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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교회와 신학

김효성 목사

개 교회가당면한 신학 제문제들을간략히정리해보고그

요한 처방향을 생각해 시다.

자유주의 신학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회의주의 성경비평학의 공격을 받아

통 성경 과 성경해석을 거의 포기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그것

이 자유주의 신학의 향입니다. 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말을오늘날의불신앙 인 신학일반을가리키는말로사용하

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단 입니다.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의핵심 교리들을부정하기때문입니다.이사실은 표 자유주

의 신학자들의 책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성경의 객 ,신 권 와 무오성을 부정한다.

첫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객 ,신 권 와 무오성을

부정합니다.칼바르트는아담의창조와타락의이야기가그자체로

는거짓이라고단언했고1) “아 라함과모세와같은인물들이후

의신화 제작의산물들이든지아니든지무슨문제가되는가[!]”라

고말했습니다.2)이것은불신앙입니다. 그는성경에오류가있다

1)KarlBarth,ChristandAdam,pp.54-55.

2)KarlBarth,TheWordofGodandtheWordofMan,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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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언했습니다.3)C.H.다드는성경의외 권 는 이지않

으며4)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객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

했고5)심지어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것은 종교와 공 도덕에

험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6)

2.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과 처녀 탄생을 부정한다

둘째로,자유주의신학은그리스도의성육신(成肉身)과처녀탄생

을 부정합니다.라인홀드 니이버는 “원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 으로 불합리하다....말 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보통 단되는모든규범들을어긴다”고말했습니다.7)폴틸

리히는“하나님이사람이되셨다는주장은역설 (說的)이아니라

부조리한(non-sensical)[엉터리 없는]말이다”라고 했습니다.8)

칼 바르트는 “그의 모친이 은 부인으로 불리는가 혹은 처녀

로 불리는가 하는 옛 논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고말했고,9)라인홀드니이버는처녀탄생진리를원시 신

화요,10)후 에 삽입된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11)이것은 하나님

의 진리를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3)KarlBarth,ChurchDogmatics,I.ii,528-529.

4)C.H.Dodd,TheAuthorityoftheBible,p.14.

5)Ibid.,p.289.

6)Ibid.,p.13.

7)ReinholdNiebuhr,BeyondTragedy,pp.13-14.

8)PaulTillich,SystematicTheology,II,94.

9)KarlBarth,ChurchDogmatics,IV.i,5,footnote.

10)ReinholdNiebuhr,BeyondTragedy,p.17.

11)ReinholdNiebuhr,TheSelfandtheDramasofHistory,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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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리스도의 기 들을 부정한다

셋째로,자유주의신학은그리스도의기 들을부정합니다.폴틸

리히는 그리스도의 행 반에 해 말하기를,“모든 역사 지식

과 같이,이 사람에 한 우리의 지식은 단편 이고 가설 이다.역

사 연구는 이 지식을 방법론 회의주의에 굴복시키고 본질 인

부분들뿐 아니라 각개의 부분들에서도 계속 인 변화에 굴복시킨

다”고 했습니다.12)그는 성경의 진실한 증거성을 부정합니다.

요아킴 미아스는 “ 우리는 특히 헬라주의 환경으로부터

당시유행하는작품에서,귀신의추방,병고침,죽은자들을일으킴,

풍랑을 잔잔 함,포도주 기 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이 기 이

야기들의어떤것들은복음서들의그것들과매우 한 을 보

이기때문에,우리는기독교 통이그주변환경에서빌려왔으며

어도 그것에서 어떤 개별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13)

4.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한다

넷째로,자유주의신학은그리스도의속죄사역을부정합니다.C.

H.다드는 “유화(宥和,propitiation)라는 번역은,진노하신 하나님을

가라앉힘을암시하기때문에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며,비록이

것이 이교 (異敎的)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 용법에는 생소하

다”라고 말했습니다.14)

라인홀드니이버는“하나님의아들이십자가 에서속죄의죽음

을죽으셨다는교리는많은신학 오류들로인도하는데그 에는

12)PaulTillich,SystematicTheology,II,107.

13)JoachimJeremias,NewTestamentTheology,p.88footnote.

14)C.H.Dodd,TheRomans,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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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도덕의식을 모욕하는 리 속죄의이론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15)

5.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

다섯째로,자유주의신학은그리스도의부활을부정합니다.칼바

르트는“그리스도의부활이나그의재림은동일한것인데역사 사

건이아니다”고말했고,16) “수그리스도의부활사건이역사

으로발생하 다는사실에 해아무런증거도없고어떤증거가있

을수도없고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실제로성경역

사에결정 요소들인창조이야기와 다른많은이야기들과공통

으로,부활의 역사는 학자들의 사고형식들과 용어로 신화

(saga)나 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할 아무런

이유도없다. 수그리스도의죽음은확실히 의미에서역사

로 생각될 수 있지만,부활은 그 지 않다”고 했습니다.17)

6.사람의 혼 불멸을 부정한다

여섯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사람의 혼 불멸을 부정합니다.폴

틸리히은“인간의자연 특질로서의불멸성은,비록그것이 라톤

의교리일수는있어도,기독교 교리는아니다”라고말했고,18)오

스카쿨만도“리받아들여지고있는이개념[혼불멸의개념]은

기독교에 한 가장 큰 오해들 의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19)자

유주의 제학 들은 공통 불신앙입니다!

15)ReinholdNiebuhr,BeyondTragedy,pp.17-18.

16)KarlBarth,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17)KarlBarth,ChurchDogmatics,IV.i,335-336.

18)PaulTillich,SystematicTheology,II,66.

19)OscarCullmann,ImmortalityoftheSoulorResurrectionofthe

Dead?,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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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부정한다

일곱째로,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부정합니다.

칼바르트는“그리스도의부활이나그의재림은동일한것인데역사

사건이아니다”라고했고,20)라인홀드니이버는“기독교교리

그리스도의재림에 한 소망보다더속임과착각으로인도한교리

는 없다”고 말했습니다.21)

8.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

여덟째로,자유주의신학은죽은자의부활을부정합니다.라인홀

드 니이버는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문자 으로 참될 수 없다”고

말했고,22) 넨베르크는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의 정 타당성을

인식하고 주장함은 우리가 그것의 상징 이고 비유 인 성격에

해분명히이해한다는조건에서가능할뿐이다”라고했습니다.23)이

들은 다 불신앙자들이요 이단자들이며 허무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이단 신학 사상이 마치 당연한 학문인 것처럼 교회 속에

들어와 신학교들과 신학자들에게 향을 끼쳤고 목사들과 신학

생들과 평신도들에게까지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런 들은

무많고우리나라의개 교회들도 외가아닙니다.만일 가우리

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이 없다고 말한다면,그는 무지하든지 고의

으로속이거나자신의사상을 감추는자이든지 아니면신앙이 무

해이해져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20)KarlBarth,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21)ReinholdNiebuhr,BeyondTragedy,p.21.

22)ReinholdNiebuhr,BeyondTragedy,p.290.

23)WolfhartPannenberg,TheApostles'sCreed,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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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칼 운동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은 포용주의입니다.오늘날 교회는 넓어진

교회입니다. 자유주의신학은오늘날교회들속에조 씩들어

와깊이자리잡고있습니다.그러나교회들은그것을배제할의지가

없고힘이없습니다.경건하게보이는많은목사들과교회들은자유

주의 신학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넓어진 교회들 속에서 일어난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입

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선교 회

에서 기원을 찾습니다.그 후,교회일체성과 사회 심을 가진 두

종류의 세계 모임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련의 모임들은 제2차 세

계 이후 세계교회 의회(WCC)라는 단체를 형성하 습니다.

WCC의특징은신학 포용주의입니다.WCC는처음부터자유주

의 인사들을 포용하고 있었습니다.WCC의 여러 해에 걸친 토의

과정에서 종합된 성경 에 한 문서24)는 WCC가 바른 성경 을

멀리 떠나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입니다.그 단체는 성경연구

에 있어서 문학 ,역사 비평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합니다.

이것은오늘날많은교회들의 실이기도합니다.많은교회들과교

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마당에,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

교회 의회가이단 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신학 포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그러나 신

학 포용주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입니다.왜냐하면 자유

주의이단을 포용하고그런자들과 교제하는것이며 권징을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4)TheBible:ItsAuthorityandInterpretationintheEcumenic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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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천주교회의 포용

에큐메니칼 운동과 심지어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천

주교회를 인정하고 친 히 교제하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WCC의 총무에 리오카스트로는“재WCC와천주교회간

의 계는 매우 정 이며 모든 종류의 우호 계들이 있다”고 말

하 습니다.25)1968년이후,10-15명의천주교신학자들이WCC신

앙직제 원회에 정회원으로 참여해왔습니다.천주교회는 정규 으

로 WCC의 주요 회들에 참 인이었고 WCC의 로그램 작성 간

사 에도 들어 있습니다.26)1993년,WCC신앙직제 원회 세계

회의120명회원 26명은천주교인이었습니다.27)1999년 재,천

주교회는 56개국 교회 의회(NCC)들의 정회원입니다.28)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에도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일이 있

습니다.1993년 빌리 그 이엄 도 회 이사 스털링 허스턴은 “지

난10-15년간그 이엄 도 회에서천주교회의참여가크게늘어

났으며소수의천주교회지도자들은이제 도 회계획 원회들의

공식 표자들로 사한다.천주교회 신자들은 안내 원들,성가

원들,심지어상담 원들로환 을받고있다”고말하 습니다.29)

1994년빌 라잇,촬스콜슨,J.I.패커등복음주의지도자들은“복

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ECT)라는 상호 인정과 력을

선언한 선언서에 서명하 습니다.30)미국복음주의자 회(NAE)의

25)OneWorld,January-February1986,p.6.

26)ApostolicFaithToday,p.9.

27)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3.

28)CalvaryContender,1February1999.

29)CalvaryContender,1December1993.

30)ChristianityToday,14July1997;CalvaryContender,15June

1997;1Augus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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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존 화이트도그문서에서명하 고천주교인들을 복음주의

자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불 습니다.31)

그러나천주교회는마리아를숭배하고이신칭의의복음을부정하

고 수 그리스도의 단번속죄를 왜곡시키고 교황의 무오한 권 를

주장하는우상숭배 이고 그리스도 인집단입니다.게다가,천주

교회는 고문과 학살,음행,사치와 탐욕의 역사 오류들을 교회

으로 인정하고 회개한 이 없습니다.

낙태와 동성애의 허용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는 윤리 역에서도 나타납니다.그것은

특히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낙태는 사회의

가장심각한죄악입니다.세계 으로낙태는연간약5,500만건이며,

우리나라도 연간 약 150만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32)이것은 유

아 학살입니다.미국연합감리교회는 일 부터(1970년 )낙태

를 허용했습니다.1986년 미합 국 장로교회(PCUSA)도 낙태에

해 낙태 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33)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

(UCC)도 공식 으로 낙태를 지지합니다.34)

동성애 문제는 최근의 이슈입니다.1999년,미합 국장로교회는

동성애 도자 제인 스 를 그 해의 ‘신앙의 여성’수상자로 지명하

습니다.그는그교단의첫번째공공연한동성애자이었습니다.35)

1999년,미합 국장로교회 총회는 동성애자 안수 지를 규정한 헌

31)CalvaryContender,15May1994.

32)ChristianNews,24June1985,p.8;기독신보,1990.6.16,7쪽;크

리스챤 신문,1990.11.3,5쪽.

33)ReligiousNewsService,18June1986.

34)CalvaryContender,1January1999.

35)CalvaryContender,1April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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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 삭제를주장하는교회직제 목회 원회의‘다수 ’보고서

신,동성애자 안수 문제를 2년간 더 연구하자는 ‘소수 ’보고서를

지지하 지만,다수 보고서 지지 총 는 무려 38%에 달하 습니

다.36)2000년5월 미합 국장로교회 총회재 국은목사의동성애자

결합식 주례를 인정하며 동성애자 목사후보생을 인정하는 회 재

국의 결을 정당하다고 시하 습니다.37)

종교다원주의 경향

오늘날교회들안에들어와있는종교다원주의사상은참으로심

각한사실입니다.그런사상은WCC지도자들 에서볼수있습니

다.WCC 종교 간의 화 원회의 의장인 더크 멀더(DirkC.

Mulder)는“당신은불교인이나힌두교인이그리스도를믿지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해 “물론

이죠!물론이죠!”라고 답하 습니다.38) WCC의타종교들과이

념들과의 화 원회 의장인 웨슬리 아리아라자(S.Wesley

Ariaraja)는 1985년 WCC를 통해 출 된 성경과 타종교인들(The

BibleandPeopleofOtherFaiths)이라는그의책에서기독교의

성을명백하게부정하 습니다.39)1990년1월,WCC의살아있는

종교들에 속한 사람들과의 화 원회의 스 스 바아르모임은“우

리는우리자신이구원을 수그리스도에 한명백한인격 의탁

에 제한시키는 신학을 넘어서서 나아갈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우리 밖에

36)기독신문,1999.6.30,16쪽.

37)기독신문, 2000.5.31,8쪽.

38)M.H.Reynolds,TheWorldCouncilofChurches:TheCupofthe

LordortheCupofDevils?(1986),p.8.

39)김효성, 교회문제,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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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자들이그들의구체 상황속에서그리고그들을지도하고감

동하는 종교 통들의 구조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 습니다.40)이방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

니다.이것은 명백한 종교다원주의의 경향입니다.

선교개념의 혼란

선교개념의혼란은 교회의혼란에한몫을하고있습니다.오

늘날교회들은선교를더이상 수그리스도의속죄의복음을 하

여 혼을구원하는행 로만 보지 않고 사회정치 활동을포함하

는 총체 개념으로 이해합니다.이것은 미국연합장로교회(지 의

미합 국장로교회)의 소 ‘1967년 신앙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

습니다.41)1968년 이후 WCC의 선교개념도 그러합니다.1980년

WCC멜본세계선교 회는,“인권을 한투쟁에의참여는그자체

가십자가에죽으시고다시사신그리스도를말과행 로선포할교

회의 체 선교의 심 요소이다”라고 선언하 습니다.42)1983년

WCC선교와 도선언도,“하나님의나라의복음은개인의회개를

요청할뿐만아니라,사회의구조에 한도 이다....복음 도는

이 세상의 구조들,즉 경제 ,정치 ,사회 제도들에 해 말한

다”고 진술하 습니다.43)이것이 소 ‘하나님의 선교’(MissioDei)

40)ChristianNews,5February1990,p.1,15.

41)“1967년 신앙고백,”미국연합장로교회헌법 제1부:신앙고백집 (
한 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발행,1968년),251-265쪽;킥,띠 깐지,헨리

공 ,1967년 신앙고백서 비 ,임택권 역 (1967년).

42)YourKingdom Come:MissionPerspectives.Reportonthe
WorldConferenceonMissionandEvangelism,Melbourne,Australia,

12-25May1980,p.186.

43)MissionandEvangelism:AnEcumenicalAffirmation,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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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체 (holistic)선교’라는개념입니다.44)1996년,한국개 신

학회학술심포지엄에서장로회신학 학의이형기교수는동일한개

념을 강조하 습니다.45)

이런넓어진선교개념은존스토트에의해복음주의진 에도수

용되었습니다.오늘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선교 개념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개 주의에큐메니칼 회(RES)46)총무 이었던 폴

슈로텐보어는 심지어 도개념속에구조 개 을 포함하려했습

니다.47)

복음주의의 문제

오늘날많은개 목사들은복음주의 의회(NAE)나복음주의

신학회(ETS)나 세계복음주의연맹(WEA)등 복음주의에 계하고

있습니다.복음주의는 종교개 이후 로마 천주교회와 구별하여 개

신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나,20세기 반 미국에서

신복음주의운동이일어난후오늘날복음주의는,조지말스던의말

과 같이,신복음주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48)

오늘날 복음주의의 특징은 교제와 활동에 있어서 자유주의를 배

제하지않는것입니다.이런입장을처음으로 변했던인물은미국

의 풀러신학교 교장이었던 해롤드 오켕가49)이었습니다.그는

44)HarveyT.Hoekstra,WCCandtheDemiseofEvangelism,pp.

66-67.

45)기독교보,1996.10.12,5쪽.

46)RES는후에REC로개명하 고2010년WARC와합병하여WCRC
가 되었다.

47)InternationalBulletinofMissionaryResearch,6(1982),152.

48)GeorgeM.Marsden,"fundamentalism,"inNewDictionaryof

Theology,p.268.

49)1930년웨스트민스터신학교졸업.1936년교회분리시그 로머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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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신학교 교장 취임시 성경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자기신학교는 교단들의목회자들을훈련시킬것이라

고 선언했습니다.50)그는 1948년 풀러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

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 습니다.그는 1957년의 한 소식지에서

“신복음주의는 그 략을 분리에서 침투로 바꾸었다”고 말했고,51)

후에그는“신복음주의는분리를거 함에있어서근본주의와달

랐다”고 회고하 습니다.52)

1942년 미국복음주의자 회(NAE)가 조직되었고,1947년 미국의

풀러(Fuller)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1951년 20개국의 복음주의자

회들이 모여서 세계복음주의 의회(WEF)를 만들었습니다(2001

년 세계복음주의연맹[WEA]로 개명함).1956년 크리스챠니티 투데

이(ChristianityToday)지가 창간되었습니다.이것들은 모두 신복음

주의의 표 기 들이 되었습니다.53)

자유주의의 포용

오늘날복음주의교회들의자유주의포용의 표 는빌리그

이엄의 도 활동입니다.빌리 그 이엄은 처음에는 그 지 않았

지만,그의 도 집회들에서 자유주의 교회 의회의 후원을 공공

연히 받았습니다.54)그는 로스앤젤 스 도집회시 수 그리스도

1942년미국복음주의자 회(NAE)조직, 회장됨.1947년풀러신학교
교장.33년간 보스톤 크스트릿 교회 담임목사.25년간 크리스챠니

티 투데이지 이사장.빌리 그 이엄의 친한 친구이며 신학 조언자.

50)WilliamAshbrook,Evangelicalism:TheNewNeutralism,p.5.

51)Ibid.,p.4.

52)ForewordtoHaroldLindsell'sTheBattlefortheBible.

53)박형룡,신복음주의비평,25쪽.

54)WilliamAshbrook,Evangelicalism:TheNewNeutralis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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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성을명확히 부정한제랄드 네디 감독을명 회장으로 임

명했습니다.55)데이빗 클라우드는 빌리 그 이엄의 문제 에 해,

성경이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 이라고 변호하지 않는 , 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 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

,지옥이불붙는고통의장소라고믿지않는 ,구원받지못한이

방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이 더 이상

자기에게아무것도의미하지않는다고말한 ,이단 인로버트슐

러의복음에 한잘못된개념들에동의한 ,그리스도를부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을 칭송한 ,수천명의 회심자들을 배교 자유주의

교회들에 넘겨 등을 열거했습니다.56)컬럼비아 국제 학교 명

총장 로벗슨 맥퀼킨은 빌리 그 이엄이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사람들,즉천주교인,헬라정교인,자유주의자에게따뜻한에큐

메니칼 포용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57)

신복음주의 기 인 미국복음주의자 회(NAE)는 처음부터 자유

주의 교단들의 지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 습니다.성경의 무

오와그리스도의육체 부활 교리를포함한역사 기독교신앙을

부정하는 마틴 마티는 1992년 미국복음주의자 회에서 강연하

고58) 1998년 그 회 회장 돈 아규는 그 회가 창설된 이래최

로 자유주의 미국교회 의회(NCC)총회에서 연설하 습니

다.59)세계복음주의 의회(WEF)회장 데오도르 리암스는 WEF

55)CharlesWoodbridge,TheNewEvangelicalism(1969),pp.34-39.

56)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9.

57)ChristianityToday,11August1997;CalvaryContender,15

September1997.

58)CalvaryContender,15May1999.

59)CalvaryContender,1Marc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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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터1993년8월호에서“세계교회 의회(WCC)소속교단내의

복음주의자들은그 로머물러 복음주의입장을 취하고그 교회 안

에서복음주의 향을끼치려고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60)그것

은 개 을 포기하고 권징을 포기하는 포용주의 정신입니다.

신복음주의 변지인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1998년9월7일자는

이몬드 라운의 신약개론을 높이 추천하 습니다.그러나 라

운은 수께서 지(全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류를 범하 다고

말한 자유주의 천주교 신부입니다.그는 WCC에서 활동 이고

1971년 미국 뉴욕의 자유주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종신

직 천주교 교수가 되었습니다.61)

한국교회의 들62)

한국교회의 들을 시다.1986년 9월 한국장로교 의회는 새문

안교회에서 노춘경씨 수세 100주년 기념 행사로 장통합, 장합

동,기장, 장고신, 장 신 등 5개 장로교단 연합성찬 배 강

연회를 가졌습니다.63)1990년 11월,한국복음주의 의회는 빌리 그

이엄 홍콩 도 회의 한국 성 계 도 회의장소로 부산 수

로교회, 구 서문교회, 앙교회 등 장합동측의 큰 교회

들을 채택하 습니다.64)1991년,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기감과 기

장의가입문제는일단 정 인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을거듭밝

혔습니다.”65)이단체는,자유주의교단인기감과기장을배제할의

60)CalvaryContender,15December1993;2001년 WEF는 그 명칭을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EvangelicalAlliance)으로 바꾸었다.

61)ChristianNews,14September1998.

62)김효성, 교회문제,제4 (서울:옛신앙,2012),73-77쪽.

63)크리스챤신문, 1986.9.14,1쪽.

64)기독신보,1990.11.3,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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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1993년,한국장로교회 일치를 한 특별좌담에서 장통합 박성

원 목사는 “개인 구원,사회 구원을 각기 외치면서 교회가 진보,보

수로나뉘어지는것은원칙 으로잘못된것”이라고말하고,한국의

진보교회와보수교회가일치하려면타 이필요하며, 컨 보수측

에서 ‘성경이 유일한 계시이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장로교 일치는

단히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기장 신학연구소장인 김원배 박사

는교회일치는진정한교회회복운동인데,교회일치를 해도그

마에서벗어나 사의자세를가져야하며교리만따진다면끝이없

다고 주장하 습니다.66)한편, 장 신 총회 총무 김재규 목사도

한국교회가교리를 따지지말고선교에함께참여함으로일치를 이

루자고말하며“신학에 한고집이곧한국장로교회일치의 해요

인”이라고주장했고, 과거엔김재 목사를이단이라고정죄했으

나오늘날보수신학에서그를이단이라고하지않는다고 말했습니

다.67)

1993년,한국장로교 의회 소속 5개 장로교단 총회장 공동선언문

은 한국 장로교회들이 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단은신앙의 본질 항목들에 있어서결코분열될만큼의견

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선언하 습니다.68)

1994년,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3·1 기념 배 설교를 자유주의

자로알려진강원용목사에게,69)3월8일임원취임 배설교를기장

65)기독교 연합신문,1991.1.13,15쪽

66)이분이바로김상복목사가철 한복음주의자라고인정했던인물
들 한 사람이다.기독교보,2005.3.26,4쪽.

67)크리스챤신문,1993.5.1,3쪽.

68)기독교 연합신문,1993.5.30,3쪽.

69)교회연합신문,1994.2.1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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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의조향록목사에게부탁했고,70) 4월9일남북교회 력을 한

세미나 강사 명단에 강원용 박사를 포함하 습니다.71)

1995년,한국복음주의 의회는 복 5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움의

강사 에 기장측 조향록 목사를 포함하 습니다.72)

1996년,한국복음주의 의회 발표회에서,홍순우 목사는 진보

교회와보수 교회가다반성하고한국교회 체정서에맞는연합

운동을 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앞으로 NCC나 한기총 등

의 연합기 이 합력하여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

다.73)

1996년,한국복음주의 의회 월례발표회에서 한명수 목사(한기총

총무,당시합동측기독신보주필)는진보와보수는동 의양면

과 같으며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완 히 충

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한기총과 교회 [NCC]이 새로운 이름

을 가진 단체로 우뚝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한국복음주의

의회 부회장 김명 목사(합동신학교교수,강변교회 목사)도“양

기구는 기구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74)

1997년 3월, 장통합, 장합동, 장고신, 장 신, 장개 ,

기장 등 장로교 9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로교 의회 토론

회에서 장합동측의 한명수 목사는 “개신교계의 분열은 하나님의

70)기독교보,1994.3.12,7쪽

71)한국기독공보,1994.4.2,4쪽.강원용목사는내가믿는그리스도라
는책에서성경의축자 감과무오성을부정하는것은물론이고(20-24쪽),
구원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 사는 것이라고 말했고(353
쪽),교회의 사명을 인류를 화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336-338쪽).바이
블 워,2006.8.18.

72)크리스챤신문,1995.8.5,2쪽.

73)기독교보,1996.713,5쪽.

74)기독신보,1996.9.1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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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보다사람들의생각을앞세운데서생긴결과”라고말했습니다.75)

1997년, 장 신측 총무 조순태 목사는 사회가 정치 ,경제

,윤리 으로 기상황일 때 교회연합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

서 “내가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교 도 같은 사도신경을 믿고 있으며

...교리도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76)참으로희한

한 생각입니다.그러나 성경에 없는 생각입니다. 천주교회

도 사도신경을 믿는데 연합할 수 있습니까?

1997년, 장고신총무심군식목사는사회문제와사이비이단이

치는 실에서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를 구별하여 힘을 약화시

키지 말고 일치단합된 연합운동으로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

다.77)

1997년 7월, 장합동, 장고신, 장통합 등 3개 교단의 국남

도회 혹은 남선교회연합회 임원들은교단간의화합과 일치운동

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 습니다.78)이제는 장로

들도 이 연합의 열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1998년 2월,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지 덕 표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교회 의회(NCC)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차이

가 이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79)

1998년6월, 장합동, 장통합, 장고신,기장의목회자로구성

된한국장로교목회자 의회(회장:옥한흠목사)는“교회의 사회

향력의 약화가 한국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한국기

독교 의회(교회 )로 나눠진 것에서 연유한다”고 말하며 “한국교

75)조선일보,1997.4.5,15쪽.

76)기독교보,1997.6.21,3쪽.

77)기독교보,1997.7.5,3쪽

78)기독교보,1997.7.12,1쪽.

79)기독교신문,1998.2.2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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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일치와 연합은 늦출 수 없는 긴박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80)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1998년,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회원교단 신임총회장과 총무 임원

축하 배에서 길자연 목사(장합동 총회장)는 “장로교회가 하나되

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운동에 극 참여하자”고 말하 습니다.81)

1999년 1월, 장통합측 총회(총회장:유의웅 목사)의 신년하례회

에 청된 장합동측총회장길자연목사(서울신림동왕성교회)는

“통합과합동이이심 심으로장로교연합과일치운동을벌여올해

는 하나로 되어가는 분기 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 습니다.82)

1999년,복음주의 장로교단인 장합동측 총회총 를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80%이상이 장통합과의 강단교류와

신학교류,연합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4%가 통합측

과의교단통합에 해지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83)그러나

장통합측은 분명히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입니다.84)

1999년 6월 27일, 장합동측의 역사 승동교회(박상훈 목사)와

장통합측의 표 교회인 락교회(이철신 목사)간의 강단교류

가 양교단의 분열 40년 만에 승동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85)

2000년 3월,한국기독교교단총무회는 교회연합운동에 최선을 다

하기로 하고 교회 과한기총의연합에 극 력하기로의견을 모

았습니다.교단총무회는 장통합, 장합동, 장고신, 장합동보

80)기독신문,1998.6.24,23쪽.

81)크리스챤신문,1998.11.9,14쪽.

82)기독교연합신문,1999.1.10,15쪽.

83)기독신문,1999.3.3,1쪽.

84)김효성, 교회문제,24쪽.

85)기독신문,1999.6.3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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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장개 합신,침례교,감리교 등이 속해 있습니다.86)

이상의 들은 한국의 보수 장로교회들을 포함한 교회들이 자

유주의 신학에 해 무지하거나 고의 으로 타 하고 있음을 나타

냅니다.오늘날복음주의는단지복음을믿는입장이아니고이단

자유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혹은 포용주의 교단들과 교제를

끊지않고서로교제하고 력하는포용 입장을나타냅니다.오늘

날 개 교회들은 이런 잘못된 교제로 말미암아 신학 으로,신앙

으로 더 해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개 교회의 정상 모습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이며그런이단을 교회가포용하는 것은 잘못된일입니

다. 자유주의신학이역사 개신교회의 교단들을거의지배

하는 오늘날 신학의 역에서나 교회 활동의 역에서 자유주의의

요소를 완 히 떨어버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그러나 정상

으로 말하면 개 교회는 자유주의 요소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은성경에밝히계시된하나님의뜻이며명령입니다.사도바울

은“이단을한두번훈계한후에멀리하라[거 하라]”고교훈하 습

니다(딛 3:10).잘못된 교제는 사도들을 통해 달된 하나님의 명령

과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포용

오늘날 개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하나의 문제는 은사주의의

문제입니다.많은 개 교회들이 은사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구

태여말하지않아도될정도일것입니다.오늘날복음주의는은사주

의 이라고 말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1993년,카리스마지는 오

순 가 미국복음주의자 회(NAE)회원교회들의 약 51%를 차지

86)기독교연합신문,2000.3.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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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고 말하고,어떤 보고서는 약 80%라고 합니다. 미국복

음주의자 회 회장 빈 매노이아는 자신이 복음주의 운동에서 은

사주의자들과비은사주의자들간에일치의다리를놓기를원한다고

말했고,87) 그는 복음주의자 회가 존 윔버의 빈야드 운동 같은

은사운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88)

은사주의는사도시 에있었던성령의 자연 은사들,즉 언,

방언,병고침 등의 은사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상입니다.그러나

교회가 통 으로 이해해왔던 로 성령의 자연 은사들과 기

들은 하나님의특별계시들의 달과그 확증을 해주신것들이

었습니다. 수그리스도께서는많은기 들을행하셨고 그가친

히교회의기 를닦도록말 의직무를주셨던사도들에게성

령의 자연 은사들과 기 행하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그것

은그들을통해신약성경을기록하게하시는목 이 있었기때문입

니다.

이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교회들에

성령의 자연 은사들과 기 들을 주지 않으시는 것은 신구약성

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달되었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주께

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보이셨던 진리입니다.하나님께서 이

미 주신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족한 책이며 도구입니다.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16:29-31).

사도시 이후기독교역사는기 행함의역사가아니고십자가

의 말 을 한 역사이었습니다.사도 바울은 “유 인은 표 을 구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87)CalvaryContender,15March1993;Charisma,May1999;Calvary

Contender,15May1999.

88)ChristianityToday,5Apri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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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고말하 습니다(고 1:22-23). 생과회개의내면 기

은늘있었지만,외 기 은오랫동안사라졌었습니다.하나님께

서는성경의충족한말 으로일해오셨습니다.성경은사람의구원

과변화된삶을 해충족한수단이었습니다.성경을믿고성경 로

사는삶은조 도부족함이없는삶이었습니다.성경말 을통한성

령의잔잔한내면 활동은어느시 든지하나님의백성을떠난

이 없었고,신자들은 그 속에서 만족을 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경책을 통해 역사하셔서 만세 에 택하

신 혼들,주 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사신 혼들을 하나도 남

김 없이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사

들이 아니고,성경말 에 한 바른 지식과 성실한 순종이다.개

교회는 은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그것은 기독교의 기 를 흔들

며 혼란시키는 매우 험한 사상입니다.

여자 목사 문제

오늘날교회들의불성실함 의하나는여자목사문제입니다.자

유주의 교회들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벌써부터 허용되었던 이

문제는 지 보수 인 개 교회들에서 토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명백한 교훈을 어기는 것입니다.신약성경은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디모데 서 2:11-14과 고린도 서

14:34-37은이문제에 해(1)창조의질서,(2)범죄의징벌,(3)율

법의 말 ,(4)주의 명령,(5)교회의 보편 규례 등 다섯 가지 이

유를분명하게제시합니다.이교훈을옛시 의사고방식과풍습에

제약을받은인간바울의말로보는것은이다섯가지이유들의정

당성을무시하는것일뿐만아니라,사도들의 인신약성경의신

권 에 항하는 큰 오류이며 큰 죄악입니다.사도 바울은,“형제들



개 교회와 신학

-22-

아,굳게서서말로나우리편지로가르침을받은유 을지키라”고

말했습니다(살후 2:15).

기독교음악(CCM)과 열린 배의 문제

최근의교회들의한 요한문제는 기독교음악(CCM)과열린

배의문제입니다.인간생활의 요한요소인음악이오늘날역사

상유래없이변하고있습니다.세속 음악은아 리카원주민

들의 반복 북두드리기나 우리나라의 토속 굿 의 꽹과리 리듬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비트가 주된 특징인 락 뮤직이라는 장

르는 음악의여러형태들에스며들어있는것같습니다.그것은

통 음악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입니다.이것은 멜로디의 형태

나곡의빠르기나소리의크기의문제이기 에음악의연주방식의

문제인것같습니다.락비트는사람의감정을흥분시키고격화시킵

니다.거기에그음악의묘미가있고 험성이있습니다.그런특

징 때문에 그것은 교회음악으로서는 부 합하다고 경계를 받는 것

입니다.

구원받은성도들은기쁨과즐거움으로하나님을찬송하고노래해

야 하지만,우리는 성도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것이므로

경건함,질서와 안정성,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고 니다.

우리는 자기만족 이거나 자기도취 인 방식으로 찬송하거나 노래

해서는 안 된다고 니다.그러나 기독교음악은 곡에 한 한

그 지 않고 세속 음악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우리는 교회 음

악에 있어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니다(빌 1:10).

교회의 배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목사들은 더 이상 그들이

임직서약때한 배모범을따르지않습니다.말주변과리더쉽있는

목사들이앞장서서 통 배형식을부수고있습니다.이것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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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앞에서 한 임직서약 반입니다.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존귀

하십니다.그는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고 14:33).

우상숭배자는 오락 춤과 노래를 좋아하지만(출 32:6,19),성도들

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시 96:9).

배는 엄숙하고질서있게드려야 하고 개 교회가 통 으로

이해한 로 배에서설교는가장 요합니다.충실한설교가빠진

흥미 주의 배는 배가 아닙니다.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움

을 지모르나하나님께는근심과진노를일으킬것입니다.89)여러

분이 정말 개 주의자라면 먼 여러분의 배당에 드럼세트를 두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식 교회성장 방식

오늘날개 교회들을포함하여교회들이직면한한큰문제는다

단계식 교회성장 방식입니다.그것은 제자훈련 방식이라고도 표

되고두날개양육시스템이라고표 되는것같습니다.그것은한마

디로 평신도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이고 교인들을 리더로 양육

하여 소그룹들을 번식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그것은 수 으로 교

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방식을 채용하여 수 인 성장을 성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단계식 목회방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통 교회

조직,즉 목자로서의 목사와 장로들과 양들인 교인들 간의 목양

계를부서뜨리고있습니다.장로의자격이없는자들을리더로많

이세우는것은교회를망치는일입니다. 그런유의제자훈련방

식은공공연하게인간목자혹은상 리더에게 복종,맹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선 한다고 합니다.그것은 온유와 겸손을 본보이신

89)CalvaryContender,15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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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이나사도바울의모습과는다릅니다.이외에도,안수기도하

고 방언하고 치유실습을 하는 은사주의 문제와 CCM,열린 배

등의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이런 목회방식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본주의 방식입니다.성경은 목회자들의 목회사역에 있어서도

유일한 지침입니다.

마치는 말

는여러분처럼오늘날혼란스러운교회 실앞에서교회갱신

은바른말 을성령의능력으로 하는설교의부흥에서올것이라

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단지 바른 설교라는 말

에만머물지말고그내용이무엇인지에 해서도말해야할것입니

다.하나님의 말 은 지식과 실천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우

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분별하며 이 시 를 분별하고(롬 12:2)

이시 의문제들을바르게 악하고하나님의 바른 말 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 설교는 지식의 역에만 머물지 않고 실천의

역에나아가야할것입니다.우리는뜻을같이하는자들과교제하

고 력하며 잘못된 자들에 해 지 하고 책망해야 하고

력을 단하고 교하는것이필요합니다.교단에잘못들이있을때

침묵하는것은잘못입니다.바른설교자는교단의문제들에 해질

의하고 헌의서를 올려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해이해졌다고 보입니다.그것은

20세기에 이미 세계 으로 일어난 상이었습니다.오늘날 미국의

보수 장로교회들은20세기 진리의싸움을싸웠던J.그 셤메

이천이나미국의 기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교수들인코넬리우스

반틸,에드워드 J. ,존 머 이 등의 입장을 잃어버렸습니다.진정

한 개 주의는 성경 교훈에 복종하는 것입니다.그것은 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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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시행을포함합니다.그러나많은교회들이부패하고권징이없어

지고 신학교들이 부패하고 넓어지고 바른 입장과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입니다.

오늘날교회문제들의원인들은여러가지일것입니다.설교의변

질,신앙의해이,교리교육의부재,불경건,성경읽기의부족,기도

의 부족,진지함이 없음,성화에 한 불성실,게으름,물질 부요,

돈 사랑,육신 쾌락의 사랑,세속주의,인본주의,형식주의,교만,

교권주의,마귀의 시험 등은 다 그 원인들일 것입니다.그러나 그런

원인들과더불어 하나의 요한원인은교제의원리를지키지않

는 것입니다.성경은 악이 룩같이 퍼진다고 말합니다.그것은 교

리 오류나윤리 오류에다 용됩니다.교회나단체들이처음에

는진지하게시작하겠지만,세상과친해지고 세상과친해진자들,

양심이 무디어진 자들이 교회 속에 하나 둘 들어와 교제의 반경을

넓 가면 교회는 혹은 속히 부패되고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의 부패는 작은 오류에서부터 시작됩니다.오늘날 개

교회들은 무분별한 교제로 자유주의 교회들을 포용하고 여러 교리

,윤리 오류들에 해비평의식이무디어지고넓어져가고있습

니다.

그러나우리는성경이가르친교제의원리도지켜야합니다.우리

는 이단 인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

주교회의 이단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

다. 우리는이런분명한입장과분별력을가지지않고넓게교제

하고활동하는자들에 해책망하고그들과교제하는것도조심하

고그들을멀리해야 합니다.데살로니가후서3:6,14에서,사도바울

은 형제라 하더라도 사도 교훈을 어기고 규모 없이,무질서하게

행하는자들과도교제를끊어야할것을명령하 습니다.이단을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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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이단자들을 권징하라는 것은 사도들을통해밝히교훈된 말

입니다.디도서 3:10,“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로마서 16:17,“형제들아,내가 희를 권하노니 희 교

훈을거스려 분쟁을일으키고 거치게하는자들을살피고 희에게

서떠나라.”요한이서10-11,“구든지이교훈을가지지않고 희

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그에게 인

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그러므로 개 교

회는성경에 밝히 명령된사도 교훈을 어기고자유주의자들을 포

용하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행 를 책망하고 그들로부터 교제를

끊어야 할 것입니다.오늘날 교회의 갱신은 바른 교제와 권징의 회

복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2013년 2월 20일,양의문교회에서,

한국개 주의설교연구원 주최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