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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윤실 회원총회 개회사

홍정길 이사장(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먼저 마음에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 최

첨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체육, 그리고 민족운동까지 모든 부분에 기독

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과거의 아름

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생각해 보면 사회는 선진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침

체 내지는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이제는 어느 것 하나 상식

선에서 좋은 것이 없이, 도리어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람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 정신문화에 기독교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네트워킹의 수단이지, 정말 그 심성이 예

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이 거의 없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성령운동은 열광도 

있지만 실제로는 holy가 빠진 성령운동이어서 뉴에이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운동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평균 윤리도덕의식은 이 땅의 보통 사람보다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종교라는 숨

을 곳이 있어서 상식적인 판단도 기독교라는 초월적 그늘에 숨어서 상식마저도 도망 다니는 형상

이 오늘날 한국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책임에 저도 가장 중심부에 있어서 요즘 밤 2-3시에 깨면 잠

을 못 잘 정도입니다.

이런 참담한 시기에 이 땅에 그래도 기독교적인 바름을 회복하기 위해 모이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너

무 귀합니다. 그러나 수가 적습니다. 그래도 진짜면 됩니다.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최근 많은 대형교회의 사건을 보면서, 거대 공룡의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시체 썩는 냄새가 앞으로 계

속 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지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3년 가장 참담한 시절에 이 모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의 특권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

니다. 사람의 삶은 딱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속의 양심의 소리가 적은 수효지만 다시 살아난다면, 사실 12명의 제자가 세계를 변화시킨 것

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실운동이 적지만 생명운동으로 계속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2013년 기윤실 회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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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이 거대한 악속에서 적은 우리 의지 

가지고는 엄청난 파워를 헤쳐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적은 누룩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알의 밀알을 통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워 우리의 믿음을 확증시키

신 주님, 이 시간 적은 수효가 모였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천부께서 그 나라를 너

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심령 속에서 꽃 

피우게 하소서. 오늘 주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

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

로 1987년 창립된 기독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 02-794-62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 cemk@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 @giyunsil ▲www.cemk.org

* 기윤실 소개영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