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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

제104회기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박용규

서  기 김한욱

1. 조 직

• 위 원 장 : 박용규     • 부위원장 : 김기철

• 서    기 : 김한욱          • 회    계 : 이해중

• 총    무 : 김용수                           

• 당 연 직 : 김종준 정창수 최우식

• 전문위원 : 배광식 최동식

• 비상임위원 : 임종구

• 위    원 : 김상윤 김대규 최백기 이종철 정판술 도원욱 김성원

2. 회 의

1) 전체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19. 11. 11(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하기로 하다.

     ㆍ위원장 박용규 목사   ㆍ 부위원장 김기철 목사   ㆍ 서  기 김한욱 목사

     ㆍ회  계 이해중 장로   ㆍ 총    무 김용수 목사

     ㆍ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   ㆍ 전문위원 최동식 목사   ㆍ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

② 위원회 워크숍(Workshop) 및 신규 사업은 임원회에게 맡기기로 하다. 

2) 임원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19. 11. 11(월) 12: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회 워크숍(Workshop)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다.

가. 일자 및 장소: 2019년 12월 10일(화) ~ 11(수) 대전지역

나. 강사: 임종구 목사(개혁주의 세계동향), 총신교수 1명

다. 개회설교: 총회장(참석 요청 예정)

라. 워크숍 강의자료 제작 및 배포

② 총회소개서 초안을 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에게 맡겨 위원회 워크숍 때 보고키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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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회의

 일    시 : 2019. 12. 10(화) 17:30

 장    소 : 대전인터시티호텔

 결의사항

① 워크숍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준비한대로 진행키로 하다.

② 아래와 같이 해외 교단 관련 행사를 방문하기로 하다.

가.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IREC)의 양해각서(MOU) 체결 요청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양해

각서 체결[2020년 2월 2일(주일)] 및 총회장 일정 수행과 관련하여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

로 하다.

나. KPCA의 하와이에서 개최 예정된 교단행사[2020년 2월 17일(월) ~ 21일(금)]와 관련하여 

위원장과 총무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다. 페루복음개혁장로교회(IEPRP)의 정기총회[2020년 3월 26일(목) ~ 28일(토)]와 관련하여 

부위원장과 서기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③ 총회소개서 책자 연구 및 제작을 전문위원장에게 맡겨 진행하기로 하다.

④ 해외 교단들에게 제105회 총회 초청장을 발송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1. 6(월) 13:00

 장    소 : 대전역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②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IREC)와의 MOU체결 및 현지 선교사 방문 등[2020년 1월 30일(목) 

~ 2월 5일((수)]과 관련하여 총회장님의 항공비를 제외한 제반 경비를 허락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0. 2. 12(수)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② 제104회 총회 때 승인된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납금 일만 달러 납부를 위해 다시 

총회임원회에 납부 청원키로 하고, WRF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WRF 교단이사 임종구 목

사의 보고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추경청원하기로 하다.

③ WRF 이사회 준비는 WRF 교단이사이자 본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임종구 목사에게 맡겨 처리키

로 하다.

④ 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청원하는 총회소개서 제작 집필비용 500만원은 허락하기로 하다.

⑤ 해외 교단 총회참석 요청 건과 관련하여

가. 미국장로교회(PCA) 총회[6월 16일(화) ~ 19일(금), 버밍엄 알라바마]의 참석은 비상임이사

인 임종구 목사에게 맡겨 총회장을 수행키로 하다.

나. 일본동맹교단 총회[3월 17일(화) ~ 18일(수), 도쿄]의 참석은 위원장 박용규 목사와 회계 이

해중 장로가 참석하기로 하다.

다. 멕시코민족장로교회 총회[7월 20일(월) ~ 24일(금), 감뻬체시]의 참석은 추후에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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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로 하다.

⑥ 불가리아 하나님의 교단과 MOU 체결 요청은 총회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0. 5. 19(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②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분담금 납부를 확인하다.

③ 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 및 집필위원들이 작성한 총회소개서 개정안을 검토하여 총회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④ 총회소개서 집필 비용으로 250만원을 지출하기로 하다.(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 50만원, 대신

대학교 황봉환 교수 100만원, 총신대학교 안인섭 교수 100만원)

⑤ 총회소개서 책자 제작을 위한 인쇄업체 및 디자이너 선정은 회계에게 맡겨 차기 회의 때 보고

하기로 하다.

⑥ 일본그리스도교회(CCJ)와의 선교협약서 작성 요청에 대해 서기가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와 

상의하여 답변하기로 하다.

⑦ 총회세계선교회(GMS)가 요청한 이집트장로교회와의 MOU체결 요청의 건은 제105회 총회 때 

청원하기로 하다.

⑧ 7월 중 ‘코로나 이후 세계교회교류방향’을 주제로 임원수련회를 시행하기로 하되, 위원장 및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일    시 : 2020. 6. 16(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② 총회소개서 인쇄업체 및 디자이너 선정을 위해 수령된 견적서들을 검토하니, 인쇄 및 디자인을 

‘하늘서원커뮤니케이션즈’로 선정하기로 하고, 3천부를 제작하기로 하다.

③ 금년도 호주장로교회(PCA) 총회의 취소를 확인하고, 위원장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보전해 

주기로 하다.

④ 총회소개서의 최종 검토 작업을 위해 7월 13일(월) ~ 14일(화)까지 갖기로 하고, 세부적인 계

획 및 진행 등은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일    시 : 2020. 7. 12(월) 20:00

 장    소 : 롯데시티호텔 회의실

 결의사항

① 코로나19로 인해 제105회 총회 기간 진행될 해외교단 초청 리셉션을 취소하기로 하고, 모든 

해외교단에 통지하기로 하다.

② 총회소개서를 3천부에서 500부를 추가로 제작(총 3,500부)하기로 하고, 제105회 총회총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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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본부, GMS, 총신대학교에 배포하기로 하다. 책자의 배포 및 일정은 서기에게 맡기기로 

하되, 선교사들이 본 교단을 소개할 활용 목적으로 GMS에 1,400부를 제공하기로 하다. 

3) 총회소개서 제작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 28(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소개서 제작을 위한 집필 비용으로 500만원을 임원회에 요청하기로 하다.

② 총회소개서 제작을 위해 대신대학교 황봉환 교수, 총신대학교 안인섭 교수를 선임하여 임원회

에 보고키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2월 27일(목)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 28(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소개서 제작을 위한 소위원들의 연구와 내용 집필 및 검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하다.

가. 전문위원장: 50만원

나. 황봉환 교수, 안인섭 교수: 각 100만원

② 총회소개서 영문 집필 및 내용 검수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하되, 전문가 선정을 안인섭 교

수에게 맡기기로 하고, 용역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③ 총회소개서 책자 내에 삽입할 사진자료의 선정 및 배열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로 하되, 전문가 

선정을 안인섭 교수에게 맡기기로 하고, 용역비용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④ 차기회의는 5월 18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5. 14(목)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② 총회소개서 개정안을 검토하다.

③ 영문 집필 및 감수를 작업한 파울 킴(Paul Kim) 목사와 사진 배열을 작업한 이은성 목사에게 

각각 용역비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④ 총회소개서 개정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3. 주요사업

1) 위원회 워크숍(Workshop)

   (1) 일    시: 2019. 12. 10(화) ~ 11(수)

   (2) 장    소: 대전인터시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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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석인원: 18명

   (4) 주요일정

순서 담당자 내용

특강1 총신신대원 김지찬 교수 세계 개혁교회의 참된 목회자의 모습

특강2 비상임위원 임종구 목사 총회의 교단정치성과 해외교단교류의 의미

간담회 다함께 2020년도 사업계획, 총회소개서 제작 논의 등  

   (5) 결    산

내역 금액 비고

숙박 및 식비 1,675,000원 회의실 대여비 포함

일비, 여비 1,520,000원 위원

강사 및, 순서비 930,000원

진행비 및 기타 204,400원 책자 제작 비용 등

합계 4,329,400원

2) 해외 교단 방문

   (1)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의 제55회 정기총회 참석

① 기  간: 2019년 10월 13일(주일) ~ 15일(화)

② 참석자: 위원장 박용규 목사

③ 장  소: 일본 나고야

④ 결  산

내역 금액(원) 비고

활동비 530,550 만찬찬조, 잡비, 선물비

항공비 344,500  위원장

행정비 200,000  통역, 가이드 등

일비 60,000 1인 × 2일

합계 1,,135,050

   (2) 인도네시아개혁파교회(IREC)와의 MOU체결

① 기  간: 2020년 1월 30일(목) ~ 2월 5일(수)

② 참석자: 총회장 김종준 목사, 서기 김한욱 목사

③ 장  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④ 결  산

내역 금액(원) 비고

현지경비 3,149,845 $2,679($1=1,175.8)

항공비 683,500  서기 김한욱 목사

선물비 299,430  일회용 마스크 등

금융비용 29,164  송금, 환전 등

합계 4,16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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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금액(IDR) 비고

숙소비 10,015,800 총회장, 가이드선교사

교통비 8,489,900 인도네시아 국내항공, 렌터카

선교사활동비 6,940,000 가이드 선교사 활동 및 수고비(약 60만원)

식비 5,601,615 접대비 포함

선교사 위로 2,813,030 선교사 초청 및 위로회

현지봉사 2,250,000 통역 및 차량 등

기타 300,000 

합계 36,410,345 

  

    ※ 인도네시아 현지 경비 내역($2,679, $1≒13,590루피아)

     

   (3) PCA-CKC(한인교회협의회) 모임 참석

① 기  간: 2020년 2월 17일(목) ~ 20일(목)

② 참석자: 총회장 김종준 목사, 총회서기 정창수 목사, 위원장 박용규 목사, 총무 김용수 목사

③ 장  소: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④ 결  산

내역 금액(원) 비고

항공비 2,695,400 위원장, 총무

호텔숙소 2,541,000

환영만찬 지원비 1,210,000 $1,000

가이드비용 605,000 통역, 차량지원 등($500)

선물비 194,900

일비 240,000 4일×30,000 (위원장, 총무)

선교사 위로 1,573,000 위로회 및 지역 탐방($1,300)

식사비 811,910

각종 잡비 300,000

합계 10,171,210

3) 총회소개서 제작

   (1) 제  작: 전문위원장 배광식 목사, 대신대 황봉환 교수, 총신대 안인섭 교수

   (2) 수  량: 3,500권

   (3) 결  산

내역 금액(원) 비고

책자인쇄비 9,790,000 1권당 약 2,800원(전면 칼라)

디자인비용 3,740,000

제작 및 감수 2,500,000 전문위원장 50만원, 교수 2명 100만원씩

용역비용 1,000,000 영문 번역, 사진 배열 각 50만원

합계 17,030,000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보고❙569

4. 결 산

내역 금액(원) 비고

총회소개서 제작 17,030,000 3)-(3) 참고

제104회 총회 리셉션 12,573,100 리셉션, 의전 및 통역

미국장로교회한인협의회 행사참석 10,171,210 2)-(3)-④

워크숍 4,329,400 1)-(5) 참고

회의비 4,196,500  식비포함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 MOU체결 4,161,939 2)-(2)-④ 참고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참석 1,135,050 2)-(1)-④ 참고

기타 204,000 

잔액 6,198,801

합계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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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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와의 사업교류협약서(MOU) 승인 요청 - 첨부2 참고 

본 위원회에서는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와 사역교류협약서(MOU)를 체결했습니

다.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 - 첨부1 참고

   이번 총회에도 교류 가능 교단 및 현황보고에 의거하여 해외 교단 방문 및 초청을 했

습니다. 해외 교단과의 교류에서 매 총회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교류 가능 교단 및 현

황보고’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 교단 분담금 납부

   우리 총회의 역량을 근거로 미국장로교회(PCA) 및 브라질장로교회(IPB)와 동일한 수

준의 분담금을 부담하고자 하오니, 104회기와 같이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총회

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104회기와 동일한 예산 배정 

   금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계획했던 해외교단 방문을 시행할 수 없

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가와 제약회사에서 서둘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을 연구 중에 있고, 향후 개발 전망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바이러

스 발생 이전과 같이 해외 교단과의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일한 예산을 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5. 불가리아 하나님의 교단 및 이집트장로교회와의 MOU 청원

   불가리아 하나님의 교단은 현재 수영로교회와 교류 중에 있고, 저희 총회와도 협력 

관계를 넓혀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장로교회는 GMS 김신숙 선교사가 

1970년대부터 목회자 교육 및 평신도 지도자 훈련 사역 등을 시작하여 현재도 후임 

선교사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 총회와 MOU 체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코

로나바이러스가 종결되면 즉시 양 교단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 총회 영문명칭 변경 

   우리 총회의 영문명칭(GAPCK)에서 GA(General Assembly) ‘총회’라는 명칭을 교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다른 세계장로교단의 사용예가 없고 맞지 않으므로 영문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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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K(Hapdong)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GAPCK(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변경-PCK(Hapdong): Presbyterian Church in Korea(Hapdong)

7. 재정청원 : 6천만 원

① 해외교단 총회(유렵, 미주지역) 방문비용 : 3,000만원

② 해외교단 총회(일본 및 아시아지역) 방문비용: 1,000만원

③ 해외교단 연구 및 책자 발간 : 1,000만원

④ 회의비 : 500만원

⑤ 예비비 : 500만원

2020년  9월

세 계 교 회 교 류 협 력 위 원 회
위원장  박 용 규

서  기  김 한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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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교류 가능 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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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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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0,270명 152
MOU
체결

미국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 × × 374,736명 1,568
교단
교류

브라질 장로교회
(Igreja Presbiteriana do Brasil, IPB)

× × × 759,500명 6,051
MOU
체결

세계개혁주의협의회
(World Reformed Fellowship,WRF)

× × ×
68개 교단
(2019년)

가입

호주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PCA)

× × ×
교단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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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0,000명 389
교단
교류

인도네시아 개혁복음교회
(Gereja Reformed Injili Indonesia, 
GRII))

× × × 200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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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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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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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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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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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과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의 
교단 사이의 협력 양해 각서

  이 양해각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과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 교단 사이에 상호 

합의에 근거한 파트너십에 공식적인 기록이다. 이 파트너십은 양 측이 개혁주의 신학을 지지하여 

복음주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강한 영적 삶, 제자 훈련, 두 교단 사이의 친교를 쌓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기초를 둔다. 양 측은 이 협력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

국의 영광만을 위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기존의 제휴 기관(이 경우 신학교 및 대학교)과 전 세계 개혁주의 공동체

의 혜택을 위해 두 교단의 감독 하에 새로운 기관의 설립 가능성을 포함하여 양 교단 사이에 협력

을 실행하는 것이다.

  파트너십의 기간은 이 양해각서 서명 후 5년간 지속된다. 5년 후 양해각서는 양 측이 종료에 동

의하지 않는 한 다음 5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양해각서를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쪽에 서 취소하는 

경우, 유효 취소일자인 90일 전에 이미 시작된 활동 및 조치의 완료를 보장하는 서면을 상대방에

게 통지해야 한다.

  양해각서는 다음의 협력 분야를 포함한다.

1. 세계전도를 위한 협력

  (1) 복음 집회에 참여

양 교단은 인도네시아와 가능한 한국에서 복음 집회에 매년 마다 참석하는 것을 근거로 

정기적인 대표단을 갖는다.

  (2) 교회 평신도를 위한 복음주의 훈련

복음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교회 평신도들을 훈련한다.

  (3) 선교훈련센터를 설립한다.

이후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도자 및 선교사를 훈련하기 위한 세계 선교 훈련원

(GMTI)를 설립한다.

2. 기독교 교육/ 제자훈련을 위한 협력

  (1) 주일학교

  (2) 평신도 훈련

3. 강사/학생 교환을 위한 협력

교환 프로그램은 신학교 및 대학교 강사 및 학생들에게 숙박 및 학업 시설을 사용하면서 산

하 학문 기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4. 목회적 사역의 협력

  (1) 여러 언어로 목회 사역의 공급

양 교단은 세계 방방 곳곳의 복음적 사역의 열매로서 새 개종자 또는 신자들이 가장 이해

할 수 있는 언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영어/기타)로 이행되는 목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

도의 믿음으로 양육되는 것에 동의한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제자훈련 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는 프로젝트의 모델로서 어떤 선정된 교회로 시작하는데 한국에 이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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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교회에서 실행한다. 이후 인도네시아 교회는 인도네시아 교회에 적합한 제자훈련 프

로그램을 개발한다.

5. 인도네시아/한국에 목회자 및(또는) 선교사를 위한 비자 지원

양 측은 한국에서 협력의 구상 및 이행을 지도 및 감독할 합동 측 대표로 김귀영 박사를 임

명하고, 인도네시아 및 전 지구적 협력의 구상 및 이행을 지도, 감독할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

회(GRII)의 대표로 벤야민 인탄 박사를 임명할 것에 동의한다.

  이 양해각서는 자유로이 참여하여 두 교단이 서로 섬기고 혜택을 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신

뢰하며, 각 교단 대표가 서명합니다.

2020년 2월 2일, 자카르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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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EREJA REFORMED INJILI 
INDONESIA[GRII]) 소개

GMS동남아이슬람 지역대표 김귀영 선교사

1. 인도네시아 개혁교회의 역사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는 스테반 통(Stephen Tong) 목사

로부터 시작되었다. 스테반 통 목사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화교와 중국 본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랑을 받는 목회자이며 설교자이다. 그는 중국

어, 영어, 인도네시아로 선포되는 개혁주의적 강해설교로 아시

아의 마틴 로이드 목사로 불려지고 있다. 또 인도네시아와 해

외에서 개최되는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스테반 통 목사를 

아시아의 빌리 그래함으로 부른다.  

그는 개혁신학자일 뿐 아니라 작곡가, 연주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건축가 등으로도 알려져 있다.

교단 이름은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이다. 이 교단의 이름에는 개혁신학 원리에 대한 헌신

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 전도의 열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 교단은 독자적으로 만든 개혁 신

앙고백 외에도 웨스트민스터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을 받아들인다.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는 인도네시아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와 극단적 은사주의의 영향

을 받는 것을 주시한 스데반 통 목사에 의해 시작된 개혁운동으로부터 태동되었다. 스테반 통 목사

는 앤드류 기(Andrew Gih) 박사가 세운 동남아시아성경학교(SAAT)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의 개혁신학과 목회 및 선교 사역을 인정하여 명예박사학위를 주었다.

스테반 통 목사가 시작한 개혁운동의 첫 단계는 교회가 개혁신학 원리에 입각한 건강한 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1984년 수천 명이 참석한 “기독교 신앙 세미나(SPIK)” 시리즈로 

그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평신도를 목표로 포괄적인 신학교육을 하는 “개혁신학교(STRI)”가 세

워졌다. STRI는 1986년에 수라바야에서, 1987년 자카르타에서, 1988년 말랑에서, 1989년 빨렘방

에서 그리고 반둥, 스마랑, 솔로, 족자 등등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STRI 수업을 인도네시아 각 도

시와 마을에서 열었다. 개혁신학을 강조한 후 1989년에 스테반 통 목사는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

를 세웠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교회들을 세웠고 싱가폴,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의 주요 도시에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다. 인도네시아개혁복음

교회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국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중국계(화교), 중국 본토 그리고 전 세계 성도들

을 개혁신앙으로 세우고 있다.

(1) 자카르타 중심에 있는 개혁교회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의 첫 교회는 자카르타 중심부에 세워졌다. 1만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

릴 수 있는 대예배실과 1200명이 드릴 수 있는 중예배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한 교실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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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타 중심지에 세워진 인도네시아 개혁 교회>

(2) 주요 도시에 세워진 개혁 교회들

     

(3) 인도네시아 전도 부흥 집회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는 전도를 아주 강조한다. GRII의 한 가지 전도 프로그램으로 인

도네시아 각 원거리 지역 학교들(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부흥회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첫 해에 지역부흥회는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현재는 훈련과 위임을 통해 약 천 명의 평신도가 복음을 전한다. 매 년 지역부흥회는 

1~2백만 사람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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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년간 인도네시아 140개 도시에서 전도 및 부흥집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한다.

(4) 해외 전도 집회

  해외 전도 집회는 필리핀,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미국 LA, 호주 시드니 등에서 개최 되었다.

2. 국제 개혁 복음 신학 대학 및 대학원(STTRII)

  1996년에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은 국제개혁신학대학교(STTRII)를 세웠다. 이 신학대학

교 및 대학원은 개혁신학을 고수하며 복음전도에 열정 있는 사역자들을 배출해 내는 비전을 가지

고 있다. 학문적으로 STTRII는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네덜란드에 Kampen 신학대학

교, 네덜란드에 Aapeldoorn 신학대학교, 자유대학교와 MOU를 맺고 교수들이 와서 집중 강의를 

하고 있다. STTRII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있다. 

  학사는 신학, 음악, 선교 세 과가 있다. 또한 중국대륙으로부터 온 학생들이 중국을 섬기는 사역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중국어부가 있다. 현재 각 과별로 인도네시아부, 영어부, 중국어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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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카르타 심포니 강당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는 복음의 대위임령 뿐 아니라 문화의 대위임령도 강조한다. 스테

반 통 목사는 목회자, 신학자, 또한 건축가이며 문화 예술가이다. 그래서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처

음으로 국제적 수준의 콘서트홀, “자카르타심포니 강당”을 디자인하고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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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피아 예술 박물관

  그는 또한 동서양의 문화 작품을 수집하여 갤러리, “Sofilia Fine Art Center”를 세웠다.

(3) Reformed 21 TV와 사회와 종교를 위한 개혁센터

  그 외에 “Reformed 21” 이라는 TV 방송국을 세움으로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나라와 종족들을 세우는데 그리스도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와 종교 연구

단체인 “사회와 종교를 위한 개혁센터(RCRS)”를 세웠다. RCRS는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인물들과 

다양한 종류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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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및 대학교

(1) 칼빈 초ㆍ중ㆍ고등학교

(2) 칼빈대학교

  칼빈대학교는 공과대학으로 출발하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각 전공별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있지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카르타 외곽에 종합대학교를 건립을 위해 아

주 큰 캠퍼스 부지를 구입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4. 주요 교리와 검토사항

ㆍ 우리는 모든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

임을 믿는다.

ㆍ 우리는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 대소리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귀

중한 교재로 받아들이며 우리 교단의 교리의 기초로 받아들인다.

ㆍ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 교단의 제일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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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는 것이다.

ㆍ 우리는 WCC를 배격한다.

ㆍ 우리는 여성의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위한 안수를 주지 않는다.

ㆍ 종교 다원주의와 동성애를 철저히 배격한다.

5. 총회와 양해각서

  총회에서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2020년 2월 2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역사적인 두 교단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양해각서는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서기 김한욱 목사, GMS동남아이슬람 지역대표 김귀영 선교사가 총회를 대표해서 서명하 으며, 

인도네시아개혁복음교회(GRII)는 교단 설립자인 스테반 통 목사, 교단장 안토니오 목사, 그리고 국

제개혁신학대학대학원 베냐민 총장이 서명했다.

  양 교단은 양해각서를 통해서 ⑴ 세계 복음화 상호협력, ⑵ 기독교 신앙교육과 학교 사역, ⑶ 신

학교육 상호협력, ⑷ 목회사역 상호협력 ⑸ 선교사 비자발급에 상호협력하기로 하 다. 

  양 교단 상호협력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는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 으며, 미국 웨스트민스

터 신학교 피터 릭백(Peter a. Lillback) 총장, 인도네시아 주요 교단장들, 신학대학교 총장들, 인

도네시아 종교부 차관, 그리고 자카르타 전 주지사 아혹(Ahok) 등이 참석하여 축하 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