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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제105회기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김정호

서  기 김종혁

1. 조직

•위  원  장 : 김정호 •부 위 원 장 : 김한욱

•서      기 : 김종혁 •회       계 : 김호겸

•총      무 : 정판술 ∙당  연  직 : 소강석 김한성 고영기

•전 문 위 원 : 박용규 김용수 김재철 고석찬 ∙ 비상임위원 : 임종구

•위      원 : 최동식 김학기 김성원 곽양구 정채혁 김성수

2. 회의

1)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일 시 : 2020. 10. 27(화) 15: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아래과 같이 조직하기로 하다.

가. 위원장 김정호 목사, 부위원장 김한욱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회계 김호겸 목사

총무 정판술 목사, 전문위원장 박용규 목사

전문위원 김재철 목사, 김용수 목사, 고석찬 목사

②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추후 재정 증액을 청원하기로 하다.

③ 불가리아 하나님의 교회 및 이집트장로교회와의 MOU 건은 다시 확인하고 재론키로 하다.

④ 위원회 워크숍을 11월 23일(월) ~ 24일(화) 대전에서 진행하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일 시 : 2020. 11. 23(월) 20:00

 장 소 : 새로남교회 회의실

 결의사항

① 사업계획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② 재정부 1차 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이첩된 건(브라질장로교회 개척 프로젝트)은 위원회에 

재정의 문제(지원 예산 미배정 및 축소)가 있으므로 총회임원회로 이첩키로 하다.

③ 김귀영 선교사의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에 코로나 마스크 긴급 지원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

회로 이첩키로 하다.

④ 본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회기에 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임종구 목사는 이번 

회기에도 비상임위원의 직분이 유지됨을 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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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회의

(1) 제1차 임원회의

 일 시 : 2020. 11. 16(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 선교협약서는 협약 자체는 연기된 것이 아니므로 안건 문구를 ‘선

교협약서 일정 연기 통보’라고 고치기로 하다.

② 재정부로부터 이첩된 남부산노회의 ‘브라질장로교회(IPB) 개척 프로젝트 지원 요청’ 헌의는 

11월 23일(월)에 예정된 위원회 워크숍 때 논의하기로 하다.

③ 제105회 총회 때 MOU 요청 기각 건과 관련하여 ‘불가리아하나님의교회’는 수영로교회 선

교국에, ‘이집트장로교회’는 총회세계선교회(GMS)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다.

④ 워크숍과 관련하여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에게 격려사를 맡기기로 하고, 새로남교회에 행사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하다.

⑤ 해외 교단 방문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미확정 상태이지만,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진행하

기로 하다.

⑥ 우리 총회와 교류하고 있는 모든 해외 교단들에게 우리 총회의 인사 및 상황과 안부를 묻고 

해외 교단들의 총회 준비 정보 등을 요청하는 공문(또는 이메일)을 보내어 상호 유기적 관계

를 유지하기로 하다.

⑦ 현재 본 위원회가 상호 교류 중인 해외 교단들의 신학 사상 등을 점검하기로 하다.

⑧ 기타 모든 잔무는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의

 일 시 : 2021. 4. 14(수) 14:00

 장 소 : 화상회의

 결의사항

① 현재 교류 중인 해외교단 신학사상 검토와 관련하여 회계 김호겸 목사가 기존 위원회가 조사

한 내용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②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의 교단분담금 납부 요청 레터 및 현재 분담금 지원을 위해 행정

처리 중임을 확인하고 받기로 하다.

③ 해외교단별 신년 인사 및 2021년도 교단총회 정보 요청 응신 내역을 확인하고 보고대로 받

기로 하다.

④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와 관련하여 나일총회의 MOU 제안 서류 및 GMS 황효민 선

교사의 보고서를 검토하니, 추가적인 검토 및 확인을 위해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에게 맡기

기로 하다.

⑤ 미국장로교회(PCA) 총회 개회 출전 동영상 지급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에게 맡겨 총회

장과 상의한 후 동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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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임원회의

 일 시 : 2021. 8. 3(화) 10:00

 장 소 : 화상회의

① 제106회 총회 때 보고할 보고서(안)의 내용을 검토하다.

② 본 위원회 청원 사항 중 위원회 예산과 관련하여 내년도에는 코로나 극복으로 인한 해외교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 예산을 코로나 발생 이전인 제104회기 예산(6천만 원)으

로 회복 청원키로 하다.

③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가 제출한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의 MOU체결에 대한 보고’

를 검토하고, 보고서의 주장에 따라 제106회 총회 때는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의 MOU체결

을 청원하기로 하다.

④ 보고서 작성 및 제106회 총회 때 보고 등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3) 임원 및 전문위원회의

 일 시 : 2020. 10. 27(화) 16:1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2020년 11월 23일(월) ~ 24일(화)로 진행키로 결의된 위원회 워크숍(Workshop)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기로 하다.

가. 장소 선정은 전문위원 고석찬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나. 강사 선정은 전문위원 김재철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다. 책자 작성은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다.

② 105회기 사업계획 및 해외 교단 총회의 일정을 파악하여 책자에 넣기로 하다.

③ 임원회의는 11월 16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3. 결산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비고

총회예산 30,000,000 회의비 2,510,000 전체2, 임원4

워크숍 1,927,875

숙박비 1,051,875

강사및순서비 520,000

식비 200,000

자료 등 156,000

기타 260,000 영상 제작비 포함

잔액 25,302,125

합계 30,000,000 합계 30,000,000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423

4. 주요사업

1)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1) 일시 : 2020. 11. 23(월) 16:30 ~ 24(화) 10:30

(2) 장소 :새로남교회

(3) 참석인원 : 12명 

(4) 일정 : ① 설교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

② 강사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예장합동의 교단정체성과 해외교단교류의 의미)

③ 전체회의(105회기 사업계획 등)

2) 해외 교류 교단과 신년 인사 및 총회정보 요청 교류(이메일)

3)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납금 납부 이행

4) 해외교단 총회를 위한 총회장 축하 동영상 제작 및 전달 : 미국장로교회(PCA)

5) 이집트복음장로교회 연구 :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첨부2]

6) 교류가능교단 현황보고

① 동반자 관계 그룹(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멕시코민족장로교회
(Iglesia nacional presbiteriana de México, INPM)

× × × 2,800,000명 6,000 MOU체결

페루복음개혁장로교회
(Iglesia Evangélica Presbiteriana y Reformada
en el Perú, IEPRP)

× × × 10,270명 152 MOU체결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 × × 383,338명 1,580 교단교류

브라질 장로교회
(Igreja Presbiteriana do Brasil, IPB)

× × × 759,500명 6,051 MOU체결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orld Reformed Fellowship,WRF)

× × ×
78개 교단
(2021년)

가입

호주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PCA)

× × × 교단교류

남아공개혁교회
(Gereformeerde Kerken in Suid-Afrika, 
GKSA) - 노스웨스트대학교

× × × 120,000명 389 교단교류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
(Gereja Reformed Injili Indonesia, GRII)

× × ×  200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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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교협력 교류 그룹(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정통장로교회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 × × 30,918명 278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Free Church of Scotland)

× × × 100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CGK) 
-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 × × 72.562명 180

③ 일반협력 교류 그룹(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북미기독교개혁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CRC)

× △ × 235,921명 1,090

일본그리스도개혁파교회
(The Reformed Church in Japan, RCJ)

× ○ × 9,000명 220
교단
교류

일본동맹교단 × ○ ×
교단
교류

일본그리스도교회
(Christ Church of Japan, CCJ)

× ○ ×
교단
교류

연합개혁장로교회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ARPC)

×
△

(여성집사)
× 39,681명 296

④ 해외 한인교단 그룹

교단명 동성애 여성안수 WCC참여 교인수 교회수 비고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Worl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KPC)

× × × 52,167명 532
교단
교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American Prebyterian Church, KAPC)

× × × 70,000명 600
교단
교류

필리핀장로교회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Philippines, GAPCP)

× × × 20,000명 300
교단
교류

재일대한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 ○ × 5,000명 95
교단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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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서

수신 :총회장

참조 :서기 및 재정부장

제목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청원의 건

아래와 같이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담금 납부

     지난 회기에 총회의 지원으로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납부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우리 총회가 계속해서 WRF의 회원 교단이므로 이번 회기에도 교단분담금을 납부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예산 배정 회복

     현재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망률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록 델타변이로 인해 다시 해외 교류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해외 교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비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인 제104회기 예산(6천만 원)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와의 MOU 체결 요청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제105회 총회 때는 MOU 

청원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에는 이집트복음장로교회로부터 정식적인 MOU 

체결 요청서[첨부1]를 받았습니다. 또한 현지의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자료를 받아 [첨부2]와 

같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우리 총회가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

총회)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세 계 교 회 교 류 협 력 위 원 회

위원장  김정호

서  기  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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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의 MOU 청원 및 소개

1. MOU 청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43년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나일총회(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대한민국 출신 선교사인 

김신숙 선교사와 고 이호윤 목사를 통한 관계를 유지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나일총회는 MOU(양해각서) 등의 협력서 체결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이집트복음장로

교회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구축하고자 하고, 두 기관의 대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강화 

방법을 위해 만나서 더 상세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통한 한국인 선교

사의 사역이 이집트에서 지속되면서, 저희는 제안된 협정을 통해 이집트에서 하나님 사역의 효율

성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는 나일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시간 내 주셔

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팟 훼티 목사

나일총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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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집트복음장로교회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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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라팟 훼티 목사

2020년 12월 23일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

1. 이집트복음장로교회(일명 나일총회)는 1854년도에 미국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에 의하여 

이집트에 설립되었습니다.

2. 설립 시부터 이집트복음주의교회는 모든 공동체를 섬기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교회건물은 모든 

이웃의 거주자들을 위해 오전에는 학교로, 오후에는 병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3. 이집트에는 약 75만의 장로교인과 2백만의 개신교도들, 거의 439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4. 이집트개신교협의회의 우산 아래 18개의 개신교 교단이 있는데, 이집트장로교회가 가장 큽니

다. 개신교협의회 위원들은 총 18명의 개신교 교단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14명이 장로교단 

대표들입니다.

5. 나일총회는 이집트복음장로교회의 최고회입니다. 북으로부터 남까지 총 8개 노회(델타, 카이

로, 와스타, 민야, 말라위, 아슈유트, 소하그, 올리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6. 나일총회는 13개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와 다양한 협의회의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교육기관 이사회는 가장 큰 협의회 중 하나로써 23개 중･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총 3만4천여 

학생과 3천명 이상의 교사 및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회 소속 학교들은 모든 이집트 

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무슬림, 기독교인의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평판이 좋고, 

뛰어나며, 매우 요청받고 있습니다.

8. 의료기관이사회는 카이로와 탄타에 두 개의 큰 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회의 

모든 지역민들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 또한, 지역 교회에서 운영되는 많은 학교와 병원들이 있습니다.

10. 사역개발위원회(CSD)는 사회개발 프로젝트 및 공동체의 건강, 가난, 계몽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11. 협의 및 교회 관계위원회는 2001년 1월 25일 혁명 이후에 설립되었는데, 무슬림과 타 기독

교 교단과 함께 협의를 위한 포럼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과 협의하고 수용하는 문화

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평화의 문화를 만들고 공존을 위한 토대를 놓

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2. 기독교 교육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수개의 컨퍼런스 및 훈련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며, 젊은

이들을 영적, 문화적,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13. 이집트복음주의신학대학원(ETSC)은 이집트 및 중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신학대학으로 여

겨지고 있습니다. 나일 교회에서 사역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300명 이상의 평신도를 위한 

특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대원은 현재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

으며, 곧 박사학위를 수여할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학을 위한 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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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목회개척사역위원회(POMC)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적으로 교회 지원

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재정적, 영적, 지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

운 지역에서의 목회 지원과 교회 개척, 성경 및 영성체 식기(성찬기)를 공급하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15. 방송출판위원회는 대사회적인 교회의 목소리로 여겨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교회매거진 ‘엘 후

다’의 편찬을 감독하고, 개혁신학에 관하여 다양한 책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스튜디오

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16. 목회사역위원회는 목회자 및 이들의 가족들의 거주지 건립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하

여 교육적, 영적, 전문적 컨퍼런스를 조직과 함께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헌법재판위원회는 모든 교회적, 헌법적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 종합재무관리위원회는 재정적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9. 기부자산위원회는 기부금 및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 상원업무위원회는 계몽, 덕을 세움, 친교를 포함한 장로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1. 전국 여전도회는 여성들의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다. 총회에서는 동성애적 결혼을 완전히 기

각했습니다.

22. 지난 5년 동안 총회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여러 유럽의 개혁 교회들과 연대하여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또

한 한국장로교회와 같은 전 세계의 여러 교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 현재 나일총회는 이집트복음장로교회가 거의 없는 도시에도 교회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가 도시 계획하는 신도시에 17개의 교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4. 지난 의회(국회)에 이집트장로교회 4명의 총대들이 총회역사가운데 최초로 선출되었습니다.

25. 나일총회는 이집트장로교단의 모임(총회)이며, 장로교회는 18개의 다른 개신교 교리를 포함

합니다. 개신교 교단의 회장과 대다수 총대는 나일총회(장로교)의 리더들입니다.

  앙드레아 자키 박사(목사)는 이집트개신교협의회(18개 교단) 대표입니다. 라홧 훼티 목사는   

이집트나일총회(장로교)의 사무총장(총무) 입니다.

이집트 나일총회 사무총장

라홧 훼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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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집트장로교회 신앙고백서

∙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제와 은혜로 창조, 계시, 구원, 심

판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화로 기록

되었으며, 믿음과 역사에 관해 진실 

되고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분의 구원의 

필요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친다는 사실의 

합당성을 믿습니다.

∙ 우리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모

든 인간의 가치가 위대함은 하나님

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사

랑과 돌보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과 죽으

심이 죄와 그 결과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의 기초가 됨을 믿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죄인

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의 믿음과 그분의 십자가상의 대속

사역에 의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역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계몽과 갱생과 

인치심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함께 설립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갖음을 믿습니다.

∙ 우리는 모든 생명체에게 교회의 주인되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중거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포괄

적인 선교, 즉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사용하심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습니다.

∙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과 죄에 대한 그분의 최종적 절대적 승리에 의한 하나님나라의 

성취, 앞으로 도래할 세대에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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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이집트복음장로교회(나일총회)의 MOU체결에 대한 보고

임종구 목사(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비상임위원)

1. 경과

  제105회 총회에서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 본 교단의 양해각서(MOU)체결에 대한 청원이 본 위원

회에 수임됨에 따라 교단의 해외교류를 전담하는 본 위원회에서는 GMS를 통해 이집트 개신교 상황

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했고 본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서 본 교단과의 MOU체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2. 이집트복음장로교회에 대한 평가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역사성과 신학적 정체성에 있어서 본 교단과 여러모로 동질적 유사성을 가

지고 있다.

  2.1. 교단의 역사성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1854년 미국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58년에 

재정적으로 미국장로교회와 분리되어 자생적 교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2. 교단의 신학정체성

  이집트복음장로교회의 10신조(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 of Egypt Statement of Faith)는 

삼위일체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시는 

교회와, 심판과 재림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복음장로교회는 여성목사안수

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여자장로는 시행) WCC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2.3. 교단의 현황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8개의 노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13개의 위원회와 23개의 중.고등학교와 카

이로와 탄타의 두 개의 종합병원과 중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이집트 복음주의신학대학원

(ETSC)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신자수는 75만명이며 300명의 시무목회자와 439개의 교회로 구성

되어 있다. 

  2.4. 중동에서의 영향력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이집트의 18개 개신교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교단으로 이집트개신교협

의회를 이끌고 있는 교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의료선교, 교회개척사역등에서 중동지역의 가

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단신학교인 ETSC는 중동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신학교로

써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본 교단과 함께 중동지역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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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교단과의 관계와 협력 가능성

  3.1. 본 교단과의 관계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본 교단의 GMS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본 교단의 (고)이호윤 선교사가 무려 

43년 동안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 동역해왔으며 지금도 김신숙 선교사가 동역하고 있는 본 교단과의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지닌 교단이라 할 수 있다. 

  3.2. 본 교단과의 협력 가능성

  이집트복음장로교회는 이미 (고)이호윤 선교사와 김신숙 선교사는 43년 동안 협력사역을 통해 본 

교단의 신학과 전통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GMS선교사들이 43년간 뿌

려 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제 교단간의 MOU를 통해서 우호협력을 확장시켜나간다면 

최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협력 가능한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교단신학교

인 ETSC와의 협력으로 이제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단계이며 ‘중동학’을 개설하려는 가

운데 있다. 또한 23개의 중, 고등학교와의 교육사업도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

인 교회개척사역 역시 본 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사역의 분야로 예상된다.

4.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의 양해각서체결에 대한 최종적 결론

  이상으로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의 양해각서체결(MOU)는 아래와 같은 절차

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1. 교류절차

  지금까지 본 교단이 해외교단과의 교류를 체결할 때 지켜온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본 교단은 

해외교단과의 교류에 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왔다.

   1) 본 교단과 해외교단이나 단체와의 교류는 본 교단의 상설위원회인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2) 본 교단과의 교류에 대한 공식청원이 총회에 접수되면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

은 절차에 따라 교류여부를 진행하였다. 

① 교류대상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신조, 신앙고백, 교단신학교, WCC가입여부, 여성안수여부, 

동성애인정여부 등)을 자체 조사한다.

② 위원회에서 직접 교류대상교단을 현장 방문하여, 교단임원과 접촉하고 교단신학교를 방문

하여 신학적 정체성을 직접 확인하며, 교류대상교단에 속한 교단선교사나, 총신출신목회자

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류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현장 확인한다. 

③ 최종적인 리포트를 본 교단총회에 제출하여 교류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교류대상교단을 

방문하여 MOU를 체결한다.

  4.2. 따라서 이집트복음장로교회와의 MOU체결은 1단계를 자체 진행하였고, 2단계는 코로나 관

계로 GMS 이집트지부와 이메일과 통화를 통해서 진행하였으므로 제106회 총회 때 교류허

락 청원을 올려 양해각서(MOU)를 진행하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교류대상교단의 현장

을 방문하여 확인 후 MOU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결론

  이집트복음장로교회의 교류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교류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제106회 총회 때 청원하여 허락을 받고, 현장 확인 후 양해각서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