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요크 7기 교환 연수프로그램 일정보고 및 소감문
■참가자 및 일정
1. 참자가 : 인솔교수 및 조교 – 이명신 교수님, 홍창현 (2명)
여자 – 권지나, 김예지, 나은선, 박지원, 신나은, 황영은, 하경은 (7명)
남자 – 김민재, 여인찬, 이중호, 최현식, 이준수 (5명)
2. 일정 : 1/19(월)~2/6(금), 총 18박 19일

*영국 - ①요크 : 1/19(월)~23(금), 26(월)~28(수) 총 8박
②에딘버러 : 24(토)~25(주일) 총 1박
③런던 : 28(수)~30(금) 총 2박
*체코 - ①프라하 및 주변지역 : 30(금)~2/5(목) 총 7박

■프로그램
1. 요크대 강의 : 신학 강의 참여
2. 요크 문화 탐방 : 요크 및 영국 중부 문화 유적지 탐방
3. 영국 탐방 : 스코틀랜드(에딘버러) 및 런던 탐방
4. 체코 탐방 : 프라하 및 일대 종교유적지, 동유럽 탐방
5. 동문 및 선교사님과의 만남 : 장신 출신 목사님들, 선교사님, 타 교단 출신 목사님과 교류.

■교통편
- 1/19(월) : 11:15 인천 – 14:15 헬싱키(AY0042) → 16:00 헬싱키 – 17:00 맨체스터(AY2937)
- 1/24(토) : [기차] 7:37 요크 - 10:24 에딘버러
- 1/25(주일) : [기차] 18:30 에딘버러 – 20:56 요크
- 1/28(수) : [기차] 9:57 요크 – 12:29 런던(waterloo)
- 1/29(목) : [버스] 8:30 런던(victoria coach station) - 10:45 캠브리지
19:50 캠브리지 – 21:50 런던
- 1/30(금) : [버스] 1팀) 12:10 런던(old street) - 스탠스태드 공항 / 2팀) 12:50
[비행기] 17:15 런던 – 20:05 프라하
- 2/5(목) : 11:25 프라하 – 14:40 헬싱키(AY2716) → 17:30 헬싱키 – 09:15인천(AY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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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일정
2015.1.19. 월요일
오후 5시 맨체스터 공항도착
오후 8시 세바스찬 김 교수님, Kollontai 교수님, Rachel Shadman 코치와 저녁 만찬

2015.1.20. 화요일
오전 9시 아침 경건회
오전 10시 레이첼(요크대 학생 조교)과 접선 후 요크대로 이동
오전 11시 요크대 탐방
오후 12시 요크대에서 점심식사
오후 1시 요크 민스터 투어
오후 2시 요크 투어
오후 6시 요크대에서 저녁만찬

요크 민스터에 대해서
정식명칭은 'Cathedral and Metropolitical Church of St. Peter in York'이다. 1220년부터
짓기 시작해 1472년에 완공된 영국 최대의 고딕 건축물이다. 건축물의 실내 길이는 160m에
달하며 높은 천장과 좁은 회랑, 희고 굵은 기둥, 스테인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영롱한 빛이
중세 교회 건축의 진수를 느끼게 한다. 특히 이곳의 스테인글라스는 영국 최대 규모이며, 중
세의 것으로 가장 풍부하게 소장한 곳이다. 북쪽 트렌셉트에는 유명한 '다섯 자매 창문'이
있으며, 1405년에 제작된 테니스 코트를 뛰어넘는 크기의 동쪽 창문은 현존하는 중세의 유
리 작품 중 가장 넓은 것이다.
우측 회랑 계단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는 보수공사 도중 발견된 로마시대 유적을 전시실에
보관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275개의 계단을 통해 랜덤타워 꼭대기에 오르면 요크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 요크 어디에서나 바라보이는 71m의 첨탑은 요크의 상징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과 성지 순례자들이 방문한다.

2015.1.21. 수요일
오전 9시15분 아침 경건회
오전 9시30분 Fountains Abbey로 이동
오전 10시30분 Fountains Abbey 관광
오후 12시 Fountains Abbey에서 점심
오후 1시30분 요크 뮤지엄 관광
오후 6시 요크대로 복귀
오후 7시30분 자원자는 요크대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공연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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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tains Abbey에 대해서
파운틴즈 수도원. 영국 Yorkshire에 있던 옛 시또회 수도원. 1132년 창립. 10세기에 영국
남쪽과 중부 지방은 베네딕도회에 의해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져 이 지역을 수도원 지역이라
고 할 정도였지만, 북부 지방은 그대로 버려져 있다가 시또회가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다. 수
도원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는 해에 8개소의 자(子)수도원을 세웠다. 종교개혁 후 아빠스
M. Bradley가 수도원을 헨리 8세에게 바쳤고, 헨리 8세는 이 수도원을 폐쇄했다(1539). 수도
원 해산 때 이 수도원은 가장 부유한 수도원이었다. 수도원 건물과 부속 성당은 웅장했고
그 폐허 중 남은 것은 1500년경 Huby 아빠스가 세운 탑 건물이다.

2015.1.22. 목요일
오전 8시30분 아침 경건회
오전 10시 Pauline kollontai 교수 강의 ‘Art, Spirituality and Peacemaking’
오후 12시 요크대에서 점심
오후 1시 Whitby로 이동
오후 2시 Whitby 관광
오후 5시30분 위츠비에서 저녁
오후 6시 30분 요크대로 복귀

Whitby에 대해서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Yorkshire주 동북부의 항구 도시; 수도원의 유적이 있다; 종교 회의
의 개최지이다(664)

2015.1.23. 금요일
오전 8시30분 아침 경건회
오전

10시

Sebastian

Kim교수님의

강의

‘World

Engagement'
오후 12시 점심식사
오후 2시 요크대 채플실에서 연습
오후 7시 첫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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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ity

and

the

Public

첫 미팅내용 (우리가 기대한 것을 중심으로 나눔)
-김민재 : 잘 어울릴 수가 있을 까 걱정도 들었지만 팀이 좋았다. 교음과 학생들과의 교류도 많이 있어서 좋았고
특별히 콘서트를 한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의 캐스팅을 팀원 뿐 아니라 팀명과 일정
가운데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세븐스프링스라는 팀명의 의미심장한 것은 가는 지역이 7개이고, 요크대 7
기인 것과, 또한 위클리프로 시작해서 얀 후스를 포함한 7곳의 관광지를 들리게 되는 데 하나님이 우리
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가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가 된다. 이를 통해
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취했으면 좋겠다.
-여인찬 : 5년전 유럽과 많이 달랐다.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어제 카페를 가면서 해리포터 탄생지를 봤
을 때는 함께 온 것의 기쁨을 누릴 수 가 있다.
-김예지 : 긴장감을 가지게 해준 가방사건으로 인해 우리 팀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었
다. 많이 염려하지 않고 준비된 상태에서 잘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주
회기 많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팀이 굉장히 좋다. 교양 수업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날 수 있
었다.
-이중호 : 영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웠지만 강의가 있어서 좋았다. 여유로운 일정이라서 편히 일정을 누
릴 수가 있었다.
-박지원 : 같이 찬양하는 것, 자연을 통해 감격을 할 수 있었다. 외국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것. 연주를 앞두
고 있는데 대곡을 하는 입장에서 연습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마음이 있다. 같은 팀원들 중에
서 더 친해지고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정말 좋았다.
-황영은 : 월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감사. 가평에 많은 눈이 왔는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올 수가 있
어서 좋았다. 한국에 있을 때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 재미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맡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
-나은선 : 차에 탑승했을 때 단체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권지나 : 자연을 관광하는 것이 좋다. 강의를 들으며 앞으로 학문적 진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최현식 :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연주회 이외에는 염려하는 것이 없다.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불안의 요소로 작용한다. 곧, 문화재에 대한 기대보다 실망한 부분은 있었으나 연주
회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는 만족스럽다.
-신나은 : 영어공부 좀 더 하고 올 걸 후회를 많이 했었다. 7월에 유럽에 다시 올 생각인데 나중에 친구랑 온다면
많이 배워야겠다. 새로웠던 부문은 애비에서 관광지 역사도 보고 강의 내용도 새로운 관점이라 좋았다.
과가 달라서 어울러 지는 것이 흥미로웠다.
-홍창현 조교님 : 3기 때와는 다르게, 알려줄 수 있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함께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별 큰 문
제없이 지금까지 있음에 감사하다. 진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진로의 문제를 보게 되고 교수님
제안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인도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명신 교수님 : 교회음악의 가능성을 우리의 음악회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회의 교세에
비해 유럽의 교세가 굉장히 약한 것은 우리가 사명감을 서로가 고취시켜야할 이유가 된다.

2015.1.24. 토요일
오전 6시40분 에딘버러로 이동
오전 10시30분 에딘버러 도착
오전 11시30분 Calton Hill 이동
오전 11시30분 점심
오후 12시30분 Hollyrood Park으로 이동
오후 2시30분 John ross 무덤
오후 3시 에딘버러 대학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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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New Collge(신학대) 관광
오후 5시 John Knox 생가 관광
오후 6시 숙소

Calton Hill의 정상에는 그리스의 신전을 연상케하는 National Monument가 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로써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하였
다. 1882년에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에든버러의 건축가 윌리엄 플레이페어가(Willam Playfair)
가 설계하였으나 완공되지 못하였다
Hollyrood Park는 도시보다 251m가 높은 Athur's seat이라는 정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46m의 절벽을 가지고 있어 에딘버러의 전경을 관람하기에 적절하다.
John ross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로 중국 동북지방에서 사역을 하여 심양의
동관교회를 설립하였다. 최초로 한국어 신약전서를 번역한(1887) 선교사이다.
New Collge는 1846년에 설립되어 1930년에 에딘버러 신학대학과 병합되었다. General
Assembly Hall, Rainy Hall, Martin Hall을 투어한다.
John Knox 생가는 1470년에 지어진 건물로 녹스(1514-72)는 2층에서 1561-72동안 거주하
였다.

2015.1.25. 일요일
오전 10시 St.Giles' Cathedral에서 주일예배 및 성찬식
오전 11시 John Knox 무덤 방문
오전 11시 30분 점심식사
오후 1시 해리포터 탄생지(Greyfriars Kirk, Greytriars Bobby, The Elephant House) 방문
오후 2시 Grassmarket Memorial 투어
오후 3시 에딘버러 성 관광
오후 5시 저녁만찬 이은우 교수님 부부제공
오후 5시 30분 프린세스 스트릿 투어 후 요크대로 복귀

St.Giles' Cathedral은 1120년에 창립하여 1385년에 현재 모습을 재건하게 된다.
성전 뒤편에 있는 John Knox 무덤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에 자그맣게 마련되어
있다.
Greyfriars Kirk 1620년에 완공된 교회는 1679년에 언약도 군대가 보스웰 브릿지 전투에서
대패하여 포로가 된 약 1200명을 수감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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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ytriars Bobby는 주인 Jhon Grey가 죽은 후 14년간 무덤을 지켰다고 전해진다.
Grassmarket Memorial은 1661-88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장로교 신자들이 처형된 곳이다.
당시를 The Killing Time으로 설명함)
에딘버러 성은 6세기에 처음으로 지어졌고, 이후 점차 증훅하였다. 17세기 초까지 왕이 거
주하였으며 St. Markgaret's Chapel은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데이비드 1세
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예배당으로 알려져있다.

2015.1.26. 월요일
오후 12시 Knaresborough 출발
오후 12시 45분 Knaresborough 도착
오후 1시 Knaresborough 점심식사
오후 1시45분 Knaresborough 여행 겸 채플 도착
오후 3시30분 요크대 복귀
오후 5시 맨체스터공항으로 이준수 지휘자 도착
오후 8시 요크로 이준수 지휘자 도착

Knaresborough에 대해서
잉글랜드 북부에 위치한 나스보로(Knaresborough)는 요크에서 기차로 30분 남짓이면 도착
하는 작은 마을이다. 아름다운 강가와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다.

2015.1.27.화요일
오전 9시 콘서트 연습
오후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30분 콘서트 리허설
오후 2시 콘서트
오후 3시30분 자유시간
오후 6시 요크대에서 저녁 만찬

2015.1.28. 수요일
오전 9시 캠브리지로 출발
오후 1시 캠브리지 도착
오후 1시30분 숙소에서 점심식사
오후 3시 런던 탐방
오후 7시 Wicked(위키드) 관람

Wicked(위키드)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기보다는, 자기 때문에(엄마가 더 이상 초록색 아이를 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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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위해 밀매 약품을 먹은 탓에) 양팔 없이 태어난 동생 네사로즈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
구받아야 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어른스러웠지만, 자신을 설교에 활용한 목사 아버지의 영
향으로 기성 체제와 종교, 이상이나 구원 등에 대해서는 냉소적이고 투쟁심 강한 여인으로
성장했다. 가족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엘파바의 초록색 피부는 쉬즈 대학에 진학한 이후
에도 친구들이 따돌리는 이유가 되지만, 화려한 외모에 허영심 강한 룸메이트 글린다와 함
께 지내면서 묘한 우정을 나누게 된다.

2015.1.29. 목요일
오전 8시 캠브리지로 이동
오전 11시 캠브리지 도착
오후 1시 캠브리지에서 점심식사
오후 4시 숙소로 이동

2015.1.30. 금요일
오전 9시 아침 식사
오후 5시 프라하로 출발
오후 8시 프라하 숙소도착

2015.1.31. 토요일
오전 9시 체코 형제의 교회 방문
오후 12시 프라하 탐방 (프라하 성 등)
오후 6시 발레 호두까기 인형 관람 (지원자는 오페라 관람)

2015.2.1. 주일
오전 9시 30분 체코 형제의 교회도착, 합창연습
오전 10시 주일 예배 및 특송
오후 12시 체코 전통음식 체험
오후 3시 프라하 탐방 (프라하 성 등)

2015.2.2.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독일 드레스덴으로 출발
오후 12시 드레스덴 도착
오후 1시 권영숙 교수님과의 만남
오후 2시 Kreuzkirche(성십자 교회) 방문
오후 3시 드레스덴 구경
오후 5시 Kreuzkirche(성십자 교회) 저녁미사에 참여
오후 6시 Kreuzkirche(성십자 교회) 합창연습
오후 7시 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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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3. 화요일
오전 10시 Kreuzkirche(성십자 교회) 합창연습
오후 12시 Kreuzkirche(성십자 교회)에서 콘서트
오후 1시 권영숙 교수님과 점심식사
오후 3시 Hochschule für kirchenmusik dresden(드레스덴 교회음악전문대) 대외협력차
방문, 관람
오후 6시 프라하로

2015.2.4. 수요일
오전 8시 체스키 크롬노프로 출발
오전 11시 체스키 크롬노프 도착 및 관광
오후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 체스키 크롬노프에서 조를 나누어 관광
오후 4시 프라하로
오후 8시 마지막 정리의 시간

체스키 크롬노프에 대해서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근처에 체스키크룸로프가
있다. S자로 완만하게 흐르는 블타바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는 작은 도시로 붉
은 지붕과 둥근 탑이 어우러져 동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체코가 공산 국가였던 시절에
는 그저 낙후된 도시에 불과했던 체스키크룸로프는 1992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문
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300여 개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 유적으로 등록
되었으니 도시 전체가 유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3세기 남 보헤미아의 비테크 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고딕 양식의 성을 짓기 시작한 것
이 체스키크룸로프의 시작이다.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물들이 일부 추가 되었으나
18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거의 없다. 중세 마을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 있는 곳으로 평
가 받고 있다.
13세기 세워진 체스키크룸로프 성은 프라하 성에 이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다. 16
세기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하면서 둥근 지붕의 탑과 회랑 등이 추가 되었다. 성 안에는
영주가 살던 궁전과 예배당, 조폐소, 바로크식 극장과 정원이 재현되어 있어 중세 귀족의 생
활상을 느낄 수 있다. 구시가의 중심지는 중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스보르노스티 광
장으로 주변에 후기 고딕 양식의 성비투스 성당 등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 즐비하
다.
체스키크룸로프는 다른 중세 도시들처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이 좁은 길은 아기자기한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과 카페가 가
득해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해마다 6월이면 축제가 열리는데, 마을 사람들 절반 이
상이 르네상스 시대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 체스키크룸로프성에서는 바로크 시
대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회나 18세기 귀족들의 가면무도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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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5. 목요일
오전 7시 프라하 공항으로 출발
오후 5시 헬싱키에서 경유

2015.2.6. 금요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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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감문 1]

세븐 스프링스
『일곱 우물(브엘셀바)의 노래.』(창21:31)
김민재, 기독교교육과 3학년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올해 요크팀은 일곱 번째(7th)로 모인 기수입니다. 세븐이라는 숫자는
여러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의미심장한 숫자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특별
한 숫자 때문에 우리 요크7기는 ‘세븐 스프링스(Seven Springs)’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
었죠. ‘Spring’이라는 단어는 보통 ‘봄’이라는 계절을 연상케 하지만 ‘샘 · 수원지 · 원천’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가 방문했던 주요지역이 일곱 장소(!)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방
문한 지역들이 모두 기독교 역사(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
켈틱의 수도적 영성을 간직한 도시 요크(York), 장로교 국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Edinburg), 도시전체가 박물관인 런던(London), 신학의 거장들을 배출한 영국 지성의 상징
캠브리지(Cambridge),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우뚝 서있는 체코 프라하(Prague), 2차 대전의
상흔을 싸매주는 화해의 도시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중세
도시 체스키 크롬노프(Cesky Krumlov).
각 지역들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인지 일일이 서술
할 순 없지만 우리가 밟은 그 곳들이 복음에 있어서 생명의 샘(Spring)을 솟아내는 우물과
같은 곳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크에서 방문했던 오래된 수도
원들과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곳곳에 남아있는 진리의 흔적들이 그랬습니다. 복음의 맥박이
힘차게 숨 쉬던 지역을 직접 밟는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특권이
고 영광이었죠.
사실 우리팀이 이러한 의미들을 곱씹고 일일이 그 의미들을 찾아보며 기도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과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팀에
게 허락하신 특권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영국의 요크 대학 채플에서, 프라하 체코형제복음
교회 주일 연합예배에서, 드레스덴의 상징 성 십자가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준비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는 설 수 없는 그
곳에서 찬양 콘서트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야 감사로 느껴지
곤 합니다. 뒤돌아 생각하니 바쁜 일정으로 후다닥 사진만 찍고 정신없이 와글와글 돌아다
니기만 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깊은 우정이 생기고 서로를 돌보며 이별하기 싫어했던 것은
우리가 머금고 있었던 찬양의 가락들이 늘 우리 마음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
해봅니다.
한 방울의 작은 물동자가 깊은 우물에서는 여러 울림으로 노래가 되듯이 우리의 한 방울만
한 노래가 하늘에서도 크게 메아리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수십 개의 파이프로 위엄 있게 솟아있는
오르간을 많이 보았지만 저에겐 팀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진한 울림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주간의 여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약해보고 싶네요.
“세븐 스프링스, 일곱 우물(브엘세바)에서 노래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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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만남과 여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소감문 2]

유럽의 종교개혁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나은선, 기독교교육과 3학년

요크대 단기연수기회를 통해 저희 '세븐스프링즈'팀은 요크대 학풍을 답습하는 동시에 삼 개
국 일곱 도시를 여행하였고 유럽의 종교개혁 현장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콘서트를 세 차
례 가졌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요크대와 교류를 통해 느낀 영국의 학풍 입니다. 저희가 방문할 당
시 요크대는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아 학생들과 밀접한 교제를 갖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탐방과 강의를 통해 몇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내 도서관의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이 카페테리아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
고 있었습니다. 물론 조용하게 독서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도서관을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사뭇 다른 이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신학이 사회참여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신학이 사회참여를 논의
하게된 배경에는 영국의 시민단체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식
이 신학에서도 이어져 평화, 인권과 같은 공적신학의 논의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언급한, 도서관문화와 신학의 사회참여는 영국 학풍의 작은 부분이지만 학생과 학생, 신학과
사회가 서로간의 소통을 지향하고 긍정적인 상호발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크대 7기 '세븐스프링즈'팀이 특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일정 가운데 유럽 종교개혁의 역
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국과 체코, 독일로 이어진 여정에서 유럽의 종교개혁의
흐름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선구적 종교개혁자인 영국의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체코의 얀후
스에게 이어진 종교개혁의 정신은 백년이 지나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통해 개혁
의 큰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3세기에 걸친 종교개혁의 역사
를 보며 우리 팀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개혁정신을 되새김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종교개혁의 생생한 현장 앞에서 우리 팀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신 교수님의
지도하에 세 차례 콘서트를 가졌는데, 첫 번째로 요크대에서 공연을 했고, 두번째는 프라하의
꾸빌리시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레스덴의 성십자가교회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콘서트는
각기 달란트대로 오르간 연주와 남성성악솔로, 남녀 듀엣, 합창으로 진행되었고 우리 팀은 믿
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로는 시편 23편으로 이뤄진 합창을 하였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이 곧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의 가사처럼 세븐스프링즈 팀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크게 아픈 사람 한명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라는 찬양의 기도가 가슴에 뜨겁게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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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 7기 예산안 및 지출내역
1. 고정환율
£1 = 1,800원 / €1 = 1,400원 (12.24 지출계획 책정 시 기존 환율을 반올림 하여 적용한 것임)
2. 전체 예산(수입)
•팀원: 2,500,000원 x 9명 + 20,000원 x 2명(인찬, 중호 비행기 수정) = 22,540,000원
•준수: 2,500,000원 x 0.66(전체일정 2/3) - 15만원(기차+비행기값 개인지불) = 1,500,000원
•민재: 2,500,0000원 – 770,000원(개인지불 £430 x 1,800원 = 770,000) = 1,730,000원
•교수님+조교: 2,680,000원
= 총 예산 : 28,450,000원

■지출계획
1. 준비비
항목

내용

금액

공연준비

•악보, 제본 등

63,397원

MT비

•주유, 음식 등

300,000원

책자+Thanks 카드

•책자, 카드 만들기

100,000원

선물 구입비

•영국 교수, 친구들, 감사한 분 선물

200,000원

한국 음식 구입비

•라면, 밥 등 공동식량

500,000원

여행자 보험비

•여행자 보험

200,000원

예비비

300,000원

총 비용

1,663,397원

2. 교통비
항목

내용

금액

•왕복 항공료(finn air)
→ 1,022,300원 x 9명 = 9,200,700원
항공료

1,039,800원 x 2명 = 2,079,600원
•런던-프라하(easy jet) → 860,000원

1,118,000원

•학교 지원금 = 11,022,300원

기차

버스

12,140,300원 – 11,022,300원 = 1,118,000원
•요크-에딘(왕복) + 요크-런던 → 932,000원
•프라하-드레스덴 → €40 x 13명 = €520 = 728,000원
•런던-캠브리지(왕복) + 런던-공항 → 530,615원
•프라하-체스키(왕복)
→ €15 x 13명 = €195 = 273,000원

1,660,000원

1,003,615원

•프라하-공항(왕복) → 차 렌트 예상(10만원 x 2회)
기타

•런던 대중교통
→ £10(원데이페스) x 14명 = £140 = 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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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000원

•프라하 대중교통
→ €4.5(종일권) x 13명 x 3회 = €175 = 385,000원
•기타 교통비(예상) → 200,000원
예비비

200,000원

총 비용

4,818,615원

3. 숙박비
항목

내용

요크

£3,638

에딘버러

314,000원 - £120(교수님, 조교 지원)

런던

£797

프라하

€850 + €180(민재, 준수) = €670

금액
6,548,400원
100,000원
1,434,600원

예비비

938,000원
100,000원

총 비용

9,121,000원

4. 식비
항목

내용

만들어먹기

•영국 10회 → 10회 x £30 = 540,000원

(현지구입)

•체코 10회 → 10회 x €30 = 420,000원
•영국 10회 → 10회 x £20 x 15명(평균인원)

사먹기

= £3,000 = 5,400,000원
•체코 10회

→ 10회 x €20 x 15명

금액
960,000원

9,600,000원

= €3,000 = 4,200,000원
커피+간식

350,000원

총 비용

10,560,000원

5. 기타비(입장료 등)
항목
요크
런던

내용
전액 학교 지원
•뮤지컬 → 331,250원

금액
0원

/ •박물관(미술관) → free

•런던아이 → £18 x 13명 = £234

752,450원

에딘버러

•성 입장료 → £16 x 13명 = £208

374,400원

캠브리지

•about £10 x 13명 = £130

234,000원

프라하

•호두까기 → 343,338원(10명) + 110,000원(3명)

453,338원

체스키

•성 탑 입장료 등 → €4 x 13명 = €52

선물(한국)

•총장, 대외 협력처 등

72,800원
100,000원

예비비

300,000원

총 비용

2,286,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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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요크 7기 항목별 지출 내역
항목

내용

한국 준비비

준비비, 식비, 선물, 보험

후기 모임비

모임 식대, 앨범 비 등
요크숙박

총

금액

1,696,150원
500,000원

: 5,457,000원

에딘버러 : 314,000원
숙박비

드레스덴 : 250,000원

8,553,000원

런던 : 1,066,000원
프라하 : 1,466,000원
영국
식비

: 1,710,935원

체코 : 863,270원

3,333,262원

독일 : 759,057원
영국
간식비(카페 등)

: 220,740원

체코 : 290,290원

692,780원

독일 : 181,750원
영국 : 2,292,615원
체코 : 671,600원
교통

독일 : 141,950원
항공료 :

4,224,165원

1,118,000원

(학교지원금 제외)
영국
기타(입장료, 선물 등)

: 1,573,338원

체코 : 589,947원

2,473,285원

독일 : 310,000원
21,472,6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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