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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FOR TODAY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that is what I
am. So if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 John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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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as of Conflict, “We’re Part of the Problem”
Nobel Peace Laureate Leymah
Gbowee gave a stirring challenge to the church to fulfill its
God-ordained mandate to be
advocates for peace in the midst
of a violent, troubled and unjust
world.
Speaking at yesterday’s Peace
Plenary in the Auditorium,
Gbowee – a peace activist, social worker and women’s rights
advocate from Liberia – said:
“What I see today breaks my
heart. Churches have either been
co-opted by governments and so
do not function in the way they
should; or they have become bystanders: silent.
“And who is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who stands by in
the face of injustices, in the face

of conflict, and refuses to take a
stand – we might as well just be
part of those who shoot people
because we’re part of the problem.”
Gwobee led a nonviolent movement of Christian and Muslim
women that played a crucial role
in ending civil war in her native
country in 2003. Yesterday’s
Peace Plenary built on earlier
plenaries on justice, mission,
unity and Asia; and challenged
participants to help make real
God’s vision for peace in our
world.
The Most Rev. Dr Thabo Makgoba, the Anglican Archbishop
of Cape Town and head of the
Anglican Church in Southern
Africa, moderated the session.
“We want to acknowledge the

sea of injustices,” he said. “We
want to say we worship the God
of hope; the God who even within the sea of those injustices still
calls each of us to be a peacemaker.”
Inviting Gbowee and Dr Chang
Yoon Jae to the stage, he said together they would be wrestling
with “some of their longings for
peace in our time in this world.”
In a moving moment to symbolise our personal duty to be
peacemakers, the lights in the
Auditorium were switched off
and Dr Yoon Jae lit a candle and
led participants in a rendition of
gospel favorite This Little Light
of Mine.
Yoon Jae – a professor of theology at Ewha Women’s University

in Seoul and a memb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said he dreamed of a peaceful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East Asia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nuclear bombs
have actually been dropped,” he
said. “And since the WCC Assembly in New Delhi in 1961,
the number of states that have
nuclear weapons has more than
doubled.
“I believe that in order to stop
the dangerous light outside of
us, we have to start a light inside
us. In order to turn off the dangerous light outside, we have to
turn on the light of peace and life
inside us.”
by Chine Mbubae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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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ourism”
to Palestine

The Alternative Tourism Group – Study Center (ATG) specializes in
offering tours to the Holy Land that reflect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in the land where He walked.
In fact, Rami Kassis, ATG executive director, believes a pilgrimage is
more meaningful when pilgrims travel on foot. He also pairs tourists
with a Palestinian guide who accompanies them as they visit sociocultural centers, engage in Palestinian theological discourses, and stay
with families.

FACES IN THE CROWD

Pilgrimage for

Water Justice

When visiting other countries or even other communities, Kassis urged
people to take their tours while looking through a lens of justice.
“There is a need to support justice tourism because it promotes peace
and justice; profiles a true image of Palestine; enhances awareness
of political realities; and ensures sustainabl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he said.
Kassis presented his views in a discussion initiated by the Ecumenical
Accompaniment Program in Palestine and Israel (EAPPI) in Madang
Hall yesterday.
EAPPI, a World Council of Churches program, brings internationals
to the West Bank to experience life under occupation. Ecumenical
Accompaniers provide protective presence to vulnerable communities,
monitor and report human rights abuses and support Palestinians and
Israelis working together for peace.
by Ismael T. Fisco Jr.

Fighting Casteism – With Cartoons
The Rev. Sunil Raj Philip is drawing “cartoons with a flavor of
theological flair” for those who come to his booth in Madang Hall.
The charge? Your time.
Philip, a priest with the Church of South India, uses the one-on-one
time he has drawing participants’ caricatures to discuss with them the
struggles of Dalits in India.
Dalits, formerly known as Untouchables, are at the lowest tier of India’s
caste system. They face political and social discrimination. Dalits who
have converted to Christianity or Islam are especially targete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India (NCCI) has launched
a campaign against casteism, explaining that no one can serve both
Christ and caste. This campaign is also supported by the WCC. Some
churches in India are 100 percent Dalit, while some are a mix of Dalits
and the dominant caste. Sometimes, “the cries of Dalits are not heard
much by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Philip said.
In addition to ending casteism in the church, the NCCI’s Commission
on Dalits is working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Dalit students,
who often face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that they drop out of
school. “We expect international support for Dalit Christians,” Philip
said, urging the Christian community around the world to stand in
solidarity with Dalits and the NCCI.
by Bethany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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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is life, and water is for life.
If we need to sustain life, we have
to address the issue of water,”
said Dinesh Suna, coordinator of
the Ecumenical Water Network
(EWN).
The EWN, which was born
from the previous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Porto Alegre in 2006,
is a network of churches and
Christian organizations that
promotes people’s access to water
worldwide. Primarily, it works to
provide an ecumenical platform
for churches to exchange ideas and
strengthen each other in creating
awareness on water issues.

“One cannot live without water,
and so nobody should be denied
access to water. It is a basic right.
“Because of our continuous
lobbying and collective efforts,
the United Nations has recognized
water and sanitation as human
rights. But the biggest challenge
now is to make that recognition of
the UN as a reality.
“Even then, 780 million people
still have no access to water. Also,
there are 2.5 billion people who
do not have access to sanitation.
We have to focus our efforts on
how we can bridge this gap,”
Suna said.

Suna called upon the churches
to continue to advocate for water
and sanitation: “The churches
should lobby for the governments
to implement this law. The
recognition is not enough; it
should be implemented. The
WCC and all faith communities
should continue our pilgrimage
for water justice.”
This year marks the International
Year of Water Cooperation,
while March 22 is recognized as
International Water Day.
by Ismael T. Fisco Jr.

Celebrating Women in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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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 Sale at WCC Bookstore

In anticipation of the bookstore closing
today, there is a sale on all items -- 30
to 50% off.

Friday, 8 November, revised schedule

“All of us are serving our Lord
in special ways that will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and
in the world,” the Rev. Cynthia
Walton-Leavitt said with tears
in her eyes.
She was looking at the faces of
scores of women in ministry
that line the wall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Ministers (IAWM) booth in
Madang Hall.
Throughout the assembly, female church leaders have been
stopping by to have their photo
taken and pinned proudly on the
wall.
“We’re celebrating women in
ministry,” said Walton-Leavitt, who leads a Presbyterian

church in Oneonta, New York,
USA. “I have gotten to know
these women a little bit and
have heard their stories.
“Their lives are so precious and
we’re here to celebrate them
by recognizing them with their
photos, which we’re giving to
them as a gift at the end of the
assembly.”

tional councils of churches and
women who serve the poor with
very little recognition or thanks.
This booth is to celebrate the diversity of those women and the
diversity of ministries.”

But do you have to wear a clerical collar to be featured on the
wall? No, said Walton-Leavitt.

The IAWM was started in 1919
in St Louis, Missouri, US, by
Rev. Madeleine Southard. The
group is international and interdenominational, with the aim
of supporting and connecting
women ministers across the
globe.

“We interpret ministry broadly.
It’s not only women who have
‘Rev.’ before their names. It
includes women who have not
been ordained but serve in other capacities. It includes both
women who are heads of na-

Treasurer Rev. Dr Carol Brown
from Stroudsburg, Pennsylvania, US, joined the association
in 1976 when she felt isolated
and lonely as one of few women church leaders in her congregation at that time. The needs

the association deals with are
very different today than they
were then.
“Although there are a lot more
women in ministry, there are
still very few women who are
senior pastors in larger churches. So, women still need support and encouragement to do
so. There are some very capable women out there who won’t
ever have the opportunity to
be in the pulpit where they can
preach, grow and be recognized.”
www.womenministers.org
by Chine Mbubaegbu

WCC IN HISTORY

John R. Mott’s
Words of Sending

8:30 Morning Prayer (Worship Hall)
9:15 Businesses Plenary (Business Hall)
10:45 Break
11:15 Closing Plenary (Business Hall)
14:15 Sending Prayer (Worship Hall)
16:15 Central Committee (Business Hall)

Downloa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pp!
Download the free Assembly mobile
application for your iPhone, iPad
or Android smartphone and tablet.
Don’t miss a moment of Assembly
news, videos, audio and photos. Tell
your friends to watch from afar.

“Edinburgh 1910” is remembered as a seminal moment. One of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s eight preparatory commissions addressed the topic “Cooperation
and the promotion of unity,” and the Continuation Committee led to the creation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and the journal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IRM).
John R. Mott, the young conference chair, would be elected nearly four decades later
as the first honorary president of the WCC. His closing remarks in Edinburgh were
often quoted: “The end of the Conference is the beginning of the Conquest. The end
of the Planning is the beginning of the Doing.”
Today we may debate the propriety of “Conquest” as a category for mission, but we
have accomplished a good deal of Planning in Busan – now, we are called to do .
by Theodore G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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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ing Christ In a Different Way”

Caught in the rush of Madang Hall yesterday, Marian Ceena Varghese suddenly found herself drawn to
the exhibit hosting a traditional Korean tea ceremony, or darye.
Translated as “day tea rite,”
or “etiquette for tea,” the
darye has been observed
among Koreans for more
than 1,000 years.
Stepping into the colorfully
set booth, Varghese, a youth
delegate with the Malankara Orthodox Syrian Church,
was willing to immerse herself in that ancient culture.

“To me, it was amazing to
see the serenity and calmness of that ceremony, to
experience that culture,”
she said.
That experience, she said,
reflects her larger feelings
about participating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Assembly. “This
week, I have seen so much
cultural diversity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a
common faith in Christ that
brings together different
cultures. Not only that, but
I have been able to experience Christ in a different
way.”

As the assembly closes,
Varghese said she believes
the thousands of participants here will return home
and truly make a difference
in the lives of their countries and their communities.

Syrian Church, Dr. Saramma Varghese, said the assembly brought a feeling of
celebration to her heart.

“I believe we have been
coming up with statements
here that will actually – God
willing -- make a difference
in the public issues. We as
Christians need to make
our statements heard by the
government. And I feel like
we are all in this together.”

“To me, it has been a very
happy experience to meet
people
from
different
churches and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fter
attending the WCC’s International Ecumenical Peace
Convocation in Jamaica
in 2011, she decided she
would attend her first assembly.

Another participant from
the Malankara Orthodox

“I feel it’s an honor to be
able to talk, here, with some

of the best theologians in
the world.”
Standing in Madang Hall,
the women drew into conversation another delegate
from the Malankara Orthodox Syrian Church, Lijin
Raju. “I have learned that
the WCC isn’t just another organization that suggests how to uphold Christian principles. The people
within WCC carry the action out. I believe the WCC
is out there working hard
for justice and peace in a
Christian manner.”
by Susan Kim

WHO ATTENDED THE WCC 10TH ASSEMBLY?

There were 2,663 registered participants.
They represented 141 countries.
The WCC 10th Assembly elected the Central Committee yesterday.
The 150-person Central Committe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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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frica

39%

women

31%

Asia

61%

men

1%

Carribbean

5%

Indigenous Peoples

31%

Europe

2%

persons with disabilities

3%

Latin America

68%

ordained

3%

Middle East

32%

laypeople

14%

North America

3%

Pacific

Peacemaking Must Come
From Within the Church

“TheWhole World
is a Mission Field”
We must adopt a broader sense of religious responsibility in
order to truly serve the world as God’s people, said Kook Il
Han, speaking a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10th
Assembly in Busan.
“In the present era, the whole world is a mission field...and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mission,”
said Han, professor of missiology at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PCTS).
“All churches of the world are to cooperate in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beyond national and ethnic boundaries.”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is in partnership with
35 denominations and six mission organizations worldwide, he
said.
It is also important to carry out mission in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s, he pointed out.
When PCK began its work in Vietman, it first established a
partnership with the commissariat of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various mission organizations.

Halima Ibrahim speaks about women peacemakers.

The church must empower
women who are working for
peace, said women religious
leaders at a workshop yesterday.
Male and female religious
leaders alike should use the
pulpit as a platform to speak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women, they
agreed. The pulpit should also
be a place from which women
peace workers are supported,
added Leymah Gbowee.
Gbowee
is
a
Liberian
peacemaker who was awarded
the 2011 Nobel Peace Prize for
her work in leading a nonviolent
movement of Muslim and
Christian women that played a
pivotal role in ending Liberia’s
civil war in 2003.
The church is sometimes silent
or even complicit in situations
of domestic violence. Women
who tell their religious leaders
about domestic violence they
experience are sometimes told
that it’s the price they must pay

to keep their marriage intact.
“What can be done about this?”
asked one workshop participant.
“Until we take up women’s
issues, we will continue to be a
noisy gong or a clanging cymbal,
as the Bible says,” Gbowee said.
It’s important for the church
to recognize and confront
problems within, she said,
adding that problems in society
mirror problems in the church.
“It’s easier to mobilize against
rape ‘out there,’ domestic
violence ‘out there,’ corruption
‘out there,’ Gbowee said. “We
can’t be peacemakers if we don’t
deal with issues ‘in here.’”
Peacemaking should come from
within the church, or the church
risks being a hypocrite, and the
work of peace making cannot
be delegated solely to men,
Gbowee said, adding that men
must empower women.
“Empowerment is giving up
some of your power to someone

“Image from the Floor”
Young
people
shout “education
not for sale,” as a
“flash mob” gathers in the hallway
of BEXCO. Most
were from the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nd the Ecumenical Asia-Pacific Students and
Youth Network.

who is powerless,” she said.

“It was difficult at first to find contents for mission as the country was restrictive toward mission, but having found the local
needs, over a thousand homes have been built,” he said.

Women are better equipped as
peacemakers than men in many
ways, said Halima Ibrahim, a
Muslim peacemaker in Somalia,
which faced two decades of
violent conflict.

More than ever, he said, the Korean church as a whole has become global in its perspective. “Wherever the 7 million overseas Koreans live, there are bound to be Korean churches,” he
said. They play an important role of bridgehead for the 21st
century world mission of the Korean church.”

In many societies, women are
the ones who wake up every day
in difficult situations and face a
full day of work, she said. They
are also more tuned in to what is
happening on a grassroots level.
But women need access to
education — which brings selfesteem — to be more effective
as peacemakers and leaders, she
said.
Men must be convinced to truly
work with women for peace.

Han and his PCTS colleagues said they were pleased to have a
forum at the WCC Assembly.
“It is required that other gifts and resources from the church
traditions and experiences in each region be found and world
mission be carried out with mutual respect,” he said.
“The Korean church aims for mission approaches that are more
effective and centered on local churches through partnerships
with them.”
by Susan Kim

“We live in one world,” Ibrahim
said. “If we destroy this world,
we don’t have another one.”
by Bethany Daily

“Ear to the Floor”

madang
Editor-in-Chief:

Mark Beach
Editor:

Susan Kim
Writers:

Bethany Daily
Ismael Fisco Jr.
Theodore Gill
Chine Mbubaegbu
Designer:

Elie Ojeil
Judith Rempel Smucker
8 NOVEMBER 2013 madang 5

MADANG MOMENTS
Snapshots from Around the Assembly

The Most Rev. Dr Thabo Makgoba, head of the Anglican
Church in Southern Africa, moderates yesterday’s Peace
Plenary in the Auditorium, while young participants hold
up signs for peace in different languages.

The assembly’s Bible study facilitators gathered together.

The assembly web team check their updates wearing traditional Korean out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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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mah Gbowee, a peace activist, social worker and Nobel Peace Laureate from
Liberia, attended the assembly and challenged the church to work for peace.

Erva Nittyvuopio from Finland at the Madang workshop on indigenous
and non-indigenous reconciliation processes in the Nordic countries.

World Council of Churches officials at the reporting plenary.

Joycia Thorat from Church’s Auxiliary for Social Action (CASA)
lights candles pointing out where ACT Alliance works in India.

Photos in madang by Peter Williams and Joanna Linden-Montes unless otherwise noted.
8 NOVEMBER 2013 madang 7

다른 의상, 같은 마음 ··· 부산총회 사람들

사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세계 선교활동 ‘교과서’ 나왔다
마이클 키나몬 ‘에큐메니칼 운동’ 한국어판
저자 마이클 키
나몬(가운데)과
번역가 이건호
(오른쪽) 장성
희(왼쪽) 박사
가 기념촬영을
했다.

8 마당 2013년 11월 8일자

과거 WCC 총회의 주요 문서들
을 확인할 수 있는 ‘에큐메니칼 운
동(The Ecumenical Movement)’
개정증보 한국어판이 WCC 제10
차 부산 총회를 기념해 새롭게 발
간됐다.
편저자 마이클 키나몬(Michael
Kinnamon)은 7일 WCC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10년부터 지금
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에큐메니칼
견해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제시하
고, 그러한 위험에 대처하는 데 도
움을 줄 목적으로 새로운 개정판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WCC
총회를 기념해 한국어로 번역한 이
책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한
국교회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
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는 더욱 강
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의미

를 전했다.
한들출판사(대표:정덕주)가 제작
한 1,200 쪽 분량에 이르는 ‘에큐메
니칼 운동’은 △제1장 에큐메니칼
비전 △제2장 교회의 일치 △제3장
신앙과 직제의 주제들에 대한 합의
△제4장 에큐메니칼 사회사상 △제
5장 선교와 전도 △제6장 타종교인
들과의 대화 △제7장 학습과 기도
△제8장 교회협의회 △앞에 있는
도전들(에큐메니칼 운동의 미래)
등 9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이 “WCC 총회의 역사
를 확인하고, 에큐메니칼 차세대 지
도자들에겐 WCC 선교활동의 지침
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교회가 공동으로 응답할 과제

‘선언’의 의미
우리는 왜 남북한의 화해와 통
일을 염원하는가. 대한민국과 북한
이 힘을 모아 보다 큰 힘을 가져 세
계 일류 강대국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 과정이 아니다. 대한민국
부산에 모인 세계교회협의회 제10
차 총회 참석자들은 “분열과 전쟁
은 충만한 생명을 바라시는 하나님
의 뜻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천명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
명서는 WCC 10차 총회가 마련한
21개 에큐메니칼 좌담 중 17번째
세션, ‘한반도 ; 정의와 평화를 향
한 에큐메니칼 연대’가 논의의 출발
점이다.
WCC 총회에서 에큐메니칼 좌담
은 교회의 일치와 선교와 증언에 영
향을 미치는 비판적 이슈 그리고 교
회가 함께 공동으로 응답할 것을 요
구받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
도 있게 대화하는 자리다. WCC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가 ‘함께

공동으로 응답할 문제’라고 인정한
것이다.
에큐메니칼 좌담 ‘한반도 : 정의
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는
WCC가 배포한 총회 프로그램북에
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북동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들에 미치는 보다 광
범위한 함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
면서 현재까지의 노력으로부터 배
운 교훈을 탐색할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정의와 평화를 구
축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를 촉

진하고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통일
을 향한 비전으로 화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
명서’는 기본적으로 이번 부산총회
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
인다.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
어나 정의와 평화가 물결치는 것이
야 말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
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WCC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WCC가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보
여준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전 세
계 인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가
슴 벅찬 일이기도 하다.
WCC의 선언은 발표되는 그 자체
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다. 앞
으로 7년 동안 UN을 비롯한 전 세
계 무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
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박성흠 jobin@pckworld.com

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징물을 서로 소개하고
조합하면서 다양성을 포함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것을 제시하려는
실험적이고 교육적인 요소도 포함
돼 있어 다른 전통을 만나고 배우
는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면서 “
예배의 무대는 한민족을 대변하는
흰 천과 색동으로 꾸몄고 소품 역
시 짚으로 만든 바구니와 장구 등
한국적인 색채를 담아내려고 노력

했다”고 강조했다.
WCC 부산 총회는 세계 각국에
서 신학자와 예배학자, 음악가들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해 2년 전부
터 예전과 음악, 예배문서 등을 준
비 해 왔다. 매일 아침 기도회와 성
경공부를 위한 예배 책자인 ‘할렐
루야’에는 WCC의 이 같은 예배신
학이 그대로 반영돼 있고, 개회예
배 입장식에서 등단한 8개 상징물
들은 매일 아침 무대 아래의 작은
단 위로 하나 씩 내려와 그날그날

의 예배 주제가 되고 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 예배와 관련
해 “귀와 입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움직임’이 보다 강화된 예
배를 통해 예배와 예전의 풍성함을
살려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는 윤
리와 사회적 요소가 몸과 많은 부
분에서 연계되듯 예배의 목적인 삶
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명
journalist.shin@gmail.com

은혜로운 예배
잠 못 자는 수고 덕분
예배위원회, 2년간 소통하며 고통 감내
WCC 총회 예배위원회는 개회예
배 때 애가(哀歌)의 의미를 담아 재
를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위해 몇
줌의 재를 준비했다. 그러나 개막식
하루 전 날 열린 WCC 10차 총회 개
회예배 최종 리허설 현장에서야 퍼
포먼스에는 최소 세숫대야 8개 분
량의 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부산 전역의 식당을 돌
아다녔지만 모을 수 없었고 밤새도
록 부산 외곽의 추수가 끝난 농가
들을 찾아다니며 볏짚을 태웠다. 개
막식 당일 아침 9시가 다 되어서야
필요한 분량을 겨우 마련할 수 있
었다.
WCC 10차 총회 기간 매일 아침·
저녁 기도회와 성경공부, 세 번의
예배와 개회예배, 수요예배, 폐회예
배를 준비해야하는 이들 예배위원
들은 총회준비를 위해 고군분투하

는 많은 스태프들 중에서도 가장 강
도 높은 부서로 손꼽힌다.
WCC 총회 한국예배위원회 총무
김명실 목사(48)는 “WCC 총회 현
장의 스태프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언어와 문화로 인해 소통의
어려움을 수시로 겪어야 하고 매 끼
니와 잠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지만
즐겁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
바로 이 같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현
장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WCC 총회 기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준비의 핵심은 주제와 메
시지에 있고, 그것은 바로 정의와
평화를 담아내는 것”이라며 “예배
의 소재에는 자연과 인간을 포괄적
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배의 형식
역시 여러 교파의 다양한 의식을 내
포하고 있어 기독교신앙을 더욱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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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총회 ‘한국어 번역’ 있어 빛났다
WCC 총회 최초 한국어 제공 ‘번역팀’이야기

WCC 부산총회. 한국어 문
서 번역과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사진은 한국어
번역팀 모습.

편집책임 마크 비치 Mark Beach
천영철(KHC)
편집자

박성흠(한국기독공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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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이너 이경남(한국기독공보)

10 마당 2013년 11월 8일자

역사상 첫번째로 한국에서 열린
WCC 총회에서는 여러가지 ‘첫 기
록’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한국어 문서’와 ‘통
역’이 제공됐다는 점이었다. WCC
는 전통적으로 영어와 독일어, 스페
인어, 프랑스어와 러시아 등 5개 언
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해 왔다. 하지
만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총회
인 만큼 한국어가 공식언어로 깜짝
등장했다.
이를 위해 WCC는 한국어 문서
번역팀을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회
의자료와 문서들을 번역해 매일 아
침 회의장으로 배달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 한국어 번역팀은 매일 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을 지키며 번
역에 몰두했다.
총회 폐막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벡스코에 마련된 커뮤니케이션 팀
사무실에서 만난 변역팀원들은 “
힘들어도 보람있다”고 말문을 열었
다. 번역팀에는 감신대 박일준 연구
교수를 팀장으로 서종원 목사(꿈의
교회), 주연수 교수(부산장신대), 안
종희 씨(전문번역가), 신평진 목사(
거룩한빛광성교회) 등 5명이 참여
했다.
최초로 한글 번역에 참여한 소감
을 묻자 박일준 교수는 “앞으로 한
국어가 WCC 총회에서 공식 채택되
지 않더라도 각종 문서를 한국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WCC
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공감대가 확산
되는 출발점이 바로 번역”이라고 말
했다. 안종희 씨도 “에큐메니칼 회
의에서 나오는 중요자료들을 번역
하는 일이야 말로 에큐메니칼 교육
의 시작”이라면서, 번역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위성에도 불구
하고 수 많은 문서들의 의미를 정확
하게 살려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
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번역팀은
한 단어라도 번역에 차이가 있을 때
는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
고 신중하게 회의를 했다. 그러다보
니 정해진 시간까지 문서를 내놓아
야 하는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
다. 서종원 교수는 “공공정책위원회
(PIC)에서 특히 문서들이 많이 나
왔는데 이 문서의 특징은 초안과 개
정, 완전문건 등 절차에 따라 문건
의 종류가 많았다는 점”이라면서, “
그때마다 번역문서를 만들어야했
고 특히 에큐메니칼 관련 용어들이
한국어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점
이 무척 일을 어렵게 했다”고 전했
다. 각 용어의 번역에 어려움이 있
었다고 말한 주연수 교수도 “교회
가 에큐메니칼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다보니 관련 용어를 한국어로 번
역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다”면서,
“단순히 언어문제라기보다는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실천이 부족했다
는 자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기자들을
위해 통역업무를 했던 신평진 목사
는 “통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라면
제3세계의 영어를 사용하는 분들
이 무척 많았다는 사실이었고 이는
결국 선교의 무대가 남반구로 옮겨
갔다는 의미라고 이해했다”면서, “
한국교회가 더 국제화되려면 해외
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
굴하고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교회가 투자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인터뷰

라이베리아 인권운동가
‘레이마 보위’

“협력 없으면 정의도 불가능”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평화를 이
룬다면 진정한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평화는 결국 나 자신으로 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인
권운동가인 레이마 로버타 보
위(Leymah Roberta Gbowee)는 지난 7일 열린 WCC 10
차 총회 주제회의에서 세계교
회 지도자들의 평화를 위한 노
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녀는 주제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세계교
회가 사회이슈에 어떻게 참하
는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만 아프리카 교회와 아프리카
교회협의회는 사회적인 문제
에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
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교회
와 WCC가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 나
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베리아 평화를 위
한 투쟁을 시작할 당시 첫 활
동비 5,000 달러는 덴마크 교
회의 지원으로 마련할 수 있었
다”면서 “지역교회와 세계교회
의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라
이베리아의 평화는 불가능 했
을 것”이라며 사회정의와 평화
를 이루는 데 있어 세계교회의
참여를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
기 힘든 질문이지만 한 가지 중

요한 것은 남북한의 평화는 한
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
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불
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 속에 있는 것 보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세계교회
가 깨달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이마 보위 여사는 라이베
리아 2차 내전(1999~2003) 당
시 “여성들이 내전의 현실 속
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현실적 고민 속에서 평화
를 위해 여성 주도의 평화적 시
위를 이끌어 내전을 종결시켰
고, 여성의 안전과 평화 구축
활동과 참여 권리를 위한 비폭
력 투쟁의 공로로 2011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
다.
신동명
journalist.shin@gmail.com

지역 회장, 150명 중앙위원 확정
WCC가 150명의 중앙위원들을
모두 선출했다. 지난 6일 오후 속회
된 인선위원회에서 총대들은 장시
간 토의 끝에 WCC의 중심 결의 조
직인 중앙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중
앙위원들을 선출하는 등 WCC의 새
로운 7년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의
큰 그림을 그렸다. 다만 WCC는 25
명의 실행위원과 의장, 2명의 부의
장은 10차 총회 회무가 끝나기 전까
지 선출을 마치겠다는 일정을 밝혔
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독교장
로회 장상 목사가 아시아 회장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배현주 목사가
중앙위원에 선출됐다.
이외에도 메리 앤 플라티즈 반 후
펠 목사(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연합
개혁교회)와 앤더스 와즈리드 대주
교(유럽, 스웨덴교회), 글로리아 노
헤미 울로아 알바라도 목사(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콜롬비아 장로
교회), 마크 맥도날드 감독(북미, 캐
나다 성공회), 멜레 아나 풀로카 목
사(태평양, 통가 자유웨슬리안교
회)가 지역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동방정교회에서는 요한 10세 그리
스 정교회 대주교, 아시아정교회에
서는 카레킨 2세 아르메니안 정교
회 대주교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WCC는 중앙위원을 선출할
때 여성이 38%, 평신도 25%, 청년
12%, 원주민 4%, 장애인 2%가 조
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가이드 라
인이 정확히 지켜진 사례는 드물지
만 WCC는 이 원칙에 따른 인선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인선에서는 여성과 남성
의 비율이 39%, 61% 였으며, 이
중 청년은 13%, 원주민 5%, 장애
인이 2%로 WCC의 가이드 라인을
약간 상회하거나 맞췄다. 전체 중앙
위원 중 성직자의 비율은 68%, 평
신도는 25%로 나타났다. 남여 성비
는 유럽과 북미가 각각 11대 17, 9
대 10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중앙
위원회에 진출했고, 아프리카(18:8)
와 아시아(18:7)는 남성이 압도적으
로 많았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와 공동연대 모색
4일간 21개 분야서 좌담, ‘바닥 정서’ 반영
7일 공개된 WCC 프로그램위원
회 보고서에 따르면 에큐메니칼 좌
담 참가자들이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국제로잔복음화운동(국제
로잔)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순절교단이 적극 참여하도록 배
려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
졌다.
21개 에큐메니컬 좌담은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총회 대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참석
자들이 부산총회에서 4일간 진행
했던 집중 프로그램이다. 에큐메니
칼 밑바닥 정서가 포함된 만큼 향
후 WCC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
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
택되면 WCC 중앙위원회가 후속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
21개 좌담은 크게 교회 일치와
역할, 정의·평화·생명, 선교, 교육·
영성, 여성, 봉사 등 6개 분야로 나
뉜다. 교회 일치 분야 참가자들은
회원교회가 이주, 갈등, 경제적 부
정의, 기후 부정의 문제에 대응하
고 정의 평화 추구, 창조질서 보존
에 주력하기 위해선 더욱 개방적이

고 유연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WCC가 WEA, 글로벌
기독교 포럼, 국제로잔, 오순절교회,
은사주의교회, 독립교회 등과 개방
적 자세로 활발한 협력관계 및 신학
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정의·평화 분야에
선 신학교와 성직자들이 전 세계교
회가 직면한 문제 앞에 배타주의적
자세를 넘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
후변화, 생태정의, 폭력적인 무기문
제, 탐욕적인 국제금융 문제, 인신
매매, 이주 노동자·무국적자 인권문
제, 박해받는 교회 상황 등에 도덕
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선 정전협정을 평
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주변 강
대국들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남북한교회의 만남, 이산
가족 상봉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 이슬람적
편견과 극단주의를 거절하고 비폭
력 저항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
석자들은 WCC 제11차 총회를 중

동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선교 주제와 관련해선 전도와 평
화·정의문제가 통합된 제자도의 새
로운 모델을 확립할 것을 부탁했다.
교육·영성 주제에선 건강한 에큐메
니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남
여 젊은이 모두에게 수준 높은 신
학교육을 진행하고 소외지역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여성주제에선 여성 리더십 능력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성적 불평등
으로 악화되는 에이즈 문제, 성 폭
력과 다양한 성 불평등 문제에 세
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사주제에선 더욱 긴밀한 에큐메
니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
기됐다.
박성국 총회지원국장은 “좌담 내
용은 WCC가 앞으로 정책을 결정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중동과 정의·평화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만큼 WCC사업
이 그쪽 방향으로 집중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백상현 100sh@paran.com
WCC부산총회에서는 4차례에 걸쳐 21개 분야의 에큐메니
칼 좌담을 열고 ‘밑바닥 정서’를 논의했다. 폐막일인 오
늘 위원회 보고가 채택되면 7년간 중앙위원회가 후속 프로
그램을 만들어 가게 된다.

“신선한 영적 체험”
부산총회 성경공부, 뜨거운 현장

WCC부산총회는 9박10일간의 일
정 중에 모두 여섯 차례의 성경공
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
하신 에덴동산을 상상해보세요. 인
간으로부터 훼손당하지 않은 태고
의 순수한 자연을 말이에요.”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성경공부
에 참가한 이들은 눈을 감고 에덴
동산을 상상한다. 사람의 손이 닿
지 않은 무성한 풀과 나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 등의 선명한
영상이 펼쳐지고, 귀에서는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계곡의 물소
리가 들린다.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하
게 된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신 자연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WCC 기간 동안 진행된 6번의 성
경공부에 참여한 이들은 “WCC 총
회의 성경공부는 전혀 새로운 신선
한 영적 경험”이라고 칭찬을 아끼
지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
은 대개 이성에 의존한 분석적 성
경공부에 익숙한 반면, WCC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들은 이성을 넘어
오감을 자극하는 성경공부에 신선
한 충격을 받는다고 고백한다. 또
한, 단순한 말씀묵상을 넘어 결단
을 통해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아가
게 하는 것이 WCC 성경공부의 큰
특징이다.
이번 총회 성경공부에 참여한 이
들은 생명, 아시아, 선교, 일치, 정

의, 평화 등 총회의 일일 주제를 반
영하기 위해 선택된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책자를 통해 성경 본문
과 관련된 고대와 현대상황에 대한
해석을 읽은 뒤 성찰과 토론을 위한
질문을 서로 나누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결심하는 과정 속에
서 새로운 방식의 은혜를 체험했다
고 입을 모았다.
WCC는 각 대륙의 다양한 정서
및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 집필진을
6개 대륙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통
을 가진 남녀 신학자, 목회자들로
구성하는 등 준비단계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장신대 배현주 교수(WCC 중
앙위원)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또한, WCC 총회 전체 프로그램
중 성경공부가 차지하는 위치가 부
수적 행사가 아닌 기도회, 예배와
함께 총회 프로그램의 중심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지난달 31일 시작되어 11월 7일
마무리된 성경공부는 다양한 나라
에서 다양한 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주님 안의 한 형제로서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주체가 될
것을 결심하게 하는 ‘에큐메니칼 운
동의 용광로’였다.
표현모
hmpyo@pckworld.com
2013년 11월 8일자 마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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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오늘의 말씀
너희가 나 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 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 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3~15

12 마당 2013년 11월 7일자

WCC 부산총회 오늘 폐막
9박10일 간의 WCC 제10차 총회
가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부산 벡스코에서 10월30일 울린 개
막의 징 소리가 기도와 찬양 속에
수많은 선언을 남기고 11월8일 그
치는 것이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교
회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으
면서 인류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과
제를 심도있게 나누는 대화와 토론
의 장은 다양성 속의 일치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32년 만에 WCC의 새로운 선교선
언 등 각종 공식 문서를 채택한 이
번 총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언
급하는 등 교회의 선교와 일치 그리
고 사회의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총회 기간
에는 세계 100여 나라에서 모두 1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간 것
으로 보인다. 세계 8개 대륙에서 참
석한 WCC 총회 공식 대표 외에도
각 국가별 교회 관계자들이 제10차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하늘을 날았
고 평화열차에 몸을 실었다.
마당에 여장을 푼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매들은 에큐메니칼 대화
와 성경공부에서 서로의 경험과 과
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수많은 결과물을 도출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다. “생명의 하
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
서. 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
박성흠 jobin@pckworl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