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장로회신학대학교 & 세이가쿠인대학 학생교류 보고서』
-동아시아 문화 연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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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한국어
지난 6월22일(토)부터 27일(목)까지 엿새 동안 일본의 도쿄와 사이타마현 아게오시(上尾
市)의 세이가쿠인(聖学院)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이가쿠인대학의 제1회 학생 교류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념할 만한 첫 번째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신대 학생들은 기독교교육학과의 학부생 8명과 인솔 교
원인 저를 포함하여 총9명으로, 아쿠도(阿久戸) 총장님을 비롯하여 세이가쿠인의 교직원 여
러분들이 저희를 장신대의 대표로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해주셨습니다.
장신대와 세이가쿠인대학이 상호교류를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은 2008년9월19일(금)이었습
니다. 이 협정서의 제1항에는 양교가 상호간의 공동연구는 물론, 교수와 학생 및 교육과정의
교환을 통해 상호교류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5년간 연구를 통한 교
수들의 교류는 진행되어 왔으나 학생간의 교류는 실행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 3월에 세이가쿠인대학의 아쿠도 총장님이 장신대를 직접 방문하셨을 때, 두 학교 간의
보다 깊은 교류를 목표로 올해부터 학생 교류도 실현 시키고 싶다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 장신대의 학부생이 세이가쿠인대학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 첫 학생 교류 프로그
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신대에서 참가한 학생들은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
서 교류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방문지인 일본에서는 세이가쿠인대학의 수업과 예배
에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이가쿠인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고 일본 교회에서 주일예배
와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단순히 대학 간의 교류를 넘어, 보다 넓은 형태로 일본의 그리스도
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나라와 민족, 언어를 넘어 같은 믿음 안에 있
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하는 기쁨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일본 체재 중에 사
이타마현의 고려신사와 같은 역사적 종교적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이케부쿠로와 우에노
등의 현대도시를 걸어보면서 일본의 문화를 직접 접해보는 체험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한 인도하심이며 동시에 장신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세이
가쿠인대학의 따뜻한 마음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장신대 학생들의 열의와 기도가 있었기 때
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교류는 양국 정부나 행정기관의 교류와 신뢰관계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시아의 미래,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는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는 이를 담당할 그리스도인 청년들 간의 신뢰관계와 이를 위한 상호교류가 오히려 더 큰 의
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는 매우 냉각되어 있으며 신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조차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한 믿음 위에 선 두 학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만남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다음 번은 내년 3월에 세이가쿠인대학에서 학부생들이 장신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
고 내후년인 2015년도에는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이 세이가쿠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으
로 양교 학생들의 상호교류가 점점 더 진전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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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크게 쓰임받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뒤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 주신 김명용 총
장님과 아쿠도 총장님을 비롯하여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신 장신대 대외협력 지원처장이
신 김도일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애써주신 세이가쿠인대학 여러분들,
그리고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 준 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앞으로 양교 간의 보다 풍성한 교류를 위해 도움이 되
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년 8월 15일 68주년 광복절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조교수 낙운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본의 총리가 전혀 부끄러움도 없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군대를 무장하며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농락하고 있는 이 때에 동경에 있는 세이가쿠인
대학은 협정에 의거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생들 8명을 초청하였다. 장신대
학생 팔인은 2013년 6월 22-27일 사이에 장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대학에 연수 여행을
하였다.
이 사건이 오늘의 역사 속에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엉망이 된 일단의 정치가들과 극단적인 반한주의자들만 일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양심을 갖고 일본의 극우화를
지극히 걱정하는 일본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너무도

감사하게

일본인으로서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본교의

낙운해박사가 희생적인 수고를 해 주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두 나라 젊은이들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작은 걸음이 한국 기독청년과 일본 기독청년 간의 솔직한
관계가 시작되고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낙교수님의 사랑어린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머릿글에 가름하고자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도일

2.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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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る6月22日(土)から27日(木)までの六日間、日本の東京と埼玉県上尾市の聖学院において、
長老会神学大学校と聖学院大学との第一回学生交流プログラムが行われました。この記念すべ
き最初の学生交流プログラムに関する報告書を提出できましたことを、神様と関係者の皆さま
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
今回の交流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長神大家族は、キリスト教教育学科の学部生8名と引率教
員の私を合わせた総勢9名、この私たちを阿久戸理事長・学長を始めとした聖学院の教職員の
皆さまが、長神大の代表として大変温かく歓迎してくださいました。
長神大と聖学院大が相互交流のための協定を結んだのは2008年9月19日(金)でした。その協
定書の第一項には、両校が相互間の共同研究はもちろんのこと、教授と学生ならびに教育課程
の交換をもって相互交流す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ました。しかし、これまでの約5年間は、研
究を通した教授たちの交流は進められてきたものの、学生間交流については実行されないまま
でいました。そこへ、今年3月、聖学院大学から阿久戸理事長・学長が長神大を直接ご訪問く
ださった折、両校間のより深い交流を目指して、今年から学生交流も実現させたいとのお申し
出があったのでした。この提案を受けて、その最初の学生交流プログラムは長神大の学部生が
聖学院大を訪問することで始めることになったのでした。
長神大から参加した学生たちは、日本を訪問するまでの間、何度も集まり、祈りを合わせな
がら交流のための準備をしました。また、訪問先の日本では聖学院大の授業や礼拝に参加する
だけでなく、女子聖学院高校を訪問したり、日本の教会での主日礼拝や集会に参加することを
通して、単なる大学間交流を越えた、より広い形で日本のキリスト者との交わりをすることが
許されました。そこでは、国も民族も言葉も越えて、同じ信仰に立つキリスト者として共にあ
る幸いを深く味わうことができました。さらに、日本滞在中には埼玉県の高麗神社のような歴
史的宗教的文化遺跡を訪ねたり、池袋や上野などの現代都市を歩くことを通して、日本の文化
に直接触れる体験もしました。これらのすべては、神様の愛と恵みによるお導きであると同時
に、長神大を大切にしてくださる聖学院大の温かい心と、参加した長神大学生たちの熱意と真
摯な祈りがあってかなえられたことと思わずにはいられません。
日韓交流は、両国政府や行政機関の交流と信頼関係が大切であることはもちろんですが、そ
れらが全てではありません。むしろ、アジアの未来、神の国を目指す世界の将来のためには、
それを担うキリスト者青年同士の信頼関係とそのための相互交流が大きな意味を持つことにな
るはずです。時あたかも、政府レベルでの韓日関係は非常に冷え込んでおり、新任の朴グネ大
統領と安倍首相の頂上会談さえ未だ実現していないような時期に重なっていました。しかし、
そのような時に、同じ信仰に立つ両校がキリストにある新しい出会いと豊かな交わりを与えら
れたことは、どんなに意味ある事だったことでしょうか。
次回は、来年3月に聖学院大側から、学部生たちが長神大を訪問してくださることになって
います。そして、再来年の2015年度には長神大神大院生が聖学院を訪問する予定です。今後、
両校の学生による相互交流がますます深められ、アジアの平和と神の国の未来のために大きく
用いられること、何よりも神様に喜んでいただけるような両校となることを切に祈ります。
最後に、本プログラム推進のために背後から祈りと愛をもってお支えくださった金明容総長
と阿久戸理事長・学長を始めとし、陰に陽にお世話くださった長神大対外協力支援処長の金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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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教授と職員の皆さま、また私たちをお世話くださった聖学院大学の皆さま、そして本プログ
ラムへの参加と報告書の作成を通して献身的に関わってくださった学生の皆さんに心から感謝
申し上げます。本報告書が今後の両校間のより豊かな交流のために役立つことを心から願いつ
つ。
2013年8月15日

68回目の光復節に

長老会神学大学校 助教授

洛雲海

驚くべきことが起こった。日本の首相が何の恥ずかしさも見せずに侵略戦争を正当化し、軍
隊を武装し、大韓民国と全世界を籠絡しつつあるこのような時に、東京・埼玉にある聖学院大
学は、協定にしたがって、長老会神学大学校のキリスト教教育科の学生８名をお招きくださっ
たのだ。長神大の学生８名は、2013年6月22～27日の日程で、長神大の歴史上初めて日本の大
学に研修旅行をしたのである。
この出来事は、今日の歴史の中にあって人生の歩みを熾烈なしかたで歩みつつある私たちに
、どんな意味を与えてくれることであろうか。大切なことは、メチャクチャなまでの一団とな
った政治家たちや、極端なまでの反韓主義者たちだけが日本に存在す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事
実である。神様を畏れ、良心をもって日本の極右化を非常に憂う日本人たちも少なくないとい
うことを、私たちは直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ことに感謝すべきことに、日本人として、長神大組織神学教授として在職している本校の
ナグネ(洛雲海)博士が、犠牲的な労を取ってくれた。その犠牲によって、二つの国の若者たち
の交流が始まったのである。思うに、このような小さな歩みが、韓国の青年キリスト者と日本
の青年キリスト者の間における率直な関係の始まりとなり、深められていくことを願う。ナグ
ネ教授の取られた愛にじむ労が美しい実を結ぶことを願い、はじめのことばとさせていただく
。

Ⅱ. 동아시아 문화연수
1. 세이가쿠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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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장 아쿠도 미쓰하루
1951년
1973년
1975년
1985년
1990년
2002년
2003년
2011년
2012년

출생
히토쓰바시대학대학 사회학부 졸업
동대학 법학부 졸업
(주)스미토모화학공업 입사
학교법인 세이가쿠인(본부)
도쿄신학대학 대학원 박사전기과정 수료(신학석사)
세이가쿠인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취임
세이가쿠인대학교 학장
세이가쿠인대학교 이사장
세이가쿠인대학교 원장 겸임

전학교수 강 상중

1950년에 출생했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 정치학연구과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구서독 뉘른베
르크 대학 유학 후, 국제기독교대학(ICU) 준교수, 도쿄대학대학원 정보학환·학제정보학부 교
수, 동대학원 현대한국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거쳐 현재 세이가쿠인대학 전학교수로 있다. 전
공은 정치학, 정치사상사,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을 통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1) 세이가쿠인의 교육이념
세이가쿠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귀중한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는 것을 도와, 개인의 인격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세이가쿠인 교육은 NO.1, 교육이 아닌 Only One 교육으로, 그리고 그것은
Only One For Others(타인을 위해서 사는 개인) 교육입니다.
2) 학부·학과 및 대학원

학부
정치경제학부
인문학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사

구미문화학과

후기과정
석사과정

일본문화학과

정치정책학 연구과
인간복지학과
연구과

아동학과
인간복지학부

미국·유럽문화학 연구과

아동심리학과
인간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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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자료 (2013년 5월 현재)
학생 수

학부 2,453명 (남 1,508명; 여 945명), 대학원 87명 (남 55명; 여 32명)·

전임 교원 수

120명

부지 면적

약 62,700㎡

교사 면적

약 27,400㎡

교통

JR 타카사키선 미야하라역, JR 사이쿄선 니시 오미야역에서 스쿨버스

4) 연혁
1903년

세이가쿠인 신학교 설립

1905년

여자 세이가쿠인 신학부 설립

1906년

세이가쿠인 중학교 설립

1908년

여자 세이가쿠인 보통부 설립

1912년

나카자토 유치원(현 세이가쿠인 유치원) 설립

1947년

학제 개편에 따라 세이가쿠인 중학교, 여자 세이가쿠인 중등부 설립

1948년

학제 개편에 따라 세이가쿠인 고등학교, 여자 세이가쿠인 고등부 설립

1951년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세이가쿠인 조직

1960년

여자 세이가쿠인 초등학부(현 세이가쿠인 초등학교) 설립

1967년

여자 세이가쿠인 단기대학교 영문과 설립(이후에 국문과·아동교육학과 증설)

1978년
1988년

여자 세이가쿠인 단기대학교 부속 유치원(현 세이가쿠인 대학교 부속 미도리 유치원)
설립
세이가쿠인 대학교 설립(정치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세이가쿠인 대학교 종합연구소
설립

1990년

세이가쿠인 애틀랜타 국제학교(유치부·초등학부) 설립

1992년

세이가쿠인 대학교에 인문학부 구미문화학과, 아동학과를 증설

1995년

세이가쿠인 국제센터를 설립

1996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대학원 정치정책학 연구과(석사 과정) 설립

1998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인문학부에 일본문화하과, 인간복지하과 증설(여자 세이가쿠인 단
기대학교 개편 전환)

1999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대학원 미국·유럽문화학과 연구과(박사 전기 과정) 설립

2000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 커뮤니티정책학과 증설

2001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대학원 미국·유럽문화학 연구과에 박사 후기 과정 증설

2003년

세이가쿠인 애틀랜타 국제학교 Winters Chapel Road에 자기 소유 교사 취득, 세이가
쿠인 신학교 100주년 ‘세이가쿠인 교육 헌장’ 완성

2004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인문학부 아동학과·인간복지학과를 인간복지학부로 개편

2005년

여자 세이가쿠인 중고등부 100주년

2006년
2008년
2012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대학원 인간복지학 연구과(석사 과정) 증설, ‘세이가쿠인 100주년
성약’ 완성 세이가쿠인 중고등부 100주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20주년
세이가쿠인 대학교 인간복지학부에 아동심리학과 증설, 세이가쿠인 유치원 100주년

5) 주소
우 362-8585 사이타마현 아게오시 토사키 1번 1호
Tel: 81-48-781-0925

Fax: 81-48-726-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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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igakuin.jp
E-mail address: pru@seig.ac.jp

Ⅲ. 일본 문화연수
1. 일정표
2013. 06. 22. (토)
10:30 ~ 11:55

김포공항 집결, 짐 부치기 및 점심

11:55 ~ 12:30

출국 수속 및 출발

12:30 ~ 14:35

일본으로 이동

14:35 ~ 15:10

하네다 공항 도착 및 낙운해 교수님과 마츠모토 교수님과의 만남

15:10 ~ 16:45

교회로 이동

16:45 ~ 20:00

오리엔테이션 및 숙소 도착

20:00 ~ 20:30

이동

20:30 ~ 21:30

저녁식사 및 마켓 방문

21:30 ~ 22:00

숙소(도요코 인 이케부쿠로)로 이동

22:00 ~ 23:00

저녁 경건회

2013. 06. 23. (일)
토리이자카 교회 팀

카키노키자카 교회 팀

08:05 ~ 09:00

토리이자카 교회로 이동

08:05 ~ 09:10

카키노키자카 교회로 이동

09:15 ~ 10:10

어린이 예배 참석

09:10 ~ 10:10

10:10 ~ 10:30

휴식

10:10 ~ 10:30

휴식

10:30 ~ 10:50

담임 목사님과 간담회

10:30 ~ 12:00

주일예배 참석

10:50 ~ 11:00

휴식

12:00 ~ 13:30

이동

11:00 ~ 12:00

주일예배 참석

13:30 ~ 14:00

12:00 ~ 12:30

나눔 및 휴식

14:00 ~ 14:20

이동 및 도착

12:30 ~ 15:00

코마에 교회로 이동 및 도착

14:20 ~ 15:00

휴식

15:00 ~ 16:10

전국교회청년 동맹 세미나 강의

16:10 ~ 17:40

휴식 및 일본청년들과의 만남

17:40 ~ 18:30

저녁식사 및 휴식

19:00 ~ 20:15

저녁예배

20:15 ~ 20:40

휴식

20:40 ~ 22:00

숙소(도요코 인 이케부쿠로) 이동 및 도착

어린이 예배 참석 및
사진촬영

점심식사 및
코마에 교회로 출발

코마에 교회에서 합류

2013. 06. 24. (월)
07:30 ~ 08:00

호텔에서 세이가쿠인대학 부설 고등학교(女子聖学院)로 이동 및 도착

08:00 ~ 8:28

휴식 및 총장님과 만남(학장님, 원장님, 이사장) 및 나눔

08:30 ~ 08:45

아침조회

08:45 ~ 09:22

회의실로 이동 및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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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 ~ 11:30

휴식, 세이가쿠인 대학교로 이동 및 도착

11:30 ~ 12:00

휴식

12:00 ~ 12:45

세이가쿠인 대학의 봉사활동에 대한 브리핑

12:45 ~14:30

점심식사 및 휴식

14:30 ~ 16:10

pop culture 강의 및 휴식

16:10 ~ 17:50

하루마씨의 강연 및 휴식

17:50 ~ 18:30

강상중 교수님과의 토의

18:30 ~ 19:00

휴식

19:00 ~ 19:35

이동 및 후지와라 선생님과의 만남

19:35 ~ 21:25

숙소(아게오 도부 호텔)로 이동

21:25 ~

저녁 경건회 및 취침

+추가설명
<아침조회>

08:30 ~ 08:45

①예배, ②찬양, ③시편100편 1~5절, ④찬양연습: 내용 ‘하나님은 나의 기쁨·소망’, ⑤장신대
학생소개
<회의실로 이동 및 나눔>
①기도: 평화에 대한 내용, ②말씀 나누기: 갈라디아서 3:26-29, 마태복음 5:3-12, ③나눔: 한

08:45 ~ 09:22

국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다, 지진이 났을 때 한국 교
회에서 원조해주었다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중·일의 성찬교제의 꿈을 가지고 있다. ④기도, ⑤묵도, ⑥세이가쿠인에 대한 설명(103년
의 역사, 남자학교·유치원부설·교회도 같이 연관되어 있다)
<세이가쿠인 대학교의 봉사활동에 대한 설명>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봉사를 하고 있다. 2년 3개월 동안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마음

12:00 ~ 12:45

의 돌봄(상처의 치유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식물을 키우게
하여 희망을 선사하는 봉사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한 후천적 정신적 어려움이 많다, 부흥건
설(공여주택)건립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건립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2013. 06. 25. (화)
09:05 ~ 10:30

세이가쿠인 대학교 기독교센터 방문 및 채플 리허설

10:30 ~ 10:50

세이가쿠인 대학 화요일 채플; 장신대 주관예배로 드림.

10:50 ~ 12:30

채플실 탐방과 담화 및 휴식

12:30 ~ 13:30

SCF(Seigaku christian Follow) 학생들과의 교류

13:30 ~ 15:10

야나기다 히로오교수 수업 참석(일본사회와 기독교) 및 휴식

15:10 ~ 17:00

마츠무라 신 교수 수업 참석(일본사상)

17:00 ~ 17:05

대학종합연구소 출판사 직원들과 인사

17:05 ~ 18:30

휴식 및 아게오 시도 교회로 이동

18:30 ~ 19:10

아게오 시도 교회 방문 및 나눔, 목사님 말씀 및 일정 확인

19:10 ~ 19:30

숙소로 이동

19:30 ~ 21:20

숙소(아게오 도부 호텔) 근처에서 저녁식사

21:20 ~

휴식 및 취침

2013. 06. 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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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00

세이가쿠인 대학교 대학 채플 참석

11:00 ~ 13:10

강상중 교수 강연 참석 및 휴식

13:10 ~ 13:40

점식식사

13:40 ~ 15:50

고려신사로 이동

15:50 ~ 16:20

고려신사 탐방

16:20 ~ 17:45

이동

17:45 ~ 19:30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간단히 음식 및 휴식 후 이동

19:30 ~ 22:15

아케도 총장님과 저녁식사 및 나눔

22:15 ~ 22:40

숙소로 이동

22:40 ~

숙소(아게오 도부 호텔) 도착 및 저녁 경건회

2013. 06. 27. (목)
08:30 ~ 10:00

아침식사 및 호텔 체크아웃

10:20 ~11:00

이동

11:00 ~ 13:45

Ueno 도착 및 쇼핑

13:45 ~ 14:30

하네다 공항 도착

14:30 ~ 16:10

출국수속 및 휴식

16:10 ~ 18:50

한국으로 이동 및 김포공항 도착

2. 일지

2013. 06. 22. (토)
우리는 일본의 하늘을 가로지르며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이것이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
이가쿠인대학교의 첫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 시작부터 우리는 발걸
음을 재촉해야 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알고 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참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곧바로 모노레일을 타고 이케부쿠로 교회를 향했
다.

이곳은 1950년 즈음에 배(ship)모양으로 건축된 교회로 우리들의 오리엔테이션 장소였다.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배(ship)를 연상하게 하는 조각품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설교단
에도 배(ship)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2층 난간에도 배를 조종하는 운전대가 장식으로 걸려있
었다. 아무래도 신학교 학생이다 보니, 배(ship)라고 하면 노아의 방주를 의미할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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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으나 그 의미는 아니었다. 후에 우리들은 배(ship)의 의미가 “큰 풍랑이 오더라도 예수
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라고 교수님께 들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 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 교회를 다니던 청년의 장
례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만한 어떠한 장식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와 일본의 기독교의 문화차이 때문이다.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국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일본의 기독교 장례식
에서는 장례식장을 고인이 좋아했던 꽃으로 장식한다. 국화는 불교식 장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본당의 왼쪽 부분, 피아노 쪽에 백합과 여러 가지 꽃이 장식되어 있
었다. 이 꽃들을 통해 우리는 고인이 백합을 포함한 여러 꽃을 좋아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
다.
아름다운 꽃을 기억하며, 우리들은 유인물들을 받고 앞으로의 간략한 일정들을 들었다. 그
후 잠시 동안 낙운해 교수님의 간단한 말씀을 들었다. 주제는 “한국교회 예배당과 다른 일
본 예배당의 모습”이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일본교회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성찬탁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많으며 그 의미는 종교개혁시대
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고 한다. 덧붙여서,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세례의 자리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참 성령 안에서 성령 받
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셨다.

간략한 일정소개와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 후, 우리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근처 백화점에서
구경을 했다.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일본 백화점은 우리들의 발목
을 잡기에 충분했다. 우리들은 백화점이 닫는 시간까지 끈질기게 구경하다가 숙소로 향했다.
첫날부터 조금 무리한 것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다시 오지 않는 시간들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숙소에 다 같이 모여 경건회를 하고 각자 배정받은
방에서 편히 잠을 청했다.

2013. 06. 23. (일)
일본에서 맞이하는 주님의 날, 주일. 이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우리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각
가 4명씩 토리이자카 교회와 카키노키자카 교회를 방문하는 특별한 날을 보냈다. 지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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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는 토리이자카 교회 팀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우리를 마중한 야마모토아햐(신학대학원생으로서 통역으로 봉사해줌)
와 노무라미노루 목사님과 함께 전철을 타고 교회로 이동했다. 토리이자카 교회는 감리교 선
교사가 세운 교회로서 근처에 ‘토요에와요
학원(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주로 출석한다. ‘토요에와요 학원’은 감
리교단이 세운 학교로서 현재는 그 지역 주변의 부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성도들 대부분은
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충분하고 대부분 큰 사업가로서 사회활동
을 하고 있다.

사회자 단상이 따로 없는 토리이자카 교회는 성찬탁이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
이다. 어제(토요일) 낙운해 교수님의 말씀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성만찬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를 개신교 전통으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는 일본교회 앞에서 충분
히 자숙하며 엄숙해질 수 있었다. 또한 예배당에 드럼이나 기타와 같은 현대 악기는 전혀 없
었고 오로지 오르간만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위와 같은 것들은 안정적이고 형식적인 것
을 중요시하는 일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에 덧붙여 하리다 목사님께서는 ‘일본인들은
형식 안에서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예배의 다양한 시도와 도전은 오히려 일본인 성도들에
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인으로서 일본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는 실로 잊지 못할 경험이었으며, 한국교회가 일본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오전 일정을 마친 뒤, 토리이자카 교회 팀과 카키노키자카 교회 팀은 각각 점심을 해결한
뒤(토리이자카 교회 팀은 교회의 지원으로 우동을 먹었다) 코마에 교회에서 만났다. 코마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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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국 교회청년 세미나” 에 참여한다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규모가 큰 집회
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코마에 교회에 도착해보니, 굉장히 소박하고 아담한 교회였다.
교회 규모는 작았지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었고 건물자체가 대부분 나무로 지어
져있어 한국의 전형적인 시골교회 분위기였다.
“전국교회 청년세미나 ” 집회는 대략 40명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목사님의 특
별 세미나 강의가 끝나고, 청년들은 A, B, C 세 조로 나누어 서로 인사하고 말씀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였고, 나이와 언어도 달랐지만 기독교인이라
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물론 통역을 도와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 훨씬 수월했다). 이 조별토의 시간은 한국과 일
본의 기독교문화에 대하여 서로 비교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조별토
의가 끝난 뒤, 우리는 코마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자기소개
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교회들은 대부분 소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장신대 학생들이 섬기는 규모가 큰 교회에 대하여 듣고 굉장히 놀라
워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 우리는 저녁예배를 드렸다. 우리들은 예배시간에 집중하는 기독교청년들
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저녁예배가 끝난
뒤에, 코마에 교인들과 우리들은 서로 연락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웠던 만남
을 마무리해야 했다. 비록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일본의 기독교 문화에 대하여 직접 느
껴볼 수 있었고, 일본 기독교 청년들의 깊은 신앙을 느끼고 나의 신앙을 반성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013. 06. 23. (월)
일본의 아침은 조용했다. 우리들은 그 조용한 아침을 깨우며 일찍부터 부산스럽게 호텔을
나왔다. 세이가쿠인대학 부설 고등학교(女子聖学院)로 가는 길, 유치원 아이들의 작은 걸음
은 우리의 부산스러운 마음과 피곤한 발을 잊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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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가쿠인대학 부설 고등학교(女子聖学院)에 도착한 우리들은 나무로 우거진 정문 앞에서
감탄사를 내뿜었고, 내부의 깨끗한 환경과 세련된 건축양식에 한 번 더 감탄사를 내뿜었다.
이십분 동안 총장님과 학장님, 원장님과의 간단한 인사를 갖은 후, 8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채플에서 시작하는 아침조회의 일정에 함께 참석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고 소망
입니다.’라는 내용의 찬양연습이 모임의 주된 활동이었다. 어떤 이는 기독교정신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일본에 희망이 있다.”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아침조회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에 모인 우리들은 총장님과 30분간 본격적인 나눔을 가졌
다. 총장님은 한국과 일본의 평화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다. 기도의 내용도 평화에 대
한 내용이었고, 나눔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표명하시며, 한국과 일본이 함
께하는 비전을 갖기를 소원하셨다. 또한 총장님께서는 세이가쿠인 대학교에 대한 자료가 담
긴 파일과 학생들을 통해 녹음한 클래식 CD를 선물로 주셨다. 세이가쿠인 대학교의 세심한
배려와 돌봄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들을 너무 잘 대해주시는 마음과 배려를
잊지 못할 것 같다.
고마우신 총장님과의 만남을 뒤로한 채, 세이가쿠인 대학교로 출발했다. 이동수단은 지하철
과 버스였다. 세이가쿠인 대학교는 도심에 있기보다는 조금 한적한 곳에 위치해있었다. 외부
와 내부는 역시 깔끔했다. 우리들은 한쪽 방에 모여, 세이가쿠인 대학에서 지원하는 봉사활
동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듣게 되었다. 발표자는 세이가쿠인대학교 학생으로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 그들은 주로 ‘동일본대지진’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사
하는 봉사를 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주민들에게 희망의 식물을
전달해주고, 그 식물을 키우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봉사였
다.
일본에서 지진의 여파는 재해뿐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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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다.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은 재산을 잃기도 하며 후천적 정신
장애를 겪기도 하지만, 정작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는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
지 못하는 듯하다. 아마 한국은 지진의 큰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서 지진은 삶이다. 그래서 일본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고 할지라도 잊지 못하는 것이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진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세이가쿠인 대학에서
지원하고 자랑하는 봉사활동이다.
우리들은 세이가쿠인 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교
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한국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로 한 학기 동안 세이가쿠인 대학에서 공부한 뒤 돌아간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
들과 여러 이야기를 하며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우리들은 Pop Culture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현재 일본 문화에 어떠한 요소들
이 포함되어있고 어떠한 문화들이 애니메이션에 반영되어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OZ와
SUMMER WARS라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문화들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하루마씨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하루마씨는 세이가쿠인 대학
교에서 공부했던 학생으로 세이가쿠인 대학 재학 당시와 그 후 몇 년간 life saving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고 지진 당시에 바다 속으로 휩쓸려간 시
신들을 건져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모든 강연이 끝난 뒤 우리들은 강상중 교수님과 토
의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상중 교수님은 재일교포2세로 일본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며 세이가쿠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다. 교수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꼭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들(개신교가 확장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지,
소수자가 아닌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종교적으로도 인종적으로도 소수자인 기독교인 재일 교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 한·중·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생
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숙소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여러 대화를 나누었고 이어서 기도회를 가졌다. 기
도회는 권지나 학우(기교12)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우리들은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며 일본 땅과 일본의 그리스도인 또한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음날 있을 채플
을 위해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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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6. 24. (화)
양복으로 멋지게 차려입은 여덟 명의 팀원과 세 분의 교수님은 맥도날드에서 간단한 아침식
사를 한 후, 세이가쿠인 대학교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는 이유는 오
전 10시 30분부터 있을 ‘장신대 주관예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한 시간 전에
도착해 리허설을 했다. 예배 인도에 김민재, 대표 기도에 이신우, 성경 봉독에 정석영, 간증에
김다은 학우가 헌신해주었고 특송 순서는 다 같이 참여했다. 외국 대학교의 예배를 방문자인
우리가 주관할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
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가 끝난 뒤 낙운해 교수님과 마츠모토 교수님, 사콘
목사님과 함께 채플을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첫날 방문했던 이케부쿠로 교회와 비슷하게도, 대체적으로 큰 돔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채플은 배(ship)모양을 본 떠 설계되었다고 한다. 또한 세이가쿠인 대학의 세례는 침례의 형
태를 따른다고 한다.

우리들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뒤, 12시 30분부터 SCF(Seigaku Christian Follow) 학생들
과의 교류를 했다. 약 20명의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담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SCF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년에 세이가쿠인 대학교에서 장신대를 방문하
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약했다.
우리들은 SCF학생들과의 교류 및 식사를 마치고 야냐기다 히로오 교수님의 ‘일본사회와 기
독교’라는 수업과 마츠무라 신 교수님의 ‘일본사상’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먼저 첫 번째로 들
었던 ‘일본사회와 기독교’라는 수업에서는 일본의 ‘구세군’에 대해 배웠다. 구세군은 1865년
런던에서 감리교 목사이던 윌리엄 부스와 그의 부인 캐서린 부스가 창시하였고, 그리스도 신
앙의 전통을 따르는 교리를 가지고 선도와 교육, 가난구제, 기타 자선 및 사회사업을 통해 전
인적 구원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으로 들어온 구세군은 종교적인 색채보다는 구
호단체의 색을 더 많이 나타냈다. 그들은 여성의 인권을 위해 힘써왔으며, 오늘날은 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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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을 때 구호활동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사상’ 수업에서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전쟁에 동의한 이유에 대해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문명’을
중심으로 배웠다. 우리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일본의 역사와 뿌리와 함께
기독교 사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잠깐 시간을 내어, 대학
종합연구소 출판사 직원들과 짧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우리와 동행하신 마츠모토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아게 오 시도 교회로 갔다. 교회에서 우리팀의 정석영
(기교11)학우가 마가복음 12장 30~31절의 본문으로 말씀나눔을 해주었고, 우리는 우리와 동
행한 여러 교수님들과 그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
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
님 안에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2013. 06. 26. (수)
오늘까지 세 번 세이가쿠인 대학교 정문을 들어갔다. 세이가쿠인 대학교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함과 강상중 교수 강연에 참석하기 위함이다. 강연 주제는 대략 ‘동아시아의 사회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대처 방향’에 대한 것이었다. 강상중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연합을 말하
고 있었다. 강의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연합을
꿈꾸고 있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연합을 꿈꾸고 있는가.’ 혹여나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손
을 내밀 때, ‘과연 우리는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손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주제는 06월 24일 월요일, 세이가쿠인 부설 고등학교의 아케도 총장님과의 만
남의 자리로 이끈다. 아케도 총장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일본 기독교
인들 중에는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나 자신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강연을 듣고, 간단한 점심식사를 한 후 고려신사
로 이동했다.
고려신사는 조선시대와 현 시대를 넘나드는 곳이다. 고려신사에는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왔다고 새겨진 문구들이 걸려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인 순종과
그의 부인이 와서 심은 나무가 아직도 존재한다. 또한 신사 안에는 일본학생들의 과제로 만
들어진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다. 학교에서 신사 안에 꾸며진 것들을 학생들에게 만들게 함
으로 신사의 모습을 유지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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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랜 시간을 버스 및 지하철과 함께 보낸 후, 아케도 총장님과 저녁식사와 함께 나눔을
가졌다. 아케도 총장님은 샤브샤브같이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들을 편히 대해주셨고, 우리들
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다. 우리들은 교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저녁을 총장님과 오랜 시
간을 함께하면서 긴 대화를 시작했다.

[나눔]
김민재: “대접에 감사하고, 선한 것과 손잡고 품어야할 자들이 동아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
다.”
김다은: “처음 이 교류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일본 와서 기대감 이상으로 얻은 것이 많아요.
일본 교회 기독교인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마음 안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권지나: “일본과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채플시간에 저의 달란트인 피아노를 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신우: “일본 선교에 비전을 갖게 해준 아카도 총장님과 낙운해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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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것 그리고 받은 것을 잊지 않으며 지낼 것입니다.”
정석영: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도와주시고 대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이가쿠인 학생
이 오면 잘 대접하겠습니다.”
유순종: “처음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대해
다방면에서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기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
되어졌어요.”
김찬솔: "사소한거 하나하나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무상: “교류팀을 진심으로 대접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다
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정 나오미(통역):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낙운해 교수님: “세이가쿠인 대학교가 일본에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세이가쿠인 대
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가 희망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명이 희망입니다.”
정호석 선생님: “상대방 이야기 들어야할 때 듣는 자세나 통역 나오는 자세를 경험을 중시하
는데 통역을 통해서 이어지는 관계 깊은 관계 통역을 맡게 되서 귀중한 영
광입니다.”
사콘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전부터 마츠모토 목사님과 같이 준비하
였습니다. 이번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2년 전 쯤에 이런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능할지 미래를 그리려고 서울에서 낙운해 선생님과 마츠
모토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때는 그 나라, 그 대학에 아시아에 꿈
을 그렸던 것입니다. 저의 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에 대
만이나 중국에 한국과 일본 학생이 가서 교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 “이 프로그램을 실현시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기쁨
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열 번이나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대접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그 대접
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같이 행동하여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도 총장님: “개강식 때 한국에서 온 여러분이 하늘에 온 천사 같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라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
복 중 하나인 ‘화평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평화가 있
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국경이라는 것이 왜 만들
어졌을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화평의 관계는 나라를 초월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아
직도 국경선을 그어놓고 있음을 내포). (이 구절과 함께 생각해 볼 때)한국인 여러분

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옛날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조선으로 의
교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바다로 막혀져 있어서
사람들은 많은 제약을 받으며 교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옛날과 같은 국경선의 의미가 많이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서 (기독교인으로서)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국경선을 초월
한 시대를 도구로 삼아 가장 좋은 정보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화평)를 나누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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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러 매체에서 나라 간에 서로 나쁜 이미지가 오고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가 아니라 학교에서 유학생이나 학생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를 실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장로회신학대학
교 김명용총장님과의 얘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들은 ‘이미 각인되어 있는 이
미지를 만드는 것은 젊은이들’이라는 대화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재해'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은 이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재난은 일본 사람들의 소중한 기억까지 휩쓸어 갔
습니다. 이뿐 아니라, 1923년 관동대지진 지진도 일본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일본
대재해 때 중국, 네덜란드, 대만 등 많은 나라의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사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움들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기독교인들은
폐허위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원자력 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방사능을 피하며 예배를 드렸습
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일본의 기독교인들을 기억해주십시오).
이 기회(학생교류프로그램)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9, 10월
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그 때 한 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 06. 27. 목요일
일본에서의 마지막 하늘은 맑았다. 오늘은 파란 하늘과 시원한 구름 아래에서, 지금까지 계
속되는 강행군에 지친 몸을 관광으로 푸는 날인 동시에, 이때까지 잘 버텨준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날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Ueno’에서 쇼핑을 했다. 우리는 빽빽한 건물 앞에서
다시 만날 시간을 정해놓고 흩어졌다. 우리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상가들을 요리조리
헤엄쳐갔다. “여기엔 뭐가 있을까?”, “와 이런 곳이 있네!”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여행 중에서
남은 돈을 거리낌 없이 상점 주인에게 드렸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챙겨갈 것들을
사기 위해서다. 그 돈을 아깝다고 느끼는 사람 없이 일본에 대해 경험하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는 돈으로 여겼다. 정해진 시간에 모인 우리들은 근처 초밥을 파는 집에
갔다. 우리들은 일본에 와서 초밥을 먹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초밥을 먹게 된 것이다. 가게
문을 열자, 요리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초밥들은 깔끔한 접시 위에 놓여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우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옆에 있던 사
람(손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녹차가루를 한 숟가락 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어 드세
요.” 초밥에 뜨거운 녹차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먹나보다.
높게 쌓인 접시들을 바라보며 배부른 마음으
로 음식점을 나왔다. 우리들은 5일 전 설레는
마음으로 왔던 이 곳, 하네다 공항에서 그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건물들을 보았다. 옛 일본시
대를 보는 느낌이었다. 건물 안의 소품들과 여
행객을 위한 여러 가지 선물들은 공항에서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내게 해주었다. 한국
행 비행기를 타기 전, 우리들은 교수님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다. 교수님과 헤어지고, 집
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다. ‘우리들을 환영해준 미소와 같이 동행해준
발걸음. 그리고 우리들 뿐 아니라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
이가쿠인대학교의 첫 학생교류 프로그램.’ 우리는 한국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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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류 프로그램의 1기 학생들로서의 자부심보다는 귀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돌아왔다.

3. 소감문
김민재(기교09)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과 장신대는 5년간 교류를 해왔다. 5년 동안 교수간의 교류는 있어왔지만 학생간의 교
류는 없었다. 올해가 처음으로 세이가쿠인 대학과 학생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올해는 한국에서 대학부 학생들
이 세이가쿠인에 방문하고 내년에는 세이가쿠인 대학에서 장신대를 방문하고, 내 후년에는 장신대 대학원에서
세이가쿠를 방문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들이 그 첫 시작을 도맡게 된
것이다. 첫시작은 마냥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책임감이 뒤따른다. 세이가쿠인측에게 장신대의
첫 인상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 시작에 있어서 팀장을 맡은 나로서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었다. 좋은 인
상을 남겨야 더 귀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감과 책임을 안고 일본에 도착한 우리는 오히려 세이가쿠인측의 부족함 없는 환대와 대접에 마냥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다. 음식을 물론이거니와 교통비까지 다 지불해주시며 우리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간
과 재정과 마음을 동원해 섬겨주셨다. 첫날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우리를 마중 나와주신 마츠모토 센세이는 마
지막 날 공항에서까지 우리와 일주일간을 동행해주시며 우리의 수십가지 질문들과 궁금증을 때때마다 해소해
주시고, 식사도 대접해주시며 일본문화와 신학에 대해서 성실한 부연설명들을 계속해서 더해주셨다.
어찌보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오
겠느냐마는 나는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충분히 보고 경험했다고 자부한다. 우리의 일정에 있었던 모든 프로
그램 하나하나가 일본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세이가쿠인 대학의 수업 참관(일본의 대중문화, 일본사
회와 기독교, 일본사상), 일본 교회 탐방(카키노키자카, 토리이자카, 코마에 교회 등), 전국 교회청년 동맹세미나, 세이가

쿠인 여중고 오전 예배, 강상중 교수의 강연, 세이가쿠인 대학채플 주관예배, 고려신사 관광, 총장님과의 만찬
회 등의 일정에서 우리는 일본문화와 신학에 대한 질문들을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넓은
지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교류를 통해서 2011년 3·11 대지진이 일본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로 머물렀던 관동지방은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으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공유하고 있던 곳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들,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자신의 고향을
삼켜버린 재앙에 대한 슬픔들, 그래서 방구석에 박혀 집에 나올 수 없는 히키코모리들의 집단 발생현상 등 일
본사회는 지진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세이가쿠인 대학의 아쿠도 총장님도 우리와 만나는 간
담회 자리에서 일본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다. 일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상처들이 무엇인지 전
혀 알지 못하고 정치적인관계로서 일본을 이해했던 것이 잘못임을 새로 깨닫게 되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나는 한국교회가 일본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일
본교회는 극소수이며 복음화가 1%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본교회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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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교회가 개신교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배의 중심을 말씀선포에 치중한
한국교회와는 달리 일본교회는 설교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에 대한 성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었다. 매달
한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며 성찬탁은 예배단상의 가장 중심에, 가장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사회자
단상이 없는 교회도 있었다. 한국교회는 성례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오직 말씀설
교만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러했으리라.
이뿐만 아니라 일본 교회의 주일 설교를 보니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하나씩 발췌해 설교를 하는 특징
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본문을 하나만 선정해서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질
문을 했더니 교수님께서 구약과 신약본문을 하나씩 선정해서 설교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답변해주셨
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나는 일본교회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교회가 개신교 전통을 더 잘 수호
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세이가쿠인 대학측에서의 배려와 환대였다. 아쿠도 총장님이
직접 학생들을 초청해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시며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시고 시간을 내주셨다는 사실
은 그 자체로 은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장님을 비롯하여 세이가쿠인 관계자분들과 일본교회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었던 수고와 접대는 잊지 못할 정도로 과분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돈을
내고 밥을 먹은 적이 거의 없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시점에서 우리가 경
험한 일본은 따듯하고 극도로 친절한 곳이었다.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완전히 전복되었다. 앞으로
도 이러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신우(기교10)
저는 이번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2학년인 이신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이가쿠인 대학 교류를 통해
서 저에게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사의 비전을 있기에 대학 채플 후 화
면으로 뜬 신청 광고를 통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과에서 2명씩밖에 안된다고 해서 신청 후에 포기한 심정
으로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되었다는 문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기 전 첫 모임 당시 신청자 8명이 모두 같은 과라는 점이 정말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운해 교수님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 대해 그려나갔습니다. 저는 교류팀에서 서기를 맡게되었
습니다. 그러나 다른 스케줄과 겹치고 학사일정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기 일주일 전에 모여
서 특송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왠지모르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김포공항으로 가서 모였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출국하면서도 서로와 이야기하며 삶을 나누고 교제한다
는 자체만으로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 대해 저에게 관심갖고 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발걸음은 우리 나라와 겉모습이 다르고 고층 건물이 없는 도시 외관 풍경에 대해서 놀랐고, 기대감이 많
았습니다. 그러나 이 곳에 온 이유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 교류라는 면에서 그 이후에 발걸음은 한국
밤하늘에 많은 붉은 색 십자가와 대조적으로 어둡고 한적한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라
고해서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환경은 상상 이상이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핍박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비슷한 대
학생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고 세이가쿠인 대학에 가서 대학 채플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드려보면서 정말 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들이 있기에 이 학교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니 정말로 남달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한번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점점 생활하면서 한국보다 더 편했고 집이 그리워지지 않고, 정말 언
어와 직장만 갖춰진다면 이곳에 평생 살고 싶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팀장인 민재형과의 마지막 날에 이야기 속에서 8명이 각각의 부르심이 있기에 오게 되었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부르심이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낙운
해 교수님과 아카도 총장님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학기 채플시간에 설교를 하셨었고, 그 때 당시
딱히 비전이 없던 저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품게해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누군지 모르다가 일
본 가서 알게되었습니다. 2013년 3월 8일.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주님을 다시 보게되었습니다. 이
번에 서기로 섬기면서 일정들을 많은 이야기로 기록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아쿠도 총장님
과의 식사 내용을 기록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그 감동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이나 소리나 직접적
으로 신체에 대해서 자극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글이라는 반시각적인 매체로 인해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에 대해 다시 알게되어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무상(기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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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가쿠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과 느꼈던 것들이 많다. 그것들 중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정리
해보았다.
1. 감사
먼저 세이가쿠인 방문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극진히 대접해주신 따뜻한 손길들이다.
우리들이 어디로 향하든 그들은 같이 걸어주었고, 기다려주었다. 어느 분들은 양복을 입고 많은 시간을 동행해
주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빠듯한 일정과 함께했지만 얼굴을 찡그린 일을 본 적이 없다. 또한
통역해주시는 분들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임해주셨고, 통역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일정이 많음에도 늦게까지
함께해주셨다. 그 외에 총장님의 극진한 대접과 세이가쿠인 대학의 교수님들, 같이 동행해주었던 가이드 분들,
일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팀을 이끌어주셨던 낙운해 교수님까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
고 싶어 하셨던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기회를 갖도록 힘써주신 장신대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를 드린다.
2. 지진
일본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지진이다. 우리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
신 ‘마츠모토 슈’ 선생님께서 지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지진은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일본작가의 책을 봐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11년 일
본 대지진“이 작가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작가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선정하고 읽을 때에도 그 작가의 작품이 2011년 이전에 출판된 작품인지, 2011년 이후에 출판된 작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이 또 발생했네. 자연재해가 또 왔구나. 우리
가 도와주자.’ 하지만 일본에서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는 단순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심원적인 것들
이 있습니다.”
마츠모토 슈 선생님 뿐 아니라, 통역의 큰 역할을 담당해주신 ‘정호석’ 선생님도 지진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아래는 그 내용을 기억해내어 적은 것이다.
“이들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일본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지진을 겪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장애
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정신장애가 빈번히 일어나겠는가. 한 번 생각해보
라.”
위와 같은 선생님들의 설명에서 ‘일본사람들에게 지진은 사고방식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 말이다.
3. 교회
일본의 교회는 소박하다. 아담한 크기의 교회는 오르간 또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는 없었고, ‘성찬탁’과 설
교자가 딱 들어갈 만한 크기의 ‘강대상’이 있다(우리가 갔던 교회들은 세례반은 없었지만, 세이가쿠인 대학의 채플에서
는 거대한 세례반도 함께 있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은 정형화된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

리스도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정형화된 예배형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이
들은 “예배가 딱딱하다.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를 들어보니, 일본의 예배형
식이 이해가 되었다. 예배의 틀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본교회. 세상의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러
한 선택을 했던 그들의 의지. 누구도 아닌, 내가 배워야 할 정신이다.
주일에는 8명의 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카키노키자카 교회’로, 한 팀은 ‘토리이자카 교회’로 갔다. 그
래서 이후 설명에서는 ‘토리이자카 교회’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토리이자카 교회’는 30~40분의 짧은 예배
를 드린다. 예배 방식에 있어서는 주기도문이나, 찬송, 설교말씀, 성가대 등 한국 교회와 비슷하지만 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어린이예배와 성인예배는 모두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 물론 설교말씀에서는 어린
이의 수준에 맞게 쉽게 내용전달을 하지만 나머지 형식에 있어서는 어른예배와 같다. 한국처럼 어린이에 맞는
놀이, 율동 등을 곁들인 예배형식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리이자카교회’에서 약15~20분간 메시지(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던지, 어떤 언
어를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이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한다. 서로 사랑하자.)를 전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기회는 같이 갔던 팀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유일한 것

이었다. 그렇기에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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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0명 정도 되는 모든 성도가 보이는 앞에 서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한사
람, 한사람 눈을 맞추었다. 나는 ‘제겐 당신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라고
눈을 통해 말했다. 이러한 눈빛에 응답하듯 그들은 나의 눈을 응시했다. 그러고는 담대히 메시지를 전했다.
메시지가 전해질수록, 내가 본 것은 그들의 얼굴근육의 변화였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했을,
입가의 옅은 미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했을, 그들의 얼굴에 번져있는 살아있는 세포들. 그
미소와 그 세포들이 나를 감격시켰다. 비록 어느 누군가에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는 일본의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는 것에, 일본의 숨겨진 보물들을 보았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머리를 숙인다.”
4. 미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손잡고 하나 되는 미래를 말이다.
먼저 이 미래는 마츠모토 슈 선생님의 비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츠모토 슈 선생님은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다. 비록 이 내용은 다른 팀원에게 전해들은 얘기지만,
깊고 오묘할 만큼의 비전이기에 여기에 기록한다. 이 비전은 개인의 이익에 눈먼 나를 반성하게 한다.
그리고 강상중 교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위와 같은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나 됨의 일본과 한국 그리
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다. 교수님의 문제제기는
「Q1) 한국의 기독교인보다 일본의 기독교인은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Q2) 소
수자로스의 일본 기독교인의 입장과 반대되는 장신대에 대해서, Q3) 동아시아(한·중·일) 기독교인의 역할과 민족·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독교인의 역할과 활동, Q4) 한국과 일본의 역사의식을 개선할수록 갈등이 더
높아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로 압축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낙운해 교수님의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 팀은 낙운해 교수님과 시간이 날 때면, 여러
대화를 지속했다. 낙운해 교수님이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의 삶에 대해 잠깐 언급해주셨다.
지면상, ‘일본과 한국의 다리역할’이라는 문장으로 압축해본다.
5. 여정
우리 팀 뿐 아니라, 일본에 오고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아마 그들도 우리가 걸었던 거리를 걸어 다녔을
것이고, 우리가 먹었던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같이 갔던 팀이 있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각 과에서 2명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우연인지 기독교교육과에서만 지원했고,
인원수는 8명이 되었다. 우연인지 일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
인이 대부분이었고, 우리가 갔던 곳은 교회와 기독교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 중심이었다. 우연인지 너무나 좋
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 좋은 팀이 꾸려졌다. 5박 6일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무사히 도착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있었다. 부끄럽게도 여행 중에는 많이 느끼지 못
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한 여정이었다.
이제는 내년 3월에 다시 시작할 여정이 남아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 줄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
가 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여정되길 소망해본다.

정석영(기교11)
세이가쿠인 대학교와의 교류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일본의 다양한 종교·문화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문화 또
한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양한 일본의 교회를 탐방해 보면서 느낀 것은, 소
수의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교회들마다 각자의 특
성이 뚜렷하고 예배 분위기도 한국과는 다르게 훨씬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대단했다. 일본에 갔었던 성도 대부분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
을 파악하고 있었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애정도 깊었다. 이렇듯 일본의 기독교문화는 소규모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훈련받은 기독교인 같았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문화에 있어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일본의
기독교문화는 대형교화와 대규모 집회에 익숙한 한국 기독교인들이 꼭 체험해 보아야 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권지나(기교12)
소감문을 쓰기 전 먼저 세이가쿠인 대학교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이런 교류
의 장을 만들어주신 양 대학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사실 내가 이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일본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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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본 일본 선교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었고, 그래서 그 뜨거운 경험을 다시 한 번 느끼
고 싶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일본에 가고 싶다는 느낌도 있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할 때는 세이가쿠인 대학
교나 일본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가서 하는 일정에 대해
실감나지 않았다. 그냥 ‘드디어 일본에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뻤고 설렜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중 마지막
모임에서 나는 이상하리만큼 전과 다른 부담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부담감에 비해 내가 너무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함께 가는 팀원들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우리 팀을 위해, 우리가 하는 사역을 위해, 그 땅을 위해 기도
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함께 ‘공동체’라는 단어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느끼는 부담과 두려움을 이길 힘은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그 속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의
지하며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출국하는 날 들뜨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없어지지 않는 부담감을 가지고 일본으로 왔
다.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한국과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계단을 오를 때,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등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왼쪽에 서는 것이 신기했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나는
아주 큰 문화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교회에서
낙운해 교수님께서 성찬탁과 세례단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이 후 몇 일 동안 여러 교회를 방문하는 중에
교회들에 모두 성찬탁과 세례단이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설교단보다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교회와 다르게 일본 교회가 상대적으로 더 성찬과 세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나는 이 날
부터 ‘내가 일본에 왜 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곳에 왜 보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 날 우리 팀은 둘로 나누어 한 팀은 토리이자카 교회로, 한 팀은 카키노키자카 교회로 가서 오전
예배를 드렸고, 코마에 교회에서 만나 전국 교회청년 동맹세미나에 일본 청년들과 함께 참여하고, 저녁예배를
드렸다. 그 가운데 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으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에
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마이너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실 그 사실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
이 복음화율이 적다고 들어왔으나 실제로 나에게 부딪치는 것이 없고, 관심이 없어 잘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저녁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는 일본과 그 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
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그 사람들이 너무 귀했다. 또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데 하
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장신대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
들은 치열하게 싸우며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들에 비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사실 여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치열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부끄러워졌고, 일본 땅과 일
본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깨달음에서 내
가 왜 일본에 왔는가 하는 물음의 답 하나를 찾았다.
그리고 셋째 날 우리는 세이가쿠인 여중고에 가서 채플을 드리고, 드디어 세이가쿠인 대학교에 가서 볼런티
어 센터의 활동에 대해 듣고, 2개의 수업을 듣고, 강상중 교수님도 만났다. 사실 나는 일본의 지진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그냥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정도였다. 그런데 볼런티어 센
터에서 활동들을 듣고, 여러 가지 수업과 만남을 통해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관심이 가져졌다. 그리고 실감이 났다. 또 일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진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들을 알며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더 커졌던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해야 겠다는 생각
이 더 커졌다.
그리고 넷째 날 우리는 세이가쿠인 대학교에서 채플을 주관하여 드렸고, 학생들과 교류하고, 수업을 들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채플을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고, 예배를 드리자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다. 또 좀
더 열심히 감사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일본에 오기 전에 주셨던 말씀을 직접 깨달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다. 우리 팀의 사람들은 각자
지원 동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번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이곳에 온 것에는 하나
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모
두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각자 자리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하
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
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장신대와 세이가쿠인 대학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곳의 학생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서로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
님을 믿는 청년들이라는 생각으로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다섯째 날 우리는 세이가쿠인 대학의 채플을 드리고, 강상중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아쉽지만 세이
가쿠인 대학교를 떠나 고려신사에 방문해서 관광을 하고, 저녁에 아쿠도 총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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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었지만 우리와 만났던 세이가쿠인 대학교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
고, 그들만큼이나 나도 참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나왔다. 비가 많이 와서 고려신사에 가는 것이 쉽지는 않
았지만 함께 동행해 주시는 교수님과 통역하시는 선생님 덕에 많은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시간
에는 참 부족하고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식사를 대접해주시고, 너무 귀한 선물도 주시고, 또 우리 이름을
다 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려는 총장님을 보며 참 많이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우리는 낙운해 교수님과 함께 숙소에서 나와 식사를 하고, 자유시간을 조금 가진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보면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나에게 너무 큰 은혜의 장이고, 감사할 일이었다. 먼저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해주셔서 우리가 일본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통역
선생님, 그리고 낙운해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하다. 모두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주시고, 우리를 배려해주셨다. 그
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일본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더 잘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만큼 큰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또 나는
부족하지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채플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좋은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에 너무 감
사하다. 그리고 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두 학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그 땅의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비전을 위해, 그리고 그 땅을 위해 더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있을 세이가쿠인 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배려, 존중 등을
그들도 경험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다은(기교12)
일본을 향한 비전을 품고서 난생 처음 방문한 일본은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나라였다.
일본에서 일정을 시작하는 주일날 오전 제일 처음 접했던 토리이자카 교회. 일본에서 부유한 동네로 소문 난
롯폰기에 위치한 토리이자카 교회는 약간 특별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분
들은 대개 비즈니스맨들이고 매우 바빠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주일날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마련해,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끔 구
성되었다.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아이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공과공부와 같은 형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
은 성인 예배를 드린다. 담임 목사님은 어린이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이, 어릴 적에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
던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인 예배에 참석하게끔 양육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오후엔 코마에 교회에 방문해 교회청년 동맹 세미나를 가졌다. 각지에, 곳곳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서 세미나를 듣고 토의하고, 각자의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 때, 일본에서 몇 안 된다는
기독 청년들은 한국인인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길 갈망하
는 사람,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다는 사람, 직장 생활에서 내가 겪고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고민하는 사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주일날 가족이 함께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바쁜 와중에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내가 처음 만난 일본의 기
독교인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있었던 세이가쿠인 대학교에서의 강의들과 여러 프로그램들. 그 수많은 내용들 중 내 마음
한 켠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건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얘기였다.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
까지도 복구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단 내용,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죽어나간 수많은 시체들을 가족에
게 찾아서 돌려주었다는 자원 봉사자의 간증들은 내가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TV뉴스를 통해 보고 들은 것보다
훨씬 생생했고 마음에 와 닿았다.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내용을 접하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 채워져야 하는 곳이구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곳이구나, 란 걸 새삼 느꼈다.
세이가쿠인 일정 동안 우리를 인솔해 주셨던,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계신 마츠모토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청년들이 일본 땅에 부흥하길 바라시는 아쿠도 총장님. 두 분을 통
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일본의 크리스챤을 만날 수 있었단 게 내 일본을 향한 비전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었다.

유순종(기교12)
저는 ‘일본’이라고 하면 미묘한 감정이 생기는 일반적인 한국인 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은 오빠가 일본에
유학을 가면서 더 심해졌는데 오빠가 종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들을 받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는 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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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과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을 향한 큰 비전이 있던 것도 아니고 꼭 무엇인가를 얻고 와야지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조금이나마 완화되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선입견
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지원하게 되었고 일본에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기에 반해 몇 배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박 6일 동안 일본에 있는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세이가쿠인 대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강의와 강연들을 들었고 강상중교수님과 아쿠도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지도자 분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박 6일 동안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참 새로웠습니다. 보는 모든 것들이 마냥 신기하고 새로웠습
니다. 도착해서 처음 접하는 일본은 깨끗한 거리와 아기자기한 도로·건물들 덕분에 놀이동산 같았고, 시간이 지
날 수록 한국과 다른 모습들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세이가쿠인 대학교에서 몇몇 강의
를 듣게 되었는데 그 강의들 또한 참 새로웠습니다. 강의들은 모두 한국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의들이었는
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일본사상이라는 무라마쓰 스스무 교수의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메이지 유신 당시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었고 그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의 동기와 또 기독교를 어떻게 활용
하였는지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만 공부해 왔었는데 기독교와 관련
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너무 신선했고 일본 땅에서도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
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웠습니다.
둘째로 참 놀라웠습니다. 한국교회에만 익숙해있던 저에게 일본 교회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선한 충
격을 주었습니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예배와 다른 악기를 제외하고 파이프오르간만 있는 예배당, 한국 그리스
도인과는 다른 인본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마음가짐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만 국한되었던 생각들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1% 미만인 극히 적은 숫자이기에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편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
실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셋째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해볼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대충 넘겼던 한일관계, 단순히 한일관계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한일관계를 어떻게 바
라보아야하며 한국인인 그리스도인과 일본인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양
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상중교수님은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본인
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자의 입장이고 더더욱 재일교포가 그리스도인인 경우 그들은 인종적으로도 종
교적으로도 이중으로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소수자가 아닌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각해보니 우리는 소수자가 아니었고 약자도 아니었습니다.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는
데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참 속상했고 제가
과연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저에게 더 넓고 더 발전적인 모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많은 신학적인 측면도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는 시간에나 식사
시간 또 틈틈이 주어지는 휴식시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때마다 신학생이지만 당연시 여기고 지나쳤
던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일본교회나 건축물들을 자세히 살펴보
며 신학적인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례전의 중요성과 그 중요성을 한국 교회가 얼마나 간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제가 만나고 온 사람들은 일본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듯 일본에는 잡신이 많고 기독교인의 인구는 1%도 안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1%와의 교류를 하고
온 것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 너무나도 극진한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숙소, 식사, 교통편을 비롯하
여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모두 저희를 배려해주셨고 저희와 함께해 주셨으며 저희의 의견에 귀기울
여주셨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매순간 도움을 주셨고 통역해주셨던 정호석 선생님과
나오미언니는 매순간 사소한 대화부터 어려운 강연까지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주셨고 특
히 총장님은 저희와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 해주셨으며 진심으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 27 -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협했던 제 사고가 확장되는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신앙과 우
리 교회의 신앙, 조금 더 나아가선 한국의 신앙 정도까지만 생각해오던 저였는데 일본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
하고 나니 제 사고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
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속에 있는 신앙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그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부터 일본에서의 5박6일, 그리고 다녀온 뒤까지 언제나 감사였습니다.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다시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정도로 참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일본 세이가쿠인 대학교 관계자 분들과 저희학교 대외협력실을 비롯해
서 많은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함께 지도해주신 낙운해 교수님과 동행했던 학우분들께도 참 감사하다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찬솔(기교13)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입학해 단 한 학기를 다닌 기독교육과 1학년 학생이 학교를 대표해 일본의 세이가쿠인
대학을 방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갔다 오기 전까지는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다녀오고 난 뒤, 정
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 그런 대단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세이가쿠인 대학 방문 & 동아시아 기독교 문화 연수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이지만 학교 대 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이상으로, 일본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란, 단순히 말하면 일본어를 잊어버
리기 전에 쓰임 받고 싶다는 것이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일본에 대한 제 첫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는 역
사관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고등학생 시절 일본에 잠시 동안 머물며 겪었던 사소하고 단편적인 일들로 인해
못박아두었던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가 어쩌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바랐던 것은,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체험적
인 공부(특히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통해 제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5박6일의 일정을 마친 후 되돌아보니,
기대하던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선물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의 교회와 세이가쿠인 대학이라는 일본 대학교를 방문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이케부쿠로 교회’, ‘카키노키자카 교회’, ‘코마에 교회’, ‘세이가쿠
인 대학 채플’, ‘아게오 시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방문을 하며 느낀 점은, ‘형식적’이
라는 말에 대해 평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었는데, 여기서는 단순한 문화의 차이로서 충분히 긍정적인 의미
일 수 있고, 오히려 경건함과 진정한 경외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난 분들과 교류하면서도 달라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일본의 지나치게 격식
과 예의를 차리는 문화에 부담을 느껴왔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니 그런 모습이 상대방,
즉 저희에 대한 소중한 존중으로 느껴져서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해서, 또 사람이라
고 해서 교회의 모습이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일본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와 예상했던 것보
다 훨씬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태도에만 집중했는데도 배
운 것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젠가 일본에서 더 오래 지내며 일본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본 기독교의 모습과 더불어, 일본 사회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팀의 일정 내내 동행해주신 교수님들과 통역 선생님, 또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평소 병들
고 뒤틀린 일본 사회의 모습이 있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많은 부분 생각해볼 수 있
었습니다. 지진, 특히 2년 전의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충격과 개인을 감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에서 생
긴 그림자 혹은 가면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선교’가 저 개인에
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답답하고 맘에 안 드는 모습이지만, 그 모습들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며, 제 안에 없는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구해야만 하게 해주는 나
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며 얻은 가장 큰 마음입니다.
일정을 진행하는 내내 함께한 팀원들이자 저의 선배님들을 보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았고, 늘 배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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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를 진심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고 대접해주신
일본의 세이가쿠인 대학교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느낀 장신대 학생으
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해주신 분
들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기
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공적인 학교생활에서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말뿐이 아
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Ⅳ. 부록
1. 저녁 경건회
06. 22. 토요일
말씀
주제

사도행전 2장 1~42절
하나님의 큰 일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
들은 다 놀라 당황하였고, 소동하였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새 술에 취했다.”하였다. 천
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여러 사람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놀랐을까.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단지 여러 나라 언어로 말
하는 것에 대해 놀람으로 끝나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들었기에 당황하며, 소동했던
것이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무엇을 들었기에 조롱까지 했던 것일까.
그들은 어떠한 내용을 들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한 그 내용 말이다.
그 내용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 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14절; 베드

내용

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등
이 있다.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는 ‘이 일(말)’은 요약적으로 36절과 38절에 나타나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약하면,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에 힘입어 (각 나라의 방언으로)하나님의 큰일 즉, “회개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하는 일”에 대해 선포
했던 것이다.

06. 24. 월요일
말씀
주제

로마서 8장 28절
신학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주일에 세 번의 예배와 청년 모임에 참석한 후 알게 된 것은 일본의 복음화율과 기독교인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의 자유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은연중에 받는 압박으로 인해 마이너의 입장
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기

내용

독교인이고, “너 교회 다니니?”가 아니라 “너는 어느 교회에 다니니?”가 익숙할 정도로 교
회를 다니는 것이 익숙한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한국
에서 온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본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 하
지만 어쩌면 ‘일본에 있는 소수 기독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신학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개인적으로 주일 저녁예배를 드리면서 일본 땅과 그 땅의 소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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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
나 복되고 귀한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일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기도제목> 1. 일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2. 우리들 자신과 내일있을 일정을 위해.

06. 25. 화요일
말씀
주제

마가복음 12장 30~31절
서로 사랑하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타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말씀 구절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화요일 저녁 나눔시간에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다 같이 묵상해보는 시간

내용

을 가졌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분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타인과의 관계는 무시해버리는 경
우가 종종 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여야 하지 않을까.

말씀
주제

06. 26. 수요일
요한일서 3장 13~24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일본에 대한 마음)
우리의 이번 일본 여행의 목적은 ‘학교 간의 교류’의 대표 팀으로서 세이가쿠인 대학을 방
문하는 것만이 아니다.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 가장 잘 배우고
경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 된다.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문화적으로는 많
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의 여행은 그 차이를 더 잘 알고 이해해서 일본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교’에 필요한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 일본의 특별한 기독교 문화를 보고 배우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중 유

내용

용한 마음가짐은 객관성, 포용성 등이 있겠지만, 기독교 정신에서도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것
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각
자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교수님의 제안
에 따라 성경 말씀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요일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위해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섬길 때 가장 필요한 ‘사랑’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며 끊임없이 구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2. 회계정산
날짜

수입

05.29.

3,200,000

지출

세부내역

내용

합계

40만*8

첫 입금

3,200,000(3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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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780

05.30.

327300*8
17,380

비행기 값 및 수수료

564,220

06.10.

500,000

권지나 입금

1,064,220

06.12.

500,000

이신우 입금

1,564,220

06.17.

500.000

김찬솔 입금

2,064,220

06.18.

500,000

김민재 입금

2,564,220

500,000

김무상 입금

3,064,220

500,000

정석영 입금

3,564,220

06.19.
06.20.

76,720
500,000
500,000

보험료

3,487,500

유순종 입금

3,987,500

김다은 입금

4,487,500

4,309,090

환전

178,410

06.22.

27,080

공항에서 점심

06.23.

120,000円

15,000円*8

개인 식비

06.24.

200,000円

25,000円*8

숙박비

06.25.

15,764円

358000円

저녁식사

1,000円

저녁식사 지원

06.27.

22,780

동전 모은 것

07.01.

261,659

23,000円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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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0
358,000円
151,330
238,000円
151,330
38,000円
151,330
22,236円
151,330
23,236円
174,110
23,236円
435,769
236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