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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연합에 하여

김효성 목사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와 연합은 아름다운 일이며 바람직한

일이다.시편 133:1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한다.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수께서는 마지막

유월 식사 후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긴 교훈을 제자들에

게하신다음,하나님아버지께 제사장 기도를올리셨는데,그기

도에서 그는 그를 믿는 제자들,곧 성도들이 하나되기를 기도하셨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3에서 “평안의 매는 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것을힘써지키라”는교훈을남겼다. 갈라디아5장에열거된

육체의일들,즉그런일을행하는자는하나님의나라를유업으로받

을수없는죄악들의목록에원수를맺는것과분쟁과시기와분냄과

당짓는것과분리함이포함되어있다.성도들의교제와연합은필요

하고 요하다.인간 분열과 분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해

야 할 죄악이다.

그러면교회 연합에 한 성경 원리들은 무엇인가?우리는 어떤

원리에서 교제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

어지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세계의흐름과별로다르지않게이

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운동 혹은 교회일치운동1)은 과연 바르게 이

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성경 으로 바르고 바람직한 교회 연합 혹은

1) 에큐메니칼운동(theecumenicalmovement)은교회연합운동,교

회일치운동으로 번역되며,연합이나 일치(union혹은 unity)라는 용어는 교

회가하나라는성경의가르침을표 한다.교회연합은교회의조직체 하

나됨을나타내고교회일치는교회의 ,교리 하나됨의상태를나타내

는 맛이 있다.그러나 그 두 용어는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교회 연합에 하여

-2-

교제는 무엇인가?

1.교회의 일체성(一體性,unity)의 성경 개념

먼 ,교회의 일체성(一體性,하나임,unity)의 성경 개념부터 생

각해보자.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수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일

체성(一體性)은 차원,교리 차원,유형 차원,이세차원에서

이해된다.

1) 인 일체

첫째로,교회는 차원에서 하나이다.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한고찰에서이해된다.교회연합과일치의문제를생각할때교회의

본질문제가매우 요하다.교회란무엇인가?로마천주교회는교황

을머리로하는조직을교회의본질 요소로본다.그것은 교회

의키푸리안에게서그씨앗을볼수있는사상이다.교회의외 조직

을 시하고 그 조직을 이탈하는 자를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간주하

는 키푸리안의 생각은 천주교회의 교회 의 기 에 있다.조직이 교

회의 본질 요소인가?종교개 자들은 이러한 로마 천주교회의 생

각을 단호히 부정했다.여기에서 소 무형교회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이것은새로운사상이아니고성경의교회 을표 한것이었

다.교회는 무엇인가?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과교제,즉성도들의모임이다.구원받은성도들이있는곳에교

회가 있다.비록 그들이 어떤 조직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이탈이 정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부족 때문에 비롯된 경우라

할지라도,만일 그들이 진실히 주 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그들은

교회의한부분이다.그들은교회밖에있는것이아니고하나님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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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체성은 무엇보다 인 사실이다.교회의 이

인일체성은아무도깨뜨릴수없다.주 수께서제자들의하나

됨을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으셨다.사도 바울의 말 로,

“우리는 유 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

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12:13).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모두

이 한 교회에 속한다.교회는 이미 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어떤

교 ,어떤 교단,어떤교회에속해있다할지라도,만일그가참으로

하나님의택함받은자이며 수그리스도의속죄의복음진리를믿고

성경에교훈된하나님의뜻 로순종하며살고자하는진실한믿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믿는 자요 그런 자들은 다 하나님의 한 교회의

회원이며 한 교회에 속한다.교회의 일체성은 우리가 노력해서 비로

소얻을수있는무엇이아니고, 수그리스도의 속사역으로인해

이미 확보된 무엇이다.우리가 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

고고백할때이미우리는그한교회의회원이되고그한교회에속

하게되는것이다.교회의이하나됨은 그 구도깨뜨릴 수없는하

나됨이다.

2)교리 인 일체

둘째로,교회의 일체성은 교리 성격을 가진다. 일체성은 정

신 ,사상 일치,즉 교리 일치를 내포한다.하나님과 사탄은 일

치될수없고그리스도와벨리알은하나될수없다.기독교 일치는

진리안에서의일치이다. 수님은거짓선지자들을조심하라고제자

들에게 교훈하셨다.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실상

은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이다(마 7:15). 수님 자신은 구약교회

의지도자들에의해정죄되셨고십자가형을받는자리에까지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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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사도 바울은 유 주의자들,곧 율법주의자들의 반 와 비난과

핍박을 받았다.사도행 19:9에 보면,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

음이굳어순종치않고무리앞에서바울이 하는말을비방했을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 다.

요한복음17장에기록된 로,주께서다락방에서의마지막만찬과

긴교훈후하나님께제자들의하나됨을 해기도하셨을때그는그

의기도 체에서제자들곧택자들과세상사람들을구별하셨다.그

는 그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 을 여러 번

하셨다(6,9,24 ).그는심지어‘내가세상을 해기도하는것이아

니고내게주신자들을 해기도한다’고표 하셨다(9 ).뿐만아니

라,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아버지와 자신의 하나됨에 비교하셨다

(11,21 ).하나님아버지와아들 수그리스도의하나됨은진리안

에서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그러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제자들의하나됨은복음진리안에서만생각할수있다.복음

진리밖에서는하나님도,구원도생각할수없고,성도들의연합도일

치도 생각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성도들의일치를 교훈했을때도 구

원받은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말한 것이라는 것은 무 확실하다.

그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의 구원에 해 이미

자세히언 했다.그는성도들이하나님의창세 의선택과 수그

리스도의 십자가 구속(救贖)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

임을분명히했다. 4장에서그가성도들혹은교회의하나됨을강

조할 때도 그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께서 각각 하나이심과 믿음

과 소망과 세례도 각각 하나임을 언 하 다(4-6 ).그런 주제들과

더불어,그는 몸 즉 교회도 하나라고 말한 것이다.그러므로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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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됨은 교리 주제들과 상 없이 그냥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런 교리 주제들과 더불어,이런 교리 주제들에 근거하여,하나인

것을 잘 나타낸다.

교회의 일체성의 교리 성격은 성경 체에 흐르고 있다.그것은

특히교회에게바른교리를지키고이단을배격하라는주님과사도들

의 교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그러므로 워필드는 "참된 교회

일치“라는 그의 에서,“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은 신자들

의공통 기독교신앙 에기 하 다.그리스도안의일체성은그

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한 불신실함 에 세워질 수 없다”고 바

르게 말하 다.2)마틴 로이드-죤스도 기독교적 일치의 기초라는 그

의책에서“진리와교리를떠난일체성이란없다”고단언하 다.3)그

러므로바른교리와상 없이교회의일치를말하는것보다더비성

경 이고 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혼란시키고 해를 끼치는 일은 없

다.정신 일치가없는기구 연합은무의미하고그런것을일치라

고 말하는 것은 선에 가깝다.

3)유형 일체

셋째로,교회의 일체성은 유형 차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사

도 바울은 분열과 당이 있었던 고린도교회의 교인들에게 “다 같은

말을하고 희가운데분쟁이없이같은마음과같은뜻으로온 히

합하라”고권면하 다(고 1:10).그는에베소교회에게는“희가부

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로 성령의 하

2)“TrueChurchUnity:WhatItIs,"inSelectedShorterWritingsof

BenjaminB.Warfield,p.302.

3)D.MartynLloyd-Jones,TheBasisofChristianUnity,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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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훈하 다(엡 4:1-3).이것은 성

도들의 일체성이 외형 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뜻임을 나타

낸다.교회는 공동 신앙고백과 사랑의 교제와, 도와 사에 있어

서의 력과, 가능하다면 하나의 조직체로 그 하나됨을 나타내어

야하고그하나됨을지키려고애써야할것이다.정당한이유가없는

인간 분열과원수맺음과반목과 립과분리는하나님앞에서옳지

않다.그것은갈라디아서5장에증거된 로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

지못할큰죄악이다.그러나 구든지뒤늦게라고자신의부족과실

수와 범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하나님께 용서함을 얻을 것이다.

물론 교회의 일체성이 반드시 한 개의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다.왜냐하면교회는성도들의연합과교제이며성도들의모임이기

때문이다.교회는 본질 으로 이기 때문이다.조직은 교회에 본

질 요소가아니다. 실 으로모든신자는한조직체에속해있지

않다.그들이반드시한조직체에속해야한다고요구하는것은 실

으로무리한일이다.우리는한세계 조직체로서강력한힘을가

졌던 천주교회의 횡포의 역사를 기억한다.신앙의 선조들은 한 세계

조직체보다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일치된 마음을 가진 지교회의

교제가더귀한것임을깨달았다.지상에이상 교회는없다.그러나

물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참 교회들을 존 해야 하고 그들을

쉽게정죄하지말아야할것이다. 그는교회를분별하고선택하며

일단선택한 교회에 충실해야할것이다. 그는기회있는 로교

제의 범 를 넓 야 할 것이다.

4)성결성을 동반해야

성경 연합 개념의 균형잡힌 이해를 해,교회의 일체성은 교회

의 성결성과 더불어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성경은 성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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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교제에 해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 교제의 단 ,즉 성경

분리에 해서도 가르친다.비록 지상에 완 히 순결한 교회는 없을

지라도,참교회는성경의모든교훈을성실히지키고순종하려해야

한다. 통 으로 개 교회는 참 교회의 표로서 하나님의 말 의 바

른 와성례의바른시행과더불어권징의바른실행을꼽았다.그

것은,성도의 교제가 요하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요하지만,악

을포용하면서까지연합을지키려해서는안된다는것을말한다.연

합과 일치는 교회의 순결성을 양보하고 교리 ,윤리 악과 타 하

면서지켜야할진리나덕목이아니다.참교제는악과의분리를내포

해야 한다.사랑은 불의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13:5,6). 로

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약 3:17).

이러한 원리는 요한일서 성경이 매우 강조하는 진리이기도 하다.

요한일서의 요한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이지만,그 서신은

한, 생한자는계속죄가운데머물수없고,형제를미워하는자

는아직까지어두움가운데거하며생명을얻지못한자요, 수그리

스도의 성육신(成肉身)진리를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며하나님의자녀가아님을명확히가르친다.사랑과의는결코

립되는 개념이 아니다.그 둘은 우리가 다 지켜야 할 요한 덕목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만큼이나 분명한 하나의 성경 교훈은,교

리 ,윤리 오류 가운데 있는 자들,그 오류를 회개하고 고치려 하

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교훈이다.이러한

성경 교훈을 순종하는 것은 분리주의가 아니다.‘분리주의’라는 말은

‘분리를 일삼는 입장과 태도’를 나타내는 맛이 있다.인간 교만과

욕심 때문에 성도들 간에 다투고 시기하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당

을 짓고 분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죄받을 육체의 일이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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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그러나그런것이아니고성경의교훈을순종하는분리가있다.

그것은 분리주의라고 비난되어서는 안 된다.교제의 단 혹은 분리

에 한 성경의 교훈은 명백하고 확실하다. 표 구 들을 들어보

자.

로마서 16:17,“형제들아 내가 희를 권하노니 희 교훈[희가

배운교리와교훈]을거스려분쟁을일으키고거치게하는자들을살

피고 희에게서떠나라.”데살로니가후서3:6,14,“형제들아우리주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무질서하게]

행하고우리에게받은유 로행하지아니하는모든형제에게서떠

나라,”“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사귀지말고 로하여 부끄럽게 하라.”디도서 3:10,“이

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 하라].”요한이

서 9-11,“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

님을모시지못하되교훈안에거하는이사람이아버지와아들을모

시느니라. 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희에게 나아가거든 그

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참 하는자임이니라.”유다서3,“사랑하는자들아내가우리의

일반으로얻은구원을들어 희에게편지하려는뜻이간 하던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 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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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잘못된 연합 상들4)

모든 종류의 연합이 선은 아니다.우리가 잘 아는 인류 기의 바

벨탑사건은잘못된연합주의의표본이었다.하나님께서는그런인간

단합을 미워하셨고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다.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도 잘못된 교제와 일치에 해 강하게 말했다:“희는

믿지않는자와멍에를같이하지말라.의와불법이어 함께하며빛

과 어두움이 어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 조화되며 믿는

자와믿지않는자가어 상 하며하나님의성 과우상이어 일

치가되리요.우리는살아계신하나님의성 이라.이와같이하나님

께서가라사 내가 희가운데거하며두루행하여나는 희하나

님이 되고 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그러므로 주께서

말 하시기를 희는 희 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분리하고]부정

한것을만지지말라.내가 희를 하여 희에게아버지가되고

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능하신 주의 말 이니라 하셨느니라”

(고후 6:14-18).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운동은 확실히 비성경

이며하나님앞에서잘못이며참된교회들을매우혼란스럽게만들

고있다고본다. 지 우리나라에서이루어지고있는교회들의연

합활동들도그런것과별로달라보이지않는다. 시 는성경에

언된 로(마24:11;살후2:3;계13장),말세의징조들을드러내고있

다.많은 교회들이 배교 이고 교리 ,윤리 악들과 타 하고 그것

들을 포용하고 있고 기독교회들의 혼란은 심각한 지경이다.그러나

4)김효성, 교회문제:배교,타 ,혼란 (옛신앙,2001),127-197,

289-322쪽;김효성, 교회문제자료집(옛신앙,2004),65-97,163-2367쪽;

HyoSungKim,AnalysisandCriticismoftheConceptoftheUnityofthe

ChurchintheContemporaryEcumenicalMovement(CLC,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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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

한 문제이다.

1)에큐메니칼 운동

오늘날에 첫번째 지 되어야 할 잘못된 연합 상은 에큐메

니칼 운동이다.세계교회 의회(WCC)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산

물이다.세계교회 의회는 오늘날 세계 각 나라의 교단들의 거의

부분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는 거 한 조직체이다.물론 한국에는

기장측, 장 통합측,기감측 등만 거기 속해 있고 다수의 보수 교

단들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세계 도에서

그동안한국교회의특별히보수 인상황에기인할뿐이며 외 인

일이다. 미국의 남침례교단도 재는 WCC밖에 있으나 그 교단

내의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그룹인 동침례교 의

회(CBF)는 WCC와 정신 으로 동일하다.

①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함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 은 연합과 일치의 넓은 기 에 있

다.그운동의이론 기 는그 지않을지라도그것의실제 기

는신학 포용주의이다.그운동은기독교이름을가진모든교회들

을포용하고있다.그것은20세기 반이후명확해진‘넓어진교회들’

의 의체로서불가피한일일것이다.오늘날지교회들이나지교단들

은 다양성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넓어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 의회가 신학 다양성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상황에서 물론 이상한 일

은아니다.그러나여기에명확한문제 이있다.그것은역사 교

단들이오늘날안고있는신학 다양성의문제 바로그것이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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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다양성이란 단순히 복음 개신교 들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다.그 다양성은,19세기에 작게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

어와 역사 교단들을 뒤흔들어 놓았던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이다.자유주의신학은이단 사상인데오늘날세계의 교단들은

이 이단 사상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고 이런 교회들의 연

합체로서의 WCC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조직체가 된 것이다.

② 천주교회를 포용함

에큐메니칼운동의 하나의 문제 은천주교회를포용하는것이

다.세계교회 의회는 일 부터 천주교회에 해 우호 이었고 오늘

날도 천주교회와 매우 친근한 계를 유지하고 있다.WCC의 총

무인에 리오카스트로는말하기를,“WCC와천주교회간의 재의

계는 매우 정 이며 모든 종류의 우호 계들이 있다”고 하

다.5)미국천주교 주교 회와 미국교회 의회는 매년 문안과 사 단

을 교환하며,‘커져가는 력’과 계속 인 ‘공동 활동’을 보고한다.

1999년 6월 21일 크리스챤 뉴스는,“그런 력의 다른 한 상징으로,

교회 의회의 회장이며,미국의 (前)유엔 사인 앤드류

(AndrewYoung)은 9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천주교 성당

에서 그의 취임식을 거행할 것이다”라고 보도하 다.6)캐나다 최

교 인 천주교회는1997년 캐나다 교회 의회에 회원으로 정식 가입

되었다.2000년4월앨버타에드몬튼에서열린회의에서캐나다교회

의회는천주교회온타리오주교인안드 발리를새지도자로선출

하 다.그단체는창립56년만에처음으로천주교인을회장으로선

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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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alvaryContender,15Jul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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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연합운동에 한 천주교회의 태도도 변하 다.1968년 이후,

10-15명의 천주교회 신학자들은 WCC의 신앙직제 원회에정회원

으로참여해왔다. 천주교회는매년기독교일치를 한기도주간

을 한 비 회들에 참여하 고,WCC의 주요 회들에 참 인

혹은참조인으로정규 으로참여하 고WCC의 로그램작성간사

에들어있다.7)1999년의한보고서에의하면,천주교회는이미온

세계의 56개국의 교회 의회들의 정회원이다.8)1993년 8월 스페인

에서열린WCC제5차신앙직제 원회세계 회의120명회원

26명은 천주교인으로서 으로 참여하 다.9)

1998년 1월 기독교 일치주간 연합 배가 우리나라의 성공회 성

당에서 열려 기독교의 일치를 해 기도하 다.거기에 참여한 교회

들은일반개신교회,한국성공회,한국정교회,천주교회등이었다.10)

2000년1월18일로마바티칸의베드로 성당에서는가톨릭,동방정

교회,성공회,루터교,감리교 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 희

년 교회일치 기도회가 열렸다.같은 날 녁 우리나라의 명동성당에

서 가톨릭과 한국기독교교회 의회 소속 개신교 교단들,루터교,한

국정교회,성공회 등이 참가하는 합동기도회가 열렸다.11)

③ 종교다원주의의 경향까지 있음

심지어 에큐메니칼 운동은 최근에 종교다원주의의 경향까지

보이고있다.WCC의지도자들 에는기독교의 성을명백히부

7)Hans-GeorgLink,ed.,ApostolicFaithToday,p.9.

8)CalvaryContender,1February1999.

9)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3.

10)기독교신문,1998.1.11,1쪽.

11)조선일보,2000.1.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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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들도 있다.WCC종교 간의 화 원회의장인더크 멀더

(DirkC.Mulder)는“당신은불교인이나힌두교인이그리스도를믿지

않고도구원받을수있다고느끼십니까?”라는한기자의질문에 해

“물론이죠!물론이죠!”라고 답하 다.12)WCC의 타종교들과 이념

들과의 화분과의분과장인웨슬리아리아라자(S.WesleyAriaraja)

는 1985년 WCC를 통해 공식 으로 출 한 성경과 타종교인들(The

BibleandPeopleofOtherFaiths)이라는 그의 책에서 기독교의

성을 명백히 부정하 다.그는 의미의 진리는 어느 구도

악할 수 없다고 말한다(p.27).그가 기독교의 성을 부정하는

이유는,성경이서로다르고모순된기독론을가지고있고(pp.21,22,

67)성경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pp.6,9,24,

26).그는,“타종교인도하나님의자녀이므로,우리는형제자매요,순

례자이지이방인이아니다....힌두교인은회개의 상이아니다.그

는동료순례자이다”라고말한다(pp.9-11,56).심지어그는“만일당

신이나에게참된증거의가장큰방해거리이었던한가지요인을골

라내라고요청한다면,나는어떤그리스도인들이그리스도에 해하

는 주장들이 그것이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p.53).이

것은 명백한 종교다원주의이다.

1990년 1월,스 스 바아르에서 모인 WCC의 살아 있는 신앙들의

사람들과의 화분과 모임은 15개국에서 온 21명의 헬라 정교회,개

신교회,천주교회신학자들과 문가들이참여하 고‘종교 다원성:

신학 들과 선언들’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 다.13)그 문

12)M.H.Reynolds,TheWorldCouncilofChurches:TheCupofthe

LordortheCupofDevils?,p.8.

13)MarlinVanElderen,"ConsultationSpeaksonPlurality,"Christian

News,5February199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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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선언하기를,“우리가 수 그리스도의 길 외의 다른 길들의 추

종자들가운데서선함과진실과거룩을보고경험했기때문에...우

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을 수 그리스도에 한 명백한 인격 의탁

에제한시키는신학을넘어서서나아갈필요성을인식한다는것을발

견한다”라고 하며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신비

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취를 향해 펼쳐질 때 여러가지 다양한 방

법들로매개(媒介)되고표 된다.그것은,그리스도의우리밖에있는

자들이그들의구체 상황속에서그리고그들을지도하고감동하는

종교 통들의구조안에서성실하고진실한삶을살때,우리가이

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다.14)다시말해,기독교외의타종교인들도자기의종교에충실한가

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이것은 명백히 종교다원주

의 사상이다.

1991년 호주캔버라에서 열린 7차 총회에서는 당시한국 이화여

의조직신학교수정 경은주제강연에서한(恨)을안고죽어간 들,

를들어하갈의 ,우리아의 ,입다의딸의 ,헤롯에게죽임당

한 어린 아이들의 ,잔다르크의 ,십자군 병 때 죽어간 백성들

의 ,지구상의토착민들의 ,나 시 에가스실에서죽은유태인

들의 ,히로시마와 나카사끼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죽임 당한 자

들의 , 주에서,천안문에서,리쿠니아에서죽은자들의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탐욕으로 괴되고 착취된 땅과 공기와 물의 혼 등을

부르는 혼(招魂) 행 ,즉 샤마니즘 행 를 하 다.15)이것이

세계교회 의회의 공식 체모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14)VanElderen,p.15.

15)기독교연합신문,1991.3.17,7쪽;1991.3.24,7쪽;1991.3.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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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복음주의

오늘날에 두 번째로 지 되어야 할 잘못된 연합 상은 신복음주

의이다.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보다 더 기독교회를 혼

란시키는 문제이다.신복음주의는 오늘날 단순히 복음주의라는 말로

더 리 사용된다.신복음주의는 성경 교제의 원리를 내버린다.즉

신복음주의는 교리 이단에 한 권징의 필요성에 해 무지하거나

그 문제를 고의 으로 외면 혹은 회피한다.

신복음주의는 20세기 엽 미국 교회의 상황에서 생긴 상이다.

20세기 미국교회에서는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그 논쟁은 외형 으로 자유주의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를

들어,미 북장로교회는 총회의 결정에 불복종했던 보수 목사들을

권징함으로교단내의논쟁을마무리하 다.그때미국장로교회라는

작은 교단이 생겼다.거기에서 후에 성경장로교회와 정통장로교회라

는 두 교단이 생겨났다.1930년 미국에서는 교단들의 포용주의에

반 한독립교회들이많이생겼다.그러나그들은소수이었고 교단

들은평안을유지하며진행하는것같았다.물론그교회들은이 보

다 훨씬 더 포용 인 교회들이 되었다.그 이후, 어도 장로교회들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해 교단 으로 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제재되었던 일은 없었다.

① 자유주의에 해 포용 임

그 때 교단들에서 나온 보수 목사들 에 어떤 이들은 갈라진

극소수의 무리가 역사 기독교회를 계승하기에는 무 빈약하다고

생각했다.그들은 넓어진 교단들 속으로 다시 돌아가 주도권을 다시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그것이 역사 으로 신복음주의의 시작이

었다.그 때부터 교제와 권징의 문제는 뒤죽박죽이 되었다.신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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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문제는교제의문제이다.신복음주의자들의다수는보수 신앙

을가진자들이었으나그들의입장은자유주의에 한단호한거 을

회피하는 것이었다.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를 포용한 교회들을 포용

하 다.그 입장은 원리 으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비슷하다.신복음

주의는 자유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용납하고 자유주의자들과 교제하

고 력하 다.그러나 주후 4세기 니 야 회의 때에 유세비우스

의 도 사상이 다수 의 입장이었듯이,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의

다수 의 입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변했던 인물은 미국의 풀러(Fuller)신학

교 교장이었던 해롤드 오켕가이었다.1948년 그는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그는 1942년 미

국복음주의자 회(NAE)를조직하여 회장이되었고1947년풀

러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그는 25년간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ChristianityToday)지의 이사장이었다.그는 빌리 그 이엄의 친

한친구이며신학 조언자이었다.오켕가는풀러신학교교장취임시

분리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하면서 자기 신학교는 교단

들 안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16)그는 1957년 한

소식지에서 “신복음주의는 그 략을 분리에서 침투로 바꾸었다”고

말했다.17) 그는후에“신복음주의는분리를거 함에있어서근본

주의와 달랐다”고 회고했다.18)

신복음주의 인 기 들로서,1942년 미국 복음주의자 회(NAE)

16)William E.Ashbrook,Evangelicalism:TheNew Neutralism

(MentorOhio,1975),p.5.

17)Ibid.,p.4.

18)HaroldJ.Ockenga,"Foreword"inHaroldLindsell,TheBattlefor

theBible(Zondervan,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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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직되었고,1947년 풀러 신학교(FullerTheologicalSeminary)가

설립되었다. 1951년에는20개국의복음주의자 회들이모여서세

계복음주의 의회(WorldEvangelicalFellowship)19)를형성하 다.

1956년에는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가 창간되었다.세계복음주의 의

회의 회장 데오도르 리암스(TheodoreWilliams)는 WEF뉴스 터

1993년 8월호에서 말하기를,“WCC소속 교단 내의 복음주의자들은

그 로 머물러 복음주의 입장을 취하고 그 교회 안에 복음주의

향을 끼치려고 해야 한다”고 했다.20)이것이 신복음주의의 정신이다.

② 천주교회에 해 포용 임

신복음주의는 차 천주교회에 해서도 포용 이다.1993년 6월

신복음주의의 표 인물인 빌리 그 이엄은 미국 피츠버그에서 세

번째 도 회를개최했는데,1050개의교회들과65개교단들이 력

하 다.이 회에서 여섯 명의 천주교인들은 실행 원에 포함되었

다.21)1993년 빌리 그 이엄 도 회 이사 스털링 허스턴은 말하기

를,“지난 10-15년 동안 그 이엄 도 회에서 천주교회의 참여가

크게늘어났고약간의수의천주교회지도자들은이제 도 회계획

원회들의 공식 표자들로 사한다.천주교회 신자들은 안내

원들,성가 원들,심지어 상담 원들로 환 을 받고 있다”고 하

다.22)무디 먼슬리 1993년 11월호는 보도하기를,“오늘날,선이든 악

19)2001년 말 이시아에서의 모임에서 세계복음주의 의회(WEF)는 그

명칭을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EvangelicalAlliance)으로 바꾸었다.

20)CalvaryContender,15December1993.

21)ChristianityToday,19July1993;CalvaryContender,1August

1993.

22)CalvaryContender,1December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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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을 분리시키는 선들이 사라지고 있

다.양쪽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하 다.촬

스콜슨은쓰기를,“지 은그리스도인인우리모두가우리의신앙고

백들과 우리의 통들의 차이 을 무시하고 함께 모일 한 때이

다”라고 하 다.빌리 그 이엄과 루이스 팔라우와 월드 비젼 같은

단체들이 천주교인들을 포함한다.23)

휴스턴 크로니클(HoustonChronicle)1997년 3월 30일자는 빌리

그 이엄의 알라모도움에서의 도집회에 해 이 게 보도하 다:

“그 지역 천주교회도 심 역할을 했는데,그것은 교황의 1987년

성안토니오 방문 기간에 보인 그 침례교인[빌리 그 이엄]의 후원

에 한 일종의 보답이었다....기독교 지도자로서 빌리 그 이엄

은 신학 차이 들을 월하는 존경을 얻었기 때문에 침례교인들

과 천주교인들과 장로교인들이 그 이엄 도집회 비를 한 수

개월 의 계획 모임들과 훈련 회의들에 함께 모인다.”24) 복음

(ProclaimingtheGospel)1997년6월호는,“천주교회는이제빌

리그 이엄의 도 회들에참여하고있다. 도 회를선 하고

진시키고 천주교회 상담자들을 사용하는 댓가로,[빌리]그 이엄은

믿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오는모든 천주교인들을 그들의 천주교회

들로돌려보내겠다고그지역의주교와약속한다”고말한다.25) 크

리스챠니티 투데이 1998년 8월 10일자는 이 게 썼다:“...인구 약

백만 명의 [오타와]지역을 한 지난 6월 25-28일 빌리 그 이엄의

도활동에서,천주교인들과개신교인들간의간격--그리고어느정

도 랑스인들과 국인들 간의 간격--이 사라지기 시작하 다.그

23)CalvaryContender,1December1993.

24)CalvaryContender,1May1997.

25)CalvaryContender,15Jun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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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회를 후원한 470개의 지역 교회들 가운데,60개는 천주교회들

이었다.천주교회의 참여는 모든 그 이엄 도 회 가운데 가장

하 다.”그잡지는말하기를,새신자들 의얼마는천주교회에서

데려갔다고 하 다.26)

학생 선교회(CCC)의 창설자요 총재이었던 빌 라이트는 1969

년 천주교회에 해 말하기를,“우리는 천주교회를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가믿기는,하나님께서그교회안에서힘있는역사를하고계시

며세계를복음화시키는일을돕기 하여수백만의천주교인들을사

용하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라고 하 다. 학생 선교회에는 1970년

에벌써간사들가운데천주교인들이있었다. 한그의지도아래

열린‘키(Key)ꡑ73’과 1976년의‘여기에 생명 아메리카가 있다’는 집

회들을 해천주교인들이참여하 다.27)그들뿐만아니라,제리팔

웰,잭반임페,제임스로빈슨,에드답슨등의복음주의자들도다천

주교회교황요한바오로2세에 하여찬사를보냈다. 촬스콜슨,

빌 라이트,제임스 패커 등의 복음주의자들은 1994년 기본 으로

서로의양들을‘개종시키지’않기로천주교인들과합의한‘복음주의자

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ECT)라는 문서에 서명하 다.28)

3)자유주의의 이단성

오늘날의 잘못된 연합과 교제의 로 든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신

복음주의는자유주의의이단성에 해바른인식을가지고있지못한

26)CalvaryContender,1September1998.

27)ThePostandTimesStar(Cincinnati,Ohio),30August1969;

DavidW.Cloud,"BillBrightJoinsHandswithFalseGospels,"Christian

News,3January2000,p.18.

28)CalvaryContender,15Jun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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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다.어떻게교회가교제와연합의이름으로이단을포용할수있

는가?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선,무엇이이단인가?이단은성경과기독교의근본교리들의가

감과왜곡이라고정의될수있다.즉이단은성경과기독교의근본

교리들에 덧붙여 명백히 잘못된 어떤 교리를 주장하거나,성경과 기

독교의근본 교리들에서무엇을빼거나그교리들을왜곡시키는것

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명백히 이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

독교의 자연주의,즉하나님의 자연 능력을부정하는불신앙에

서 시작되었다.그것은 성경의 신빙성과 진리성을 부정하고 성경을

괴 으로해석하기시작했고그결과기독교의기본 교리들을부

정하기 시작했다.

1923년 말에 안되고 1924년에 미국북장로교회 총회에 제안되었

던소 ‘어번선언서’는그당시교회에들어오는자유주의신학29)에

반 하여 선언한 총회의 1910년,1916년,1923년의 선언에 한 자유

주의자들의반항이었다.자유주의가반 한교리들 에는①성경의

무오성(無誤性),②그리스도의처녀탄생,③그리스도의 속(代贖),

④그리스도의육체 부활,⑤그리스도의기 들의사실성등이있

었기때문에,총회는그다섯가지교리들은‘성경과웨스트민스터신

앙고백의 본질 내용’이라고 선언하 었다.30)

J.G.메이천은1920년 기독교와자유주의31)라는책을썼는데,

29) 를들어,1890년촬스 릭스가독일유학후당시북장로교소속인

유니온신학교교수로들어와공공연히성경오류를주장했을때,1892년미

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그를 징계했었다.그러나 유니온 신학교는 총회로부

터 독립하여 릭스를 옹호하 다.

30)MargaretG.Harden,ed.,ABriefHistoryoftheBiblePresbyterian

ChurchandItsAgencies(BiblePresbyterianChurch,n,d.),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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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책에서그는자유주의를분석하면서자유주의신학은기독교와뿌

리가다른사상체계이며기독교가아니라고결론을내렸다.자유주의

신학은하나님의 자연 능력을불신앙하는데서시작되었다.그것

은 사두개 사상이다.자유주의 신학이 시도하는 기독교의

재해석은결코성경 기독교가아니다.메이천이책을쓴시 이후

의자유주의신학도본질 으로다를바가없다.자유주의신학들

가장보수 이라고여겨지는신정통주의조차도성경의 자연주의에

한 불신앙과 역사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에 한 회의 혹은 부정

으로 가득하다.

신정통주의의 표 신학자들인 칼 바르트(KarlBarth),C.H.다

드(C.H.Dodd),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Niebuhr)와,그 외에 폴

틸리히(PaulTillich), 넨베르크(WolfhardtPannenberg), 미야

스(JoachimJeremias)등유명한자유주의신학자들의이단 사상들

의 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자유주의는 성경의 신빙성과 신 권 를 부정한다.칼 바르

트는 하나님의 말 과 인간의 말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 라함과 모

세와같은인물들이후 의신화제작의산물들이든지아니든지무슨

문제가 되는가”라고 말했고32)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는 실상

역사가 아니고, 에서 보면 일련의 자유로운 신 행 들이며

아래서 보면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들이다”라고 했다.33)C.H.다드는 성경의 권

라는그의책에서말하기를,“[성경의]외 [객 ]권 는엄

31)J.GreshamMachen,ChristianityandLiberalism,reprinted.(1923;

Eerdmans,1974).

32)TheWordofGodandtheWordofMan(Zondervan,1928),p.65.

33)Ibid.,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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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에서 더 이상 이지 않다”라고 했고34)“우리가 계시에

해말할수있는어느것도그것을받는사람에게상 이다.진리

는 아무 곳에서도 자존 (自存的)외 권 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

게 ‘객 인’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35)

둘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말 이 육신이

되심)을 부정한다.라인홀드 니이버는 비극을 머서라는 그의 책에

서말하기를,“원이시간속에들어온다는개념은지 으로불합리

하다....말 이 육신이 되셨다는 진리는 진리가 보통 단되는 모

든규범들을어긴다”고했고,36)폴틸리히는그의조직신학에서말하

기를,“‘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 (說的)이 아니라

부조리한(non-sensical)말이다”라고 하 다.37)

셋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정한다.라인홀

드 니이버는 자아와 역사의 희곡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처녀 탄생’

과 같은 기 들은 후 에 삽입된 생각들이다”라고 말했고,38)볼 하

르트 넨베르크는 수--신인(神人)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신학은 수의 처녀 탄생을,그의 지상 생애의 기원에 요구되는 기

사실로서 주장할 수 없다.그러한 만큼,처녀 탄생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39)

넷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기 들을 부정한다.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은 이 에서부터이었으므로 말할 필요가 없으나,한 사

34)TheAuthorityoftheBible(Harper&Brothers,1929),p.14.

35)Ibid.,p.289.

36)BeyondTragedy(CharlesScribner's,1938),pp.13-14.

37)SystematicTheology(UniversityofChicagoPress,1951-64),II,94.

38)TheSelfandtheDramasofHistory(CharlesScribner's,1955),p.

66.

39)Jesus--GodandMan,2nded.(1968;Westminster,1977),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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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만 인용해본다.요아킴 미아스는 신약신학이라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우리는 한 특히 헬라 환경으로부터의 당시 유행하는

작품에서,귀신의 추방,병고침,죽은 자들을 일으킴,풍랑을 잔잔

함,포도주 기 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이 기 이야기들의 어떤

것들은 복음서들의 그것들과 매우 한 을 보이기 때문에,우

리는 기독교 통이 그것의 주 환경으로부터빌려왔으며 어도

그것으로부터 어떤 개별 주제들을 이어받았다는 결론을 거의 피할

수 없다”고 했다.40)

다섯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형벌 속(代贖)을 부정한

다.즉 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심이

라는 성경 속죄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라인홀드 니이버는 비극

을 머서라는책에서말하기를,“하나님의아들이십자가 에서속

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교리는 많은 신학 오류들로 인도하는데,

그 에는 인간의 도덕 의식을 모욕하는 리 속죄의 이론들이 포

함된다”고 했다.41)

여섯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칼 바르트는 그의 교회 교의학에 쓰기를,“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

건이역사 으로발생하 다는사실에 해서아무런증거도없고어

떤 증거가 있을 수도없고 있어서도안된다는 것이명백하다,”“실제

로성경역사에결정 요소들인창조이야기와 다른많은이야기

들과 공통 으로,[수의]부활의 역사는-- 학자들의 사고형식

들과 용어로--사가(saga)혹은 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항할아무런이유도없다. 수그리스도의죽음은확실히

의미에서역사로생각될수있지만부활은그 지않다”라고했

40)NewTestamentTheology(Scribner,1971),p.88footnote.

41)BeyondTragedy,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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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2)

일곱째,자유주의는 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한다.칼 바르트

는 하나님의 말 과 인간의 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재림은--그것은동일한것인데--역사 사건이아니다”라고말

했고,43)라인홀드 니이버는 비극을 머서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교

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한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없다”고말하 다.44)폴틸리히도그의조직신학에서 수그

리스도의 ‘재림’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다.4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자유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특히 우리 주 수 그리스도에 한 기본 사실들을 부정하는 이단

의이단이요 그리스도의사상이다.사도바울은고린도후서12장

에서다른 수를 하거나다른 을받게하거나다른복음을받

게하는자들에 해언 하면서그들은사탄의일꾼들임을증거했다

(고후12:15). 그는갈라디아서에서그가 한복음,교회가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만일 가 다른 복음을 하면 그는

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갈 1:8,9).사도 요한은 수 그리스도

의 성육신(成肉身)을 부정하는 자는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이

라고 말했다(요일 4:1-3).사도 베드로는 속의 주 수를 부정하는

이단을 ‘멸망 하는 이단’이라고 불 다(벧후 2:1).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그런 이단이다.그것은 사탄의 활동이며 그리스도의 사상,

주받을 사상,멸망 할 이단이다.그것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사상이다.

42)ChurchDogmatics(T.&T.Clark,1936-62),IV.i.335,336.

43)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44)BeyondTragedy,p.21.

45)SystematicTheology,II,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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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이런 자유주의가 한국교회에는 없다고 한다.그것은

참으로경이로운발언이다.자유주의신학은19세기에시작되었고20

세기에 미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그것은 교회 역사를

공부한사람이라면 구나알수있는일이다.유럽의교회들은보다

일 자유주의의 향속에있었다.카나다교회는일 자유화되어

서 한국의 자유주의는 카나다 선교사들, 를 들어 서고도(William

Scott)선교사같은자들로부터들어왔다는것은거의상식 인일이

다.서고도는성경에다수의역사 오류가있다고말했다.46) 1935

년 한 수교장로회 제24회 총회에서 제기되었던 아빙돈 단권성경

주석번역출 문제는자유주의신학의문제이었다.박형룡은그주석

에 해논평하면서 이 을 부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부인

하고 그 신성을 의문하고 그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등 “모든 자

유주의신학사상의집 성이라할만하 다”고말했다.47)이런자유

주의 인성경주석을감리교회는희년기념사업으로번역출간하 다.

1947년 51명의 진정서 사건으로 제기된 조선신학교(지 의 한

국신학 학)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이었다.당시 김재 은 성

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공언하며 자신을 칼 바르트나 에 부룬

같은 신정통주의자들과 같은 부류로 말했다.이 문제는 1953년 제38

회 총회에서 최종 으로 김재 을 면직함으로 종결되었고 그를 옹호

한자들이만든교단이기장측이었다.기감측,기장측그리고 장통

합측까지오래 부터자유주의신학혹은신정통주의신학을가르치

고 포용해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1984년 이동렬

46)김양선,한국기독교해방십년사(1945-1955) (한 수교장로회총회교

육부,1956),186쪽.

47)박형룡,“한국교회에있어서의자유주의,”신학지남, 31권1호(1964년

9월),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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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라는 제목의 장로회신학 학원 석사학

논문에서 “우리[장 통합측]입장은 신정통주의 이다.그러나 우리

는거기에멈추지않고계속표류 이다”라고말하 다.48)장로회신

학 학원 조직신학 교수 김명용은 성경의 축자 감설과 성경무오설

을 옛시 의 신앙사상이라고 말하며 오늘날의 개 신학이 바르트와

룬 와라인홀드니이버등의차원높은신학을따라야한다고주장

한다.49)한국교회에자유주의신학이없다든지자유주의신학이단지

극소수의 몇몇학자들의 생각일뿐이라는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말은

하지 말자.그런 말을 하는 자는 무 무지하든지,아니면 무슨 이유

에서든지 자신을 장하는 것일 것이다.한두 명의 목사가 그러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도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추측되

고 더군다나 목사후보생들을 양성하는신학교와 신학교교수들의 사

상이 그러한 것이 어 작은 일이겠는가.

자유주의신학은 교회의가장심각한이단이기때문에,자유주

의신학을포용하는교회의연합과교제는 단히큰잘못이다.그것

은WCC 연합이든지신복음주의 연합이든지마찬가지이다.메이

천은자유주의자들과의분리의필요성을바르게역설하기를,“한가지

사실이 완 히 명백하다.즉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

지 간에,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하튼 완 히 분명한

것이다. 한,그것이 그러하다면,자유주의와 기독교가 계속 동일한

조직체 안에서 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교회 안

에 있는 그 두 부류들의 분리는 이 시 의 실한 요구이다”라고 말

48)이동렬,“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미간행 신학석사학 논문,장로회

신학 학원,1984),63쪽.

49)김명용,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장로회 신학 학교 출 부,1997),

200-201,208-2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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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50)그는 신복음주의 타 의 죄에 해 말하기를,“오늘날

가장 나쁜 죄는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동의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말

한 다음,기독교의 기본 인 사실들을 부인하는 자들과 력하고 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51)

오늘날은 많이 변하고있지만 미국의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기

교수들의입장은동일하 고그들의입장은성경 으로옳았다.조직

신학 교수이었던 죤 머리는,자유주의자들과 력하는 신복음주의

도 방법에 해,자유주의자들에게 도하는 것과 그들과 함께

도하는것은큰차이가있다고말하면서자유주의자들과 력하는

도방법은하나님의뜻에어 난다고분명하게비평하 다.52) 신

학과 변증학 교수이었던 코넬리우스 반틸은 신복음주의의 신학 약

들,타 도활동, 신복음주의 잡지들을비평하 다.53)구

약학 교수 에드워드 은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문제에 하여,신

복음주의가 도와 학문과 교육을 강조한다고 말하면서다음과 같이

서술하 다:

사실,그것[신복음주의]은매우 요한 교회의교리와신앙을

한 활기찬 투쟁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신복음주의가 오늘날의 상황에 한 해답인가?우리는 아

니라고,강조해서 아니라고 답한다.여기에 한 일시 상이 있

다.그리고 그것이 빨리 지나갈수록 교회를 해 더 유익하다....

근본주의 안에는 훌륭한 많은 들이 있고,만일 우리가 근본주의

와 신복음주의,둘 의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를 당한다면,우리는

어떠한 주 도 없이 근본주의를 택해야 할 것이다.근본주의는 신

50)ChristianityandLiberlism,p.160.

51)Ashbrook,Evangelicalism,p.45.

52)JohnMurray,“CooperationinEvangelism,”inCollectedWritings

ofJohnMurray,I,161-162;273-279.

53)CorneliusVanTil,TheNewEvangeli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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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의 변호에 심을 가지고 있고,그러한 심은 참으로 성경 이

다....그것[근본주의]은실수들을범했으나,외쳐야할 한때

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조심성 있는 도 들이 범한 것과

같은 그 게 큰 실수는 아니었다.54)

4)천주교회의 이단성

오늘날 잘못된 연합과 교제의 로 든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신복

음주의는 한천주교회에 해포용 이다.그러나천주교회에 한

포용 태도는 정당한가?천주교회는 종교개 당시와 달리 변화되

었는가?

통 으로개신교회는천주교회를우상숭배 이고변질된 그리

스도 집단으로간주해왔으며천주교회는그기본교리들에있어서

변하지 않았다.

①첫째로,천주교회는교회와그 통의권 를성경의권 와동

등하다고간주하면서로마교회의우 성과교황의베드로사도계승

을주장해왔고,특히1870년바티칸회의는교황무오성까지선언하

고 이 교리는 1964년 제2바티칸 회의의 선언에서도 반복되었다.55)

그러나,교황 무오성에 한 천주교회의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신교회 교리들의 제1원리인 성경의 신 ,

,최종 권 의교리에가장모순된다. 한교황무오성의교

리는 교황의 칙령들의 실제 역사에도 모순되는 거짓된 교리이다.그

외에도,교황들 가운데는 역사상 드러나게 부도덕한 자들이 있었다.

교황들은 상당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그것은 수님의

54)EdwardJ.Young,“WhereAreWeGoing?”ThePresbyterian

Guardian,10April,1959,pp.187,188.

55)LumenGentium(DogmaticConstitutionontheChurch)III.18,25,

inDocumentsofVaticanII,ed.AustinP.Flannery,pp.37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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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다르다.그러므로 확실히 천주교회의 교황은 하나님의

참교회의우두머리나무오한지도자가아닐뿐아니라,참되고유일

한 머리이신 수 그리스도의 권 와 을 부당하게 탈취한 자이

다.

② 둘째로,천주교회는 마리아에 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천주교회는 수님의모친 마리아의 무죄한 잉태와 승천을 주장하고

신도들에게마리아에게기도할것을가르친다. 천주교회는마리아

에게 보혜사, 보자,천상과 지상의 모후 등 부당한 많은 칭호들을

돌린다.이것은 제2바티칸 회의의 선언에서도 변함이 없다.56)

그러나,우리는 성경이 밝히 가르치는 로 삼 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기도해야 하며,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신 경배와 기도를

올려서는안된다. 우리의구주와 보자는오직 수그리스도한

분뿐이시다(요 14:6;행 4:12;딤 2:5).마리아 자신은 주 수 그리

스도의구원이필요한죄인에불과하다.그러므로천주교회의마리아

교리는 확실히 비성경 이며 우상숭배 이다.피조물에게 신 명칭

과 속성 그리고 을 돌리는 것은 우상숭배 이다.

③ 셋째로,천주교회는 칭의(稱義,의롭다 하심)에 한 잘못된 교

리를가지고있다.1563년트 트회의는선언하기를,“구든지사람

이공식 으로의롭다하심을받는것이[그리스도의]의로말미암는

다고 말하면,그는 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 고57), “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義)의 가(轉嫁)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하면,...혹은 심지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

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그는 주를 받을지어다”라

56)LumenGentium VIII.59,62,inDocumentsofVaticanII,pp.

417-419.

57)CanonsofTrent,SessionVI,Cano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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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 다.58) 천주교회는신자들의죄들의속죄가남아있다고가

르치며 여기에서 선행과 기도를 통한 속죄의 교리와 연옥의 교리 등

이 나온다.천주교회는 트 트 회의의 선언을 수정한 이 없고 제2

바티칸 회의의 선언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59)

그러나,성경은 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 하며 오직 그 공로에

근거하여 죄인이 죄씻음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밝히가르친다(롬3:21,22;4:4,5).우리가하나님께로부터은혜로받

은 사죄(赦罪)와 칭의(稱義)는 완 하다(롬 10:4;히 10:10,14).성도

들의 기도와 선행은 결코 죄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한 수단

이아니고, 수님믿고은혜로죄씻음과의롭다하심의구원을받은

결과요 그 열매일 뿐이다.그러므로 천주교회의 칭의론은 명백히 복

음의 왜곡이며 변질이요 이탈이다.그것은 다른 복음이다.갈라디아

서1:8,9에서 한사도바울의 선언 로,다른 복음을 하는자는

주를 받을 것이다.

④넷째로,천주교회는미사에 한잘못된교리를가지고있다.천

주교회의 미사는 형식상 개신교의 성찬과 같지만,그 내포하는 의미

는매우다르다.천주교회는,미사가속죄제사로서거기에서빵과포

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며 수 그리스도가 미사

때마다반복하여죽으신다고주장한다.그러나천주교회의미사는그

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사역에 한 왜곡이요 모독이다. 수께서는

십자가 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 하셨다(요 19:30).칼빈의 주석

로,그리스도의이말 은사람들의구원을 해필요한모든것을성

취하셨음을나타내며미사라는가증스러운것을정죄한다.60) 히

58)Ibid.,SessionVI,CanonXI.

59)IndulgentiarumDoctrina(ApostolicConstitutionontheRevisionof

Indulgences)I.2,3,inDocumentsofVaticanII,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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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는 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완 한 속

죄를 이루셨음을 강조하 다(7:27;9:12,26;10:18).

그러므로이러한 요한오류들을볼때,천주교회는참교회가아

니며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 단체이다.천주교회는 신약교

회 2천 년 역사상 표 인,가장 강력한,그리고 지 도 세계 으로

매우 활동 인 이단이다.

16세기 개 자들은 천주교회가 그리스도 이며 우상숭배 단

체임을 분명히 하 다.루터는 말하기를,교황은 “귀신들이 충만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요 그리스도”라고 단언하 고,교황 제도

를마귀 이라고하 다.61) 그는“이악마 인교황제도는땅

의 최종 불행이요,모든 악령들이 력을다해할 수있는것에 가

장 가까운 것”이라고 표 하 다.62)칼빈도,천주교인들을 그리스도

의 치명 자들로 간주하 고,천주교회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때보다더불순한교리와더큰우상숭배를가지고있고다니엘과

바울이 언한(단9:27;살후2:4)바로그 그리스도요그악하고가

증한 왕국의 지도자요 기수라고 보았고63)교황의 복음을 바울의 복

음의 ‘무서운 변질’로 간주하 다.64)

천주교회의기본교리들은변하지않았다.따라서천주교회에 한

개 자들의 태도는 여 히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 아닌가?그러므로

천주교회에 한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의 교제와

우호 계는종교개 의유산을 버림이며성경에교훈된교제의원

60)CommentaryontheGospelaccordingtoJohn,pp.235-37.

61)MartinLuther,ChurchandMinistry,III,p.363.

62)"AgainsttheRomanPapacy,anInstitutionoftheDevil,1545,"in

Luther'sWorks,vol.41,p.376.

63)JohnCalvin,InstitutesofChristianReligion,4.2.4,9,12.

64)CommentaryontheGalatians,p.32.



교회 연합에 하여

-32-

리에 명백히 반 된다.그것은 큰 잘못이다.

3.바른 연합의 원리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상황에서 교회 연합의 바른 원리는

무엇인가?교회 연합체 혹은 의체들은 어떤 원리에서 조직되어야

할까?

1)근본 교리들에 있어서의 일치

첫째로, 재세계의모든참된교회들은 어도성경의근본 교

리들에 있어서 일치해야 한다. 실 으로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교

리사상을가지고있지못하지만,교회들은 어도성경의근본 교

리들에있어서일치해야한다.왜냐하면교회의일체성은교리 이어

야하기때문이다.근본교리들에있어서의일치에온세계의기독교

회가 하나라는 표가 있다.

칼빈은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

라서 비본질 문제들에 한 의견의 차이로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

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면서기독교의본질 교리들을기독교의일

체성의 기 로 간주하 다.65)죤 오웬도,교회의 일체성은 이며

신앙의일치,즉동일한신 진리의믿음과고백의일치라고말하

면서,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첫째는 기독교의 근본 조항

들의 정확하고 명백한 고백이며,둘째는 다른 것들과 의무들에 있어

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것”라고 했다.66)

성경의 근본 교리들이 무엇인가,특히 어느 교리까지 근본 교리에

65)InstitutesoftheChristianReligion,4.1.12.

66)ChurchPurity& Unity,vol.15ofTheWorksofJohnOwen,ed.

WilliamH.Goold,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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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가라는 문제는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그러나 우리가 교

확신만주장하여다른모든교 들을이단으로정죄하지않는다

면,우리는 개신교 통을 이어받은 개 교회,루터교회, 국교회와,

그외에침례교회,감리교회등을하나님의참된교회의지체들로인

정할 수 있고 어도 그 교회들의 공통 신앙고백을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사실,근 에 일어난 근본주의

운동은 복음 개신교회들이 공통 으로 믿는 근본 교리들을 천명하

다.

를 들어,국제기독교회 의회(ICCC)는 다음과 같은요지의교리

선언을 채택하 다:

(1)성경의 완 한 감,무오(無誤),최종 권 ,(2)하나님의

삼 일체,(3) 수그리스도의참되고 원하신신성과,그의참되

신그러나죄없으신인성,(4)그의처녀탄생,(5)그의 리 ,속

상 (expiatory)죽음,(6)그의 육체 부활,(7)동일하신 그 분의

스런 재림,(8)사람의 타락과 부패,(9)성령으로 말미암

은 생과,하나님의은혜로믿음으로얻는구원,(10)구원받은자

들의 원한복과,잃어버린자들의 원한형벌,(11)그의보 로

구속받은 모든 자들의 일체성,(12)하나님의 말 로 교리

와 생활에 있어서 교회의 순결성 보존의 필요성.67)

세계근본주의자 회(WCF)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채택하 다:

우리는,근본주의자란주 수그리스도안에서 생(重生)한신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라고 믿는다:① 무오(無誤)하며 자까지

감된 성경에 해 요동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는 자,②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그러하다고 믿는 자,③ 성경에 의해

67)“ConstitutionoftheInternationalCouncilofChristianChurches,”in

Program andGeneralInformation:TheNinthWorldCongressofthe

InternationalCouncilofChristianChurches,Nairobi,Kenya,16-27July

1975,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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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단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단을 받는 자,④ 삼

일체의 교리,주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동정녀 탄생,

속(代贖),육체 부활과 스런 승천, 재림(再臨),성령의

생(重生) 하심을 통한 새로운 출생,성도들의 부활과 생,불

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 심 과 원한 죽음,그리스도의 몸

인 성도들의 교제 등의 역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확

언(確 )하는 자,⑤ 이러한 신앙에 한 충성을 실천하며 그것을

모든사람에게 하려고애쓰는자,⑥이러한신앙에 한모든

교회 부인과,오류와의 타 과,진리로부터의 배교(背敎)를 폭로

하며그것들로부터분리하는자,⑦그리고단번에주신믿음을

해 힘써 싸우는 자.68)

교회들에서 이러한 근본 교리들의 일치는 다수결 일치이어서는

안 되고 만장일치이어야 할 것이다.

2)이단들의 배제

둘째로,참된교회들은이단을배제해야한다.이단은‘근본교리에

서의 이탈’을 가리킨다.그것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가

감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이다.교회들은 이단을 막기 해 신조를 작

성했다.69)죤머리가 강조하듯이,신조들은오류의침입에 항해신

앙을 보호하기 해 필요하 다.70)교회 역사는 신조 작성의 역사이

68)ElmerL.Rumminger,"SpecialReport:WorldCongressofFunda-

mentalists,"FaithfortheFamily,September-October1976,p.9.

69)제임스베 만은신조의기능들을,(1)성경의진리를연합의기 로

붙드는것,(2)신 진리를권 있게가르치는것,(3)세상의오류나불신

앙에 항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JamesBan-

nerman,TheChurchofChrist[1868],I,296-302).

70)JohnMurray,"TheCreedalBasisofUnionintheChurch,"inThe

ClaimsofTruth,vol.1ofCollectedWritingsofJohnMurray(Bannerof

TruthTrust,1976),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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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교회 시 에 니 야 신조나 칼 돈 신조,종교개 이후의

제2스 스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르트 신조 등은 그러

하다.

신조의 이런 기능을 생각할 때,교회연합의 근거로서 사도신경을

제안하는 것은 치 않다.사도신경은 이단을 배제하는 기능에 있

어서 부족하다. 를 들어,천주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지만

참교회로인정될수없다.천주교회의문제는사도신경외의첨가된

교리들에 있다.삼 일체 외에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성경 외에 교황

의 무오한 권 를 주장하고 지옥 외에 연옥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희생 외에 미사에서의 계속 희생을 가르치는 데 천주

교회의문제가있다.교인에게세례를 때는기본 신앙고백을요

구하지만,신자가 이단을 주장하면 권징의 상이 되듯이,교회는 기

본 신앙고백뿐 아니라 이단을 배제하는 원숙한 신조가 필요하다.

사도신경은 이를 해서는 부족하다.

통 으로,참교회의세가지표는(1)말 의바른 와(2)성

례의바른 시행과 (3)권징의 바른 시행이라고말한다.71)이 표는 교

회연합체에도 용되어야 한다.교회의 교리무 심주의는 이단을 포

용하는것일뿐이다.교회연합체에는이단방지장치,즉권징의장치

가 필요하다.그 지 않으면,참 교회나 참 교회연합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특히어떤교단이과거의문제를가지고있다면그문제를먼

71)스코틀랜드신앙고백(1560년)18항은참교회의표지를(1)하나님의

말 의 참된 ,(2) 수 그리스도의 성례의 바른 시행,(3)교회 권징

의바른시행으로보았고,벨직신앙고백(1561년)29항은참교회의표를(1)

복음의 순수한 교리,(2)성례의 순수한 집행,(3)권징의 시행으로 보았다.

훽스마는참교회의표지를(1)하나님의말 의순수한 ,(2)성례의바

른 시행,(3)권징의 성실한 실행이라고 말했다.HermanHoeksema,Re-

formedDogmatics,p.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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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과거사정리가없는연합활동은혼란만

일으킨다.비록더딜지라도원리원칙을가진교제의확장이바른일

이다.

특히오늘날기독교계의상황에서자유주의신학과천주교회를배

제해야 한다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왜냐하면 그러한 경계선을 무

시하고연합을추구하는연합주의와신복음주의가 리퍼져있고유

행하기 때문이다.넓은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즉 신정통주의를 포

함하여 성경의기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신학들은 명백히 이단이

다. 천주교회는종교개 당시와본질 으로다른것이없으며그

것은 확실히 기독교의 변질된 형태이다.그러므로 참된 교회 연합과

교제는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제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3)교 들의 정당성

셋째로,비록우리가기독교회의일체성을공통 근본교리들에서

찾는다할지라도,교 들의정당성을부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우리가 개 교회만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칼빈주의 5 교리들

네가지만믿는소 아미랄더스 교회들을어떻게볼것인가? 5

교리들 부를믿는스펄젼같은침례교회들을어떻게볼것인가?

알미니안 를 이단으로 볼 것인가?웨슬리안 알미니안 즉 감리교

회와 성결교회는 어떻게 볼 것인가?20세기에 등장한 순복음교회는

어떻게볼것인가?교 의특색이되는교리나정치체제는본질 인

문제는아닐지라도매우 요한문제이며그것에 한확신과생각의

일치가 없이는 한 조직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에 평안이 없을 것

이다.우리는 어도 지교회에서 교훈과 행정에 한 회원들의 생각

에일치가있어야한다고본다.생각의불일치는갈등을일으킨다.이

것이교 들의불가피성이다.땅 에여러교 들이있는것은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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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니지만,우리는그것이인간의교리 이해의제한성과부족때

문에불가피한 상이라고본다. 우리가교회의 본질을이해

한다면,교 들의존재가교회의일체성을깨뜨리는것이라고단정할

수없을것이다.교 들은비록여러개로나뉘어있을지라도그리스

도의 한 몸의 지체들이요 한 나무의 가지들이다.

4) 교 교제와 력의 필요성

넷째로,우리는 한 지교회나 교 의 담을 넘어서서 범교회 혹은

교 교제와 력의필요성에공감한다.그것은본질 교리들의

일치와 이단들의 배제라는 최소한의 공통 근거 에서 가능하다.

그것은세상을 한그리스도인들의증거로서필요하다고본다.물론

범교회 혹은 교 교제나 력은 상당한 제한성을 가진다.

를 들어, 도 집회나 부활 연합집회 등의 공동 개최,기독교 방

송국이나 성서공회 같은 연합 기 들에의 참여,비상한 경우의 사

회 발언이나 자연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공동 처하는 자선활동

등은 가능할 것이다.그러나 교 신학교의 건립 등은 바람직하

지못한데,왜냐하면교회는일치된사상과입장을필요로하기때문

이며그럴때만교회의일치된교제가가능하고 충실한말 증거

와 변호의 사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범교회 혹은 교 교제나 력 때문에,우리

는 자신의 교 확신을 버리거나 성경의 모든 교리들에 한 바른

이해와 고백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교리들의 공동 이

해를 추구해야 한다.교회들은 기회 있는 로 는 기회를 만들어,

교 차이들에 해계속 으로토론하고연구해야하며공동 이

해와 고백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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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회연합에 한논의를마치면서,결론 으로몇가지 을말하

고자 한다.

1)건 한 세계 단체들을 존 해야

첫째로,우리는 교 교제를 이해 이미 설립된 건 한 단체들

을 존 해야 한다.1948년에 설립된 국제기독교회 의회(ICCC=In-

ternationalCouncilofChristianChurches)나 1976년에 설립된 세계

근본주의자 회(WCF=WorldCongressofFundamentalists)나1987

년에 설립된 성경 교회세계 의회(WCBC=WorldCouncilofBib-

licalChurches)72)등이그러하다.국제기독교회 의회(ICCC)는헌법

서문에서 를 이교 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배교(背敎)의

어두운 시 라고 말하고 “그의 백성에게 모든 불신앙과 부패로부터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고 극 이다”라고 말한 후에,

앞에서인용한 로12가지의교리 선언을채택하 다.73)세계근본

주의자 회(WCF)도근본교리들에 한진술과더불어이러한신앙

에 한모든교회 부인과,오류와의타 과,진리로부터의배교(背

敎)를 폭로하며 그것들로부터 분리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을 해 힘

써 싸워야 함을 선언하 다.74)오늘날의 배교와 타 의 상황에서 이

러한단체들의진술들은지극히당연한것들이며오늘날참된교회들

의 연합과 교제는 이러한 원칙보다 못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근본주의 단체들을분리주의라고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못

72)처음에는 ‘성경을 믿는 교회 국제 의회’이었으나 1990년에 지 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73)“ConstitutionoftheInternationalCouncilofChristianChurches.”

74)Rumminger,"SpecialReport,"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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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그런 비난은 근본주의에 한 오해나 신복음주의 ,타 주의

입장에서만가능할뿐이다.근본주의가주장하는분리는성경 이

다.그것은분리를일삼는입장이나태도가아니고명분없이분리하

는것을주장하는것도아니다.그것은성경이교훈하는분리즉교제

단 의교훈을지키는입장이요태도이다.성경은로마서16:17;고린

도후서6:14-17;데살로니가후서3:6,14;요한이서7,9-11등에서분

리즉교제단 에 해분명히가르친다.우리가근본주의의본질을

이해하고 신복음주의 타 을 반 한다면,근본주의에 한 부정

평가는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성경 교회들은 근본 교리들을 보

수하고 이단들을 배제하는 기 에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해야 할

것이다.

2)잘못된 교제들을 반성하고 교정해야

둘째로,교회는 잘못된 교제를 반성하고 교정해야 한다.참 교회들

은세계교회 의회(WCC)나이런류의교제즉연합주의를반 하고

거기서 나와야 한다.오늘날 연합주의는 이단 자유주의 신학과 천

주교회를포용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 심지어이방종교에 해포

용 태도를보인다.그런교제는분명히성경이 한다.사도바울은

“희는 믿지않는자와멍에를같이하지 말라.의와불법이어 함

께하며빛과어두움이어 사귀며그리스도와벨리알이어 조화되

며믿는자와믿지않는자가어 상 하며하나님의성 과우상이

어 일치가되리요.우리는살아계신하나님의성 이라.이와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 내가 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희 하나님이 되고 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그러므로

주께서 말 하시기를 희는 희 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 다(고후 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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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 교회들은 세계복음주의연맹(WorldEvangelicalAlliance,

이 의 세계복음주의 의회[WEF])같은 신복음주의 교제를 책망

하고 계치말아야한다.사도바울은사도 교훈을고의 으로불

순종하고교회를어지럽히는자들에 해“형제들아우리주 수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무질서하게]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 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

여사귀지말고 로하여 부끄럽게하라.그러나원수와같이생각

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말했다(살후 3:6,14-15).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교단(장 통합측)을 주요 회원으로 두고 있고 그 외에 자유주의

신학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단들(기감측과 기장측)을 배제하려는

의지가없는것은분명히잘못이다.75) 한기총이,자유주의혹은포

용주의 교단들의 연합체인한국기독교 의회(NCC)와연합하려 하

는 근래의 움직임은 분명히 잘못이다.

3) 무 조직체 연합을 강조하지 말아야

셋째로,우리는 무 조직체 연합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교회

의일체성이유형 성격을가지지만,교회역사는늘교회조직체의

불완 함을드러내었다.그것은사람들의불완 함에기인한다.성도

의 인격 불완 함 즉 성화의 불완 함은 무덤에까지 이른다.사람

의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기 쉽고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이있다.겸손한인격은자신을드러내지않는다.나서지않는인

75)한기총은 장통합측을주요회원으로두고있고, 일 기1991년

제2회 정기총회에서 “기감과 기장의 가입 문제는 일단 정 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기독교 연합신문,1991.1.13,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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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다 무능한 자는 아니다.빈수 는 보통 요란하다.교회의 조직

자체가 요한 것이 아니다.그보다 성도들의 경건과 겸손과 사랑이

더 요하고 사상과 입장,정신 일치가 더 요하다.

이상 인 세계 단일 교회(superchurch)가 가능할까?모든 신자

들 에 군림했던 천주교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세계

조직체가가능할까?흔히,회 교회는장로교회로변해가고장로교회

는 감독교회로 변해간다는 말을 한다.이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교회조직의횡포는교회역사에서부인할수없는일이다.우리나라

의 한 수교장로회고신측은 과거 이런 횡포의희생물이었다고 본

다.1937년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갈라진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ofAmerica,후에OrthodoxPresbyterianChurch가됨)는그

런 횡포의 생물이었다.이것이 교권의 횡포이었다.세상 법정에서

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합당한 항의와 토론과 단의 차가 생략

된 횡포이었다.최근에 한기총이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를 퇴출시킨

방식도그와비슷해보인다.모신문에의하면,한기총 표회장은주

의만류를뿌리치고“때려부수는한이있더라도내보내겠다”고주

장하고 그 일을 강행했고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한기총의 자체 조

사도없이,최소한의소명기회도얻지못한채퇴출되었다고한다.76)

물론이것은실수일수있다.그러나이것은인간 조직의결함과부

족의 한 이다.

교회가과연이런류의행태를극복할수있을까?무조건 으로단

일 기구를 추구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교제를 치할 수 있는 것인가?우리는 무

조직체 혹은기구 일치를강조하지말아야한다고본다.바른정

신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체는 언제든지 권력 조직이 되기 쉽다.

76)기독신문, 200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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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조직이라할지라도,권력조직으로변질된조직은흩어져있

는 작은 교회들보다 결코 더 낫지 않다.

4) 안목을 가지고 충성해야

넷째로,참교회들은외 규모만 시하지말고 안목을가져

야한다.기독교는처음부터‘은무리’의운동이었다( 12:32).진리

운동은구약시 로부터 은무리의운동이었다.우리는선지자엘리

야와 미가야 시 를 기억하며 선지자 미야의 41년 간의 사역

을기억한다.비록그들이부패된유형교회를부정하지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거짓된선지자들이나 부패된 지도자들과 더불어거창한 활동

을하지 않았다.그들은보잘것 없어보이는 일을 때때로 외로이행

하 다.시편 자의 고백처럼,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

쓰지않는것이좋다(시131:1). 수께서는우리에게좁은문으로들

어가며 좁은 길로 진행하라고 말 하셨다(마 7:13-14).

하나님의 거 한,세계 교회는 육신의 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

다.그러나 우리가 안목을 가질 때 각 나라,각 방언,각 민족으

로부터셀수없이많은수의성도들의무리를볼수있을것이다.하

나님의교회는요한계시록14:4-5에14만4천명으로상징되었고순결

한 자들이며 주의 말 로 순종하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다.우리는

그 무리를 볼 수 있는 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오

직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충성해야 한다.

‘어려운 시 가 올 것이며’“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

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는 성경의 언(딤후 3:1;

4:3,4)은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고난을받으며 도인의일을하며네직무를다하라”(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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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는사도의유언 교훈을기억한다.우리는지교회를건립하고각

신자를 으로 바르게 세우고 지교단을 바르게 건립해야 한다.우

리는특히신학교를바르게세워야한다. 체교회의교제는기회있

는 로,건 한 원리에 따라서 행하면 되지만,우선 지교회,지교단

이,비록 그것들이 작은 규모일지라도,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진행

되도록최선을다하는것이우리의일차 의무일것이다.그것을선

행(先行)하면서,우리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온유와 겸손으로 체

교회의 건 한 교제의 확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