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안내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목차

1. 서론 04
2. WCC 총회란 무엇인가? 05
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06
총회 참가자들의 구분 07

3. 총회 주제 10
4. 총회 일정 11
1) 총회 전체 일정표 11
2) 날짜별 일정표 12

5. 총회에서의 생활 18
1) 총회의 영적생활 18
모임 예배(Opening celebration) 18
아침 기도회(Morning prayer) 18
저녁 기도회(Evening prayer) 18
한국인 방문자들과 함께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 18
성경 공부(Bible Study) 19
보냄 예배(Closing celebration) 19
공지사항(General remarks) 19
2) 총회장소(벡스코)에서의 생활 20
총회 운영팀 20

02

I

03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안내데스크 20
등록 20
이름표 20
벡스코 21
행사장 안내 21
컨벤션 홀 23
예배실 23
마당 홀 23
비즈니스 홀 23
통역 장비 23
벡스코의 접근성 23
재활용과 환경 보호 24
벡스코를 오가는 교통편 24
식사 : 아침, 점심, 저녁 24
의료지원 25
약국 26
안전 26
인터넷 26
메시지 26
사진촬영 27
우체국 27
쇼핑 27
관광 27
WCC 서점과 카페 27
WCC 전시회 27

WCC 총회 커뮤니케이션 27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 28
WCC 재정 사무실 28
언론과 미디어 28
목회상담과 연대 지원 28
3) 총회장소(벡스코)에서 제공되는 활동과 서비스 29
마당 홀 30
총회 사전 행사 33
성경공부 그룹 33
총회 위원회 34
에큐메니칼 좌담 34
교파별 회의 35
대륙별 회의 36
사무실 36

6. 총회 프로그램 38
1) 총회 전체 회의들 39
일반 전체회의들 39
개막식과 오리엔테이션 39
의장 및 총무 보고 39
회무를 위한 전체 회의 39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 39
주제별 전체 회의 39

에큐메니칼 좌담이란 무엇인가? 43
주제와 교회 44
교회의 일치와 선교와 봉사를 향한 현대의 도전들 45
에큐메니칼 좌담 프로그램 소개 46
3) 은혜의 마당 프로그램 51
마당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51
마당 워크숍과 부대행사 설명 및 개최 장소 안내 53
마당 전시회 부스 배치도 81
마당 전시회 목록 안내 82
마당 부대행사 87
4) 주말 프로그램 88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88
방문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89

7. 기타 91
1) 사전대회 91
2) 세계에큐메니칼 신학원(GETI) 91
3) 한국에큐메니칼 신학원(KETI) 92
4) 지역별/교단별 모임 93

8. 한국준비위원회 조직표 94
9. 부산준비위원회 조직표 95

2) 에큐메니칼 좌담들 43

목차

1. 서론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
제 하에,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열린다.
총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최고 치리 기구이며, 345개의 회원 교회들이 전체로 모
여 기도와 경축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독보적인 계기가 된다. 총회는 WCC의 사업을 검토
하고, 본 협회의 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하며, 공식 선언문을 채택하고, 새로운 중앙 위원
회를 선출하는 책임을 위임 받았다. 오로지 총회만이 WCC의 헌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총회는 회원 교회들 간의 교제를 나타내고 회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이다. 총회는
교회들과 협력단체들이 모이는 세계적 규모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회합이다. 이에 따라
WCC 총회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가장 크고,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모임으
로 자리매김 된다. 총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여정 중에서 하나의 독특한 계기인바, 이
를 통해 가시적 일치와 공동의 증언을 심화시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책자는 총회가 지닌 많은 면모들과 그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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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CC 총회란 무엇인가? (What is an Assembly?)
세계교회협의회의 총회는 WCC에 소속한 회원교회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재확인하고 서
로 간의 협의를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다. WCC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던 1948년 암스테
르담의 첫 총회 이래로, 이 총회 행사들은 교회들의 현장과 WCC의 역사에서 주요한 계기
들을 남겨주었다. 총회는 약 7년 간격을 두고 열린다. - 1954년 에반스톤(미국), 1961년
뉴델리(인도), 1968년 웁살라(스웨덴), 1975년 나이로비(케냐), 1983년 밴쿠버(캐나나),
1991년 캔버라(호주), 1998년 하라레(짐바브웨),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브라질), 이어
서 올해 부산(2013)이다.
WCC의 회원 교회들이 공식 대표로 파견한 대의원들이 총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회
원교회들과 협의하여 각 회원교회별 대의원 수를 결정한다. 교회가 파견한 대의원들만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기타 다양한 참가자들이 대의원들과 동반하여 참석하
는바, 이들은 중앙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총회를 돕기 위해 오는 이들이다. 이들 기타 참가
자들 중에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가진 이들도 있다.
총회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이러한 종류의 대의체 회합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총회는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WCC를 통해 맺고 있는 상호 결속 관계(Mutual Commitment)를 경축하고
재확인하는 계기이다. 총회는 교회들이 자기들의 대의원들과 총회에 모인 모든 이들을 통
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고백을 재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계기이기도 한다. 이렇게 모여서 경축
하고 결속 관계를 확인하는 행사들이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굳건한 토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매번 총회마다 주제를 설정한다. 부산 총회를 위해 채택한 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는 하나의 기도이며, 이를 통해 준비과정들을 지도하고
성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기도와 성경공부 및 토론과 성찰을 통해 이 주
제를 매일 탐구할 것이다.
둘째, 총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난 총회 이후 7년 동안 WCC가 회원교회 및 협력단체들과

더불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이다.

서론

I

WCC 총회란 무엇인가?

셋째, 총회는 WC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WCC의 향후 사업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지침

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대의원들 중에서 150명의 중앙 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중앙 위원회는 차기 총회까지 WCC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지게 된다. 총회는 또한 WCC
의 회장단을 선출한다.
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How does an assembly work?)
총회가 대규모인데다가, 이 세 가지 기능 모두에 적절히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시간이 한
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되, 업무가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구성하였다.
총회는 매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공동기도로 모인다. 아침 기도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성경공부에 참여하여 그날을 위해 선택된 성서본문을 그들이 속한 교회의 현장과 매일의
경험에 비추어 묵상한다.
주제회의들은 교회가 오늘날 마주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발제한다. 여기에는 교
회의 일치와 선교, 정의와 평화의 추구, 세계 교회,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급변하는 정
세 등이 포함된다.
대의원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좌담에 참가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다루어지는 21개의 특정 주제들은 급변하는 정치, 사회, 경제 및, 종교와 에큐메니
칼 환경들에 관련된 것이다. 이 상황들 속에서 교회들과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해 행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총회 위원회들은 WCC의 향후 방향성과 지도력에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
할 것이다. 대의원들은 총회의 종료를 앞두고, 의결회의에서 위원회들이 제출한 건의안들
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마당”은 총회기간 동안 열리는 워크숍, 전시회,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일종의 뜰과 같
은 것으로,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의 나눔을 통하여 총회를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총회는 개최지 교회들의 삶과 증언에 동참하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06

I

07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11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약 800명의 참
가자들이 토요일에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에 초점을 두
고 지역교회들을 방문할 것이다. 토요일에 부산에 머무는 참가자들은 지역교회들과 선교
단체들 및 지역 공동체 사업들과 문화적 명소들을 둘러보는 다양한 순서들을 가질 것이다.
주일에, 서울과 부산에 머물고 있는 참가자들은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회중들과 예배를 드
리고 교제를 나눌 것이다.
아울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마당”프로그램을 통하여 총회에 참여할 것이며, 한국 교
회의 복음적 증언과 문화적 나눔을 위한 풍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총회 참가자들의 구분(Categories of participation)
참가자들 각자는 총회에서 특정한 역할이 있다. WCC 규칙 IV조는 이들의 역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성명, 소속 교회, 출신 국가, 역할 내지 참가구분
을 표시한 배지를 착용한다. 다음은 참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략하게 해설한다.

.

총대(Delegates: 최대 825명): WCC 회원 교회들을 대표한다. 이중 85퍼센트는 회원

교회가 직접 지명하고; 총회구성의 다양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15%까지는 중앙 위원회
의 요청에 따라 회원 교회가 지명한다(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CC 규칙 IV조에
규정되어 있음). 회원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만이 총회의 의사 결정에 참가할 자격
을 갖고 있다.

.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단 및 WCC 회장단(the moderater and vice-moderaters of

the central committee and WCC presidents):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선출된 이
들 의장과 부의장들 및 회장들은 발언권을 갖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이들이 대의원으로
지명되었을 경우 의사 결정에도 참가한다).

.

퇴임하는 중앙위원회 위원들: 2006년부터 2013년을 임기로 선출된 이들은 소속교회의

대의원이거나 발언권을 가진 참가자의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한다.
총회에서 발언권을 보유한 기타 참가자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WCC 총회란 무엇인가?

.

회원 교회들은 중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총대단 자문위원(Adviser to the delegation)

1인을 지명한다. 그는 교회의 현장 내에서 에큐메니칼 업무들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며, 총
회기간 동안 대표단과 동행한다.

.

파견대표들(Delegated Representatives)은 WCC와 협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교 세

계 연합, 대륙별 국가별 에큐메니칼 단체들,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 및 특수 사역단체들
을 대표한다.

.

파견참관인들(Delegated Observers)은 WCC의 회원 교회는 아니지만, WCC와 협력

관계에 있는 교회들 - 이에 속하는 최대 단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이며 그밖에 여러 오순절
교회들이 있다 -이 공식적으로 지명한다.

.

중앙위원회는 총회의 심의과정에 특별한 공헌을 할 이들 또는 WCC의 활동에 참가해

온 이들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들(Advisers)을 위촉하였다.
총회에 참가자로 등록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그러나 의장의 특별 요청이 없는 한, 의
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발언할 권리가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참관인들(Observers)은 본 협회의 회원이 아니거나 공식 참관인 내지 공식 대표를 보

내지 않은 에큐메니칼 조직이나 교회들에서 온 이들이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이들 중에는 본 총회에 출석한 회원 교회의 수장이긴 하지만, 소속 교
회의 대의원이 아닌 이들도 있다.

.
.

방문객(Guests):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이들.
총회 참가자들(Assembly Participants): 세계 여러 지역과 특히 아시아에서 부산으로

와서 총회의 생활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들. 이들은 개인이거나, 회중이거나, 학생단
체들이거나 에큐메니칼 활동가들로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단순 참가자들이지만, 다른 이
들은 워크숍이나 문화 축전 및 기타 활동을 제공한다. 한국인들이 총회에 대거 참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어떤 이들은 전체 총회 기간 동안 체류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하
루나 이틀 정도 머물 것이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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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I 참가자들(GETI Participants):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the Global Ecumeni-

cal Theological Institute)은 오늘날의 교회를 주제로 연구하고 성찰하기 위해 세계 곳
곳에서 180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을 초청한다. 기타 학생들은 한국 에큐메니칼 신학원
(the Korean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을 통해 KETI 참가자의 자격으로 참
여한다.

.

봉사자들(Stewards): 세계 여러 곳에서 온 18세~30세 연령에 속한 약 150명의 청년

들. 이들은 총회의 운영을 돕는 것과 동시에 에큐메니칼 형성을 체험하고, 청년층의 발언
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
.
.
.
.

WCC 직원들(WCC Staff): WCC가 고용한 약 100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총회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행정, 재정, 업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봉사할 것이다.
촉탁 직원들(Co-opted Staff): 총회 운영 기간 중에 WCC 직원들을 돕기 위해 위촉

된 이들.
한국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수년전부터 총회를 준비해 온 이들은 본 총회

에서도 다양한 사역을 통해 조력한다.
공인된 언론사 직원들: 300명 이상이 본 총회를 보도하기 위하여 참관할 것이다. 이중에

는 작가와, 라디오 및 TV 기자, 사진작가와 엔지니어들이 포함된다.
용역 기사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업무처리와 기술 제공을 위해 총회와 협력계약을 체결

한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

WCC 총회란 무엇인가?

3. 총회 주제(The assembly theme)
총회 프로그램은 참가자들 간의 나눔-교제의 경험을 심화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
해 기획된 각종 행사들을 풍성히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조는“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에 따른 것이지만, 모
든 창조계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증인으로서, 총회가 이 기도에 반응하여-오늘의 세상 속
에서 더불어 교회가 되는 일에-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총회 주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들과 교회 단체들
과 제자 된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과 사역들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운
동에 공헌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숙고해야 할 여지를 제공한다. 총회가 해야 할 일
는 대부분 총회 주제가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함축성
을 탐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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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 일정
1) 총회 전체 일정표

총회 주제

I

총회 일정

2) 날짜별 일정표
10월 30일 수요일
09:00-10:15

오리엔테이션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총회 시작 기도회

예배실

12:15-14:15

점심식사

센텀시티

14:15-15:45

총회 개회식

마

15:45-16:15

휴식

당

16:15-17:45

총무 및 의장 보고

홀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방
문

18:15-19:45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출석 확인
-정책검토위원회에 회부할 사안
-공공쟁점 처리
-프로토알레그레 총회에서 부산 총회까지 보고
-총회 위원회에 대한 승인
-총회 지도부에 대한 승인

20:00-20:30

저녁 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08:30-09:00

아침 기도회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마

10:45-12:15

주제별 전체 회의

당

오디토리움

점심식사
떼제 기도회(12:30-13:00)
위원회 회의

홀

12:15-14:00

센텀시티
예배실

14:15-15:45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인선위원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비즈니스 홀

오디토리움

비즈니스 홀

비즈니스 홀

10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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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문

비즈니스 홀

15:45-16:15

휴식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대륙별 회의

20:00-20:30

저녁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08:30-09:00

아침 기도회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아시아 지역 전체회의

마
당
홀
방
문

11월 1일 금요일

12:15-14:00

14:15-15:45

오디토리움

점심

마

위원회 회의

당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인선위원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일치성명서위원회

홀
방

비즈니스 홀

문

15:45-16:15

휴식(커피와 차)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교파별 회의

20:00-20:30

저녁 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11월 2일 토요일 (부산)
08:30-09:00

아침기도회

09:00-09:15

부산: 벡스코에서 방문장소로 출발
서울: 호텔에서 출발(07:30분)

벡스코 버스정류장

총회 일정

09:15-10:15

각 위원회별 회의

10:15-10:45

휴식

10:45-12:15

각 위원회별 회의

12:15-14:15

점심 식사

14:15-15:45

각 위원회별 회의

15:45-16:15

휴식

16:15-17:45

각 위원회별 회의

17:45-18:15

휴식

18:15-19:45

각 위원회별 회의

20:00-20:3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11월 3일 주일 (부산)
09:00-14:00

한국교회와 함께 예배
이어서 친교 및 점심 식사 또는 휴식

14:15-16:45

각 위원회별 회의

17:00-18:30

한국 문화의 밤

오디토리움

18:30-19: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08:30-09:00

아침 기도회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선교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11월 4일 월요일

12:15-14:00

14

점심
위원회 회의

14:15-15:45

마당 워크숍

15:45-16:15

휴식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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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당
홀
방
문

오디토리움
센텀시티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선거

20:00-20:30

저녁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마
당
홀
방
문

비즈니스 홀

11월 5일 화요일
08:30-09:00

아침 기도회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일치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예배실

오디토리움

점심 식사

마

위원회 회의

당

14:15-15:45

마당 워크숍

홀

15:45-16:15

휴식

방

16:15-17:45

에큐메니칼 좌담

문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총회 업무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20:00-20:30

저녁 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08:30-09:00

아침 기도회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정의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12:15-14:00

센텀시티

11월 6일 수요일
마
당
홀
방
문

오디토리움

총회 일정

12:15-14:00

점심 식사
위원회 회의
마

14:15-15:45

마당 워크숍

15:45-16:15

휴식(커피와 차)

16:15-17:45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위원회 보고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총회업무 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위원회 보고

비즈니스 홀

20:00-20:30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08:30-09:00

아침 기도회

예배실

09:15-10:15

성경공부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평화 주제에 관한 전체회의

당
홀
방

비즈니스 홀

문

11월 7일 목요일

점심 식사

마

위원회 회의

당

14:15-15:45

마당 워크숍

홀

15:45-16:15

휴식

방

16:15-17:45

총회 업무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위원회 보고

문

17:45-18:15

휴식(커피와 차)

18:15-19:45

교과별 회의

20:00-20:30

저녁 기도회

예배실

20:30-21:00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12:15-14:00

16

오디토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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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시티

비즈니스 홀

11월 8일 금요일
08:30-09:00

아침 기도회

09:15-10:15

총회 업무처리를 위한 전체 회의
-위원회 보고

10:15-10:45

휴식(커피와 차)

10:45-12:15

폐회

12:15-14:00

점심식사

센텀시티

14:15-15:45

파송 기도회

예배실

15:45-16:15

숙소로 출발

벡스코 버스정류장

16:15-19:45

WCC 중앙위원회

비즈니스 홀

예배실
마
당
홀
방
문

비즈니스 홀

비즈니스 홀

총회 일정

5. 총회에서의 생활
1) 총회의 영적 생활(Assembly Spiritual Life)
세계교회협의회의 제10차 총회는“기도하는 총회”
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벡스코 센터에 모여서 공동기도회를 갖는다. 매일 오전행사들을 기도로 마무리 하고
이어서 점심식사를 하며 성찬 예배도 다양한 교회 전통에 따라 드린다. 총회는 부산 지역
교회의 생활과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되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회중들도 총회 웹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총회와 더불어 기도한다.
총회의 기도 생활은 총회 예배 위원회가 기획한 것으로, 예배 위원들은 2년 전부터 이것
을 준비해 왔다. 위원회는 기도 생활이 모든 교회 전통들을 반영하도록 기획하였다. 매일
의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참가자들은 총회의 주제를 통전적 시각에서 탐구하게 될 것이
다. 총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이미 받은『할렐루야! 예배자료 모음』
에는 총회를 위해 선정
한 기도문들과 찬양들이 들어 있다. 이 책자를 매일 지참하기 바란다.
모임 예배 Opening Celebration
개회 기도를 포함한 개회 예배가 벡스코 센터 내에 마련된 공동 기도 장소에서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45에 시작된다.
아침 기도회 Morning Prayer
기도회는 매일 아침 8:30에 벡스코 센터 내 기도 장소에서 시작된다. 그전에 참가자들이
모이는 동안 찬양 시간을 갖는다. 아침 기도회에서 봉독할 성경 말씀은 그 날에 해당되는
성경 공부 주제를 담고 있는 성서 본문에서 채택한다.
저녁 기도회 Evening Prayer
총회는 19:45에 저녁 기도회로 모인다. 매일 저녁 한국 교회의 주요 교파별로 돌아가며 기
도회를 인도한다. 이러한 교파별 저녁 기도회는 여러 교회들이 지켜오고 있는 다양한 저녁
기도 예식(만도예식: vesper services)의 전통에 따라 드려진다.
한국인 방문자들과 함께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총회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벡스코 센터에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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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전통 방식의 간증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회 소식지를 통해 제공된다.
성경 공부 Bible Study
참가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교회도 풍부한 다양성을 대변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성경
공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총회 주제를 성서 본문에 비추어 탐구하도록 하는 한편, 참가자
들 자신의 삶과 믿음을 통해 겪은 체험을 나누도록 한다. 아침 기도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9:15-10:15까지 소그룹 내지는 대집단으로 모여서 성경공부에 참여한다.
에큐메니칼적인 다양성의 한 가운데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초청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
해, 성서의 증언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
는 성서본문과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의 표징을 함께 식별하기 위
한 시간이다. 성경 공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총회 기간 동안 행하고 들은 모든 것
을 통합시키고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투신의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격려해준다.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에 관한 성경 공부』가 이미 출판되어, 총회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회중들도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공동의 묵상
을 위해 선택된 성서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성경공부를 진행할 것이다.
각 그룹마다 진행자를 한 명씩 두게 될 것인데, 진행자의 역할은 그룹 내의 모든 사람이 발
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성경공부 그룹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성경공부는 차
라리 나눔의 장소이자 총회에 지각을 갖고 참석하도록 하는 원천인 셈이다.
보냄 예배 Closing Celebration
총회는 11월 8일 오후 14:15에 벡스코 센터 내 공동 기도 장소에 모여서 파송 기도회를 드
림으로 폐회된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파송될 것이다.
공지사항 General Remarks
총회 예배 기획 위원회와 간사들은 총회 예배 사무소를 통해 공동예배에 관한 사항들을 조
정한다. 지정된 예배 시간들은 총회의 의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배정할 것이다.

총회에서의 생활

2) 총회장소(벡스코)에서의 생활
총회 운영팀 Assembly Team
500명 이상의 총회 직원, 진행요원, 위촉직원, 통역자, 한국준비위원회 직원, 자원봉사자
들이 함께 힘을 합쳐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 총회 운영팀은 모든 참가자
들이 총회에 잘 참가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지원한다.
안내데스크 Information Desk
안내데스크는 행사장 입구 좌측에 있는 마당 홀에 마련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의 질문에 최
선을 다해 대답해주려고 노력하겠지만 모두 대답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 간이 안내데스크
는 오디토리움(거리 쪽)의 주 출입구에 있다.
등록 Registration
한국참가자들은 벡스코 1층에 있는 등록 데스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름표 Name Badge
각 참가자에게는 신분확인과 보안을 위해 이름표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벡스코에 있을
때 항상 이름표를 착용하기 바란다.
총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름표는 색깔로 구분된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책임
이 있는 회원교회 대의원들은 푸른색, 회의 주재자의 승인을 받아 발언할 수 있는 공식적
인 참가자들은 녹색이며, 그 외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표는 색깔이 없다.
사전등록 및
결제 완료
참가자
성명 확인

사전등록
여부 확인

명찰/카드
수령

등록비결제
여부 확인

사전등록 및
결제 미완료

참석일에 따라
등록비 결제

<한국참가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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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카드
수령

행사장
입장

벡스코 BEXCO
총회는 부산에 있는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모든 총회 행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벡스코
는 크게 오디토리움, 컨벤션 홀, 전시회장으로 구성된다.

예배
마당
총회
개막식, 주제회의, 폐막식
성경 공부, 에큐메니칼 대회 등
사무실

행사장 안내
전시장
1 1홀(H1): 예배
2 2홀(H2): 마당

예배

마당

회무

3 3홀(H3): 회무

총회에서의 생활

4 오디토리움
개막식
주제벌 전체회의:
아시아, 선교, 일치, 평화

폐회식

5 컨벤션홀 (1, 2, 3층)
성경공부
에큐메니칼 대회
교단별 모임
마당 프로그램

6 회의장 (2, 3층)
WCC 본부 사무실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
커뮤니케이션 오피스
자원봉사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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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홀 Convention Hall
컨벤션 홀은 오디토리움과 전시회장 사이에 있다. 컨벤션 홀에서는 총회 사전 행사, 성경
공부, 에큐메니컬 좌담, 대륙별 회의, 교파별 회의, 마당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대연회실
은 3층에 있으며 APEC 홀은 2층에 있다.
예배실 Worship Hall
예배실은 벡스코 전시회장 안에 있다. 총회 시작 기도회,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떼제
기도회(10월 30일),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저녁 기도회(11월 6일), 보냄 기도회 등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좌석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마당 홀 Madang Hall
마당 홀에서는 100개 이상의 한국 전시 및 국제 전시, 만남의 장소, 특별 공연 무대가 제
공된다. 마당 홀에는 총회 서점, 안내데스크, 한국준비위원회 데스크, 관광과 서비스를 위
한 리 컨벤션(Lee Convention)이 있다. 마당 홀은 10월 30일부터 시작하여 매일 09:15
분에서 19:30분까지 개방되며,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
비즈니스 홀 Business Hall
비즈니스 홀은 총회의 실무위원회(Business Committee) 회의와 선거가 이루어지고 여
러 위원회가 보고를 하는 장소이다. 비즈니스 홀은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된다. 대의원과
다른 공식 참가자들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대의원, 대표단 자문위원, 중앙위원회의 퇴
임위원을 포함한 회원교회 대표단들은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 파송 대표자, 파송 참관인
과 파송 자문위원들도 테이블에 앉는다. 참관인, 방문자, 승인받은 매체와 총회 참가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
통역 장비 Interpretation Equipment
오디토리움, 대연회실, 비즈니스 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서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이 각 행사장에 들어올 때마다 마련된 헤드셋을 갖고 들어오기 바란
다. 참가자가 각 행사장을 떠날 때 헤드셋을 놓아두기 바란다. 헤드셋을 갖고 가지 말기
바란다.
벡스코의 접근성 Accessibility at BEXCO
총회는 에큐메니칼 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EDAN)와 서로 협력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총
총회에서의 생활

회 개최장소는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더 나
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무대에는 이
동용 램프가 설치되어 있다. 만일 참가자가 EDAN의 회원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마당 홀
을 방문하기 바란다.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 마당 홀에 있는 안내데스크를 찾기 바란다.
재활용과 환경 보호 Recycling and care for the environment
한국 전체와 벡스코는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벡스코에 비치된 모든 쓰레기
통에 버려진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 분리수거 된다. 오디토리움, 예배실, 마당
홀, 비즈니스 홀과 같은 벡스코의 대부분의 장소에는 종이 재활용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벡스코를 오가는 교통편 Transportation to and from BEXCO
총회 개최지에서 인근의 센텀 시티, 마린 시티, 해운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참가자
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운행시간표에 따라 셔틀버스를 타고 벡스코를 오갈 수 있다. 운
행시간표는 호텔에 공지된다.
부산 총회를 지원하는 컨퍼런스 서비스 전문업체인 리 컨벤션(Lee Convention)은 매일의
교통편을 관리한다. 각 호텔에는 색깔과 문자로 표시된 버스 노선이 제공된다. 참가자는
자신의“노선”
을 재빨리 숙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가 낮에 호텔로 돌아갈 필요가 있
을 경우 셔틀 서비스가 제공된다.
식사 -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Meals - Breakfast, Lunch and Dinner
모든 참가자는 자신의 식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벡스코나 호텔 인근의 일반 레스토랑
에서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를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센텀 시티, 마린 시티, 해운
대 등 세 곳에서 머물 예정이다.
만일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여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알레르기
카드를 발급받기 바란다.
자신이 묵는 호텔이나 주변의 커피숍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객실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로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호텔 아침 식사는 보통 뷔페 형식으로 제
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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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가 당일 사용 중인 벡스코 공간 밖에서 매일 아침과 오후에 커피와 차를 제공한
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 컵은 제공되지 않는다. 각자의 보온병을 사용하기 바
란다.
정수기는 벡스코 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냉수와 온수를 제공한다.
점심식사는 벡스코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 길 건너편 백화점, 몇 블록 떨어진 센텀 시티에
있는 많은 레스토랑에서 할 수 있다. 2시간의 점심시간 동안 총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인
근 지역을 살펴볼 수 있다.
백화점 지하에는 푸드 코트가 있고 위층에는 레스토랑이 있다. 벡스코 오디토리움과 백
화점 맨 위층에는 야외 정원이 있다. 2층과 3층에는 레스토랑이 많이 있으니 음식을 찾아
보기 바란다.
저녁 식사는 호텔 인근 지역의 많은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다. 호텔 내 총회 안내데스크
에서 추천 레스토랑과 그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별한 저녁 식사나 행사를 예약하고 싶을 경우 마당 홀에 있는 안내데스크나 리 컨벤션
에 문의하기 바란다.

의료지원 Medical Assistance
만일 호텔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즉시 프런트에 연락하기 바란다. 참가자가 벡스코
총회에서의 생활

에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벡스코 바깥에 있는 일신병원 이동 의료팀을 방문하기 바란
다. 의료팀의 의사와 간호사가 도와줄 것이다. 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동의료팀
이 근처 병원으로 이동시켜 줄 것이다.
이동의료팀은 부산의 일신병원에서 후원한다. 일신병원은 1952년 호주 선교사들이 설립
했다. 일신병원은 종합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독교 병원이다. 한국에서 산
부인과, 신생아 치료, 조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병원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www.ilsin.or.kr을 방문하기 바란다.
약국 Pharmacy
호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기 바란다. (벡스코 오디토리움
길 건너편에 있는) 홈플러스 1층에 약국이 있다.
안전 Safety
부산은 안전한 도시이며 지역 경찰이 총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특별히 돌볼 것이다.
특히 벡스코 주변에서 거리를 건널 때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벡스코에서 길
건너편 백화점으로 갈 때 지하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인터넷 Internet
호텔, 커피숍, 레스토랑, 벡스코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호텔
은 객실이나 로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거하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를 운영하기도 한다. 벡스코의 마당 홀이 와이파이 신호세기가 가장 강하다.
메시지 Messages
자신의 호텔 숙소에 머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을 경우 호텔 프런트에 메시지
를 남기면 된다. 자신의 호텔에 머물지 않는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면 마당 홀
의 안내데스크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는 전달되
지 않는다. 안내데스크에는 메시지 게시판이 설치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이 게시판에 있
으면 당신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다.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이 없으면 당신에
전달될 메시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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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Photocopying
벡스코 마당 홀 인근에 사진촬영 숍이 있다. 사진촬영이나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상점이나 투숙한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기 바란다.
우체국 Post Office
투숙한 호텔 프런트에서 편지와 엽서를 보낼 수 있다. 홈플러스 인근 센텀 큐 빌딩 1층에
는 센텀시티 우체국이 있다.
쇼핑 Shopping
벡스코 길 건너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비롯한 세 개의 백화점이 있다. 해운대
에도 쇼핑센터가 있다.
관광 Tourism
리 컨벤션은 낮 관광과 다른 옵션의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 더 알기 원한다면 마당 홀에
있는 리 컨벤션 데스크에 방문하기 바란다.
WCC 서점과 카페 WCC Bookstore and Cafe
WCC 서점은 마당 홀 바로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 서점에는 서점뿐만 아니라 카페, 토론
장도 제공한다. 이 서점은 대한기독교서회와 제휴하여 매우 다양한 WCC 출판물, 자료문
서, 다른 출판사의 서적을 판매한다. 책을 구입하지 않고 살펴보려는 사람들도 환영한다.
이 서점은 티셔츠, 펜, 머그잔 등 총회 기념물도 판매한다. 비용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책 관련 행사와 책 사인회에 관한 공지내용을 살펴보기 바란다.
WCC 전시회 WCC Exhibition
WCC 전시회는 마당 홀 입구 근처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는 일치, 선교, 공적 증언, 봉
사, 에큐메니칼 교육과 협력을 통한 WCC의 활동을 소개한다. 전시회장에는 특별히 2006
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의 WCC 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WCC 총회 커뮤니케이션 WCC Assembly Communications
WCC와 한국준비위원회(KHC) 커뮤니케이션 팀은 총회에 관한 내용을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 스페인어, 한국어와 영상으로 매일 전달한다. 소식지, 인터뷰, 특집 기사와 사진이
전 세계에 배포되면 총회 웹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된다. 주제별 전체회의에 관한 실황 웹
총회에서의 생활

캐스트와 총회 생활 모습을 담은 짧은 비디오영상을 매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총회 문서
는 전체회의 발표시간에 웹 사이트를 통해 배포된다. 영어, 한국어, 기타 다른 언어로 제작
된 총회 신문이 매일 아침에 배포된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면 총회 웹 사이트 http://www.wcc2013.kr 이나 http://wcc2013.info/en 을 방문하여
총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기 바란다.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 WCC and KHC Offices
WCC와 한국준비위원회 사무실은 2층과 3층 회의실 내 전시회장 안에 있다.
언론과 미디어 Press and Media
인쇄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전문가를 비롯하여 300명 이상의 국내외 언론인과 수십 명의
국가별 통신원이 총회에 공식 승인을 받았다. WCC는 또한 자체 언론팀을 운영한다. 이러
한 모든 언론인들은 총회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
너들이다. 언론인들이 인터뷰, 코멘트, 사진촬영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주기 바란
다. 참가자의 메시지를 세계 곳곳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당 홀에 있는 WCC의 프레스센터는 참가자가 미디어의 요구를 대응
할 때 언제든지 지원한다. WCC 프레스센터 직원들이 매일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
견과 브리핑, 총회의 라이브 스트리밍, 일일 신문, 비디오를 준비할 것이다.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WCC 프레스센터 담당 직원에게 즉시 연락하기 바란다.
목회상담과 연대 지원 Pastoral care and Solidarity support
국제 참가자 그룹들은 총회에서 목회 상담자로서 봉사하기로 동의했다. 만일 어떤 이유에
서든지 이들 중 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 경우, 오디토리움 주 출입구 근처 5번 사무실
에서 목회상담 팀을 찾으면 된다.
총회 프로그램 북에는“기독교적 연대가 깨어질 때”
라는 정책 문서가 실려 있다. 이 문서
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해 설명
하고, 아울러 WCC 행사에서“성희롱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만일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경우 오디토리움 주 출입구 근처에 있는 5번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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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벡스코에서 제공되는 활동과 서비스
활동과 서비스

위치

은행

벡스코 지하

성경공부그룹 모임 장소

33 페이지를 보라

중앙위원회 회의

비즈니스 홀

커피와 차

회의실 밖 복도

위원회 회의 장소

34 페이지를 보라

교파별 회의 장소

35 페이지를 보라

합의제 절차 안내 테이블

비즈니스 홀

에큐메니칼 좌담

34 페이지를 보라

비상전화 연락처
- 경찰

112

- 화재

119

- 총회 비상 연락처

+82 51 711 0042

의료 서비스

벡스코 밖 이동진료팀

간호실

오디토리움 - 6번 사무실

목회상담팀

오디토리움 - 5번 사무실

사진촬영(유료서비스)

마당 홀 밖 벡스코

전체회의(주제별)

오디토리움

전체회의(실무위원회)

비즈니스 홀

우체국

홈플러스 근처 센텀 큐 빌딩

기도(아침)

예배실

기도(저녁)

예배실

기도(총회 시작 및 파송)

예배실

대륙별 회의

36 페이지를 보라

벡스코 주변 레스토랑

레스토랑 가이드를 보라

셔틀버스 탑승

벡스코 버스 정류장

택시

가로변

WCC 사무실

36 페이지를 보라

워크숍

총회에서의 생활

마당 홀
마당 전시회와 만남의 공간(A to Z)
에이시트 얼라이언스 (ACT Alliance)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 (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한국 필리핀 이주노동자 기구 연합 (Alliance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sations in Korea)
한국 영국성공회 - 미술 전시회 (Anglican Church in Korea - art exhibit)
기후정의를 위한 예술 - 미술전시회 (Art for Climate Justice - art exhibit)
재활용 미술 - 미술 전시회 (Art Recycled - art exhibit)
교파 연합회 (Association of Interchurch Families)
코차나 아틀리에 -미술 전시회 (Atelier Kochana - art exhibit)
백석대학교 (Baekseok University)
부산총회 준비위원회 (Busan Host Committee)
부산 관광관 (Busan Tourism Pavilion)
자카르타신학교 성역할 및 성 문제 신학연구 및 사역센터 (Centre for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in Theology and Ministry of Jakarta Theological Seminary)

에큐메니코스 연구소 (Centro de Estudios Ecumenicos, A.C.)
어린이를 위한 공간 - 만남의 장소 (Children’
s space - encounter space)
중국기독교 협의회 (China Christian Council)
비폭력을 위한 교회네트워크 (Churches’Network for Non-violence)
재난에 대응하는 교회: 일본,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 (Churches Responding to Disasters: Ja
pan and Aotearoa New Zealand)

사이프러스 교회 (Church of Cyprus)
아시아기독교협의회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기독교 피스메이커 팀 (Christian Peacemaker Teams)
명동교회 - 조각상 전시 (Dong Myeun Church - sculpture exhibit)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 만남의 공간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 - encounter space)

에큐메니칼 운동 연합 (Ecumenical Advocacy Alliance)
에큐메니칼 장애권익단체연합회- 만남의 공간 (Ecumenical Disabilities Advocacy
Networkspace - encounter space)

에큐메니칼 의약품 연합회 (Ecumenical Pharmaceutic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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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훈련센터 (Ecumenical Training Centr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에큐메니컬 물 네트워크 - 푸른 정자와 오아시스 (Ecumenical Water Network - The Blue
Pavilion and Oasis)

에큐메니칼 여성 그룹 (Ecumenical Women’
s Group)
LGBT 기독교 단체 유럽 포럼 (European Forum of LGBT Christian Groups)
독일복음주의 선교회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 (EMW))
글로벌 기독교 포럼 (Global Christian Forum)
아동을 위한 글로벌 종교 네트워크 (Gobal Network of Religions for Children)
Globethics.net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 설치 미술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 art installation)

국제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필사한 성경 (Handwritten Scripture)
원주민 공간 - 만남의 공간 (Indigenous Peoples space -encounter space)
종교간 만남을 위한 공간 (Inn-SPIRE (Space for inter-religious encounter))
국제여성목회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Ministers)
종교자유 국제연구소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1923년 관동 대지진 한일협회 (1923 Kanto Korea-Japan Citizens’Association in Japan and
Korea)

한국여성신학자협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Kore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by Japan for Military
Sexual Slavery)

한국관광공사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한국기독교연합회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Organisation)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크리스천 네트워크 (Korean Christian Network for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한국교회 환경운동 연합 (Korea Church Environment Movement Solidarity)
한국종교인평화회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세계루터교회연합 및 비텐베르크센터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LWF Center
Wittenberg)

마당홀 1, 2번 회의실 (Madang Meeting Rooms 1 & 2)

총회에서의 생활

신체장애 - 덴마크교회지원기구 - 사진 전시 (Maimed -DanChurchAid - photo exhibit)
오이쿠오메네 GPS (Oikoumene GPS -M - dia s- pro)
지뢰 탐색 카펫 (Mine Detection Carpet - DanChurchAid)
팔레스타인지역 기독교기구연합 (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
한국장로교여전도회 (National Organis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Women)
한국 정교회 대교구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태평양지역 교회협의회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정의와 평화를 그려라! - 벽화 (Painting Justice and Peace! - art mural)
평화훈련위원회 (Peace Train Committee)
공연무대 - 드라마, 음악, 문화공연 (Performance stage - drama, music and cultural
performances)

대만장로교회 청년사역위원회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Youth Ministry Committee)
한국장로교회 평화공동체운동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Peace
Community Movement)

프레스센터 - 미디어 및 기자회견 (Press centre - media and press conferences)
라디오 방송국 (Radio station)
스위스베른 - 쥐라 - 졸로투런 지역 개혁교회 (ReformedChurch Bern - Jura - Solothurn/
Switzerland)

등록 - 안네데스크(분실물 신고, 객실 예약, 비행기 확인) (Registration - information desk
(including lost and found, room reservations, flight confirmation))

정의와 인간존엄을 위한 달리트와 함께하는 연대 (Solidarity with Dalits for Justice and Dignity)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 한걸음씩!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Step by step! labyrinth)

텔레비전 스튜디오 (TV Studio)
성 정의를 위한 우물가 - 만남의 공간 (UMULGA -She - Space for gender justice encounter space)

유엔난민기구 - 사진 전시 (UNHCR The UN Refugee - Agency - photo exhibit)
도시산업선교 - 한국 (Urban Industrial Mission-COREA)
WCC 전시, 서점, 카페 (기념품과 총회 신문 포함) (WCC Exhibit, Bookstore and Cafe
(including souvenirs, assembly newspaper))

한국여성이주민인권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re of
Korea / Asan Migrant Workers Centre)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의회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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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십자가(색동감리교회) (World Crosses (Saekdong Methodist Church))
세계기독학생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세계YWCA (World YWCA)
청년: 정의와 평화 텐트-만남의 공간 (Youth: Justice and Peace tent - encounter space)
소망교도소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에디오피아 명성기독교메디컬센타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군선교회
그 이외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총회 사전 행사
위치

장소

WCC 실행위원회 회의

컨벤션 홀

104-105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 행사

컨벤션 홀

대연회실

청년 행사

컨벤션 홀

205

원주민 회의

컨벤션 홀

106-107

에큐메니칼 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EDAN) 행사

컨벤션 홀

101-102

위치

장소

영어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101

영어성경공부 그룹 02

컨벤션 홀

102

영어성경공부 그룹 03

컨벤션 홀

103

영어성경공부 그룹 04

컨벤션 홀

104

영어성경공부 그룹 05

컨벤션 홀

105

영어성경공부 그룹 06

컨벤션 홀

106

영어성경공부 그룹 07

컨벤션 홀

107

영어성경공부 그룹 08

컨벤션 홀

108

영어성경공부 그룹 09

컨벤션 홀

109

영어성경공부 그룹 10

컨벤션 홀

110

총회 사전 행사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그룹

총회에서의 생활

영어성경공부 그룹 11

컨벤션 홀

206

영어성경공부 그룹 12

컨벤션 홀

207

영어성경공부 그룹 13

컨벤션 홀

208

프랑스어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1

프랑스어성경공부 그룹 02

컨벤션 홀

202

스페인어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3

독일어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4

인도네시아어 성경공부 그룹 01

컨벤션 홀

205

한국어 성경공부 그룹 전체

컨벤션 홀

대연회실

예배실

영어성경공부그룹 전체

총회 위원회
장소

위치

위원회

비즈니스 홀

실무위원회
공공쟁점처리위원회

회의실

315

인선위원회

회의실

316

메시지위원회

회의실

317

재정정책위원회

회의실

311

정책검토위원회

회의실

312

프로그램가이드라인위원회

회의실

313

총회 준비 사무실

254a

위치

장소

EC-01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다: 새로운 에큐메니칼 전망들

컨벤션 홀

205

EC-02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컨벤션 홀

102

EC-03 부흥으로 변혁되어: 성서적 근원들과 에큐메니칼 관점들

컨벤션 홀

206

EC-04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도덕적 분별

컨벤션 홀

103

EC-05 우리가 함께 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컨벤션 홀

104

예배위원회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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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06

효과적인 리더십을 개발하기: 상황적 에큐메니칼 형성과
신학교육

EC-07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선교

비즈니스 홀

*

EC-08

오늘날의 복음주의: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새로운 길들

컨벤션 홀

106

EC-09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혁적 정의

컨벤션 홀

107

EC-10

다-신앙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기

컨벤션 홀

108

EC-11

정의롭고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기

컨벤션 홀

109

EC-12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생태 정의와 평화로의 부름

컨벤션 홀

110

EC-13

생명의 경제: 빈곤의 근절을 위한 탐욕의 극복

오디토리움

**

EC-14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정의와 인권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기

컨벤션 홀

201

EC-15

정의로운 평화의 길: 함께 평화를 건설하기

컨벤션 홀

207

EC-16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들

컨벤션 홀

202

EC-17

한반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

컨벤션 홀 대연회실 ***

EC-18

“중동”: 누구의 정의, 무슨 평화?

컨벤션 홀

203

EC-19

아동 권익을 위한 교회의 지지표명

컨벤션 홀

208

EC-20

에큐메니칼 건강과 치유 목회들

컨벤션 홀

204

EC-21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급속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봉사(diakonia)와 개발

컨벤션 홀

101

105

컨벤션 홀

제공되는 언어:
*
영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스페인어
**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 영어, 독일어, 한국어

교파별 회의
위치

장소

아프리카 독립교회 (African Instituted)

컨벤션 홀

202

성공회 (Anglican)

컨벤션 홀

201

침례교회 (Baptist)

컨벤션 홀

203

형제교회 (Brethren)

컨벤션 홀

104

사도교회 (Disciples)

컨벤션 홀

204

교파

총회에서의 생활

복음교회 (Evangelical)

컨벤션 홀

102

퀘이커교회 (Friends)

컨벤션 홀

101

루터교회 (Lutheran)

컨벤션 홀

대연회실

말토마교회 (Mar Thoma)

컨벤션 홀

107

메노나이트교회 (Mennonites)

컨벤션 홀

109

감리교회 (Methodist)

비즈니스 홀

모라비안교회 (Moravian)

컨벤션 홀

103

구 가톨릭교회 (Old Catholic)

컨벤션 홀

105

정교회 (Orthodox)

컨벤션 홀

205

오순절교회 (Pentecostal)

컨벤션 홀

106

개혁교회 (Reformed)

오디토리움

로마 가톨릭교회 (Roman Catholic)

컨벤션 홀

108

위치

장소

아프리카

컨벤션 홀

대연회실

아시아

오디토리움

카리브해 지역

컨벤션 홀

대륙별 회의
대륙

201

비즈니스 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컨벤션 홀

202

중동

컨벤션 홀

203

북아메리카

컨벤션 홀

205

태평양

컨벤션 홀

204

위치

장소

총회 사무실

회의실

355

부산총회 준비위원회

마당 홀

커뮤니케이션

회의실

211-212

문서작업

회의실

213

사무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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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총회 준비사무실

258a

층별 관리

총회 준비사무실

262a

안내센터

마당 홀

정보기술

총회 준비사무실

264

한국준비위원회

회의실

217

리 컨벤션 (Lee Convention)

회의실

216

마당 사무실

총회 준비사무실

258b

회의실 관리

총회 준비사무실

252

목회 상담

오디토리움

Office 5

전체회의 준비

오디토리움

관리자 사무실

진행요원

오디토리움

탈의실

자원봉사자

회의실

218

WCC 총무 사무실

회의실

314

WCC 직원 사무실

회의실

214-215

총회 준비사무실

254a

예배 사무실

총회에서의 생활

6. 총회 프로그램
풍부하고도 다양한, 총회 프로그램에는 교제, 축하행사, 토론, 의사결정 및 기도 등을 포
함하여 몇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차 총회는 21세기의 시대적 도
전들을 언급함으로써 교회들과 교회일치 운동에 영감과 동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의 주목할 점으로는 지속적인 식별의 수행, 여러 전통에 속한 교회들이 더 광범위하
게 참가하는 것, 생명의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끄시는 방식들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총회 프로그램은“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주제에 근거하
여, 대의원들 및 기타 참가자들로 하여금 오늘의 세계에서 전 창조계를 위한 정의와 평화
의 증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됨을 통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 프로그램은 오늘의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됨에 내포
된 몇 가지 중요한 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이노니아(친교) -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교제를 통한 일치
마르튀리아(증언) - 세상 속에서 교회가 충실한 증인이 됨
디아코니아(봉사) - 하나님의 정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행동하는 믿음
에큐메니칼 훈련양성 - 믿음의 갱신과 지도력의 개발을 위한 것
교회 간의 협력 - 모든 교회들이 직면한 하나의 공통적인 시대적 상황
이 차원들은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붉은 실과도 같은 것이다. 총회의 상이한 부분들을 서로
서로 이어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적인 토대와도 연결해준다.
그 주요 차원들은 일치, 선교, 정의와 평화 등을 다루는 주제별 전체회의를 통해 가시화 된
다. 그것들은 21세기 에큐메니칼 좌담과,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및 전시회들과 아울러 총
회 위원회들의 업무를 통해서도 가시화 된다. 동일한 차원들이 교회들의 현장에서도 가시
화 되는데, 그것은 많은 교회들도 일치, 선교, 정의, 교육, 종교 간의 대화 등 유사한 주제
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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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전체 회의들(Assembly Plenary Sessions)
일반 전체회의들 Nonthematic Plenaries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제10회 총회와 관련된 회무들을 시작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체
모임이 수차례 진행된다.
개막식과 오리엔테이션 Opening plenary and Orientation
10월 30일 수요일, 개막식을 통해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총회의 개회를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개막식은 점심 식사 후, 14:15에 시작된다.
총회 참가자들에게는 수요일 오전 9:15-10:15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권
유한다. 부산에서의 생활, 총회 프로그램 및 합의를 위한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오
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될 것이다.
의장 및 총무 보고 Moderator’
s and General Secretary’
s Reports
10월 30일 개막식에 이어서, 16:00-17:30에 총회원들은 2개의 주요 보고를 듣는다. 첫
번째 보고자는 WCC 중앙 위원회 의장이자 브라질 복음 교회(루터교) 목사인 월터 알트만
박사이고, 두 번째 보고자는 세계교회협의회 총무이자 노르웨이 교회 목사인 울라프 픽세
트베이트 박사이다.
회무를 위한 전체 회의 Business Plenaries
10월 30일과 31일에 진행되는 회무처리를 위한 회기 동안, 총회를 위해 마련한 합의 절차
의 초안이 공식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대의원들에게 WCC 헌장 개정안도 제출될 것이다.
또한 대의원들에게 총회 위원회 임원 추천 명단과 신입 회원 교회 신청안 및 후보추천 과
정과 관련된 여타 안건들이 제출될 것이다.
의결을 위한 전체 회의 Decision Plenaries
총회 둘째 주간 동안, 위원회들은 전체회의의 심의를 위해 보고서와 안건들을 제출할 것이
다. 보고서들을 제출하는 순서는 총회에서 회무처리 위원회가 공지할 것이다.
주제별 전체 회의 Thematic Plenaries
일련의 주제별 회의들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쟁
점들에 대해, 이 쟁점들이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갖는 관련성과 중요성을 부각
총회 프로그램

시키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것이다. 이들 전체 회의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관심사들은
에큐메니칼 좌담과 위원회들과 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워크숍 등에서 논의될 것
이다. 다루어질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주제 회의:“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Theme plenary: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10월 31일, 목요일 10:45-12:15

주제 회의를 통해 이후에 진행되는 회의들과 에큐메니칼 좌담-둘 다 총회 주제에 근거하
고 있다-을 위한 의제들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강연자들
의 발표를 통해, 주제 회의는 현재 세계의 상황과 교회의 역할 및 WCC의 활동을“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라는 기도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
한 성찰을 제공할 것이다.
아시아 회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Asia plenary: Living together in God’
s justice and peace)

11월 1일, 금요일 10:45-12:15

본 회의는 다양한 아시아 교회의 관점에서 총회 주제에 대한 성찰을 심화할 것이다. 총회
의 주제를 위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상황은 다종교적임에 주목하여, 본 회
의는 총회 주제가 아시아의 공동체들과 교회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가 하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부정의와 폭력을 야기하고 생명을 질식시키는 상황에 맞
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적 대응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본 회의는 어떻게 연대의 정신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이바지함을 통해 생명, 정의, 평화를 배양하는 공동
의 사업들을 강화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선교: 생명을 살리는 증언으로 부름받음
(Mission: A call to life-giving witness)

11월 4일, 월요일 10:45-12:15

본 회의는 전 세계의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발전들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통
한 선교가 지닌 역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면모를 강조할 것이다. 선교와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거둔 성공적인 본보기들이 소개될 것이다. 본 회의는 향후의 선교
사역에서 에큐메니칼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로 하
여금 WCC의 새로운 선교 취지문,“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지형 속에서 선교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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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
에 기반한 공동 증언의 소명에 대해 새롭게 헌신하도록 고취할 것이다. 선교 취지문의 본
문은 자료모음에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공동체의 여정
(Unity in Christ: the journey of the fellowship)

11월 5일, 화요일 10:45-12:15

본 회의는 가시적인 일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한 여정에 중점을 두되, 그것을 세계교회
협의회의 교제 안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우리가 추구하는 일치”
에 대해 역대 WCC
총회는 어떻게 서술하여 왔는지 회고하는 가운데, 온전한 가시적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서 감지되는 희망들과 도전들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본 회의는 모든 만물(Oikoumene)을 위한 희망의 표징들을 지목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일치에 대한 추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임을 부각시킬 것이다.『교회: 공동의 비전
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라는 의견수렴 문서가 자료모
음에 들어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의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in today’
s world!)

11월 6일, 수요일 10:45-12:15

본 회의에서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협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부정의로 표출되는 것
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증언과 성
찰을 통해 부각시킬 것이다. 여기서는 빈곤, 불평등, 배제구조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창
조를 유지하기 위한 친교의 필요성을 서약을 통해 재확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
이, 사회-경제적 정의와 생태 정의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진작시키는, 정의와 평화를 위
한 순례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이다.“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에의
부름(Economy of Life, Justice and Peace for All)”
이라는 제목의 배경 보고서가 자
료 모음에 들어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God of life, lead us to build peace in today’
s world!)

11월 7일, 목요일 10:45-12:15

본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예언자적 지도력을 위한 소명을 고
총회 프로그램

취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앙에 따른 공동 행동에 기반하여 평화를 이룩하고, 영적 물적 자
원들을 동원하며, 갈등과 전쟁의 근본적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온 사례들에 대
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이쿠메네-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만물-안에서 평화를 모색하고 추구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참가들이 전세
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들에 대해 긴급히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
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본 회의는 아울러 오늘의 세
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참가자들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에 동참하도록 초대할 것이다.“정의로운 평화를 향한 세계교회의 소명(The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
이라는 문서는 자료 모음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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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큐메니칼 좌담들(Ecumenical Conversations)
에큐메니칼 좌담이란 무엇인가?
총회는 전체적으로 공동 기도, 성서 연구, 주제별 회의들, 에큐메니칼 좌담들, 실무 회의
들(Business Sessions), 워크숍들, 마당 전시회 그리고 주말 한국교회 방문을 통해 축하
와 대화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에큐메니칼 좌담들은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의 일치와 선교 그리고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이슈들(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대화에 총회 참석자들을 참여시킨다. 좌담의 결과들은 미래의 에큐메니칼 협력
의 방향을 안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1개의 에큐메니칼 좌담들이 이루어진다. 각 좌담은 고유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
적인 대화를 위해 네 개의 90분짜리 세션을 제공한다. 각 좌담의 참여자 수는 80~120명
사이이다. 참여자들은 한 좌담을 미리 선택하여, 네 개로 구성된 세션 모두 출석을 약속
하도록 요청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일일참가자는 에큐메니칼 좌담 프로그램의 참석대상
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좌담들은 합의 절차를 따라, 대화를 알리고 참여하고 홍보하기를 모색하는 방
법론들을 사용한다. 좌담들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

참여자들과 자료 제공자들로부터 주제에 관한 소개와 나눔;

●

참여자들과 자료 제공자들의 다양한 관점들의 발표;

●

참여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 그리고

●

미래의 에큐메니칼 협력을 위해 적합한 확증들과 도전들의 수확.

각 에큐메니칼 좌담은 대위원 한명이 의장을 맡고 그리고 대위원들과 공동 대표자들, 공식
참관인들, 일반 참관인들 그리고 고문들 중에서 지명된 리더십 팀의 지원을 받는다. 이 팀
은 좌담을 이끌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는다.
에큐메니칼 좌담들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 좌담들은 회원 교회 대위
원들 사이의 대화가 심화되도록 돕는다. 대위원들은 교회에 제시되어야 할 확증들과 도전
들에 합의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대위원들은 다른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자료
지원을 받으며, 다른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회중들과 지역의 경험들을 대변한
다.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임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모든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하지만, 회
총회 프로그램

원 교회 대위원들은 에큐메니칼 좌담들에서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을 맡는다.
모든 에큐메니칼 좌담들은 짧은 이야기체의 보고서(3-4쪽 분량)를 준비하도록 요청받는
데, 이 속에는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시해야할 에큐메니
칼 확증들과 도전들이 포함된다. 보고서들은 참여자들과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활용 가
능하도록 제공될 것이다. 보고서들은 심의와 적합한 행동 모색을 위해 2014년 총회 이후
첫 번째 전체 모임에서 WCC 중앙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각 좌담의 성패는 참여자들 사이의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만남에 달려있다. 때로 이는 쉽
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는 영적 분별 과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어떻게 사람들이 세
계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함께 일함으로 모두를 위해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와 교회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총회 주제-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삼
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현대적 동향들과 긴급한 도전들과 생명에 대한 위
협들을 제시하는 신앙 고백(Statement of faith)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생명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분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그 세
계를 계속해서 변혁시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는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다(요 10:10; 엡 1; 골
1; 계 22).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세계 치유와 변혁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았다(고전 3:9). 교회의 코이노니
아, 마티리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일치, 선교 그리고 봉사)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활동들
인데, 그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친교와 공통 증언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소외된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과 고통받는 피조물
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이끌려 간다(눅 4; 롬 8). 하나님의 생명의 선교
에 응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요 17:21)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 안
에서 즉 Oikoumene 안에서 생명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
의와 평화의 통치를 증언하도록(시 9:9; 19:5; 24:1; 마 24:14; 행 17:31; 히 1:6; 2:5)
부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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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일치와 선교와 봉사를 향한 현대의 도전들
주제에 비추어, 본 총회는 현대적 동향들과 사람들과 지구 행성의 생명들에게 가해지는 위
협들의 여파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돌보심과 더불어 교회들과 교회일치운
동의 역할을 분별하도록 소집되었다.
지구화(Globalization) 과정은 하라레 총회와 포르투 알레그레 총회 사이 기간, 즉 1998
부터 2006년 까지의 사이 기간을 의미심장하게 표시한다. 지구화 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
고 그리고 갖가지의 반응들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의 고유한 측면
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새로운 기회들을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권력 배치구조들,
그러면서 또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긴장들과 갈등들

●

재정적 위기가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민족들과 교회들 자신에게 미친 결과들로 인해
더욱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끈질긴 가난과 커져가는 불평등들

●

기후 변화의 파괴적인 실재

●

기독교 이민자들의 비율과 수의 증가

●

정보 기술과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충격;

●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 관계들의 시급한 도전들

●

특별히 남반구에서 오순절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들과 독립 교회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교회적 에큐메니칼적 전망들, 그리고

●

변화하는 사회적 패턴들과 교회의 다양한 반응들

그러한 급속한 변화의 결과들은 무엇이고, 이 도전들은 하나가 되어 세계가 믿도록 하라는
부름-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함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 이 도전들이 신앙; 선교와 복음전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증언; 신학 교육에 대한 헌
신; 그리고 종교간 대화와 협력 안에서 교회 일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총회 프로그램, 특별히 에큐메니칼 좌담들은 대화와 성찰 그리고 이 물음들에 대한 응답들
을 촉진하도록 구성되었다. 에큐메니칼 좌담으로 포괄되는 주제들은 넘쳐나도록 많은 연
관 이슈들을 제기하는데, 이는 교회, 공동 기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여성과 남성의 공동
체, 신학 교육, 종교간 협력, 인권과 안보,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 정의, 평화-구축, 건강과
치유, 봉사(Diakonia)와 개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포함한다.

총회 프로그램

에큐메니칼 좌담 프로그램 소개
EC-01.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다: 새로운 에큐메니칼 전망들
본 에큐메니칼 좌담의 목적은 현대적 상황과 그 도전들을 평가하고; 그의 신학적 관계적
제도적 측면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서로를 풍성케하는 동역자 정신 속에서 교회일치운동을
위한 잠재력을 더욱 더 탐색해 나가기 위한 절차들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EC-02. 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WCC/신앙과 직제 통합 발표문『교회: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에 집
중될 것이다. 이는 참가자들을 그 문서가 대변하는 에큐메니칼 진전을 분별하고, 그의 에
큐메니칼적 한계들에 관한 비판적 질문들을 제기하는데로 이끌고 들어가, 교회들이 그 문
서의 수용을 촉진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EC-03. 부흥으로 변혁되어: 성서적 근원들과 에큐메니칼 관점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현대 기독교 내에서 부흥의 개념을 성찰하기를 모색한다. 좌담은 성
서적 통찰들과 더불어 시작하여, 오늘날의 세계 도처에서 교회들의 삶속에 예증된 바처럼,
부흥에 대한 다양한 고백적이고 상황적인 경험들을 성찰한다.
EC-04.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도덕적 분별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도덕적 쟁점들과 차이에 대한 에큐메니칼적 토론의 맛보기(Entree)
로서 도덕적 분별력의 근원과 과정을 탐구한다. 인간존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정의와 평
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리로 세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교회들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할 보다 나은 길들을 교회는 어
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EC-05. 우리가 함께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묻는다: 우리는 교회들로서 그리고 교회들의 친교로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는가 그리고 어떤 신학적 그리고 교회론적 근거들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서로의 고백적 예배에 출석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가?“에큐메니칼”
기도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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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06.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교육과정들을 통해 에큐메니칼 의식의 성장과 각자의 구체적인 문
화적 상황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비전을 육성”하라는 WCC 헌장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떻게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이 교회 안에서 리더
십을 강건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교회일치운동은, 특별히 WCC는 앞으로 상황적 에
큐메니칼 형성과 교육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EC-07. 함께 생명을 향하여: 변화하는 상황들 속에서 선교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에큐메니칼 선교 사역에 추동력과 용기를 주고, 선교의 다양한 측
면들과 상황들과 현장들에서 새로운 선교적 사유를 실천하기 위한 추후 작업에 간여할 것
이다.
EC-08. 오늘날의 복음전도(Evangelism):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새로운 길들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된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주의가 복음
을 가장 잘 증언할 방법론의 문제에서 핵심 도전들을 제기하기를 원한다. 진정한 증언을
살아내라는 오늘날의 도전적 기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도를 실천할 새로운 수단의 개
발을 필연적으로 만드는데, 이는 언제나 복음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메시지의 홍보를 지향
하며, 공동선의 촉진을 위한 생명확증적 가치들에 의한 안내를 포함한다.
EC-09.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혁적 정의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탐구할 것이다:
●

교회는 어떤 방식들로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였는가?

●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살라는 교회의 비전 그래서 하나로 부름 받은 교회의
비전에 기존하는 도전들은 무엇이었는가?

●

정의와 평화를 향한 일치에로의 부르심이 여성과 남성의 정의롭고 차별 없는 공동체로
서 함께 추구되어야 함을 확실히 하려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구체적인 행동들과
신학들을 설계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

여성과 남성의 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과정이 UN의 여성지위위원회와
더불어 어떻게‘상호 습합’
(Cross-Fertilisation) 지지 과정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총회 프로그램

EC-10. 다종교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자기정체성을 탐색하기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가기를 추구할 것인데, 여기서 기독교와 다
른 종교들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정중하게 표현되고,
우아하게 경청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본 좌담은“종교적 다원성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이해”
분야에서 WCC가 지난 십년간 조직했던 자문들을 자료
로 삼아 진행될 것이다. 본 좌담은 또한 미래의 종교간 활동을 위한 도약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신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를 통합하는 도약판이 될 것이다.
EC-11. 정의롭고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주변부화된 이들과 연대하기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들이 주변화된 집단들에 응답하면서 교회가 마주치는 주요한
억압과 우유부단함을 일부 드러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는 또한 점점 부정의하고 배타적
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교회의 효과적인 현존과 증언을 위한 창조적 가능성들을 탐색할
것이다. 이 이슈들을 제기하면서 교회들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약속을 설명하는 가
운데 진정한 대안 공동체들가 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EC-12.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생태 정의와 평화로 부름받음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공동체가 기후변화와 생태적 파괴 문제
를 제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본 좌담은 이 위기의 윤리적 차원,
영적 차원 그리고 신학적 차원을 토론하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순례에
기여하는 행위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EC-13. 삶의 경제: 빈곤의 근절을 위한 탐욕의 극복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는 생명의 경
제에 초점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를 독려하고,“풍성함의 영성”
(Spirituality of
Enough)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탐욕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현재의 풍토를 변
혁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주요 초점은 탐욕 지표들의 도입과 생명의 경제가 진화하는데
결정적인‘웰-빙’
(Well-Being)의 대안적 정의들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EC-14. 인간 안보: 정의와 인권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기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지정학적 흐름들 속에서 정의와 인권과 함께
나아가는 평화라는 맥락에서 인간 안보와 관련된 적절하고도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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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할 것이다. 본 좌담은 인간 안보와 인권(Human Rights)의 상호적 관계성을 토론하
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증언을 향한 요청에 대한 신학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EC-15. 정의로운 평화의 길: 함께 평화를 건설하기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양한 차원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동
기를 자극받았고 준비되었는지를 탐문할 것이다. 본 좌담은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성서 자료와 에큐메니칼 자료와 그 외
다른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 좌담은 토론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함께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새롭게 나아갈 길을 그려줄 것이다.
EC-16. 평화와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들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종교들 간에(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경우처럼-그리스도인과 무슬
림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팽배한 상황을 종교들이(한국이나 스리랑카처럼-불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화-건설자들로서 사이좋게 일하고 있는 예들과 평행 비교시켜,
종교간 평화-건설과 자유의 촉진을 위한 창조적 가능성들과 결정적인 도전들을 명확하
게 상술할 것이다.
EC-17. 한반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들 사이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과 비정부조직과의
협력관계와 지역 에큐메니칼 조직과 지구적 에큐메니칼 조직들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구
체적인 영역들을 식별하고자 작업할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정의와 평화를 구축
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배경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 통일을 향한 비전
으로 화해를 연출할 수 있다.
EC-18. “중동”: 누구의 정의, 무슨 평화?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들을 검토할 것이다. 본 좌담은 또한 그 지역과 그 보다 광범위
한 에큐메니칼 현장에 위치한 교회들이 그 지역의 정의로운 평화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함
께 와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함께 증언할 수 있는 길들을 탐구할 것이다.
EC-19. 아동 권익을 위한 교회의 연대활동
본 에큐메니칼 좌담의 기본적 목적은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에
총회 프로그램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본 좌담은 참여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의 권익보호를 신장
할 실행계획서의 수립과 그들을 대신하는 예언자적 증언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주체로서
어린이들 자신의 참여를 일깨우고 지지하기 위한 권고사항들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EC-20. 에큐메니칼 협력속의 건강과 치유 목회
본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와 기독교인 의료인들, 에큐메니칼 의료 네트워크, 세계보건기
구나 UNAIDS와 같은 세속적 국제기구들 그리고 중앙정부들이 존엄성과 정의와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본 좌
담은 삶과 교회가 서로 건강과 치유 목회들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동역관계
를 창출하고 그리고/또는 강화할 방법들을 확인할 것이다.
EC-21.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급속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봉사와 개발
본 좌담은 이 변화하고 있는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깊은 분석을 요청하는데, 이 좌담에 교
회일치운동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증언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시간들은 어떻게
이 변화 요인들이 교회와 전문 기구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론적
이고 실천적인 성찰을 위한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그 위험들과 기회들과 새로운 협동 패
턴에 초점이 놓이게 될 것이다. 기초 문서는“21세기의 디아코니아(봉사)에 대한 신학적
전망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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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혜의 마당 프로그램(Madang Programme)
은혜의 마당 프로그램
마당(Madang)은 전통 한국의 가옥구조에서 안뜰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마당은 만남과
나눔, 축하와 친교를 위한 공간이면서 방문자를 환영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는 공간이다.
한국 교회는 총회가 주최자의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총회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
기 위한 개념으로서 마당을 제안했다. 1998년 하라레 총회와 2006년 총회에서는 다양한
그룹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워크숍, 전시회, 부대 행사를 위한 제한적인 공
유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 파다레(Padare)와 무티라오(Mutirao)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마당은 만남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 전체 총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최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제
공한다. 회의 발표들과 토론 공간들, 워크숍, 각종 위원회 등을 좀 더 계획적으로 연결함
으로써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총회 자체가‘마
당’
의 정신으로 열리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마당 프로그램은 또한 워크숍, 전시회, 특별
행사, 공연, 연극, 시각 예술, 토론 공간, 문화행사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각자의 은사와 경
험을 활발하게 서로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당 프로그램 구성요소들
워크숍
워크숍들은 90분간 진행되는 일회적인 행사로서 총회 참가자들(30~60명 정도)이 함께 나
와 토론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워크숍은:
●

에큐메니칼 가족에게 공통의 관심 쟁점과/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토론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적 배움의 분위기속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할
수 있다.

●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공유하여 모범적인 실천을 향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개발한다.

●

주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

미래 작업과 기획에 관련한 지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총회 프로그램

워크숍은 11월 4일 오후 시간부터 시작하여 4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전시회는 총회 참가자들과 일반인들이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제공한 다양
한 작품들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4일간의 총회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 동
안 운영된다)이다. 80개의 전시회는 정적인 발표나 전시회(예를 들어 포토 에세이나 예술
전시회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행위 예술이나 공연도 제공된다. 전시회는 마당 홀
에서 이루어진다.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세계교회협의회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과 일반대중들을 위한 행사
이다. 부대행사는 문화 공연(연극, 춤), 콘서트, 시각 예술 등과 같은 음악 마당과, 중요한
에큐메니컬 운동가나 저자들과의 연속적인 대화와 같은 토론마당, 그리고 청년 공간 등으
로 구성된다. 춤과 연극 등의 공연은 마당 홀 행사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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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워크숍과 부대행사 설명 및 개최 장소 안내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시간: 14:15-15:45

세계 오순절교회운동의 다양한 모습 (WS101)
주최 I 국제오순절성결교회
장소 I 1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세계 오순절교회 운동에 관련된 대중매체의 헤드라인은 사람들로부터 자

주 오해를 받는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 곳곳의 오순절교회 신자들이“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라는 기도를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중국, 가나, 칠레 지역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당장 기후변화를 중지하라! 사람들의 환경과 생활을 구하라! (WS111)
주최 I 3개 대륙의 교회연합단체인 연합복음선교회(United Evangelical Mission)
장소 I 1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2008년 이후, 연합복음선교회의 회원 교회는 기후 정의(Climate Jus-

tice)와 환경 보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다. 연합복음선교회의 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지역 교회들은 상황중심적 창조신학과 영성을 발전시키거나 재발견해왔다. 아울러, 에
큐메니칼 팀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환경파괴, 천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이 특히 가장 취약
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다. 이 워크숍은 이런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
본다.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 (WS119)
주최 I 유럽교회협의회와 라틴아메리카교회협의회
장소 I 1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경제적 세계화의 영향은 최근 에큐메니칼 의제 중 매우 논쟁적인 주제로

등장했다. 유럽교회연합회와 라틴아메리카교회협의회는 그들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대륙의 경험, 관심사, 참여에 기초하여 세계화의 위협과 도전을 다루기 위해 대화를 시
작했다. 이 워크숍은 2009~2012년 동안의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교회의 공동의 여정을 참
가자들에게 증언한다. 이 워크숍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다른 현실, 대화의 난점과
중요한 순간들, 아울러 신뢰구축과 대화 과정의 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총회 프로그램

아시아지역 그리스도인 소수자와 종교 간 대화: 한계선상의 삶 (WS130)
주최 I 워싱턴 신학자연맹(Washington Theological Consortium)
장소 I 1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인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의 그늘 아래 살

고 있다. 이런 소수자로서의 지위는 특히 종교적 근본주의가 부활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
점을 유발하지만, 반면 생명에 관한 종교간 대화와 삶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
한다. 이 워크숍은 먼저 소수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생활을 살펴본다. 그 다
음 종교적 근본주의가 증가하는 지역에 있는 종교적 소수자라는 의제를 탐구한다. 마지막
으로, 이러한 소수파 공동체가 생명을 향한 공동의 여정에 관한 종교 간 대화를 위해 제공
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본다.
민간 부문을 바꾸는 방법 (WS135)
주최 I 네덜란드그리스도교원조협의회(ICCO)
장소 I 1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워크숍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지도원칙(UNGP)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 민간 부문과 함께 일하거나 이 일에 관심을 가진 대표자들 사이에 대화를 촉진할 것
이다.
동방정교회의 선교신학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세계의 요구 (WS162)
주최 I 볼로스 신학연구아카데미
장소 I 1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볼로스 신학연구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이 워크숍의 목적은 현재의 세계와

에큐메니칼 상황에서 동방정교회 선교신학의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
은 참가자들에게 동방정교회 신학의 새로운 추세를 소개하고, 이 추세에 나타난 에큐메니
칼 운동과 목회의 역학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항과 연대의 영성: 제국주의가 없는 세계 (WS167)
주최 I 생명을 위한 평화, 오이코트리(Oikotree), 필리핀교회협의회
장소 I 107호실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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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룩하는데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점점 격화되는 수많은 외침은 제국주의로 하여금 침체하는 경제를 다시 회복시
킬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주의와 전쟁을 더 강화하라고 밀어붙인다-중동지역에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는 아시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신앙공동체와 정
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세계의 헤게모니와 가부장적 지배를 없애고, 그 자
리에 정의와 생명의 명령에 기초한, 생명을 살리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대를 형
성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끌어내고 용기를 키우고, 분석, 강의, 권리옹호 운동, 조직 동원
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종교 사회인 유럽에서 사는 법 배우기 (WS169)
주최 I 아르메니아 정교회, 홀리 씨 오브 길리기아(Holy See of Cilicia)
장소 I 1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종교간 배움을 위한 유럽 프로젝트가 그리스도교 여성들이

다양한 종교전통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차이, 특히 함께 살 때 긴
장이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이를 다루는 교육방법론을 어떻게 선구적으로 개발했는
지를 다룬다. 또한 이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여성들이“다른 사람”
과
자신의 문화, 또 그들의 정체성이 생명과 신앙에 관한 다양한 역사와 가정들에 의해 형성
되어왔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그리스도교와 에큐메니칼 문화 (WS174)
주최 I 글로벌 기독교 포럼(Global Christian Forum)
장소 I 109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세계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세계의 남쪽과 동쪽으로 확실하게 이동하고 있

다. 오늘날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오순절 교회 또는 은사주의 교회에 속
한다. 우리는 서구 그리스도교 이후의 시대, 비서구권 그리스도교의 극적인 성장을 목격하
고 있다. 세계 그리스도교에 등장하는 교파들은 지역, 신학, 제도, 세대 면에서 새롭다. 이
런 양상은 그리스도교의 일치 추구라는 목표에 중대한 과제를 제기한다. 이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런 새로운 추세가 세계교회협의회(WCC), 글로벌 기독교 포럼, 그 이외 다른
에큐메니칼 운동에 주는 의미를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총회 프로그램

세계 개발목표에 대한 에큐메니칼 관점 (WS181)
주최 I 브레드 포 올(Bread for All)
장소 I 110호실
프로그램 소개 I 20년 동안, 이 국제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돌파구를 찾

아나갈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 결과는 변변치 않았다. 현재 국제적인 차원에서 2015년 이
후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대체하기 위해 무엇을 전체적인 목표로 설정할지에 대해 토
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 워크숍에서 제기하고 탐구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다. 이를테면, 에큐메니칼 맥락에서 지속가능성이란 무슨 뜻인가? 교회와 원
조 기구들은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다원적인 미래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으
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유엔의 세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화할 수 있는 에큐메니
칼 개발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독백 (WS182)
주최 I 캐나다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
장소 I 2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교회 밖의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영적이지만 종교적이

지는 않은”
이란 표현은 무슨 뜻일까? 캐나다연합교회가 재정을 후원한 연구에서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지만 제도 종교 밖에서 그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4백 명이상의 캐나다 청년
들의 진술을 모았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이 진술을 원고로 교정하고 개인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이 원고를 이용해 연극과 비디오로 만들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연
구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며, 몇 가지 비디오 영상물을 보여준다.
세계의 인종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원주민들과 동행하기 (WS208)
주최 I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캐나다 원주민 활동프로그램
장소 I 2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2012년 WCC 중앙위원회는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에게 상처를 준 발견주

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 일련의 법률과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09년 이후 WCC의 많은 회원 교회는 발견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원주민들과의 우정을 보여주었다. 이 워크숍은 세계 곳곳의 원주민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이 원칙의 영향을 보여준다. 아울러 WCC와 회원 교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야만적인 인종차별주의를 강화하는 법률과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 원주민들과 어
56

I

57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떻게 연대했는지를 살펴본다.
신앙언어의 치유력 (WS195)
주최 I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장소 I 2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언어의 힘을 통해 어떻게 치유 선교가 이루어지고 환대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교회는 세례를 통해 그런 공동체가 되
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신앙 언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공유한다. 참가
자들은 폭넓은 언어를 환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살펴본다. 이 워크숍은 치유, 온전함
과 같은 선교 사역에서 신앙 언어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교회가 환영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로 발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과 전략을 제공한다.
아시아 신학교육: 투쟁하는 삶속에서의 에큐메니칼 만남 (WS215)
주최 I 아시아 신학교육 포럼(Asian Forum for Theological Education in Asia)
장소 I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I 아시아 신학교육 포럼(AFTE)은 아시아에 있는 국가별, 지역별 신학대학

협회를 위한 에큐메니칼 강단이다. AFTE는 아시아 상황신학, 신분계급, 성, 원주민 문제,
아울러 다양한 교파나 국가들 간의 신학교육 학위의 품질보증, 승인과 인정에 관한 대화를
촉진한다. 이 워크숍은 2010년 이후 개최된 세 차례의 AFTE의 결과와, 특히 2013년 한국
횃불트리니티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세계신학교육기관협의회(WOCATI)와의 연합 콘퍼
런스의 결과를 소개하고, 아시아 지역의 신학교육에 관한 더 많은 네트워킹을 요청한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소망을 품고 함께 걷기 (WS237)
주최 I 노르웨이교회구호기구(Norwegian Church Aid), 노르웨이 교회
장소 I 2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에큐메니칼 동행 프로그램(EAPPI)

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분쟁 문제에 대해 보호와 지지 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참여한 세계 곳곳의 교회에게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는지를 제시한다. 이 워
크숍은 에큐메니칼 동행자들이 어떻게 인권 침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지 활
동을 통해 교회들이 두 나라의 갈등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는 데 얼마나 도
움이 되고 있는지 알려준다.
총회 프로그램

불안한 물: 갈등상황에 놓은 공동체와 동행하기 (WS238)
주최 I 에큐메니칼 물 연합회(Ecumenical Water Network)
장소 I 2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고대로부터 물은 삶과 문명의 성장에 매우 중요했으며, 번영의 원천이자

표지였기 때문에 갈등의 근원이 되었다. 창세기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
사이의‘분쟁’
에 대해 기술한다(창 26:12-22). 오늘날에는 인구증가, 생활방식의 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물, 토지, 다른 자연 자원에 관한 갈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의 공급
원이 메마르거나, 오염되거나, 갈등의 근원과 경쟁의 대상이 될 때 생명과 생활이 가장 위
험에 처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해결책을 찾기만 한다면 물은 사람들을 묶어주는 힘이며, 물 분쟁은 희망의 표지로 바뀔
수도 있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정의로운 평화를 촉
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생명을 긍정하는 공동체 (WS243)
주최 I 세계선교협의회(Council for World Mission)
장소 I 2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 교회의 삶과 증언을 통해 구체화된

다. 지역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수행할 수 있을까? 세계선교협의회는
회원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회중을 육성하고, 회원 교회를 삶을 긍정하는 공동체로 이해하
는 데 중점을 두어 활동한다. 삶을 긍정하는 공동체란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연대와 예언자적 증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희망의 영성을 통
해 유지하는 교회를 말한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총회 주제와 WCC의 새로운 확신, 곧
“함께 생명을 향하여”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선교와 복음 전도에 응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과 수단을 소개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워크숍과 에큐메니칼 영성 (WS249)
주최 I 향린교회
장소 I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I 향린교회(1953년 창립)는 20년 동안 예배 때 한국 전통음악을 사용해왔

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독특한 교회다. 향린교회는 236곡의 전통음악 찬송가를 담은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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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했고, 한국의 전통악기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려왔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에게 한
국 고유의 곡조를 통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소개한다. 아울러, 향린교회는 에큐
메니칼 교회와의 교류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예배에서 이런 영성을 배우고 해석하
여 적용하기를 바란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교회 (WS252)
주최 I 한국 YMCA연맹
장소 I 3번 홀
프로그램 소개 I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워크숍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한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존엄과 정의 (WS255)
주최 I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장소 I 그랜드 볼륨
프로그램 소개

I 세계 곳곳의 갈등 현장에서 여성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다. 역사는

특히 전시에 여성에 대한 폭행이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워크숍에서는 일본군에 징집된 위안부의 사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 범위를 확대하
여 전시 상황에서 자행된 범죄행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 피해
여성들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고 정의, 치유, 화해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
야 한다.
하나의 세례 (WS268)
주최 I 침례교세계연맹(Baptist World Alliance)
장소 I 마당 회의실 2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신앙과 직제위원회가『하나의 세례: 상호 인정을 향하여』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제기한 논의를 심화한다. 하나의 세례는 세례와 교회론 인식에 관한
상호 인정과 그것을 온전히 실천한 결과, 그런 인정을 방해하는 문제에 관련하여 서로 연
관된 질문들을 제기한다.

총회 프로그램

세계화와 보편성 (WS273)
주최 I 네덜란드 고(古) 가톨릭교회
장소 I 2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세계화와 보편성에 관한 국제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니케

아 신조에 명시된 교회의 특징이 의미하는 바를 세계화라는 배경을 고려하면서 탐구한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란 지속적으로 세계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의
미인가?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편성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공유하고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시간: 14:15-15:45

생명의 하나님의 재발견: 투쟁하는 공동체와의 깊은 연대 (WS113)
주최 I 인도교회협의회
장소 I 1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밑바닥 현실에서 투쟁하는 공동체의 실제 상황과 성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에서는 카시미르 주의 소수집단과 배척당한
공동체, 인도 오리사 주의 한국 기업(포스코)의 광산개발계획에 반대하는 투쟁, 인도 쿠단
쿨람의 러시아 합작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투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에큐메니칼 대화: 합의를 추구할 것인가? 여러 신학을 화해시킬 것인가? (WS133)
주최 I 요한-아담-묄러 에큐메닉스 연구소(Johann-Adam-Moehler-Institute for Ecumenics)
장소 I 1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지난 10년 동안 교회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결과와 방법을 숙

고한다.『늘어나는 합의』(Growth in Agreement) 4판과 이 책의 독일어판 편집자들은
이 책에 담긴 신학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대화의 방
법과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성찰에 자극을 제공할 것이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교회 간 대
화를 위한 신학적 과제의 타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과제들이 에큐
메니칼 운동에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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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종교적 갈등, 종교적 자유 (WS137)
주최 I 국제종교자유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장소 I 1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여러 종교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공동선과 종교적 자유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갈등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특히 종교가 갈등의 중
요한 이유인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최근의 폭력 갈등에서 발생된 상황에서 볼 때, 화해, 정의, 배상이 도전과제들이다. 심지어
종교적 자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도 종교 간 협력을 정의하고 옹호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
지로, 세속주의자와의 대화를 통해 특정 종교 지지자나 무신론자들이 공평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열린 공적인 공간이 공동선을 위해 유익하다는 공통의 확신이 필요하다.
성(Sexuality)에 관한 대화 (WS148)
주최 I 네덜란드그리스도교원조계획협의회(ICCO)
장소 I 1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성적 취향과 성경적 해석에 대해 다양한 교파의 교역

자들 간에 공통적인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또한 인권, 동성애혐오, 성전환혐오, 차별, 증
오범죄, 가부장제, 그리고 문화, 전통, 배경, 인종, 성의 차이에 관한 신앙과 성의 교차점에
서 대화를 통해 씨름하는 것이다. 어떤 점을 합의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의견이 다른가?
우리는 성과 성적 취향에 관한 성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이 매우 다름에도 그리스도교 신
앙 안에서 학대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통의 기초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가? 성적 소수
자, 그들의 부모,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문서와 개인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은 고통의 공유, 침묵의 의미나 폭력의 용인을 조명할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와 폭력 방지에 대한 책임 (WS160)
주최 I 브레드 포 더 월드(Bread for the World)
장소 I 1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폭력 예방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다. 평

화활동가들은 많은 사례에서 갈등이 폭력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예방해
왔다. 아울러,“보호책임”
의 한 부분으로서의“예방책임”
에 대한 국제적인 토론은 정체
된 듯하다. 전 세계의 여러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활동가들의 경험이 국제적인
토론에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
총회 프로그램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이슬람교 간의 복잡한 관계 (WS161)
주최 I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이슬람교인 관계개선 프로그램(Programme for Christian-Muslim
Relations in Africa)
장소 I 2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이슬람교의 관계는 그들의 전통과 상호관계를 보

여주는 역학관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 워크숍은 이런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는, 널리 알려진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폭력적인 갈등을 소개한다.
버마의 정의로운 평화 (WS183)
주최 I 미국 침례교회
장소 I 1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버마(지금의 미얀마)는 1948년에 독립한 후, 수많은 소수민족들 간의 가

장 긴 내전에 휘말렸다. 이 내전은 인종학살, 체계적인 강간, 아동착취, 노예, 인간 밀매,
언론과 종교의 자유 탄압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언급되었다. 지
금도 카친 주, 아라칸 주의 로힝가스, 샨 족, 라후 족, 카렌 족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
다. 이 워크숍은 갈등의 뿌리와,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운동에 대한 기여, 미얀마에
서 정의로운 평화운동을 펼치는 국제단체의 역할을 살펴본다.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축소인가? 새로운 원자력 시대인가? (WS186)
주최 I 에큐메니칼 공동 역량개발(More Ecumenical Empowerment Together)
장소 I 1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원자력 발전이 정치적, 생태적 정의, 세대 간 정의, 평화 건

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을 공론화하는 데 어
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하나가 되는 꿈 (WS201)
주최 I 필리핀 침례교회와 스웨덴 교회
장소 I 109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일치를 함께 꿈꿉시다! 일치는 어떤 모습일까?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 우

리는 일치를 이루기 위해 평화가 필요한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치가 필요한가? 일상생
활의 장벽을 넘어 생각하고 꿈을 키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라! 이 워크숍의 일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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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스웨덴 전역의 수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어 교회 내와 교회 간의 일치가 어떤 모습일지
에 대한 비전을 불러 불러일으켰다.
매체 ! (WS244)
주최 I 말 도마 교회(Mar Thoma Church)
장소 I 110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총회의 전체 주제와 관련하여(사회적 매체를 포함하여) 매체

를 사용하는 것과 신앙공동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이슈, 정의와 평화에 관한 중요한
성찰을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교회 권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WS218)
주최 I 러시아 정교회
장소 I 2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교회 전통에서 다양한 권위에 대한 근거의 역할과 기능에 대

한 몇 가지 연구결과를 나눈다. 우리는 권위의 근거에 대해 항상 정확하게 말해왔는가? 전
통적인 근거는 여전히 권위가 있는가? 예를 들어, 과학적인 지식이 새로운 근거인가? 아
니면, 경험, 위계질서, 교도권, 땅, 성령인가?
통합적 발전과 경제적 연대 (WS227)

..

주최 I 에큐메니칼 학술연대 (Akademie Solidarische Okonomie), 콘솔 대안정치연구소
(Instituto Politicas Alternativas para o Cone Sul, PACS)
장소 I 2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세계화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특히 경제생활 정신에 대

한 대안이 있는가? 이 워크숍은 브라질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탐구한다.
총성이 멎었다: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WS233)
주최 I 우간다 연합그리스도교협의회
장소 I 2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우간다 정부는 카라모자 패스토랄리스트 지역에서 무장해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본래 전사였던 청년들은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평화 활동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역 정부에 전달하고, 평화 활
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총회 프로그램

그 이유는 자녀와 남편이 대안적인 생활방식을 찾지 못한다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
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워크숍은 평범한 농촌 여성들이 지역사회뿐만 아
니라 지역 정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
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공동협력 (WS235)
주최 I 독일 중부 복음교회의 에큐메니칼 센터(환경개발부)
장소 I 3번 홀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유럽 5개 국가의 7개 교파의 경험을 통해(구체적인 에너지

관리, 획득, 환경을 고려한 지역사회 설계 분야에서) 창조세계의 보전 활동을 탐구한다.
이 워크숍에서는 여러 국가의 교회들이 도시환경 사업 분야에서 수행한 에큐메니칼 협력
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에서 세대 간 협력단체십과 에큐메니즘 (WS242)
주최 I 세계학생그리스도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장소 I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세대 통합 공동체를 추구하는 청년, 교역자, 모범적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21세기 에큐메니즘을 향한 여러 세대들의 열망을 알아본다.
호주의 난민: 에큐메니칼 학습(1945-2013년) (WS103)
주최 I 호주 성공회교회 멜버른 교구
장소 I 1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WCC가 창립한 이래로 호주는 여러 차례 난민과 이주민을 받아들였다. 그

들은 호주의 얼굴을 바꾸었다. 이 워크숍은 멜버른 소재의 세인트 로렌스 형제 에큐메니
칼 이주센터의 특별한 관점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이 배움에서는 난
민을 받아들인 국가와 난민의 모국에서 파견한 WCC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대화
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 주제는 우리가“생명의 하나님”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화해를 통한 평화 (WS248)
주최 I 고난함께(The Fellowship with the Suffe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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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I 2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1989년 창립된 이래로“고난함께”는 한반도의 분단을 초월하여 그리

스도교 신앙에 기초한 화해 사역을 계속해왔다. 이 워크숍에서“고난 함께”
는 최근 20
년 동안의 사역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이 이전의 장기 양심수와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생명을 향상하는 문화를 위한 대안적 신학교육 (WS254)
주최 I 한국 오이코스 신학운동
장소 I 2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오늘날의 글로벌 위기는 경제, 생태, 사회, 정치, 문화, 가치의 위기를 망

라한다. 오이코스 신학운동은 전통적인 신학의 틀이 오늘날의 총체적 글로벌 위기, 특히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워크숍은 아프리카의 우분투
(Ubuntu)와 아시아의 상생 개념과 같은 관계 중심적 우주관에 기초한 신학교육을 위한
새롭고 대안적인 틀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아시아 이주의 여성화 (WS256)
주최 I 한국여성이주민인권센터, 아산이주민노동자센터
장소 I 2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세계화 시대에 이주의 여성화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만

약 70%의 이주민이 여성이다. 여성 이주는 많은 이주민의 인권이 도착지 국가에서 침해당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이주 여
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여성신학의 관점과 정의, 평화, 생명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생명을 위해 투쟁하는 신학들의 대화: 새로운 에큐메니즘을 향하여 (WS260)
주최 I 비숍 칼리지(Bishop’
s College)
장소 I 마당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생명의 하나님을 확언하는 것이 생명과 존엄을 거부당하는 사

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인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에큐메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인도의 최하층 계급인 달리트,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원
주민, 그리고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신학들이 제시하는 네 가지 신학적 목소리를 공유한다.

총회 프로그램

원자력 발전에서 해방된 생명 (WS272)
주최 I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크리스천 네트워크
장소 I 2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일본과 한국의 원자로는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국가에 있

기 때문에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통제되지 않는 핵무기 경쟁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일본, 한국, 대만의 그리스도인과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 발
전에 반대하고,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가 없는 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워크숍의 목적
은 원자력 시설이 없는 세상을 위한 신학적, 일반적 평화 담론을 발전시키고, 유사한 문
제에 관련된 기존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행동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도움
을 주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생태정의 (WS274)
주최 I 요르단과 성지의 복음적 루터교회 환경교육센터
장소 I 마당회의실 2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의 인권과 자연환경의 보호와 신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강연자들은 점령에 따른 일상적인 불의와 성지의 중요한 환경
조건에 대해 말한다. 물 부족, 고체 폐기물 관리문제, 식량 주권은 팔레스타인들에게 매우
긴박한 문제이다. 워크숍은 이런 문제가 사람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어떤 영
향을 주는지를 다룸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생태 정의에 대해 알려주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한다.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시간: 14:15-15:45

탐욕과의 싸움: 정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 (WS102)
주최 I 정교회 크레타 아카데미
장소 I 1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정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자연을 약탈하고 이웃을 가난

하게 만드는 구조적 탐욕-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빈곤, 부, 자연
생태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처음으로 개인의 탐욕지수를 측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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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을 위한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질문 (WS105)
주최 I 달리트/하층계급 연구센터, 한국민중신학회
장소 I 1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총회 주제인“정의, 평화, 생명”
을 달리트와 민중의 관점에

서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이와 관련된 신학적 성찰을 탐구한다. 워크숍은 모든 분야-사
회, 종교, 경제, 정치-에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 억압받는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신학적 성
찰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라비아만의 이주노동자 문제 (WS108)
주최 I 걸프지역 YMCA
장소 I 1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아라비아만의 이주노동자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

응방식을 다룬다.
정의로운 평화의 향상: 생명을 살리는 농업 (WS117)
주최 I 아시아그리스도교협의회
장소 I 1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인간의 욕망은 과잉생산, 과소비, 남용을 유발하여 글로벌 위기를 일으키

고 있다. 종래의 농업은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화학비료를 이용하는 집단적인 농업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농업방식은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세계의 생태적 안전에 문
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농업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유지하시
는 지속가능한 지구 생명공동체를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아시아에
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 대안적 농업운동을 펼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 이 워크
숍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듣기 (WS122)
주최 I 세계그리스도교커뮤니케이션연맹(WACC)
장소 I 1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참가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약탈당한 사람들의 삶의 개선

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관련성
을 살펴본다. 발표자는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 특히 교회가 사람들의 존엄과 공동체에 필
총회 프로그램

수적인,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역할을 조명한다. 주요 발표주
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의 열망과 필요를 표현하는 능력을 획득한 경험, 여성들
의 목소리를 강화한 경험, 대중매체의 민주화, 사회적 매체와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이다.
글로벌 카이로스: 정의, 평화, 생명 (WS134)
주최 I 오이코트리 운동(Oikotree Movement)
장소 I 1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모든 생명체는 지속할 수 없는 개발에 기초한 파괴적인 인간 문명 때문에

위기에 처해있다. 교회, 에큐메니칼 공동체,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평화,
정의에 대한 예언자적, 신학적 증언을 통해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에 응답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워크숍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가능한 생명공동체, 문화, 경제체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는 종교 간 에큐메니칼 연대 공간을 제공한다.
무기 거래! 공정 거래? (WS140)
주최 I 스웨덴그리스도교협의회
장소 I 1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예테보리 프로세스(Gothenburg Process)는 무기거래에 대한 인식 제고

와 윤리적 문제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회들이 무기거래에 대한 공론화에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4개 교파와 그리스도교 단체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무기 거래의
윤리적 의미와 그것이 그리스도교 윤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논의한다.
하나님의 농사 방식과 음식 쓰레기 줄이기 (WS143)
주최 I 에큐메니칼운동연맹(Ecumenical Advocacy Alliance)
장소 I 1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반복되는 식량위기, 기후변화의 영향, 세계인구의 증가에 직면한 가운데

약 10억 명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엄청난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이 워크숍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과 소비라는 과제를 기독교적 청지기직과 인
권의 관점에서 다룬다. 또한 소규모 자작농에 기초한“보전 농업”
에 대한 장기적인 교회
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농업생태학”
의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워크숍은 과학과 윤
리학에 기초하여 식량생산 증대를 위한 일반적인 산업적 단작물 경작방식에 문제를 제기
한다. 또한 현재의 터무니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 수준을 먼저 줄일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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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화해: 교회 선교의 필수적인 영역 (WS145)
주최 I 건강과 치유에 관한 DIFAEM 전략그룹
장소 I 109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오늘날 놀라울 정도로 불평등한 건강과 갈등 상황에서 교회는 치유와 화

해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매일 수만 명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처치나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질병으로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현장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으며 돌봄과 동
반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적 치유와 화해 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천하며, 아
울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치유와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이 워크
숍에서는 건강, 치유, 화해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제시하고, 콩고와 말라위 공화국의 사
례 연구를 발표한다.
생태 정의를 위한 언약 (WS158)
주최 I 복음선교연대, 바덴 개신교 교회, 한국장로교회
장소 I 110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생태 정의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충만한 생명의 약속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생활 방식과 생존
전략이나 경제제도에 대한 헌신, 가난과의 전쟁, 사회정의와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긍정
적인 비전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것들은 정의와 평화로 가는 단계들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갈등-북반구와 남반구 지역 내와 사이에-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들 간의 직접적인 에큐메니칼 파트너십
은 이런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교회 내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
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워크숍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Gender)과 종교 간 대화 (WS172)
주최 I 영국 잉글랜드교회(The Church of England)
장소 I 2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종교 간 대화에 참

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당했다. 때로 타 종교전통에서 여성들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
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기독교인 동료들 또는 심지어 여성 자신들이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들의 문제는 종교 간
총회 프로그램

대화에서 자주 외면당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일부 남성들과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을 제시하고, 여성의 종교 간 대화 참여 사례연구를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하나님은 지구에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WS176)
주최 I 그리스도교신앙과 지구 프로젝트(Christian Faith and the Earth project)
장소 I 2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생명의 하나님”
이라는 주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에큐메니칼 논의와 하

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연결된다. 창조신학은 정확히 무슨 문제를 제기하
는가?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 창조 방법, 창조 대상, 창조 주체, 또는 창조 이유에 초
점은 맞추는가? 창조라는 단어는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하
나님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는 세계에 대한 다른 묘사, 예를 들어, 아름다운 조화,
본질적으로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것, 부동산 또는 지고한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어떤가?
소외된 사람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통전적인 협력 (WS194)
주최 I 에티오피아 복음교회
장소 I 2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에티오피아 메카니 예수(Mekane Yesu)복음교회는 오랫동안 다양한 환

경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 교회는 이런 경험을 통해 상황화, 능력개발, 지역 지도
력에 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이 소수 집단과 소외 집단을 배제한 채 계속되
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교회와 핀란드 복음 루터 선교회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실천적 학습 과정에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방법을 만들었다. 양 교회의 협력에는 의존성
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든 차
원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이 워크숍에서도 그렇
게 되기를 바란다.
미소금융과 가난 퇴치 (WS205)
주최 I 국제에큐메니칼교회융자(ECLOF International)
장소 I 2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가난 퇴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정의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충만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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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리게 하는 노력에서 중심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끝날 줄 모르는 도전 속에서 미소금
융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계수단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입증된 수단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번 총회에서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로 인도해주시길 요청한다. 이 워크숍은 총회
참석자들이 국제에큐메니칼교회융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의 미소금융이 가난
퇴치에 기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다: 이주민을 위한 정의 (WS188)
주최 I 덴마크교회구호기구(Dan Church Aid)
프로그램 소개

I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를 1억 5백만 명으로 추정한다

(2010년). 일반적인 이주노동자는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출신이다. 이주노동자
들은 사용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며 극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국경을 넘는 이주민들
은 고향에서 중간 지역을 거쳐 최종 목적지 국가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존재하는 정부당국
에 특히 취약하다. 이 워크숍은 8개 아시아 및 걸프만 국가들의 20개 파트너들과 함께 5
년 간 시행한 안전한 이주 지역프로그램의 사례에 기초하여 다음 내용을 논의한다.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한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주민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어
떤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가? 효과적인 지원과 권리옹호운동을 더 잘 협력할 수 있는 방
법은 무엇인가?
물과 인권을 위한 교회: 도전과 기회 (WS239)
주최 I 에큐메니칼 물 연합회
장소 I 2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전 세계의 교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에 대한 옹호를 포함하

여 핍박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존엄을 옹호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교회의 인권 운동의 신학적 기초와 실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며, 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 워크숍은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에큐메
니칼 물 네트워크의 경험이 주는 일반적인 교훈을 알아본다. 또한, 교회와 다른 에큐메니
칼 협력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이용이 인간의 권리라는
국제적인 인식을 지지한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제 이런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서 국가와 지역 차원의 실
총회 프로그램

천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교회와 협력단체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와 기회를 살펴본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WS250)
주최 I 장로회신학대학 세계선교센터
장소 I 오디토리움
프로그램 소개 I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다. 1912년 장로교 총회가 조직되

었을 때 안수를 받은 7명의 목사 중 한 명을 중국 산동 지방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선교는
한국 교회의 초창기부터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요소였다. 이 워크숍은 현재 한국의
세계선교 상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협력 선교는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를 보여주
는 가장 적절한 예이다. 과거 중국 산동 지방에 대한 선교는 최초의 협력 선교였다. 가장
최근의 협력 선교 사례는 한국-가나-독일이 협력하여 선교한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섬들 간의 연대 (WS257)
주최 I 프런티어스(The Frontiers), 세이브 아워 시스(Save Our Seas)
장소 I 2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주로 미군에 의한 군사력 팽창과 군사화가 세계 도

처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많은 섬들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오키나와, 하와이, 디에고 가
르시아, 스프라틀리 섬, 포클랜드 섬, 제주도(한국) 등과 같은 많은 섬에 갈등과 고통을 유
발시켰다. 이 워크숍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비에
쿠에스(푸에르토리코), 필리핀, 올란드(핀란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파괴적인
군사기지를 제거하거나 비군사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는 취약
한 섬들과 그곳의 거주민들 간의 연대를 발전시켜 그들의 땅, 문화, 전통을 보호하고, 아울
러 평화와 정의로운 삶을 위한 공통의 힘과 자원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세이브 키트 훈련 (WS258)
주최 I 에이즈(AIDS)에 걸린 종교지도자 국제 네트워크
장소 I 대연회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단체는 종래의“ABC”모델에 대응하여 HIV 예방, 인식 제고, 교육을

위한 세이브(SAVE) 방법을 개발했다. 이 워크숍은 세이브 예방방법이“ABC”원리를 통
합하면서도 HIV 전염과 예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HIV 보균자들을 지원하고 돌
보고, 아울러 HIV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거부, 낙인, 차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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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HIV 전염을 예방하는 보다 통합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갈등을 넘어서 (WS263)
주최 I 스리랑카교회협의회
장소 I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I 2009년 타밀엘람해방호랑이(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의 군사적 패배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다. 전쟁 후에는 도전, 기회,
장애물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워크숍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험
에서 나타난 정의, 평화, 화해, 치유의 문제를 소개한다. 또한, 교회협의회가 불교, 힌두
교, 이슬람교 공동체와 종교간 접근과 전략을 이용하여 모든 민족공동체-신할라, 타밀, 무
슬림-와 함께 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평화를 인간의 권리로 보는 유엔의 인식 (WS265)
주최 I 스페인 국제인권법학회
장소 I 2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2012년 7월 5일, 인권위원회는“평화권의 촉진”에 관한 20/15 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평화권을 촉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수행한 중요한 활동, 이런
문제에 대한 그들의 중요한 기여를 환영하면서 개방적인 실무그룹을 설립했다. 이 실무그
룹의 과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에 기초하고, 평화권과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과 제안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평화권에 대한 유엔 선언 초안을 점진적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이 워크숍은 인간의 평화권을 성문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청년 실업과 가난의 극복 (WS270)
주최 I 한국에큐메니칼청년협의회
장소 I 3번 홀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엄청난 청년실업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공

동체가 직면한 불가피한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런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분명하게 발생하
고 있지만,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총회 프로그램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시간: 14:15-15:45

충만한 생명과 생명의 존엄성 (WS246)
주최 I 에큐메니칼 장애인지도자네트워크(Ecumenical Disabilities Advocacy Network)
장소 I 1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한다. 하지

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가장 바깥 모퉁이에서 살아간다. 신체적으로 격
리되거나 차별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장애인들은 흔히 사회의 최하층에 속한다. 그
러나 보건,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장
애인들은 더 이상 생존의 사각지대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 워크숍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다.
복음과 대중문화 (WS112)
주최 I 연합복음선교(United Evangelical Mission)
장소 I 1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페이스북, 휴대전화, 대중음악, 축구, TV드라마…. 젊은 도시 신학자들의

질문은“내가 소중히 여기는 심오한 신학적 추론과 내가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는 내 주변
과 세대의 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 록 음악과 성경? 칵테일과 기도? 힙 패션과 사
회정의를 통합할 수 있을까?”이 워크숍은 개인과 교회가 문화적 변화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을 인식하고, 교회의 문화를 평가하고, 대중문화 속에서 교회의 존재 방식을 개발하도
록 돕는 국제단체와 이 단체가 만든 자료를 소개한다.
지역사회의 의견조사: 지역사회의 슬픔을 말하다 (WS120)
주최 I 국제농촌교회연합회(International Rural Churches Association)
장소 I 1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전 세계의 농촌 사회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착취적인 정부정책이나

기업 관행, 불공정한 자원획득 등). 국제 농촌교회연합회의 목적은 농촌사회를 지원 네트
워크로 결속시켜 건강한 농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다.“지역사회의 의견조사”
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함께 결속시켜 스스로의 지혜를 발견하
게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농촌사회의 말없는 사람들의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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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을 경험하고 예언자적, 성경적 증언을 할 수 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WS123)
주최 I 교회와 평화(Church and Peace),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유럽중동분과(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Europe and Middle East Section (Quakers)), 국제화해협회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장소 I 1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평화교회 전통에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의 표현으로서 평화

운동 사례를 조명한다. 또한 메노나이트, 퀘이커, 형제신앙공동체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살고 증명하는 측면에서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준다. 갈
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게 만드는 노력, 갈등이 가라앉은 후 화해와 평화구축을 위한 사
역, 유럽연합과 유엔과 같은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평화교회의 로비 활동에 특별히 주의
를 기울인다.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노력 (WS125)
주최 I 팔레스타인그리스도교단체연맹(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
장소 I 105호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의 목적은 원수와 억압하는 자를 사랑하면서도 점령, 굴욕, 비인

간화의 악에 대해서는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그리스도교 신학의 성
찰을 심화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점령에 저항해온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성찰한 카이로스 팔레스타인 문서를 사례연구로 검토한다. 세계의 다른 지역의 카이로스
경험도 논의하고, 협력 방법을 모색한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성 착취와 싸우다 (WS127)
주최 I 브리지스-동유럽 대화포럼(BRIDGES - Eastern European Forum for Dialogue)
장소 I 1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성 착취 문제를 별도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가난과 폭력과 연

결시켜 살펴본다. 워크숍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성, 인종, 종교, 국적, 나이에 상관없이 인
간의 존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발칸지역의 현대 노
예무역-마약과 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 알 수 있다.
총회 프로그램

정의로운 평화와 미국의 교회들 (WS141)
주최 I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의 평화증인사역과 형제교회(the Church of the Brethren)
장소 I 1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선언>에 대한 미국 교회

들의 응답을 살펴본다. WCC가 밝힌 미국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파-정교회, 역사적인 아
프리카계 아메리카 교파들, 아나벱티스트, 주류 개신교-의 응답에 초점을 맞춘다. 미국
교회들의 피드백과 아울러,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 정의로운 평화 사상, 미국 교회의 공적
증언과 선교에 관하여 세계 교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여
러 지역이 서로 정의로운 평화 운동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북유럽 국가들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해 프로세스 (WS152)
주최 I 노르웨이 교회, 스웨덴 교회, 핀란드 복음루터교회
장소 I 108호
프로그램 소개 I 사미(Sami) 족은 노르웨이 북부, 핀란드, 러시아 북서부에 사는 원주민이

다.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배와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미 족은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들의 역사는 상처를 입었고,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관계에는 구조적
인 불의가 남아 있다. 최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루터교회들-사미 족의 대다수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이 사미 족과 관련된 화해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
을까? 화해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총회 주제인“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소서!”
를 화해의 지도원리로 삼을 수 있을까?
기후 난민: 기후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WS159)
주최 I 태평양지역교회협의회, 브레드 포 더 월드(Bread for the World)
장소 I 109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기후 정의의 배경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를 조명한

다.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참가자들
은 교회가 기후 난민과 함께할 때 사용한 방법들과 여러 과제들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다.
생태적 채무에서 생태 정의로: 광산개발, 배상, 지구권(Earth Rights) (WS171)
주최 I 남아프리카그리스도교협의회 경제정의연합회
장소 I 110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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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I 생태적 채무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조건들과 정의를 약화시킨다. 대규모

광산개발은 남반구 지역, 원주민 공동체, 지구에 엄청난 생태적 채무를 발생시킨다. 이 워
크숍은 세계 곳곳의 자원채취 활동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비용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
시한다. 아울러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함께 유해한 자원
채취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지구권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활
동하고 있는지 소개한다.
아동들을 위한 정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합법화된 폭력의 종식 (WS178)
주최 I 비폭력을 위한 교회연합회(Churches’Network for Non-violence)
장소 I 201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전 세계의 아동들은 가정, 학교, 다른 환경에서 체벌을 당한다. 일부 사람

들은 체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전통, 성경을 이용하며, 체벌은 많은 국가에서 합법적
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 감정적, 영적 온전함을 파괴한다. 체
벌은 핵심적인 종교적 가치인 자비,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 평등, 정의와 양립할 수 없으
며, 예수의 가르침과 아동에 대한 배려와도 상반된다. 이 워크숍에서는 세계의 체벌 금지
추세를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은사와 경험을 이용하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
쇠로서 아동에 대한 합법화된 폭력을 종식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평화활동가로서의 여성 종교지도자 (WS192)
주최 I 핀란드교회구호기구(Finn Church Aid)
장소 I 205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에서는 라이베리아와 소말리아에서 평화활동가로 일했던 종교

계 여성들이 직접 경험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여성 종교지도자들이 평화활동가로서의 역
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사례들에서 어떤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갈
등 상황에서 여성 종교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피하면서 이러한 성공을 배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여성 종교인들이 벌인 평화활동의 경험
을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회와 다른 종교 단체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여성 종교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평화활동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며, 아울러 더 큰
결과를 위해 세계적 차원의 연합과 협력관계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한다.

총회 프로그램

노인층을 위한 목회적 돌봄: 평화와 개발을 위한 자립 (WS200)
주최 I 도시와 농촌선교(Mision Urbana y Rural)
장소 I 203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종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특성을 포함한다. 세대 간 접근방

법, 인권, 노인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노인 목회사역을 통해 기
회의 평등, 평화, 개발 그리고 모든 연령층에 우호적인 사회를 증진하고자 한다.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하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 (WS202)
주최 I 말라가시 루터교회 (Malagasy Lutheran Church)
장소 I 204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말라가시 루터교회의 전반적인 계획(자신의 달란트를 이용

하라)을 알아본다. 이 교회는 지역 교회 회중을 일차적인 개발 실행자로 간주하고, 그들의
달란트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에 평화와 정의를 심는 역할을 한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WS213)
주최 I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주민 에큐메니칼위원회
장소 I 206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우리는 참가자들을 호주 원주민들의 여정에 초대한다. 이 흥미진진한 워

크숍은 원주민들이 하향식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삶의 사
회적, 정치적, 영적 요소들을 포용하는 호주 원주민들의 통전적인 접근방식을 살펴본다.
종교 간 대화: 새로운 에큐메니즘? (WS224)
주최 I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연합(Churches Together in Britain and Ireland)
장소 I 207호실
프로그램 소개 I 갈등하는 세계에는 종교간 대화가 긴급하다. 많은 경우 이런 대화는“문

명의 충돌”
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
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소수파이거나 종교가 아주 다양한 사회
에서 산다. 이 워크숍은 종교 간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탐구한다. 종교다원주
의 상황에서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가시적 일치를 기원하고 추구하
는 그리스도교 에큐메니즘(Ecumenism)보다 우선적인가? 에큐메니칼 운동은 그것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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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는가? 이제 운동의 강조점을 다종교적 상황으로 이동시켜
야 할 때인가? 아니면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이“세상이 믿게 하기 위한”기독교적 일
치라는 소명에 해당하는가?
선교, 이주, 다문화 사역 (WS229)
주최 I 캐나다연합교회/국제 다문화사역 에큐메니칼연합회
장소 I 2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오늘날 사람들은 계속 이동하고 있다. 이주는 국가 내 또는 국가 간에 발

생한다. 사람들은 모든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사람들의 이동은 선교와 지역 교회에 어떤 의
미를 갖는가? 교회는 어떻게 다문화나 이종 문화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이 워크숍에서
는 선교와 복음전도에 관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의 새로운 성명서 <함께 생명
을 향하여>(Together towards Life)를 참고하면서, 교회가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사는 한
방식으로서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상황에서 비롯된 신학적 통찰, 자
원과 도구들을 공유한다.
일본 평화헌법 9조 (WS216)
주최 I 일본교회협의회
장소 I 3번 홀
프로그램 소개 I 일본의 1947년 헌법을“평화헌법”
라고 부르는 이유는 헌법 9조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 9조에는“일본인들은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1항).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이외 다른 전쟁능력을 결코 유지하지 않는다(2
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헌법 9조에 대한 아시아 종교간 회의는 강의, 증언, 기도,
대화, 신앙에 기초한 선언을 통해 일본 재무장을 향한 국내외의 압력에 맞서 9조의 내용
을 지키고, 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워크숍에서는 이 분야의 활동성과를
나눈다.
한국 여성과 정의, 평화, 생명운동 (WS251)
주최 I 정의 . 평화 . 생명을 위한 여성협의회
장소 I 오디토리움

총회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한국 여성들의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을 세계 각국의 교회에

소개한다. 아울러 공유한 미래의 방향과 협력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평화와 정의를 향한 소수종파의 투쟁 (WS261)
주최 I 남아시아교회협의회(South Asia Council of Churches)
장소 I 202호실
프로그램 소개 I 남아시아 지역(파키스탄, 인도,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에 있

는 각국의 교회협의회는 다른 신앙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소수종파의 평
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워크숍은 남아시아지역의 교회협
의회들이 각국에서 소수종파의 투쟁 가운데에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수
행해온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법적인 문서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들: 미국 이민자청년운동 (WS271)
주최 I 미국진보침례교협의회(Progressive National Baptist Convention)
장소 I 마당 회의실 1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이민자 청년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권운동이 미국에서 어

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2백만 명 이상의 이민자 학생과 청소년들
이 공식적인 신원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은 어릴 때 미국으로 보내졌고,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투표권, 여행, 노동 허가를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들은 끊임없이 강제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민자 청년운동은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시민불복종 운동, 단식투쟁, 미국 상원에서의 농
성을 벌였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이웃 종교와의 공존 (WS253)
주최 I 한국종교인평화회
장소 I 208호실
프로그램 소개 I 이 워크숍은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의 개신교가 설립되어 온 과정을 살펴

본다. 또한 개신교가 한국의 전통종교와 협력하고 공존해온 과정을 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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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전시회 부스 배치도

총회 프로그램

마당 전시회 목록 안내
부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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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단체/기관

제목

EX172

WCC Registration

Registration-information desk

EX160

Ecumenical Disabilities Advocacy
Network

Ecumenical Disabilities Advocacy
Network Space

EX104

Art for Climate Justice

Art for Climate Justice

EX177

WCC Exhibit, Bookstore and Cafe

WCC 전시장, 서점, 카페

EX176

Radio Station

Radio Station

EX110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World Association for Christian
Communication

EX175

Storage

EX118

Media Pro (media department of
the Swiss Protestant Church)

Medias-pro

EX178

WCC Press Centre

프레스센터

EX179

WCC TV Studio

TV Studio

EX151

ACT Alliance

ACT Alliance

EX127

DanChurchAid

EX196

DanChurchAid

EX169

Art Mural

EX195

World Council of Churches - art
installation

EX170

Children’s space

EX171

Performance Stage

EX190

Global Network of Religions for
Children

Global Network of Religions for
Children

EX142

Dong Myeun Church

Dong Myeun Church

EX11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

EX158

Women in Church and Society

우물가 UMULGA-SHe-Space for
gend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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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Detection Carpet

EX187

Peace Train Committee

평화열차

EX132

Ecumenical Pharmaceutical
Network

Ecumenical Pharmaceutical
Network

EX119

Churches’Network for
Non-violence

Churches’Network for
Non-violence

EX114

Globethics.net

Globethics.net

EX11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Minister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Ministers

EX152

World YWCA

World YWCA

EX143

Anglican Church in Korea

흙, 꽃, 나무…그리고 사람을
지어내시다

EX150

Art Recycled

쓰레기의 부활

EX183

China Christian Council

China Christian Council

EX123

Ecumenical Water Network

Ecumenical Water Network
- The Blue Pavilion

Ecumenical Water Network

Ecumenical Water Network
- Oasis

EX109

Atelier Kochana

Atelier Kochana

EX131

Ecumenical Womens Group

EX182

Madang Meeting Room 1

Madang Meeting Room 1

EX181

Madang Meeting Room 2

Madang Meeting Room 2

EX168

Labyrinth

EX162

Inter 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Inn-SPIRE (Space for interreligious encounter)

EX144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세계와
신학을 논하다

EX185

Urban Industrial Mission-COREA

산업선교에 있어서 민중교회 운동과
WCC의 하나됨

EX137

Baekseok University

생명환경을 위한 백석

EX153

European Forum
of LGBT Christian Groups

European Forum
of LGBT Christian Groups

EX163

총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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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56

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EX186

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

National Coalition of Christian
Organizations in Palestine

EX157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EX149

National Organisation of the Korean
Presbyterian Women

한국 장로교 여성들의 열정

EX184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한국정교회 성물전시

EX141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Peace
Community Movement

평화 공동체 운동 (기장총회)

EX155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LWF Center Wittenberg

Lutheran World Federation
and the LWF Center Wittenberg

EX120

Gangjeong Village Association

Gangjeong Village Association

EX191

Global Christian Forum

Global Christian Forum

EX189

Reformed Church Bern-JuraSolothurn / Switzerland

Reformed Church Bern-Jura-Solothurn / Switzerland

EX194

Church of Cyprus

Church of Cyprus

EX147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by Japan for Military Sexual
Slavery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115

Ecumenical Advocacy Alliance

Ecumenical Advocacy Alliance

EX124

Centre for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In Theology and Ministry of
Jakarta Theological Seminary

Centre for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in Theology and Ministry
of Jakarta Theological Seminary

EX154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 (EMW)

Evangelisches Missionswerk in
Deutschland (EMW)

EX136

Korea Church Environment
Movement Solidarity

녹색교회와 살림 운동

EX140

Korean Christian Network for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생명과 탈핵

EX128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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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39

1923 Kanto Korea-Japan Citizens’
Association in Japan and Korea

“Never again Genocide” 간토
코리안제노사이드 사진자료전

EX146

Korean Conference of Religions
for Peac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EX148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re of Korea/
Asan Migrant Workers Centre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민 인권

EX117

Christian Peacemaker Teams

Christian Peacemaker Teams

EX135

Alliance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sations in Korea

Alliance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sations in Korea

EX134

Ecumenical Training Centr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에큐메니칼 신학생 교육훈련,
선교적 지역교회에서 길을 찾다

EX133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Organisation

사진으로 보는 기독교 사회선교
역사

EX125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and Habitat for
Humanity South Korea

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

EX121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Youth Ministry Committee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Youth Ministry Committee

EX129

UNHCR - The UN Refugee Agency

EX122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me in Palestine and
Israel

EX159

Youth in the Ecumenical Movement

청년빈곤 텐트촌

EX126

Ecumenical Studies Centre

Centro de Estudios Ecumenicos,
A.C.

EX161

Solidarity with Indigenous Peoples

Indigenous Peoples Space

EX145

Saekdong Methodist Church

세계의 십자가 전

EX193

Handwritten Scripture

성경쓰기

EX167

Solidarity with Dalits
for Justice and Dignity

Solidarity with Dalits
for Justice and Dignity

EX103

Association of Interchurch Families

Association of Interchurch Families

총회 프로그램

EX106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EX107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Methodist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Japan

Churches Responding to
Disasters: Japan and Aotearoa
New Zealand

EX180

Busan Pavilion

부산관광안내

EX196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한국관광공사

Kore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한국준비위원회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소망교도소 / 에디오피아 명성
기독교메디컬센타

Busan Host Committee

부산준비위원회

EX173

EX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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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부대행사 (Side-Events)
부대행사

일자 / 시간

기독여성살림문화원
“설장구와 살림신학”

10월 31일(목) 12:30 ~ 13:00
15:45 ~ 16:15

한국YWCA연합회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K-POP 공연”

11월 4일 (월) 12:30 ~ 13:00

백석대학교
“Life in Jesus - Reformed Life Theology”

11월 6일 (수) 15:45 ~ 16:15

총회 프로그램

4)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WCC 제10차 총회 프로그램
2013년 11월 2~ 3일, 토요일과 주일
총회의 첫 3일 동안 진행된 회무를 마친 후에, 해외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순례의 일환으
로 제공되는 총 18개의 주말 프로그램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참여한다. 따라서 주말동안
(11월 2~3일)에는 벡스코에서 공식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참가자들은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11월 2일 토요일에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 및 생존 투쟁의 현장
을 찾아가는 공개 방문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11월 3일 주일에는 지역교회 회중들과 함
께 예배를 드린다. 본 주말 프로그램은 서울, 부산, 제주도 및 광주 등 한국의 여러 지역
에서 진행된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이다. 참가자
들은 북한과 남한 간의 군사적 완충지역인 비무장 지대 근처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 공원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한국인들에게 상존하는 분단의 고통과 아울러 평화에 대한 열망을 보
게 될 것이다. 토요일의 일정은 한국 문화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다음 날인 주일에는 지역
교회 회중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 방문 프로그램은 1박2일의 행사이므
로, 참가자들은 부산에서 호텔별로 집결한 후에 버스와 열차를 이용하여 서울에 도착한다.
이 주말 행사 일정에는 야외에서의 도보활동(걷기)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에서 진행되는 14개 프로그램은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환경, 다문화
현장 및 교회들을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부산 프로그램에는 총회의 주제와 관련된
종교간 대화의 일환으로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시와 유서 깊은 유교문화의
중심지인 안동시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
로그램은 일일 답사 프로그램이므로, 참가자들은 토요일 아침 기도회 직후에 벡스코를 출
발하였다가 하루 일정을 마치고 각자 호텔로 복귀한다. 프로그램 중에는 야외에서의 도보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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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경관을 자
랑하는 지역이자 피난과 봉기의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여
러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사적지들을 방문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은
투쟁에 대한 체험담을 듣는다. 제주도 프로그램은 1박2일의 행사이므로, 참가자들은 부산
에서 호텔별로 집결한 후에 항공기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간다. 이 주말 행사 일정 중에는
야외에서의 도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의 민주화 투쟁의 현장을 방문하여 그 신학적 의
미를 되새기는 답사 프로그램이다. 광주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생명살림 농업
과 대안적인 공동체 생활을 소개한다. 광주 프로그램은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GETI) 참
가자들을 위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1박2일의 행사이므로 참가자들은 한화리조트에 집
결한 후에 버스를 이용하여 광주로 간다.
방문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 11월 2일 토요일
서울
01 서울: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
부산 및 인근 지역
02 부산: 해양문화 - 부산지역의 해양문화 순례
03 부산: 민주화 역사 - 부산지역의 민주화 역사 순례
04 부산: 평화 - 부산지역의 평화 순례
05 부산: 정의와 생존권 투쟁 - 부산의 소외지역 순례
06 부산: 생태환경 - 경남지역의 환경순례
07 부산: 다종교 - 부산지역의 다종교 순례
08 부산: 핵관련 쟁점들 - 부산지역 핵관련 순례
09 부산: 다문화 - 김해지역 다문화 순례
10 부산: 경제발전 - 거제지역 경제발전과 정의 순례
11 부산: 산업과 생태환경 - 울산지역 생태환경과 산업단지 순례
12 부산: 경주의 불교문화 - 경주지역 불교문화 순례

총회 프로그램

13 부산: 안동의 유교문화 - 안동지역 유교문화 순례
14 부산: 여성, 인권, 해방 - 부산지역 여성운동 순례
15 부산: 소외 지역 선교 - 경남지역 선교유적 순례
제주도
16 제주도: 역사와 환경 - 제주도 역사의 증언과 자연환경 순례
광주 및 인근 지역
17 광주: 정의와 민주화 - 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 순례
18 광주: 대안적 문화 - 장성의 자연 생태 농업 순례
지역교회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 11월 3일, 주일
모든 해외 참가자들은 토요일에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지 간에, 주일에는 한국 교회 회중
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한국의 곳곳에는 감리교회, 개혁교회, 루터교회, 성결교
회, 성공회, 순복음(오순절) 교회, 장로교회, 정교회, 침례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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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1) 사전대회
사전대회는 총회 일정(10월 30일~11월 8일) 직전(10월 28~29)에 진행되는 대회로
여성·청년·장애인·원주민 각각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 중, 한국 참가자가
참여하며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여성·청년·장애인 사전대회로 한국의 관련 의제들과
참가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계획이다.
각 사전대회별 참석인원의 규모와 한국 참가자들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여성: 500명; 한국 200명
청년: 350명; 한국 80명
장애인: 75명; 한국 15명

각 사전대회의 특이할 만한 점을 꼽는대면,
청년은“화해”를 주제로 한 한국 담당 세션이 진행이 되는 한편 청년 빈곤의 문제를 청년
공간(Youth Space)에서 다루게 되며 한국 고유의 비빔밥을 함께 나누는 공동식사“아가
페”
가 진행될 계획이다,
여성은 WCC 여성위원회 출발 60주년을 기념하며 동시에 NCCK의 양성평등위원회 30주
년이라는 뜻 깊은 계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일부 시간에는 남성 참가자를 초청하여 정의로
운 남녀평등 공동체를 다루는 의제를 나눌 예정이다.
장애인 사전대회에서는 한국 측 참가자들이 국내 장애인 운동의 실태와 장애인 신학을 총
회 주제와 관련하여 소개하며 세계 장애인 운동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2) 세계에큐메니칼 신학원(GETI, Global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
세계에큐메니칼 신학원은 전 세계의 55개국에서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세계 에큐
메니칼 운동의 흐름과 현 주소,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진행되는 여러 논의와 의제 토론을
놓고 교육과 토론이 진행되는 WCC의 에큐메니칼 신학훈련국의 프로그램이다. 전세계의
저명한 신학자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에 조예가 깊고 전문성을 갖춘 지도교수 23명이
기타

160여 명의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며 이들 중 22명은 한국의 각 신학교육기관과 목회 현
장에서 선발된 학생들이다.
GETI의 진행일정은 10월 24일~29일까지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아카데미 하우스
호텔에서 진행하며, 10월 30일~11월 8일까지는 BEXCO와 해운대 한화 리조트에서 진
행 될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총회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교재와 WCC의
주요 문서 등이 있다.

3) 한국에큐메니칼 신학원(Korean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 KETI)
한국에큐메니칼 신학원(Korean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 KETI)은 세계교
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시 열리게 되는 신학교육 과정으로 세계에큐메니칼 신학원
(GETI)과 동시에(2013년 10월 30일~11월 8일: 주말 제외) 진행된다.
KETI 참여 학생 수는 160명이며 지도교수 20명을 모시고 각 8명씩의 소그룹으로 나눠 현
장학습(BEXCO) 및 소그룹 세미나(BEXCO/부산장신대/김해청소년수련원)로 진행된다.
KETI의 참여하는 학생은 아래 학교들의 신학생을 모집하였다.
가톨릭대학교/감리교신학대학교/계명대학교/구세군사관학교/대전장신대학교/루터대학교/목원대학
교/백석대학교/복음교회신학교육원/부산신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서울여자대학/서울장신대학교/성
공회대학교/숭실대학교/연세대학교/영남신학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장로회신학대학교/전주대학교/
정교회(한국정교회대교구청)/침례교신학대학교/한남대학교/한세대학교/한신대학교/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

기 간: 2013년 10월 30일(수) ~11월 8일(금)
- 2013년 10월 30일(수)~11월 1일(금): KETI 진행
- 2013년 11월 2일(토)~11월 3일(주일): 각자 교회 봉사/사역
●

총회기간 중 주말 (11월 2~3일)에는“주말행사”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BEXCO에서는

공식 행사·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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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KETI 참가자들이 교회에 각각 봉사/사역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말에는 공

식 KETI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다.
- 2013년 11월 4일(월)~11월 8일(금): KETI 진행
KETI 주요 교육 내용/진행
KETI는 현장학습(BEXCO-총회 장소)과 자체 세미나와 조별 세미나로 진행된다.

4) 지역별 그리고 교파별 모임(Regional and Confessional Meetings)
10월 31일 참가자들은 지역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이 행사는 지역별 에큐메니
칼 기구들(REOs)과 함께 주관될 것이다. 이 모임은 같은 지역의 대의원들과 다른 참가자
들 간에 친교를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지역에큐메니칼 기구들은 부산 총회
이전에 중요한 총회들을 주최하여, 생명, 정의, 평화, 존엄성, 제자도 그리고 일치와 같은
유사한 주제들을 다룬바 있다. 다른 예비 모임들이 아시아, 카리브해 지역, 중동 그리고 북
미에서 열렸다. 부산에서의 지역별 모임은 이 성찰들을 이어갈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대
의원들은 또한 WCC의 미래 중앙위원회에 특별히 그 회장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선물로 제
공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11월 1일과 7일 참가자들은 교파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이는 교파별세계연합
체(CWCs)와 회원교회들에 의해 주관될 것이다. 이 모임은 동일교파의 참가자들이 친교와
기도로 함께 할 기회이다. 첫 모임은 다른 교회전통들이 하나의 교회일치운동에 제공할 은
사(선물)를 토론하고 확증할 기회이다. 두 번째 모임은 총회의 결과들을 성찰하고 그리고
총회 이후에 교회 생활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계를 계속해 나아갈 때 각 고백 전통의
헌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타

WCC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조직표

Kore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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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 제10차 총회 부산준비위원회 조직표

Bus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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