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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FOR TODAY
“Ahab said to Elijah, ‘Have you
found me, O my enemy?’ He
answered, ‘I have found you.
Because you have sold yourself
to do what i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I will bring disaster on
you; I will consume you, and will
cut off from Ahab every male,
bond or free, in Israel … because
you have provoked me to anger,
and have caused Israel to sin.”
- 1 Kings 21:20-22

In the 5 November edition
of madang, we inadvertently stated the decade in which
Archbishop William Temple
played a key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WCC. Temple
was instrumental in WCC’s
creation in the 1940s.
We regret this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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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Challenges, Spirit of Unity Thrives
“Unity of the Church, the unity
of the human community and
the unity of the whole creation
belong together,” reads a Unity Statement presented 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ssembly on Tuesday.
The statement emphasizes that
diversity of creation is a gift
from God, who wants us to live
together in unity and peace.
“Our unity as brothers and sisters of Christ is inextricably
tied up in the unity God desires
for creation,” said Dame Mary
Tanner, current WCC president
from Europe.
“Our unity is not of our own
making,” she said, adding that
it is grounded in the commun-

ion of love that flows through
the Holy Trinity.
The WCC believes in a common faith, one baptism, one
communion and one mission of
witnessing to the gospel of salvation, Tanner said.
But unity doesn’t mean uniformity; rather, the visible unity
the WCC seeks is born of a rich
diversity in which the gospel
flourishes, she said.
The Unity Statement describes
a world caught in the “tension
between the profoundest hope
and the deepest despair,” and
although the WCC has come
a long way on its ecumenical
journey, there is still far to go,
speakers agreed.

“It is a scandal and a wound that
we do not eat and drink around
the one table of the Lord,” Tanner said as assembly participants applauded.
The WCC also faces challenges from within, including some
from constituencies who speak
out against the ecumenical
movement for fear of losing
their traditions, said H.E. Metropolitan Nifon, professor for
Missiology and Ecumenism at
the Orthodox Theological Faculty of Targoviste. Nifon is also
Patriarchal Exarch for external
and ecumenical relationships of
the Patriarchate of the Romanian Orthodox Church.
“How can we ignore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actively

seeking unity?” he said.
The Rev. Dr Neville Callam,
general secretary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echoed this
sentiment, saying that we persist in holding on to peculiarities and don’t seek signs of the
one Christ in other churches.
Other obstacles to unity include
conflicts on moral issues, weak
promotion of unity among
young adults and racism — including that within the church,
Callam said.
“The challenges may be great,
but the opportunities are immense,” he said.
by Bethany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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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 Human

Rights Issue

FACES IN THE CROWD

“There’s Always Hope”

Climate change is a human rights issue, participants heard
during an ACTtalks event in Madang Hall yesterday.
As part of a programme of 15-minute interactive talks, sponsored by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partner ACT Alliance, throughout the assembly, ACT members shared news
about their advocacy work related to climate change.
Representing the United Evangelical Mission, the Rev. Dr
Jochen Motte said: “Climate change directly affects people’s
human rights: food, health and housing, for example.
“From the church’s perspective, this discussion takes place in
a reality where the human rights of millions of people are violated du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ophia Wirsching of Bread for the World said: “The vulnerable groups are the ones that first benefit if a human rights approach to climate change is taken because it is affecting those
that are already marginalised.”
Isaiah Kipyegon Toroitich of ACT added climate change is
also an economic, political, ethical and spiritual issue.
Speaking ahead of this month’s Warsaw Climate Change Conference, Motte also encouraged the WCC to give more emphasis to climate change and equal justice in the coming years.
by Chine Mbubaegbu
There are some countries in the
world where the concepts of
justice and peace seem like faroff but long hoped-for dreams.
For the Rev. Gloria Nohemy
Ulloa Alvarado, peace can reign
in conflict-ridden Colombia – her
native country – if the church
works strategically with local and
national authorities.

work for peace.

More than 220,000 people have
been killed in Colombia since the
armed conflict began between the
government and guerrilla forces
such as the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The churches have to be together
to bring about peace. But it’s very
difficult,” she said. “Part of the
biggest challenge is that we have
to start agreeing among ourselves
– Catholics, Protestants and
evangelicals – about how we are
going to construct a non-violent
society.”

Danger is a constant reality for
many Colombians;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1996 and 2005,
someone was kidnapped every
eight hours on average.
“The government does not call
it a civil war, but it is,” said
Alvarado. “Women and children
are suffering a lot, as are farmers
and indigenous people.”
Given this context, Alvarado
expressed gratitude that, as
newly elected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president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he can now speak from a position
of authority in bringing together
the church in her homel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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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arado, 54, is also pleased to be
on the WCC’s Central Committee
and is passionate about listening
to churches from across the
region, promoting ecumenism
and interpreting the work of the
WCC in different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ontexts.

The issues involved in resolving
the conflict are many and
complex. In trying to bring about
economic, social and gender
justice, Alvarado is convinced
churches must work not only with
politicians and the military, but
also with other religious groups
such as Muslims and Buddhists
who are also advocating for peace.
She realizes she will need to work
hard to get her voice heard as a
female leader: “It is difficult as a
woman. When I was ordained in
1992, I became one of the first
women to do so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Colombia, where male
leadership is dominant. But it’s
wonderful to have support from a
lot of people.”
Alvarado has a heart for those
women who have been displaced
or have beco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during the conflict and
she has been working tirelessly on
these issues within her church and
the city of Barranquilla, where she
lives. “I’m also passionate about
children because by changing the
minds of children we can achieve
a lot,” she said.
“Although the situation is
complex and we may not see the
solution now, we have to keep
working so that one day we will
see it. There’s always hope. We
cannot lose hope.”
by Chine Mbubaegbu

Peace Builders Lift Up
Violence Prevention

Departure Information
Departure by Plane:

There will be shuttles to the
airport from the hotels on 9 and 10
November. You will find a departure
schedule at your hotel. Because of
traffic and international check-in,
you should plan to leave the hotel
four hours before your departure
time.
If you are leaving before 9 November
or after 10 November, ask your hotel
for information about the Airport
Limousine Bus and make your own
arrangements.
Visit Raptim Travel at the
information desk in Madang Hall if
you would like to double check your
return flight.

Departure by Train:

If you leave by train, please take a
taxi to the train station. You should
leave for the station 1.5 hours before
your train departs.

Program Additions/Changes
Today’s 15-minute ACTtalks from
the ACT Alliance:
12:00 ACT’s Advocacy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Response.
16:30 The Role of WCC and ACT in
the Work of Bread for the World.

Violence prevention often fails,
so some argue that we must be
prepared to act, said the Rev. Dr
Konrad Raiser, former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But the WCC has focused on
lifting up prevention as a genuine and logical approach, he
said.
He compared this approach to
the medical profession, where
prevention means a strengthening of the body so that it can
resist disease. Prevention of violence requires similar strengthening of a society from within.

ple are still starving and dying
from hunger. Poverty leads to
violence, Brahms said.

inevitable because of structures
in society encourage it, there
could be an alternative.

Violent conflict cannot be overcome by outside intervention,
and lasting peace must come
from within, he said.

We must also reduce the export
of weapons — disarmament in
countries fighting civil wars is
of no use if weapons will just
come back, he said.

Because the church was part of
the problem in the post-election
violence, she concluded there is
hope if the church is educated
in peace building and the theology that surrounds it.

Bishop Renke Brahms, representative for Peace Issues of
the Council of the Evangelical
Church in Germany, outlined
a few causes of violence that
must be addressed.

Dr Agnes Aboum, elected to the
WCC’s Executive Committee
at the 9th assembly in 2006,
spoke about her peace building
work in Kenya after the 2007
elections led to violence.

Although world hunger has
decreased, far too many peo-

She learned that, while the violence after the election seemed

“Prevention does not remove
vulnerability,” Raiser said.
“Preparation is in fact geared
toward accepting vulnerability.”

by Bethany Daily

Location: ACT Alliance area, Madang
Hall

Rescheduled/Moved
17:45-18:00 (previously 12:30-13:00)
WCC Assembly Stewards Group |
Performance Stage.
12:15-14:00 (Thursday)
The meeting of delegates of Uniting and
United Churches for Strategic Planning
“The Courage to Be One” Convention
Hall, Room 104.

Added

12:30 Service of the Lord’s Supper.
As they have done in previous
assemblies, the Disciples of Christ
and the Reformed Communions will
celebrate a service of the Lord’s Supper
immediately following the morning
plenary in the Worship Hall.
They are extending an invitation to
everyone who wants to join.

WCC IN HISTORY

The Cost of Justice
Dietrich Bonhoeffer warned that God’s grace may be free, but it doesn’t come cheap.
Neither is justice without a price, nor truth without offense.
As a youth secretary for the Ecumenical Council for Life and Work, Bonhoeffer saw
the ecumenical movement recognize the Confessing Synod of dissenting Protestants, despite opposition from the influential, so-called “German Christians” of the
Third Reich.
In 1935, Bonhoeffer wrote: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Confessing Church
have made an encounter. The ecumenical movement has stood sponsor at the coming-to-be of the Confessing Church, in prayer for her and in commitment toward her.
“That is a fact, even if it is an extremely remarkable fact, which is most offensive
to many people.”
by Theodore Gill

12:30-13:00 Uyayi ng Kapayapaan:
An Ode to Peace | Performance Stage.
14:00, 16:00 and 18:00 The World
Hibakusha Exhibition will unveil a
special photo depicting radioactive
contamination today at the Madang
Hall, Aotearoa New Zealand and
Japan Booth.
18:00 Archbishop of Cape Town
Thabo Makgoba will introduce Father
Michael Lapsley at the in Madang
Hall stage. Lapsley will then share his
dramatic personal story about healing
from violence.
18:15-19:00 Celebrating the Harvest of
Renewable Energy | Booth 3.

Note to Exhibitors:
Upon dismantling your exhibit
booth and displays at the end of the
assembly, please take any unwanted
materials to Booth 29 “Art Recycled”.
They will creat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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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alt och globalt fredsarbete

är vägen framåt

Photo by: Mikael Stiernberg
I samband med Kyrkornas Världsråds generalförsamling delar den
svenska delegationen ut en fredskarta till alla deltagare. Överlämnandet
skedde vid en ceremoni på Madang
igår. Madang ställer några frågor till
en av initiativtagarna; Björn Cedersjö, direktor Ekumenisk diakoni/
kyrka-samhälle, Sveriges kristna råd
Varför har Sveriges Kristna Råd
tagit fram fredskartan? Vad innehåller kartan?
Redan vid Kyrkornas Världsråds
förra generalförsamling i Harare delades en fredskarta ut av svenskarna. Den blev mycket uppskattad.

Vi ville ge en gåva på samma sätt
även denna gång. Kartan består av
en framsida med en världskarta med
“fredshärdar”. På baksidan finns dels
en samling med citat om fred som
formulerats i olika möten inom den
ekumeniska rörelsen sedan 1925,
dels ett brev från ledarna för Sveriges
kristna råd och de båda kyrkor som
är medlemmar i Kyrkornas Världsråd; Svenska kyrkan och Equmeniakyrkan.
Vad vill Sveriges Kristna Råd
uppnå med kartan?
Vi vill uppmuntra att fredsarbete
pågår och motivera oss själva och

andra för att fortsätta arbetet för Rättfärdig fred. Vi vill att världens länder
ska satsa mer på civila insatser för
konfliktlösning och mindre på militära.
På vilket sätt vill Sveriges Kristna
Råd ta ett ökat ansvar för fredsarbetet?
Sveriges Kristna Råds uppgift är
främst att vara en mötesplats för
samtal om de insatser som våra
medlemskyrkor vill göra samt
samordna dessa insatser om kyrkorna vill det. Vi har också kyrkornas
uppdrag att arbeta med Kyrkornas
globala vecka, ekumeniska följe-

slagarprogrammet och annat rättvisearbete. Vi arbetar också med att
fördjupa den ekumeniska teologin
bakom fredsarbete.

For more information:
www.skr.org/map
by Marianne Ejdersten

Vilka är de största utmaningarna i
fredsarbetet?
Att inse att långsiktigt hållbar fred
förutsätter rättvisa och därmed arbeta för rättvis handel och ekonomisk rättvisa i världen. Att hålla ihop fredsarbetet globalt och
lokalt. Att minska antalet vapen i
världen. Att konstruktivt och medvetet lösa många mindre frågor på
vägen till den stora freden, avslutar Björn.

SPIRITUAL LIFE

Focolare Movement: ‘All May Be One’

Focolare delegates are bringing a sense of universal spirituality to the assembly, an ideal they say expands upon the WCC’s work toward Christian unity. Joan Patricia
Back and Peter Dettwiler come from different faith traditions, yet both identify with the Focolare movement, the name of which comes from the Italian word for “hearth”
or “family fireside.”
Founded in 1943 in northern Italy, Focolare is also called “Work of Mary.” Although it has strong links to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movement has spread throughout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ular groups and now operates in 182 nations with more than 100,000 followers.
Back is co-director of the Focolare Movement’s international secretariat in Rome. Dettwiler is an ecumenical officer for the Protestant Reformed Church of the Canton of
Zurich. In Back’s eyes, Focolare followers and WCC members are fully committed to working for Christian unity, and both are engaged in inter-religious dialogue. “We
experience that in meeting and collaborating with Muslims, Buddhists and members of other religions,” she said.
The Focolare Movement has an emphasis on unity between Christians, Buddhists, Hindus and other faith traditions, said Dettwiler. “The Focolare Movement is not a
church or an ecumenical church-based organization, but a movement that tries to serve the unity among Christians of different denominations and even people of different
faiths,” he said.
Now at the “Centre Uno” – the name of the Focolare international secretariat in Rome – Back helps provide ecumenical formation at various levels for Focolare members
and also organizes “ecumenical weeks” during which Christians can live and share their Gospel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Focolare’s spirituality of unity. In Switzerland,
Dettwiler strives to offer the same spirit of sharing and living as one. “I invite my church and its 180 parishes to keep the ‘window’ open to the world -- to Christians of
sister churches, to immigrants in our neighbourhood and to our mission and relief agencies,” he said.
by Sus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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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Church Leader:
‘We Are the Margins’
“They are dictating their
interpretation of their faith in
a manner that is not helpful
for Pakistan and to them or to
the image building of Islam in
itself,” he said.
“The Taliban today are in a
struggle for power. They want
power, they want control.
They want to rule Pakistan and
Afghanistan. In their struggle
for power, the only option they
are finding is to attack innocent
people.
“Now they have started coming
at a religious level. This
happe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Pakistan. Yes, we had attacks
in our churches and institutions
but never have so many people
died in one attack, as happened
in Peshawar attack.”

“In Pakistan, we Christians are
the margins,” said the Rt. Rev.
Samuel Azariah, Moderator of
the Church of Pakistan as he
reflected on the pressures the
Christian community in Pakistan
is facing.
Speaking at the Space for
Inter-Religious Encounter (InnSPIRE), Azariah spoke about
the recent attack on All Saints
Church in Peshawar City where
more than 80 people were killed
and 100 injured.
In this context, h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t role
of interreligious dialogue for
peacebuilding.
“In the origin of the independence
of Pakistan, the dream was to
have a land where there would
be a Muslim population but not
a religious state,” Azariah said.
“Muslims and Christians have
lived together from historical

times.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a new phenomenon. At
times they have lived in conflict
and in peace; at times they have
opposed each other and trusted
each other.”
Between 95 and 98 percent of the
population in Pakistan practices
Islam. Dr. Ali Mohammad
Helmi of the Islamic Culture and
Relations Organization – Center
for Interreligious Dialogue in
Iran, expressed solidarity with
Pakistan, saying that he and
his colleagues stand ready to
cooperate in the dialogues. “A
serious action should be taken at
the highest levels. We are ready
to cooperate should there be any
dialogue between the Muslims
and Christians.”
Pakistan has become a victim
of a small group of people
who have taken on the cloak
of religious extremism, said
Azariah.

“Image from the Floor”
Chinese artist He Qi
signs autographs at
the WCC Bookstore
in Madang Hall.
His vibrantly-colored paintings depict
Jesus’ message of
peace.

Azariah said that interreligious
conversation has been practiced
in the last 10 years but has not
yet resulted in concrete action: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in
the conference room, but what
is the action or implementation
of interfaith dialogues?” He also
added that dialogue in Pakistan
must be taken differently: “We
have to look at the commonality
based on human rights. That has
to be the next step of dialogue.”

More Than Just Being
Stewards…
Amid busy daily schedules, three WCC 10th Assembly stewards paused to share their thoughts, stories and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hopes from their unique perspective.
“The assembly is fun and awesome,” said Jay Roy Tipayan,
a youth steward from the Philippines. “But more than just the
fun thing, the young people should also realize that we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hurch’s work for peace and justice.”
Tipayan, who leads an ecumenical youth movement in the
Philippines called Kalipunan ng Kristyanong Kabataan sa
Pilipinas, also said that the “youth should fulfill their prophetic
role in journeying with the people, especially those in the margins.” He said that this is what he looks forward to when he
gets back home.
Brenda Foleni, 19, from the 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
of American Samoa, shared that her presence in the assembly
is her greatest offering. “I have learned about teamwork, respect and fun,” she said. Foleni also shared her message for
the church: “Many young people are drifting away from the
church. There’s a need for the church to implement programs
that will help engage the young people. We are the future so we
have to be involved.”
For Emmanuel Kwame Tettey, a youth leader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of Ghana, being at the assembly offers a unique
opportunity to know more about the ecumenical movement: “I
get to experience the cultural diversity and learn how to work
with different people,” he said. “The church should give the
young people the opportunity to share what’s in them and what
they can do to be able for them to offer their full potentials. I
am looking forward to passing on the learning I have to my
youth group back in Ghana,” said Tettey.
The three are among the 117 stewards who are serving at the
assembly in various capacities from assisting in worship, plenaries, 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and other operations.
by Ismael T. Fisco Jr.

Azariah urged accelerated
advocacy not only for Pakistan
but in Islamic countries in which
Christians are the minority: “You
have to advocate by helping
our
government,
through
governments of the world – not
necessarily the West but even the
Middle East, the governments in
Africa and Asia – to be able to
influence our governments for
the rights of minority.”
by Ismael T. Fisco Jr.

“Ear to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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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NG MOMENTS
Snapshots from Around the Assembly

A Bible study group.

A group from the Pacific sings at the end of morning Bible study.

Metropolitan Nifon of Targoviste of the Romanian Orthodox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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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 Mary Tanner, current WCC president from Europe.

Assembly delegates and others write prayers during the Unity Plenary.

Rev. Dr Naville Callam of the Baptist World Alliance.

Yesterday’s Unity Plenary featured artwork from
Sadao Watanabe and He Qi, photography from
Sean Hawkey and music from Korean musicians
and the Taize community.

Photos in madang by Peter Williams and Joanna Linden-Montes unless otherwise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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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부산총회 참석자
들이 한국교회 새벽예
배를 체험하고 “부흥
의 원동력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지
난 5일 산성교회 새벽예
배 모습.

부르짖는 한국교회
이해할 기회
한국교회 부흥동력
‘새벽예배’ 체험

지난 5일 새벽 5시 30분. 부산 산
성교회(허원구 목사 시무) 새벽기
도회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소리 속
에 낯선 외국어 기도소리가 나지막
이 섞여 새벽 미명을 깨우고 있었다.
WCC 부산준비위원회에서 외국
인 참가자들에게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
행한 이날 프로그램에는 7명의 외
국인들이 참여해 한국교회의 영성
을 직접 경험했다.
나이지리아의 다니엘 오코 목사
는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처럼 새
벽기도의 전통이 있다. 한국처럼 교
회가 많지 않아 성도들이 가족, 혹
은 이웃과 함께 집에서 삼삼오오 모
여 새벽기도회를 갖는다”며 “오늘
새벽예배에 참석하며 나라와 민족
을 초월해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로서 깊은 연대감을 느꼈다”고 소
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인 팔레스타인 출
신의 알조그비 조그비 씨는 “오늘
새벽기도회를 하며 믿음이 강해지
는 것을 느꼈다”며 “한반도와 팔레
스타인의 평화, 그리고 가족들을 위
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같은 교단 출
신 3명의 여성이 참여해 눈길을 끌
었다. 각각 자신을 청년, 여성, 장로
라고 소개한 참가자들은 “새벽기도
가 생소하긴 했지만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
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를 체험하고 싶은 이유
로 참가한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재
미있는 참가 이유를 가진 이도 있
었다. 영국 존번연침례교회 워커 켄

목사는 “런던에서 한인교회와 건물
을 같이 쓰는데 새벽마다 시끄럽게
부르짖는 한국인들의 통성기도가
사실 불편했었다”며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처음으로 새벽기도에 참
석해보니 그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런던에 돌
아가면 새벽기도회에 참석해 한국
인들과 함께 기도해볼 것”이라고 소
감을 밝혔다.
이날 이사야서 59장 1~8절 본문
으로 설교한 허원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십자가를
품은 사람은 옆 형제의 다름을 인
정하고 함께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WCC를 보는 ‘똑바른’렌즈
프리랜서 사진작가 피터 윌리암스

WCC부산총회의 거의 모든 사진은 피터 윌리암스, 그의 손 끝에서 나온다.

8 마당 2013년 11월 6일자

“WCC 10차 총회의 역사적인 현장을 사진
에 담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WCC 커뮤니케이션팀 피터 윌리암스(67,
사진)는 10차 총회가 시작된 이후 매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10여 장의 사진
을 위해 1,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 왔다.
지난 40년 간 120여 개국의 전쟁과 기근,
내전과 재해 현장을 누벼 온 그에게 사진은
“우리 주변을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다
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이다.
그는 1967년 덴마크 복음주의 루터교 산
하의 NGO인 ‘DanChurchAid’의 파송을 받
아 나이지리아 내전 현장을 경험한 뒤 UN
난민기구와 적십자 소속 사진작가, TV 다큐
멘터리와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세계
의 현장을 렌즈에 담았고, WCC와 인연을
맺은 1983년 이후부터는 20년 간 제네바 본
부의 사진 라이브러리 개발 및 시청각 커뮤

니케이션을 감독해 왔다.
그의 작품 중 ‘폭력의 뿌리(The Roots of
Violence)’ and ‘문화 충격(Cultural Shock)’
과 같은 영상은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현
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상황에서 살아있는
교회 탐사를 위한 영상과 서적 프로젝트인
‘Keeping the Faith’에 선발되기도 했다.
2년 전 은퇴 이후 그는 현재까지 프리렌
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WCC
10차 총회 현장을 렌즈에 담기 위해 부산에
머물고 있다.
그는 WCC 10차 총회와 관련해 “총회장
소인 벡스코는 세계 유수의 컨벤션 시설과
비교해 매우 잘 돼 있어 일 하는 것이 너무
나 기쁘다”며 “전반적으로 잘 준비된 총회
현장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동명
journalist.shin@gmail.com

“그대들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준비위, 자원봉사자 찾아 ‘격려’

한국준비위원회가 자원봉사자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했다.

WCC 한국준비위원회(KHC) 관
계자들이 5일 WCC 제10차 부산 총
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땀 흘리며 뛰
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찾아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
다.
총회준비대회장 박종화 목사,
WCC 아시아지역 회장 장상 목사,
부산준비위원회 위원장 허원구 목

사, 부대표상임대회장 김종훈 감독,
상임위원회임원회 서기 손인웅 목
사,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KHC 자
원봉사위 민경자 장로, 협동사무총
장 김종생 목사가 벡스코 자원봉사
자 사무실을 방문한 것.
총회준비대회장 박종화 목사(경
동교회)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봉사자뿐만 아니

라 WCC 총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분이 자원봉사자이고 나도 자
원봉사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며 “남을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계교회를 섬
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행복한 교
회”라고 말했다.
이어 감리교 김종훈 감독은 “앞
으로 한국교회가 100년 안에 WCC

총회를 또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총회를 자원봉사자들과 섬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영광이
다”며 “세계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
신의 큰 발자취를 남긴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감
리교준비위를 대표해자원봉사자를
위한 격려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임성국 limsk@pcworld.com

인터뷰

“WCC는 복음적이며 감동적”
극렬 WCC 반대주의자의 경험과 회심
“한국교회 안에서 촉발된 WCC 관련 갈
등과 분열의 원인은 정확한 정보전달의 부
재에 있어요. WCC는 절대 획일적인 기구
가 아니에요. 다양하고 자유로운 주제를 내
놓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교단은 돌출
발언을 하는 WCC 참가자의 발표 내용을
갖고 마치 WCC 전체의 의사인양 매도했어
요.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박승학(대전 예수생명교회) 목사는 지
난 10개월간 WCC 제10차 부산총회의 개
최를 적극 반대했던 인터넷 논객이다. 그는
‘WCC 대처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이라
는 제목으로 한 인터넷 신문에 6차례 기고

하고 1,000여 명의 지인에게 자신의 글을
보낼 정도로 적극적인 WCC 반대론자였다.
그랬던 그가 지난달 30일부터 총회 공식
일정에 참석하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
박 목사는 “반대집회에 꾸준히 참석하
는 동시에 부산총회 공식 행사와 마당 등
을 돌아봤다”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세
계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공론
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
서 WCC 총회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
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WCC 내 복음적 요소를 다수
발견했다고 말했다. “개막예배 설교를 유

심히 들었는데, 설교 내용에 거부감이 없
었을 뿐 아니라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엠
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에 대한 설교였는데 이보다 더 복음적
인 설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
리스도’라는 김삼환 한국준비위원회 대표
대회장의 강력한 메시지도 종교혼합주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보수교단과 WCC에 몇 가지
부탁을 했다. 박 목사는 “WCC는 동성애를
총회 현장에서 채택한 적이 없다”면서 “반
대운동을 하더라도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
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뒤 반대해도 늦

박승학 목사
지 않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WCC도 복음주의 진영의 요청에 따
라 이번 총회에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
도’라는 내용의 선언문과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확인하는 선언문’ 등을 공식 채택
한다면 모든 반대 논리를 종식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상현 100sh@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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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마당 워크숍으
로 열린 ‘생명을 향상하
는 문화를 위한 대안적
신학교육’에는 많은 에큐
메니칼 신학자들이 참석
해 대안 신학교육 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마당워크숍
‘한국오이코스신학운동’스케치

오이코스 신학,
생명문화의 대안

‘생명을 향상하는 문화를 위한 대
안적 신학교육’을 주제로 5일 오후
한국 오이코스 신학운동이 연 마당
워크숍에 모인 100여 명의 참석자
들은 정해진 90분의 시간을 넘기면
서까지 오이코스 신학운동을 통한
대안 신학교육에 큰 관심을 나타냈
다. 이날 워크숍에는 WCC 남미-카
리브 지역 직전회장 오펠리아 오르
테가 미리암 목사와 WCC 전 총무
사무엘 코비야 목사， CWM 콜린
코완 총무도 참석해 오이코스 신학
운동이 걸어온 여정에 박수를 보냈
다.
이날 발표한 신재식 교수(호남신
대)는 지난 4년 동안의 시간은 오
이코스 신학운동이 열매를 맺는 과
정이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내
가 받았던 신학교육은 지역교회에
서 사역할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집
중했었지만 오이코스 여름학교를
통해서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는 경

험을 했다”면서, “여름학교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관계망을 통해 서로
생명과 정의, 평화의 개념을 체험을
통해 배웠다”고 소개했다.
오이코스 신학운동은 아프리카
의 우분투(Ubuntu)와 아시아의 상
생(相生) 같은 관계 중심의 개념에
기초한 신학운동으로 기존에 교실
에서 진행되는 신학교육을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교수와 학생이 대화
와 만남을 통해 수업을 하는 방식
으로 진행돼 왔다. 한국 오이코스
신학운동은 2010년부터 전남 장성
한마음자연학교에서 매년 여름학교
를 열고 신학생들을 훈련시켜 왔다.
이날 마당 워크숍에서는 여름학
교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소감을 전
했다. 김영미 씨(영남신대 신대원)
는 “오이코스 여름학교를 통해 신
앙에 균형을 갖게 됐다”면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갖고 생명과 정의, 평
화, 생태정의라는 주제들이 많은 도

전을 줬다”고 말했다.
좌장으로 워크숍을 이끌었던 박
성원 교수(영남신대)는 “세계 에큐
메니칼 운동에 건설적인 방향이 없
는데 바로 오이코스 신학운동이 대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
교실을 벗어난 신학교육을 지향하
는 오이코스 신학운동을 통해 늘
교수와 학생이 대화하고 신학이 삶
의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인도했
던 4년을 돌아보니 무척 보람이 크
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여름
학교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지금
WCC 총회에 스튜어드로도 와있고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했다”면서, “
이뿐 아니라 고리원전에 가서 핵정
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밀양송전탑 건설반대 현장에 가서
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들이 생겼
는데 행동하는 신학도로 성장한 모
습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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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는 WCC와 입장을 같이 한다
신학위원장 슈마허 박사 WCC부산총회에서 기자회견

편집책임 마크 비치 Mark Beach
천영철(KHC)
편집자

박성흠(한국기독공보)

기자

백상현(국민일보)
신동명(기독교타임즈)
장창일(한국기독공보)
표현모(한국기독공보)
임성국(한국기독공보)

디자이너 이경남(한국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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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의 새로운 선교선언이 발표됐던 지난
4일 벡스코 오디토리움. 세계복음주의협의회
(WEA) 신학위원장 토마스 슈마허 박사가 단
에 올라 새로운 선교선언에 대해 축하의 인
사를 전한 뒤 WCC와 WEA의 관계에 대해 “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다하고 대화하는 관
계”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토마스 슈마허 박사와 WEA 임
원들은 또 다시 프레스 센터를 방문해 기자
들을 만난 자리에서 “WEA의 선교 사명선언
을 보면 알겠지만 WEA가 공식적으로 발표
하는 성명의 내용은 WCC와 함께 하고 있다
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양 기관의 관계에 대
해 거듭 설명했다.
실제로 WEA는 2010년 6월 WCC와 로마
교황청 종교간 대화위원회와 함께 스위스 제
네바 WCC 본부에서 다종교세계 속에서 기
독교가 세계선교에 대해 가져야 할 원칙을 담
은 ‘선교선언’(code of conduct)을 발표했다.
바로 이 선교선언에는 개종(Proselytism)전
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
았다. 선교선언을 발표한 WEA와 WCC, 로마
교황청은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의 종교를 바

“한기총 WCC 반대집회 참여
확인되면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꾸는 것이 적절한 반응과 준비를 위한 충분
한 시간이 동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반드
시 개인의 완벽한 자유의지 속에서 진행되어
져야 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 말은 결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 대상자의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서 긴 시간 면밀히 준비
한 끝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선교 대
상자가 가진 종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원치 않는 복음전파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WEA도 참여한 가운데 발표된 이 선교선
언은 이미 WCC가 1997년 발표했던 문서인
‘공동의 증언을 향하여’(Towards common
witness)라는 문서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가톨릭과 정교회를 비롯해 이
미 개신교 신앙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종의 문제가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당시 문서에서는 ‘자기 교회’만 진정한 교회
이고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기독교 신
앙이 있는 이들을 재세례하는 행위를 비롯해
서 기존 교인을 물질과 교육의 기회 등을 제
공하며 유인하는 행위들이 개종의 전형이라
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마스 슈마허 박
사는 “한기총이 WCC를 반대하는 집회를 했
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선
을 그었다. 하지만 슈마허 목사는 기자회견
직후 국내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기총이 반대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
우 (내년 총회와 관련해) 심각한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
데 한기총 측으로부터는 반대집회와 무관하
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미래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할 청년 스튜어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회의 성공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쌓이는 기쁨 넘치는 행복
벡스코 누비는 자원봉사자들
10월30일 부산 총회가
개막한지 닷새째. 지금
까지 의무실을 찾은 환
자는 500여 명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기는 만큼 기쁨이 쌓입니다.
총회를 통해 행복이 넘칩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
게 10cm쯤 성장했음을 느낄 때가
있다.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
회에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봉
사자들과의 첫 만남이 그랬다. 작고
소중한 것들 속에서 새삼스럽게 ‘
큰 사랑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
WCC 총회의 숨은 주역, 자원봉사
자의 사랑 실천은 친절과 감동을 더
한 WCC 총회 성공개최의 일등공신
임에 틀림이 없다.
자원봉사위원회는 부산총회를
섬기기 위해 올해 3월 구성돼 준비
에 착수했다. 7월에는 천안 백석대
학교와 부산장신대학교에서 두 차
례에 걸쳐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총회 기간에는 매일 250
여 명씩, 남은 2일을 더하면 연인원
3000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봉사자는 김해공항과 부산

역, 총회 장소인 벡스코를 중심으
로 호텔과 주말프로그램 등에 배치
됐고, 통역 및 안내, 예배 지원, 응
급관리팀 지원, 커피브레이크 및 식
당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
약 중이다.
특히 봉사단은 기장과 감리교, 예
장통합, 예장백석, 성결교, 침례교
등 초교파 목회자와 신학생, 선교사
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WCC
를 반대하는 예장합동과 예장고신,
순복음 교단의 일부 성도들도 참여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예장합동 소속 교회에 출석
하며 자원봉사에 참여한 김삼선 집
사는 “교단적 배경과 신학적 노선
으로 갈등이 있지만, 기독교의 가
장 큰 행사에 참여해 세계 기독교
인과 교제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
에 참여하게 됐다”며 “서로 배려하
는 동료들의 사랑과 섬김이 한국 사
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길 바란
다”고 밝혔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감기 조심하세요~” “커피 드세요”
한호기독선교회 일신기독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5일 현재, WCC 제10차 부산 총
회의 의무실을 찾은 총회 참석자는
5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호기독교선교회 산하기관인
부산일신기독병원(이사장:인명진)
은 총회 개막과 동시에 ‘벡스코 오
디토리움’ 1층에 WCC 의무실을 마
련하고 총회 참석자를 위한 진료와
조제를 실시했다. 또 구급약과 응급
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 무료
로 공급 중이다.
의무실에는 매일 50여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부산 좌천동 일신기독
병원(병원장:오지섭)과 화명동 일
신기독병원(병원장:김정혜)에서 의
사와 간호사, 각 5명을 파송해 순환
진료 중이다. 환자 중에는 감기 환

자가 대부분이다. 일교차가 크고 건
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환경 적응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이 증
가한 것이 이유다.
진료 현장에 직접 나온 김정혜 병
원장은 “회무처리가 길어지면서 몸
상태 조절이 쉽지 않아, 감기 바이
러스에 쉽게 감염된 것 같다”라며 “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세계 교회에
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총회 회무 중 유일한 휴식
을 위해 하루 6,000잔 분량의 커피
가 참석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주말 프로그램을 제
외한 8일 동안 모두 14회, 4만2,000
잔이 제공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오

전에는 쿠키, 오후에는 빵 등 먹을
거리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허기
를 달랬다.
이같은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산준비위원회 소속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매일 교대 봉사로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CC 한국준비위원회 국내협력
국장 김상만 목사는 “총회 기간 일
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일회
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며 최
대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진행 중
이다”며 “휴식 시간 중 참석자들에
게 제공되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
이 한국교회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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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아합이 엘리야 에게 이르 되 내 대적자 여 네가 나 를 찾 았느냐
대답 하되 내가 찾 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 아 여호 와 보 시기에
악을 행하였으 므 로 여호 와의 말 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 는 이스라엘 가 운데에 매인
자나 놓인 자 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 들
여로 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 들 바 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 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 셨고
왕상 21:20~22

오늘의 일정
9:15-10:15		

성경공부

오늘 성경공부 주제는‘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열왕기상
21:20~22)’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University of Kwazulu Natal의 조교수이며, 또한 성(gender) 및 종교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사로지니 나다르(Sarojini Nadar)가 강의합니다.

10:45-12:15		

정의 전체회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협이‘사회 경제 생태적’부정의로 표출되는 것을
다루면서, 이같은 불의한 일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15-15:45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오늘 워크숍은 △탐욕과의 싸움 △민중을 위한 생명 정의 평화 △
아라비아 만의 이주노동자 문제 △정의로운 평화의 향상 : 생명을
살리는 농업 등 정의에 관련한 것들입니다.

16:15- 17:45		

에큐메니칼 좌담

모두 21개의 주제별 에큐메니칼 좌담이 컨벤션홀과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8:15-19:45		

위원회 보고

일반 참가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총대들은 각 위원회 모임을
가져 왔는데요, 오늘부터 폐막일까지 모두 세 차례의 위원회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9:45- 20:15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WCC 부산총회의 매일 일정은 기도회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예배로

진행되며‘한국교회

대표

원로’방지일

목사가

설교합니다.

‘마당’ 지면안내

11
10
9
8

‘뛴 만큼 행복하다’ 자원봉사 이야기
“WEA와 WCC는 입장과 노선이 같아요”
회심한 ‘WCC총회 반대 운동가’ 인터뷰
새벽예배 경험한 ‘참석자’들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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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해

일치=공동의 사명 이루는 것
공식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공개
WCC 총회 일곱째날인 5일 주제
회의에서는 전 세계 교회의 ‘일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벡스코 오디토리엄에서 개최된
일치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
소서’라는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친교의 여정’으로
재해석 했다. 이들은 신앙 안에서
의 일치, 성만찬적 친교, 봉사와 선
교의 일치를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매리 태너 전 WCC 유럽지역 공
동 대표회장은 “크리스천의 일치는
단순히 분열된 교파를 하나로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인종과 문
화 등을 넘어서 성찬의 교제와 예
배, 공동의 섬김, 구원의 복음 증거
라는 공동 사명을 이루는 데 있다”
면서 “이렇게 일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확실한
징표로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르고비슈테의 니폰 정교회 수
도주교도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삶이 신학에서 실천으
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치를 찾는 여정에서 회의주의와
낙담, 적대심을 극복하고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로운 해
법을 찾아가야 한다”면서 “특히 시
리아와 이집트의 크리스천 난민에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네빌 칼람 세계침례교연맹(BWA)
총무도 “전 세계 교회가 다양한 표
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똑같
은 모습만 찾으려고 한다”면서 “그
렇다보니 교회 안에서조차 인종차
별이라는 ‘용’이 머리를 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칼람 총무는 “빈곤과
착취, 질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일치의 부
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충고했
다.
이어 마크 맥도널드 캐나다 성공
회 주교와 앨리스 파비안 씨(남아
프리카공화국 연합회중교회)는 캐
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전
개한 일치의 경험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를 한 목소
리로 부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
치를 간구했다.
한편 5일 저녁회무에선 ‘하나님
의 선물과 일치로의 부르심- 그리
고 우리의 헌신’이라는 일치문서를
논의했다.
백상현 100sh@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