대
해 기대한 점은 입대 까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현역 목사님들의 목회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들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다. 이번 실천기간동안 총 다섯개의 군교회를 방문하고, 3번의 특강, 2번의 질의응답을 거쳐
서 희망했던 바가 잘 성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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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Military Evangelical Association of Korea
교육/통일 관련기관

❚ 홈페이지

www.v2020.or.kr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0, 101호

❚ 전화번호

02) 744-2661~4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는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군선교연
합회는 군복음화를 통해 민족복음화의 결실을 맺고, 인류복음화에 기여하는 21세기 기독교 운동인 비전
2020실천운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한국기독교 군선교 전문대표기관으로서 군인교회, 회원교회와 함께 군
인교회 건축, 장변전도 및 진중세례 및 침례, 군인시자 양육, 결연, 각종 교육 및 전도 프로그램 등 한국교회
와 성도님들의 뜻 깊은 후원과 기도 속에 소중한 사역을 실천하는 '공익사단법인 기관'입니다. 표어는 고후
6:16절(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로'이며, 아주 특별한 선교 사역을 실천으로 군 민족과 인류 복음화를 위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크게 선교팀, 기획&행정팀, 홍보 미디어팀, 후원&재정팀 4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서의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대표적
으로 군부대 내 건축사업과 훈련 중 부대위문, 진중세례(침례)식, 군종목사파송교단이나 유관기관과 함께 군
선교 전략 개발사업,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보내는 사랑의 온차, 대구국성회 및 지역복음화(군선교
사역활성화), 전도 및 교육사업(군선교사 혹은 청소년비전캠프, 군종목사 및 기독준부사관단 수련회, 미래출
석교인 양육세미나) 등 여러가지 사업들과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고 있
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먼저 전국에 모든 군부대 내 군종목사와 군종병, 그리고 군가족(간부)과 병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구국성회에 다녀왔습니다. 2박3일 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루 참석)하여 다음세대를 위한 군선교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이는 연합수련회(CCC캠프)에 1박2일 참여하여 군
부대에 복무중에 있거나, 군대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군교회의 아빠순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신청을 격려하였고
군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상담도 하였습니다. (아빠순장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한 성경지식으로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등, 군 부대에서 군선교의 필요성과 아빠순장의 역할 등 한
국군선교복음화를 위해 홍보를 하며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군선교내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대구국성회, CCC캠프에도 참여했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군인(장교)이셨으며 현재 군무원으로 계시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가정이 군선교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있었기에 군선교를 향한 제 열정은 변함이 없었고, 이
번 현장실천을 통해 앞으로 제가 가야할 목회의 길에 많은 배움과 사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현장실천을 통해 젊은 세대가 군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며 함
께 군복음화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군선교연합회를 선택하였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두
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군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눔으로 보다 더 기대이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의 청년부와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배운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실천에서는 순장을 세우고 교육하고 전도
에 힘쓰는 일을 하였지만, 실천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군선교팀들과 빨리 친해지고 함께 부스를 설치하고 홍
보하며 또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점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있거나 군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직원들의 도움으로 공동체의 중요성과 장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군선교연합회처럼 활
성화된 공동체로 목회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들 뿐 아니라 부서 내 교사들이나 각 부서의 공동체성, 그
리고 당회나 목회자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친목을 다지며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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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NGO 기관

www.cemk.org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4
길 30 세대빌딩 401호
02) 794-6200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1987년 12월 손봉호, 김인수, 이만열, 장
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안 등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지난 30년간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운동을 만들어냈습
니다.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상을 기본 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
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기관활동
1. 자발적불편 운동(교회와 함께 하는 자발적불편운동, 자발적불편운동 캠페인 등)
2. 교회신뢰 운동(목회자 세상읽기 뉴스레터, 투명한 재정운동, 신뢰도 여론조사 다시보기, 교회세습반대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등)
3. 좋은사회 운동(부채해방운동, 공명선거운동, 투명성운동 등)
4. 바른가치 운동(바른가치TF, 바른가치 세미나 등)
5. 청년 운동(청년TNA(Talk&Action), 청년월례포럼'슬기로운 청년생활' 등)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5.
6.

오리엔테이션
교회 재정 세미나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
자발적불편운동포스터 발송지원
교회의 사회적 책임 포럼 "공간과 교회"
교회 재정 감사 워크숍
기윤실 활동가들과 대화 모임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목회세습반대운동에 뛰어든 것을 시작으로, 작년 수업때 들었던 목회자 '성윤리'부분에 대한 기독교윤리
실천의 글을 보고, 사회와 교회의 윤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첫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기
독교윤리실천의 활동을 직접 옆에서 배워봄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었고 지금의 교
회윤리와 사회윤리를 바르게 성찰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여러 세미나 참여와 포스터 우편 작업을 통
해, 이 단체가 집중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혁명적인 윤리실천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시작하는 작은 윤리실천을 강조하며 바르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의 모습을
알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장차 기관목사로서의 활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목사로 활동하시는 분은 현재 한분 정도이며, 보통 간사나 활동가로써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소속 교단에 매이지 않아 더 초교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아 보이기는 했으나, 분명하게 말씀적으로 지침을 세워주고 함께 이끌어나갈 초교파적 기관목회도 가
능한 현장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천에서 가장 크게 배운점은 '작은 실천으로 이
루어지는 윤리실천'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캠페인에 관심을 두고 적용하고 싶
습니다. 현재 달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윤리에 관한 캠페인을 포스터 형식으로 배포하고 협력하는 교회
가 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캠페인 하나하나가 각 교회에서 적용하면 좋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
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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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교육
센터살림

❚ 홈페이지
❚ 주 소

Chistian Environment Education Center, SALIM
NGO 기관

❚ 전화번호

http://blog.daum.net/ecochr
ist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56-1(A
동) 4층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070-7756-0226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이하 살림)은 2018년 5월 3일 개원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살림은 창조
신앙에 기반을 둔 생태리더십을 개발하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푸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살
림은 ‘Slow Christian, Slow Church’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플라스틱 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녹색교회를 위한 △교회 녹화 △교회 절전소 △생명 밥상 △초록가게 △주말생태교실 등 시범사업과
생태적 삶 훈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그리스도인들이 절기 별로 하나님의 창조와 지구의 위기를 묵상할 수 있도록 (A)사순절 탄소금식과
(B)플라스틱 감축훈련, (C)기쁨의 50일 살림캠페인, (D)창조절 50가지 들꽃과 나무묵상 등의 캠페인을 전
개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E)환경선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대림절을 맞아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비유로 드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F)대림절
묵상집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로회신학대학교 그린캠퍼스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리더십
아카데미와 그린토크&워크샵, 녹색교회 투어 일정들을 진행하였고, 별도로 컨설팅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
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환경선교사 양성교육 참여 및 영상 촬영 업무
이 교육은 총 8주 매주 월,화(오후 1시~5시 30분) 시간에, 장소는 새문안교회 10층 세미나실-4 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학교 개강 및 수업 시간과 맞물린 관계로 마지막 두 번은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교
육에 참석면서 강사분들의 강의를 촬영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영상의 목적은 기록용 이었으
며, 추후 편집을 고려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친환경 공산품 찾기 및 교회 내 활용방안 구상
전공과 관심사를 살려 교회학교에서 주로 소비되는 제품들을 파악하여, 친환경 제품으로 바뀌면 좋을 제품들
을 찾고 제안하는 일을 구상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중 친환경 제품으로 수상 이력이 있는 업체들에 관한 정
보를 얻게 되었고(살림에서 제공)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해보았습니다.
(3) 가을 소풍 계획안 수립 및 교회학교 대림절 묵상집 작성
본인이 초등부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기에, 바로 접목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몇가지 고민하여 실천
해보려 하였으나, 일부는 기상 악화(태풍)로 인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ㄱ. 가을 소풍 @밤밭청개구리공원 (수원시 율전동) - 기상 악화로 취소
ㄴ. 교회학교 대림절 묵상집 제작 (12일치 작업분) - 원고 마감 후 디자인 작업을 위해 전달 완료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목적 및 기대한 점 : 실천기관으로 살림을 선택한 이유는 본인에게 교회환경교육 컨텐츠가 필요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환경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관 처럼 보였기에, 실제적인 팁과 정보,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2)배경 : 2019년 가을학기, 수강 하였던 '기독교와 생태학'(지도교수: 이창호)과목은 어려서 부터 가졌던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사역중인 교회와 부서에서의 적용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에 총회 환경선교부나, 기독교환경운동센터에 문의해보았지만 당장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육
하는 데 활용할 만한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 교재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3)목적의 성취 :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살림에는 실제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신 센터장님과 많은 자
료들이 있었고, 행사에 참여하면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계
심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또한, 가장 필요하였던 실제적인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환
경선교사 양성 교육에 참여하면서 심도 깊게 생태, 자연, 환경, 나를 둘러싼 생물들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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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환경운동연대

Korea Christian Environmental Movement
Solidarity for Integrity of Creation
NGO 기관

❚ 홈페이지
❚ 주 소
❚ 전화번호

www.greenchrist.or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길 20 CI빌딩 202호

충정로11

02) 711-8905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기독교환경연대는 KNCC 산하에 있는 개신교에서 유일한 초교파적인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기구로
서 각 교단에서 파송하여 연구진과 실무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세계 교회에서도 이렇게 초교파적인 환경운
동 기구가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드물다고 합니다. 기독교환경연대 이하 ‘기환연’은 1981년 공업화된 사회
속에서 1981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가 공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인
식으로 82년도에 설립하게 됩니다. 83년 대한민국에게 공해와 삶의 문제를 바라보게 했던 ‘원진레이온’, ‘온
산병’ 등에 공해 피해 조사를 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환경 문제가 인식되기 초반부터 문제의식을 내었던 기구
입니다. 기환연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지만 기득권층과 언론이 국민의 눈을 가렸던 사건들에 맞춰 이름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89년에는 ‘한국반핵반공해연구소’로 개칭, 92년도에는 ‘한국교호환경연구소’로 97년에 와
서 현재 여러 교단이 협의체를 이뤄 확대개편된 창조보전을 위한 ‘기독교환경연대’로 개칭하게 됩니다.

❙기관활동
1. 회원사업
한달에 한번 ‘지구를 지키는 독서모임’을 진행한다.
2. 녹색교회 사업
'녹색교회 21 의제'를 바탕으로 교회의 창조 보전 운동과 녹색 그리스도인의 삶을 안내하며 녹색교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3. 현안대응/연구교육 사업
창조세계를 아름답게 돌보고 뜨거워진 지구를 식히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연구
조사, 강연, 교육,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은총의 숲 사업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처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은총의 숲'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토대를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1.
2.
3.
4.
5.

오리엔테이션: 오티에 참여하여 본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를 듣고 활동에 대해 의논했다.
녹색교회 방문: 환경운동에 함께 하고있는 교회들에 방문하여 교회 운영 방법등을 보고 배웠다.
기도회 방문: 탈핵 기도회 등에 참석하여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에 대해 성찰했다.
세미나 방문: 녹색교회 세미나에 방문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배웠다.
기타 행사 방문: 후원행사 준비 및 행사 현장방문 3회(6시간) 등으로 실천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학교에서 생태와 신학이 만나는 수업을 듣게 되어 그 이후로 생태와 기독교에 대한 주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만큼 자연을 이기기 위한 도구적 인간, 사회적 인간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열망은 과잉이 되어 정복을 위한 했던 행위의 흔적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태적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된 것
은 인간의 죄의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 환경 보존, 삶 그리고 신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
을지 환경을 연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활동에 동참해 생태를 생각하는 감수성을 키웠으면 하는 기
대가 있었습니다. 생태 독서모임은 어떤 관점으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배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생태환경 중에 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인식론적 변환점이
있었습니다. 녹색교회 탐방은 생태와 신앙 혹은 신학을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었
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신학,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한다는 것은,
생태적 신학과 삶을 전개하는 것이 작은 생물과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고 배려해야 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나의 삶의 자세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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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Bible Forum for the Next Church
NGO 기관

❚ 홈페이지

www.mimokwon.com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30
서울숲IT캐슬 301호 지혜의 샘

❚ 전화번호

02) 6310-6121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는 소망교회를 목회하시던 김지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 2019년 올해 세운 연구
소입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특별히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재교육 목적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닌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1) 말씀 프로페짜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 영역에 있어서, 설교정과의 말씀을 따라 매주 목회자들이
아침에 모여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누며 서로의 시각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말씀 묵상
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 아카데미강좌: 매달 한 번씩 2~4주간 성서본문에 대한 연구와 인문학, 사회학, 윤리학 등등 다양한 영역의
학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카메디를 통해 교육합니다.
3) 북토크: 매월 1권의 책을 선정하여 저자를 초청하여 저자로 부터 책의 개관을 듣습니다.
4) 공개강좌: 매달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사회의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배우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미목원에서 실시한 현장실천은 주로 강의 참여와 스텝으로서 봉사하는 것이었다. 말씀 프로페짜이를 제
외한 아카데미, 공개강좌, 북토크를 참여하여 강의를 들었고 강의 시작 전, 후 청소 및 방송정리를 진행했다.
강의가 있는 날은 7시부터 10시까지 참여와 봉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진행 수는 아카데미 4회, 북토크 3회,
공개강좌 3회를 참여하였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미목원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강의하는 곳에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
되고 목회자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지 궁금했다. 먼저 예상했던 수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문제가 되
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오히려 학교에서 다루는 주제보다 현장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목원은 학문적
인 지식을 추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문제로 고민하는 현장 목회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지식적인 깨달음도 있었지만 목회자들의 지혜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대화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 기쁨을 누렸다. 미목원에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지만 내게 감명을 준 영성과 인문학에 관한 고찰이다.
먼저 영성은 김기석 목사님과 유해룡 목사님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두 분다 각 분야에서 현대 사회에
서의 영성의 의미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할 영성적 가치에 대해서 논하셨다. 또한 1학기에 진행된 북토
크였던 최정원 교수님의 저자강의도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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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성서한국

❚ 주 소

BIBL KOREA

❚ 전화번호

NGO 기관

http://www.biblekorea.org/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4
길 30 세대빌딩 401호
02) 734-0208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성서한국은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
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나라 운
동'을 목표로 삼고있는 곳입니다.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에게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
고, 사회 선교와 대중과의 연대 등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홀수 해마다 대회를 개최하며 2019년이 9번째 대
회였습니다. 성서한국은 성서를 통한 배움과 실천을 지향하는 청년대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함
께 고민합니다. 다양한 교회와 기독단체 참가자가 모여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성서한국의 목표
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성경에 입각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것, 전도와 양육을 넘
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운동으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
는것, 일차적으로 청년대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시작하며, 청소년과 직장인들까지 그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것, 각종 포럼과 세미나 그리고 영역별 그룹 모임 등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
을 특성화시키고 구체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 성서한국대회 conference
성서한국대회는 기독청년학생들을 사회적 영역에 헌신자로 세우기 위한 사회선교대회이다.
- 성서한국 기도회 prayer meeting
기도운동은 성서한국 운동의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놓고 중보하는 운동이다.
- 성서한국포럼 forum
성서한국은 연 1회 이상 포럼을 개최한다. 성서한국 포럼은 기독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주요한 문제들에 대
해 함께 고민하고 성서한국이 지향하는 운동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장이다.
- 성서한국아카데미 academy
성서한국의 참여단체들이 공동 주최 혹은 주관하여 성서한국운동을 구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
계관, 이론, 전략, 활동 방법론, 리더십, 방향 등에 관한 신학적/이론적이고 현장 실천적 내용을 수준별/분야
별로 교육한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올해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있는 해로 자원봉사자로 전국 대회를 섬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대회
시작 하루 전에 도착하여 함께 대회 장소 셋팅을 하며 대회 기간 내내 함께 숙식하며 대회 진행을 돕습니다.
저는 특별히 매체국에 소속되어 전국대회 기간 내내 사진 촬영 담당으로 대회 현장 스케치를 담당했습니다.
대회 전 날에는 오후 2시까지 도착하여 밤 10시까지 강연장 셋팅, 현수막 설치, 강의실 준비, 등록 업무를
위한 데스크 및 물품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전 기도회, 식사 시
간, 선택 특강, 저녁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밤 10시쯤에 하루 일정이 마
무리됩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평소에 교회와 사회의 관계, 사회에서 교회와 복음의 역할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다
루는 본 대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욱이 2015년 전국대회 당시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에 즐거웠던 경험이 있어 현장 실천으로 본 기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 외에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과 봉사하고 교류하면서 함
께 교회와 사회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또한 여유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주제 강연과 선택 특강을 통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독 활동가들과 학자들의 유익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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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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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설립목적과 역사
희년함께는 예수원의 故 대천덕 신부에게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희년 정신과 원리를 토지제
도에 구현하는 운동을 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에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하여
활동해왔습니다. 희년함께의 목적은 성령님의 힘으로 희년을 실천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세우
는 것입니다. 또한 희년함께는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실천하도록 전하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희
년실천주일을 지키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관활동
희년함께는 모두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지공주의(地公主義)에 기초한 토지가치세제(Land
Value Taxation)를 실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공동체를 세우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하도록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를 희년에 기초한 공정국가대안체제로 통합하도록 힘쓰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희년에 담긴 부채탕감 정신을 오늘날 적용한 ‘희년은행’을 설립하여 고금리부채, 주거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년함께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
는 순종의 정신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실천 일정(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3박 4일 동안 예수원에서 열린 희년학교에 참여했습니다. 희년학교는 희년함께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고 희년의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곳입니다.
희년학교는 4번의 예배와 3개의 강의, 아침 조도와 점심 대도(중보기도), 식사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희년학교 스텝으로 참여하여 강의와 예배 세팅, 희년학교 참가자들 숙소 안내, 간식 관리, 사진촬영, 짐
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7월 30일 하루 먼저 강원도 태백 예수원에 도착하여 짐정리를 돕고 다음
날 숙소배정 안내를 안내받았습니다. 다음날 오후 3시 등록부터 시작하여 숙소 안내, 예배와 강의에 참여하여
위와 같이 스텝으로 도왔습니다. 예수원에서의 일정은 매일 아침 6시 조도로 시작하여 모든 일정을 마치고
12시쯤에 취침하였습니다.

❙소감(2019-2 교회밖실천 보고서 中)
저는 20살 초반에 지인을 통해 예수원과 출판된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성경이 말하는 토지 개념과 희년정신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년함께는 예수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이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 예전에 들어왔던
희년정신과 토지공개념을 자세히 알고 싶어 이 기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희년학교에 참여하여 강의와 희년정신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어 예전에 가지고 있던 희년정신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확인하고 오늘날의 필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사람
들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며,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 정부에서는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희년은행을 통해 부채와 주거빈곤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제적인
대안들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희년정신의 더 많은 실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
라의 한 영역이 희년함께라는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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