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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자료집은편집자가쓴 들도약간있으나 다수는 캘버리컨텐더(Calvary

Contender),1)크리스챤뉴스(ChristianNews),2) 운데이션즈(Foundations)3)등

의미국의정기간행물들과국내의기독교신문들등에서인용했거나내용을요약하

고때때로간단히논평한것들이다.그것들은주로편집자가그동안옛신앙지4)에

게재했던 것들이며 이제 그것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내어놓는다.

그것들의출처는 부분각주에제시되어있다.이모든자료들은여러분에게

교회가얼마나부패했는가를알려 것이다.오늘날교회들은한마디로배교와타

과 혼란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기독교회의바른길은자유주의신학과에큐메니칼운동즉교회연합운

동과윤리 부패와은사운동과신복음주의를배격하고,성경말 곧하나님의말

의순수한교훈을그 로믿고지키고경건하고거룩하고의롭고선한삶을실천

하는것이다.하나님의신실한종들과성도들은바른생각을가지고일어나이시

의잘못된풍조들을분별하고배격하고좌우로치우침없이신앙의바르고선한옛

길을추구해야한다.편집자는본서가오늘날기독교계를분별하고바른신앙의옛

길을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한다.

1)편집자:JerryHuffman,홈페이지:home.hiwaay.net/～contendr.
2)편집자:HermanOtten,주소:684LutherLn.,NewHaven,MO63068-2213,U.S.A.
3)편집자:DennisCostella,홈페이지:www.fundamentalbiblechurch.org.
4)발행자:김효성목사.홈페이지:www.oldfaith.net.주소:서울마포구합정동364-1.
화:02-334-8291.E-mail:oldfaith@oldfai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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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주의 신학

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차이

자유주의잡지인크리스챤센 리1924년1월3일자사설은근본주의와자유주

의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매우 인상 이게 말했다:

근본주의에의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주의에 의한기독교는 다른 한
종교이다.어느것이참된종교인가는오는세 들을 해우리세 에의해아마
해결될문제이다....근본주의자의하나님은한하나님이요, 주의자의하나님
은다른한하나님이다.근본주의자의그리스도는한그리스도요, 주의자의그
리스도는다른한그리스도이다.근본주의의성경은한성경이요, 주의의성경
은다른한성경이다.교회,하나님의나라,만물의종말--이것들이근본주의자들
에게와 주의자들에게의미하는바가각각다르다.어느하나님이기독교의하
나님인가,어느그리스도가기독교의그리스도인가,어느성경이기독교의성경인
가,어느교회,어느하나님의나라,어느구원,어느종말이기독교의교회,기독교
의 하나님의 나라,기독교의 구원,기독교의 종말인가?미래가 말해 것이다.5)

자유주의 신학의 향에 한 몇 가지 통계들

1967년,제 리 해든(JeffreyHadden)의 설문 조사

1967년,미국의사회학자제 리해든은미국의10,000명의성직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하 는데,실제로7,441명이 답해왔다고한다.그설문조사는다음

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데,그것은 당시의 미국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의 향을 받았는지를 잘 증거한다:

1)‘귀하는성경이신앙과역사와세속문제들에있어서하나님의 감된무오한
말 임을믿습니까?’라는질문에 하여,감리교회성직자들의87%,감독교회성직
자들의95%,연합장로교회성직자들의82%,미국침례교회성직자들의67%,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77%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2)‘귀하는오늘세계에악한귀신들이존재한다고믿습니까?’라는질문에 하
여,감리교회성직자들의62%,감독교회의37%,연합장로교회의47%,미국침례
교회의 33%,미국 루터교회의 14%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3)‘귀하는 수의처녀탄생을믿습니까?’라는질문에 하여,감리교회의60%,
감독교회의 44%,연합장로교회의 49%,미국침례교회의 34%,미국 루터교회의
19%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5)"FundamentalismandModernism:TwoReligions,"ChristianCentury,3January
1924,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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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귀하는 수의육체 부활을사실로받아들입니까?’라는질문에 하여,감
리교회의51%,감독교회의30%,연합장로교회의35%,미국침례교회의33%,미
국 루터교회의 13%는 ‘아니오’라고 답했다.6)

‘수 세미나’(JesusSeminar)

1985년에약 125명의개신교와로마천주교 신학자들이‘수세미나’를시작했

는데,그목 은 수께서무엇을말 하셨고무엇을말 하시지않았는지를결정

하기 함이라고하 다.그 심인물은로버트펑크인데,그는밴더빌트 학교에

서학 를받은신약학자이며,에모리 학교캔들러신학부교수이었고,그후캘

리포니아에웨스타연구원을설립하 다.미국에서가장큰성경학자 회인성경

문헌 회의증경회장이기도 하다.이 세미나의 결과,1988년에는 수의비유들이

라는책이출 되었다.거기에는빨강색,분홍색,회색,검정색으로 수의비유들의

역사 신빙성의정도가표시되었다. 1993년에는오복음서: 수가참으로말한

것이라는 책을 출 했다.

1994년 까지이세미나의 략 인결론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는데,이

것은오늘날의성경연구혹은신학이얼마나배교 상황에처해있는지를잘보인

다:

(1) 수의 말 들의 오직 20%만 실제로 그의 말 으로 생각되며,요한복음
에서는 오직 한 구 만 그에게 돌려진다.

(2)주기도문도 수의 말 이 아니다.

(3) 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 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4) 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 지만,자신을 신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5) 수는 죽은 자들로부터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6) 수는 자신의 재림(再臨)을 약속하지 않았다.

(7)성경에 묘사된 신화 의미의 지옥은 없다.

(8) 수는 독신이 아니셨고 독신을 옹호하지도 않으셨다.7)

6)[워싱톤 학교의]Trans-Action,July-August1967;ChristianNews,3March
1969;27June1983,p.5;PulpitHelps,December1987;ChristianNews,23November
1987,p.2.
7)RobertW.Funk&Others,TheParablesofJesus--RedLetterEdition--A

ReportoftheJesus'Seminar;“DidJesusSayHe'sMessiah?:SeminarConcludesHe
Didn'tPublicly,”TheCharlotte(NC)Observer,18October1987,inChristianNews,
2November1987,p.24;“ViewsofJesusSeminarScholarsAdoptedatRomanCatholic
andProtestantSeminaries,”ChristianNews,2January1989,pp.1,21-22;JohnDart,
“Panel:JesusDidn'tSpeakofSecondComing,”PhiladelphiaInquirer,6March1989;



1. 자유주의 신학

-33-

‘수 세미나’(JesusSeminar)(계속)

1999년의한보도에의하면,로버트펑크는미국의한연합그리스도교회의연설

에서다음과같이말하 다:“[성경에서 수의]말들 에확실한것은20퍼센트도

안된다,”“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수의 신성(神性)과

기 에 한이야기들은믿을만하지못하고비유들과재치있는말들은역사 이

다,”“니 야신조는 센스이며수정할가치가없다,”“고 교회의신조들은상상

의 산물들이다.”

펑크는 그 모임에서 ‘수 세미나’의 결론들인 21개의 명제를 배부하 다:

(1)물질 세계 바깥에는 신(神)이 존재하지 않는다.
(2)다 의 사상은 창조의 교리를 원히 말살시켰다.
(3)창세기 이야기의 비(非)문자 해석은 원죄의 교리를 종결지었다.
(4)신 인 기 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 에 한 모욕이다.
(5)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해지는 기도는 무의미하다.기도는 명상이다.
(6) 수는 신 인 존재가 아니다.
(7) 수를 구속자(救贖 )라고 하는 것은 낡아빠진 생각이다.
(8) 수의 처녀탄생은 지성에 한 모독이며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다.
(9)속죄의 교리는 반(半)이성 이고 반(半)윤리 이다.
(10) 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11)모든 계시 요소들은 기독교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12) 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한 상이 아니다. 수의 비젼이 그를

치해야 한다.
(13) 수는 인간의 선함을 믿었다.
(14) 수는 축제를 믿었다.
(15) 수는 성 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포함한 사회 차별를 거부하 다.
(16)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보자들은 없다.
(17) 수는 배 의식들을 믿지 않았다.
(18)하나님의 나라는 끝 없는, 구 방랑의 여행이다.
(19)다른 신화들이 그러하듯이,성경의 정경(正經)은 시 에 맞추어 축소되

고 확장되어야 한다.
(20)성경은 객 행동 기 을 담고 있지 않다.

“JesusNeverPromisedSecondComing,SeminarConcludes,”CourierPost(Cherry
Hill,N.J.),7March1989,inChristianBeacon,9March1989;ChristineWolff,“Seekers
ofJesus'Words,”CincinnatiEnquirer,1October1989,inChristianNews,9October
1989,p.10;GayleWhite,“ScholarsConcludeJesusDidn'tPracticeorAdvocate
Celibacy”(SpecialtoReligiousNewsService,2October1989),ChristianNews,9
October1989,pp.1,10;“The‘JesusSeminar'StrikesOutAgain,”CalvaryContender,
1May1991;Time,10January1994;St.LouisPostDispatch,8January1994;"Jesus
SeminarPublishesNew'Bible,'"ChristianNews,17Janury1994,pp.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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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의 비젼의 재구성은 항상 수정되어야 한다.8)

미국의 불신앙 인 목사들

캘버리 컨텐더지는 바나 연구회(BarnaResearchGroup)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 다.

바나연구회의새연구에의하면[미국의]개신교목사들의49퍼센트가핵심
인성경 신념들을거부한다.9)바나(Barna)는모두가 정할수있을기본 성경
교훈들의 최소 목록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즉

-성경에 기 한 인 도덕 진리가 있다.

-성경의 교훈은 정확하다.

- 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지(全知)하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도해야 할 개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가장큰두교단들 에서,남침례교회는성경 세계 을가지고있는가장많
은퍼센트(71%)의목사들을가지고있고,감리교회는가장 은퍼센트(27%)를가
지고있었다.바나는말하기를,네명의남침례교목사들 의한사람이성경교훈
을 진지하게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망 이라고 말한다.10)

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단사상의 들

하르낙(AdolfvonHarnack)

하르낙은기독교의핵심이하나님이모든사람의아버지시요모든사람이서로

형제라는데있다고보았다.그는 수그리스도의기 들을부정했고공 복음과

요한복음을역사 인기록으로간주하지않았다(WhatIsChristianity?,pp.21,22).

그는“사람이스스로경험한종교만고백될수있으며,다른모든신조나신앙고

백은 수의 견해에 의하면 선 이고 멸 이다”고 말했다(Ibid.,p.159).

칼 바르트(KarlBarth)

1.성경은 무오(無誤)하지 않다.

8)Wanderer,30December1999;ChristianNews,3January2000,p.12.
9)World,7February2004.
10)CalvaryContender,March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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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들과사도들자신은심지어그들의직분에있어서도,심지어증인으로서
의그들의역할에있어서도,심지어그들의증거를기록하는행 에있어서도,우리
와같이실제,역사 인간이었고그러므로그들의행동에있어서죄가있고그들
의 말이나 기록에 있어서 잘못을 범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범했다(Church
Dogmatics,I.ii.pp.528,529).

2.성경의 역사 사건들 반에 해 회의 이다.

아 라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 의 신화 제작의 산물들이든지 아니든지
무슨 문제가 되는가[!](TheWordofGodandtheWordofMan,p.65).

구약과신약의성경역사는실상 역사가아니고, 에서보면일련의자유
로운 신 행 들이며 아래서 보면 본질상 불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들이다(Ibid.).

진정한 역사 속에 ‘역사 인’것과 ‘비역사 인’것이 동반하고 함께 존재한다
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의무 이다(ChurchDogmatics,III.i.p.81).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체 진리가 치한 앞뒤 문맥을 잊어서는 안된다.그
자체로는그것이거짓이며,그것이그리스도안에있는진리에 계된다는사실에
서만 어떤 타당성을 가진다(ChristandAdam,pp.54,55).

3.성경의 천지 창조 기록은 사가(saga)이다.

그것은자체안에 시간의시작을포함하고 있기때문에,그것의역사 실상은
모든 역사 찰과 진술을 피하며,성경의 창조 이야기들에서 오직 순수한 사가
(saga)의 형태로만 표 될 수 있다(ChurchDogmatics,III.i.p.42).

[그는사가를‘역사의선(先)역사 실상에 한시 묘사”라고설명했다(Ibid.,
p.81).그것은 신화와 같은 개념이다.]

4.아담의 타락은 사가(saga)이다.

그첫번째사람이이런식으로존재하게되었고이런식으로존재하게된자로
서존재했다고우리에게말할수있는것은역사가아니고오직사가(saga)일뿐이
다....그리고타락,즉그첫사람의타락이발생했던것은바로이런 역에서,
다시 말해 언 으로 증거된 말 과 하나님의 심 에 의해서이었다(Ibid.,IV,i,
p.508).

5. 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은 신화이다.

우리의세계가 수안에서다른세계에의해 될때,그것은역사,시간,혹
은 사물로서 직 찰될 수 있기를 그친다....그리스도로서,즉 메시아로서의
수는 역사의 종말이시다.그리고 그는 오직 역설로서(키에르 골),승리자로서
(블룸하르트),원시역사로서(오베르베크)만이해될수있다.그리스도로서의 수
는우리의이해를 월해있는지평이시다.그는우리에게알려져있는그지평을
수직 으로 로부터 가로지르신다.그리스도로서의 수는 역사안에서 오직 문
제 혹은 신화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Ibid.,pp.29,30).

6. 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분명히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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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어머니가 은부인으로불리우는가아니면처녀로불리우는가하는옛논
쟁은 그 진정한 의미에 아무런 향을 주지 않는다(ChurchDogmatics,IV.i.p.
5,footnote).

7. 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확실성을 부정한다.

그리스도의부활이나그의재림은--그것은동일한것인데--역사 사건이아니
다(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부활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한 사건(anoccurrence)이다....[그러나]부활은
도무지역사상의사건(aneventinhistory)이아니다(TheEpistletotheRomans,
p.30).

수그리스도의부활사건이역사 으로발생했다는사실에 해서아무런증
거도없고어떤증거가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된다는것이명백하다(Church
Dogmatics,IV.i.p.335).

실제로 성경 역사에 결정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 으로,[수의]부활의역사는-- 학자들의사고형식들과용어로--사가
(saga)혹은 설로간주되고묘사되어야한다는것을 항할아무런이유도없다.
수그리스도의죽음은확실히 의미에서역사로생각될수있지만부활은
그 지 않다(Ibid.,pp.335,336).

8. 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의 재림은--그것은 동일한 것인데--역사 사건이 아
니다.여기에서 우리의 심은 한 사건 즉 비록 그것이 역사 안에서의(in)유일한
실제 사건이지만역사의(of)한실제 사건이아닌사건에 한것이라는것을
역사가들은--물론그것이그들의확신을 괴하게하기를원하지않는다면--재확
신할 수 있을 것이다(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9.보편 구원론 경향이 있다.

하나님께서인간을버려두지않으실것이기때문에,인간은버림을당하거나최
종 으로타락하도록허용되지않는다....하나님의은혜는반드시죄인에게심
의형태를취하지만그를포기하지는않는다.심지어심 의형태속에서도하나님
의 은혜는 은혜이기를 단치 않는다(TheWordofGodandtheWordofMan,
p.90).

하나님의 ‘’[용납]는 선언되었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그것은 원 부터
그가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인류에 한 그의 ‘’이었고 ‘’이다(Ibid.,
IV.i.p.356).

하나님의 원한뜻에근거하여우리는모든인간존재가,심지어가장쓸데없
는자들,가장악하고불 한자들까지도 수그리스도께서그의형제이시며하나
님께서그의아버지이심을생각해야하며,우리는이러한생각 에서그를취 해
야 한다(TheHumanityofGod,p.53).

우리가 수그리스도안에나타난하나님의인자하심에 해그어떠한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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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가할아무런신학 권리를가지고있지못하다는것만큼은확실하다.우리
의신학 의무는그것[하나님이인자하심]이우리가 에보았던것보다훨씬더
크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Ibid.,p.62).

10.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

몸의부활은스캔달이요 부조리요종교 물질주의요거침돌이다(죽은 자의부

활,89쪽).

11.성경은 윤리의 객 규범이 아니다.

사람은자유의은사(gift)에내재한명령에따라행동할때선을행한다.그는그
의자유에반 되는법에복종할때악을행한다....[그러나]어떻게인간의자유
가인간의행 에 해지침과기 이되는지를결정하는분은하나님이시다.자유
인은하나님의가장구체 인명령에복종한다.왜냐하면이명령을통하여인간의
자유가 권 형태를 취하고 인간이 직면하고 측정되는 바 그 명령이 확고하게
되기 때문이다(“TheGiftofFreedom:FoundationofEvangelicalEthics,”The
HumanityofGod,p.84).

선과악의문제는결코사람이일련의규범들로서의하나님의권 말 을인
용함으로써 답되지않는다.그것은결코,선하고악한행 들의법 ,선하고악
한것에 한일종의잣 로서사람에의해발견되거나자신과타인들에게부과되
지 않는다(Ibid.,p.85).

씨 에취 다드(C.H.Dodd)

1.성경의 신빙성을 부정한다.

바울이했다는설교들과마찬가지로베드로나다른이들이했다는설교들은사
도행 자의자유로운작품일지모른다는것은가능한생각이다(TheApostolic
PreachingandItsDevelopments,p.17).

비록우리는아마디모데 서를진짜바울의편지로받아들여서는안될것이지
만(Ibid.,p.30).

요한은 수의생애에 한하나의추가 기록보다하나의해석,즉새로운
을 한 하나의 해석을 의도했다(AbouttheGospels,p.31).

그 다면 그[가나의 기 ]이야기는 액면 그 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그것의
참된의미는더깊은데있다.[그러나]우리는이더깊은의미에 한아무런직
단서를 갖고 있지 못하다(TheInterpretationoftheFourthGospel,p.297).

2.성경의 객 ,신 권 를 부정한다.

[성경의]외 권 는엄 한의미에서더이상 이지않다(TheAuthority
oftheBible,p.14).

문자 의미에서성경은사람의‘말들’로구성되어있다....그것은사람의말
이라는것과동일한의미로하나님의말 은아니다.로마서의 자는하나님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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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바울이다....하나님은성경의 자가아니고,성경의 자들이나 어가진
그 생명의 조성자이시다(Ibid.,p.16).

우리가계시에 해말할수있는어느것도그것을받는사람에게상 이다.
아무 곳에서도 진리는 우리가 자존 (self-subsistent)외 권 를 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 인’(objective)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Ibid.,p.289).

3.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한다.

성경무오(無誤)에 한옛날견해가과학 발견과역사비평학의연속 공격
으로 괴되었던과정에 해상술할필요는없다.과학과역사의문제에서성경의
정확성을주장함에있어서성경무오의변호자들이희망없는입장을택했었다는
것은오래 에벌써분명했다....성경의그옛교리 견해는과학과역사비평
학의입장에서공격을받을뿐만아니라,신 히생각한다면그것은종교와공 도
덕에 험물이 된다(Ibid.,p.13).

바울이잘못이라고나는때때로생각하고,과감히그 게말해왔다,비록 체
으론그가말하는바가내가보기에충분히참된것같지만(TheEpistleofPaul
totheRomans,p.xxxv).

4.하나님의 형벌 의의 속성을 부정한다.

하나님을인격의 가장높은 이상(理想)으로 생각하면서비(非)이성 인 진노의
격정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논리일 하지 않다(Ibid.,p.24).

5.아담은 신화 인물이라고 한다.

비록바울에게는그가실제 인물로생각되었을지모르지만,아담은하나의신
화이다(Ibid.,p.79).

6. 수 그리스도의 형벌 속(代贖)을 부정한다.

그러므로유화(宥和,propitiation)라는번역은,진노하신하나님을 그러뜨림을
암시하기때문에,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며,비록이것이이교 용법에는맞
을지라도,성경 용법에는 생소하다(TheRomans,p.55).

7.보편 구원론 이다.

우리가 참으로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그리고 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격과
행 에있어서하나님의인격과사람들에 한그의태도가무엇과같음을참으로
우리에게보인다고믿는다면,우리는어떻게든그의사랑이모든사람들을그와의
연합으로이끄는길을찾을것이라는믿음을떠나서생각하기가매우어렵다(Ibid.,
p.186).

후기서신들에서교회는참으로보편 이다.왜냐하면내면 필요성에의해그
것은궁극 으로모든인류를포함해야하며,화목된우주의 심을형성해야하기
때문이다(TheAuthorityoftheBible,p.208).

라인홀드 니이버(ReinholdNieb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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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의(敎義)의 진리성을 부정한다.

교의(敎義,dogma)는 기껏해야 언약 공동체의 공동 견해를 나타낸다(TheSelf
andtheDramasofHistory,p.93).

2.기독교 진리 일반에 해 회의 이다.

기독교종교에서참된것은어느정도임시 이고표면 인거짓을포함하는상
징들로서만 표 될 수 있다....우리는 거짓에 의해 진리를 가르친다(Beyond
Tragedy,p.3).

기독교는 원시종교 , 술 신화들과 상징들을 충분히 합리 으로 표 하지
못하고 달한 종교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Ibid.,p.7).

성경의상징들은문자 으로해석될수없다.왜냐하면유한한지성들이,역사를
월하고성취하는것[신]을 악한다는것이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TheNature
andDestinyofMan,II,p.289).

3.창조는 신화 개념이다.

창조는 충분히 합리 으로 표 될 수 없는 하나의 신화 개념이다(Beyond
Tragedy,p.7).

4.아담의 타락은 신화이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는 원시 신화이다. 신학은
문화가그런신앙을종교의개화반 론의증거로간주할것이라는두려움때문에
즐거이 타락 이야기를 부정했다(Ibid.,p.10).

타락의개념은동산,과일,그리고뱀이라는원시 신화를역사 으로참된사
실로간주하는오류에굴복한다....타락은역사 이지않다.그것은그어떤구체
인간의 행 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그것은 그러한 행 들의 제이다(Ibid.,p.

11).

5.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은 불합리하다.

원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 들어온다는 개념은 지 으로 불합리하다(Ibid.,p.
13).말 이 육신이 되셨다는진리는진리가보통 단되는모든 규범들을어긴다
(Ibid.,p.14).

6. 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신화이다.

사람들은처녀탄생의원시 신화에의해속임을당하고,바로역사 머를가리
키기때문에의미있는그것을하나의순수한역사 사실로이해하려고할것이다
(Ibid.,p.17).

‘처녀탄생’과 같은 기 들은 후 에 삽입된 생각들이다(TheSelfandthe
DramasofHistory,p.66).

7. 수 그리스도의 리 속죄는 신학 오류이다.

하나님의아들이십자가 에서속죄의죽음을죽으셨다는교리는많은신학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40-

오류들로인도하는데,그 에는사람의도덕의식을모욕하는 리 속죄의이론
들이 포함된다(BeyondTragedy,pp.17,18).

8. 혼불멸에 해 회의 이다.

혼의불멸이라는개념이몸의부활보다더믿을만하다는선입견은단지교회
안에 있는 헬라사상으로부터 온 유산에 불과하다(Ibid.,p.290).

9. 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크게 속인 교리이다.

기독교의교리 에그리스도의재림의소망보다더속임과착각으로인도한교
리는 없다(Ibid.,p.21).

10.몸의 부활을 부정한다.

몸의 부활의 개념은 물론 문자 으로 참될 수 없다(BeyondTragedy,p.290).

불트만(RudolfBultmann)

1.성경은 설과 신화로 가득한 책이다.

비록그것이요한의 수님세례라는역사 사실로부터출발되었다는것은확
실하지만, 수님의 세례 이야기(막 1:9-11)는 하나의 설이다(Theologyofthe
NewTestament,I,p.26).

수께서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믿는지에 한생각을나타내는시험받으신이야기(막1:12이하,혹은마4:1-11)
는 설이다. 수의 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설로 채색되었고,수난 이야기도
상당히 설로 덮여 있다(Ibid.,I,p.27).

첫 에우리는[요한복음의]서두를,그주제로 단하여,신화라고부를것이다.
왜냐하면그것은한신 존재,그의생애,그리고그의운명에 해말하기때문이
다(TheGospelofJohn,p.14).

요한복음서두는,혹은그것의자료는,그노시스신화의언어로말한다....그
복음서 자는기독교 와신학을 하여이신화를사용한첫번째사람이아니
었다.바울은,비록그자신이로고스라는명칭을사용하지는않을지라도안트로포
스(사람)신화의용어로그리스도의종말론 이고구원론 인의미를빈번히해석
함으로써,요한보다 앞섰었다(Ibid.,p.28).

2.그리스도의 선재(先在)하심은 그노시스 신화이다.

[요한복음 17:1-5의]언어는 신화 이다.아들의 소원은,그의 지상의 존재로부
터한때그의선재상태에서가졌던하늘의 안으로다시올리움을받는것이
다.그것은 그노시스 신화의 사상 형식과 완 히 일치한다(Ibid.,p.496).

3. 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설이다.

그러나,후 의헬라주의 교회와는달리그들은[아주 기교회는]지상의
수를(신화 )하나님의아들로간주하지않았고, 수의처녀탄생의 설은,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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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러했듯이,그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TheologyoftheNewTesta-
ment,I,p.50).

4.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은 신화이다.

그가성령으로잉태하여처녀에게서탄생하셨다고말할때그의인격은신화의
빛으로 찰되며,이것은그가형이상학 의미에서하나님의아들,즉우리의구속
을 해사람이되셨고스스로고난을,그것도십자가의고난을당하신한 한,
선재(先在)하신 천 (天的)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서는 한
층더분명하게된다.그러한개념들은유 인들과이방인들의신화들에서 리퍼
져있었고,그후역사 인물 수에게이 되었기때문에,그것들이신화 이라는
것은명백하다.특히인류를구속하기 해인간의모습으로세상에내려오신선재
하신하나님의아들의개념은그노시스 구속교리의일부분이며,아무도이교리
를신화 이라고부르기를주 하지않는다(JesusChristandMythology,pp.16,
17).

5. 수 그리스도의 기 들은 설이다.

[수께서물로포도주를만드셨다는]그이야기가이방의 설에서취해져
수께돌려졌다는것은의심할수없다.사실,그이야기의주제,즉물을포도주로
변화시키는것은디오니서스 설의 형 주제이다(TheGospelofJohn,pp.118,
119).

6. 수 그리스도에 한 신 증거들을 부정한다.

그러나,후 의헬라주의 교회와는달리,[아주 교회는]지상의 수를(신
화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지 않았다(TheologyoftheNewTestament,I,p.
50).

여하튼,아주 교회는,비록 수를주라고불 다 하더라도,그를 배하지
는 않았다(Ibid.,I,p.51).

7. 수 그리스도의 속의 죽음은 신화 이다.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말할 때 그의 인격은 신화
의빛으로 찰되며,이것은그가형이상학 의미에서하나님의아들,즉우리의
구속을 해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고난을,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한
한,선재(先在)하신 천 (天的)존재로 이해되는 헬라주의 기독교 공동체들

에서는한층더분명하게된다....특히인류를구속하기 해인간의모습으로
세상에내려오신선재하신하나님의아들의개념은그노시스 (Gnostic)구속교
리의 일부분이며,아무도 이 교리를 신화 이라고 부르기를 주 하지 않는다
(JesusChristandMythology,pp.16,17).

8. 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설이다.

바울이여 히그것에 하여아무것도알고있지못한바그빈무덤의이야기
들은 설들이다(TheologyoftheNewTestament,I,p.45).

만일부활 사건이어떤의미로든지십자가사건에첨가된역사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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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부활하신주님에 한믿음의발생이외의다른아무것도아닐것이다.왜
냐하면사도들의설교를이끌어낸것이바로이믿음이었기때문이다.부활자체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 아니다(HansWernerBartsch,ed.,KerygmaandMyth:
ATheologicalDebatebyRudolfBultmannandErnstLohmeyer,JuliusSchnie-
wind,HelmutThielicke,andAustinFarrer,p.42).

9. 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한다.

여하튼, 기기독교공동체는이와같이그를[수를]신화 인물로간주했다.
그들은그가세상의심 자로서구원과 주를내리시려고하늘구름을타고오실
인자(人子)로서다시오실것을기 했다....요한에게는 수의부활,오순 ,그
리고 수의재림(루시아)은한동일한사건이며,믿는자들은이미 생을얻었
다(JesusChristandMythology,pp.16,33).

10.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신화 이다.

종말론 드라마의 개념이 그 듯이,‘하나님의 나라’개념은 신화 이다(Ibid.,
p.14).

틸리히(PaulTillich)

1.근본주의는 마귀 이다.

그들은 원한진리와이진리의시간 (temporal)표 을혼동한다.이것은,미
국에서는근본주의로알려져있는유럽의신학 정통주의에서명백하다....근본
주의는 재의상황과 하지못한다.왜냐하면그것은모든상황을 월한곳으
로부터말하기때문이아니고,과거의상황으로부터말하기때문이다.그것은유한
하고일시 인어떤것을무한하고 원한타당성을갖는것으로높인다.이 에
서 근본주의는 마귀 특성을 가진다(SystematicTheology,I,p.3).

2.기독교는 최종 이거나 보편 이지 않다.

기독교자체는최종 이지도않고보편 이지도않다.단지그것이증거하는바
가최종 이고보편 일뿐이다.기독교의이심오한변증법을잊어버리고교회
인혹은정통 인자기주장들로기울어져서는안된다.그러한자기주장들에 항
하여,소 자유주의신학은하나의종교가최종성이나심지어우월성을주장할수
있다는 것을 부정함에 있어서 옳다(Ibid.,I,pp.134,135).

3.특별 계시의 종결성을 부정한다.

언활동을구약의 언자들에게제한하는것은정당하지않다.... 언자
비평과 약속은 교회의 역사에서,특히 수도원 운동과 종교 개 과 복음주의
진주의에서 활동 이다.그것은,조로아스터교와 어떤 헬라 신비종교와 이슬람
교와많은작은개 운동들에서와같이,기독교밖의종교 명들과 회들에서
활동 이다(Ibid.,I,p.141).

4.성경의 감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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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분석해 보면,기계 ,혹은 기타 모든 형태의 비무아경 (非無我境
的) 감교리는마귀 이다.... 감이란이성의주체-객체구조에의해결정되
는 지식의 복합체에 아무것도 더해 주지 않는다(Ibid.,I,p.114).

성경 자들의 감이란 가능 으로 계시 인 사실들에 한 그들의 수용 이
며 창조 인 반응이다(Ibid.,I,p.35).

5.성경의 객 ,신 권 를 부정한다.

성경은,하나님의‘행 ’에 해율법 으로생각되고작성되고인 된기록,그
래서 그것에 근거해 우리가 어떤 주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다
(Ibid.,I,p.35).

만일우리가성경을하나님의말 이라고부른다면,신학 혼동이거의불가피
하다.그러한동일시로부터,구수 (口受的) 감교리,성경본문을취 함에있어
서의 부정직,한 책의 무오성(無誤性)이라는 ‘일성론 ’(一性論的,monophysitic)
교의 등과 같은 결과들이 나온다(Ibid.,I,p.158).

6.정경의 개방을 주장한다.

정경(正經,canon)을창조한자는바로성령이시며, 인모든것들과같이,정
경은율법 으로확정 방식으로고정될수없다.정경의부분 개방은기독교회
의 성(靈性)의 안 장치이다(Ibid.,I,p.51).

7.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존재하시지않는다.그는본질과존재를 월한존재자체이다.그러므
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를 부정하는 것이다(Ibid.,I,p.205).

이와같이하나님의존재에 한문제는질문될수도, 답될수도없다....하
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무신론 이듯이 그것을 정하는 것도 그러하다
(Ibid.,I,p.237).

8.인격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러한가장높은존재에 한무신론의반항은정당하다.그의존재에 한아
무증거도없고그는궁극 심의주체도아니다.하나님은우주 참여가없이
는 하나님이 아니다.‘인격 하나님’은 하나의 혼동을 주는 상징이다(Ibid.,I,p.
245.).

9.진노의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의진노는,그의사랑과병행하는하나님의어떤감정이나,섭리와병행하
는어떤행동동기가아니다.그것은,그것을 항하는것을거 하고스스로망하
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의 활동의 정서 상징이다(Ibid.,I,p.284).

정죄란 피조물이 자기가 택한 비존재(非存在)에로 내버려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Ibid.).

[하나님의진노의개념은]하나님의신성과그무조건 성격과명백히모순된
다.그러므로그개념은재해석되든지아니면기독교사상에서완 히포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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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Ibid.,II,p.77).

하나님의공의는죄인의죄책에 따라계산된특별한형벌 행 가아니다.오직
하나님의공의는그가실존 소외의자멸 (自滅的)결과들을그 로허용하는행
일 뿐이다(Ibid.,II,p.174).

10.하나님의 삼 일체를 부정한다.

그러나삼 일체의상징들은변증법 이다.그것들은삶의변증법즉분리와재
결합의운동을반 한다.셋이하나요하나가셋이라는진술은삼 일체신비에
한 가장 나쁜 왜곡이었다(Ibid.,III,p.284).

11.창조를 부정한다.

창조 교리는 ‘옛날에’일어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다.그것은 하나님과 세상
간의 계의 기본 묘사이다(Ibid.,I,p.252).

‘창조의 목 ’이라는 말은 우리가 피해야 할 애매 모호한 개념이다.창조는 그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목 도 가지고 있지 않다(Ibid.,I,p.263).

12.천사와 귀신을 신화라고 한다.

천사와귀신의세력들에 한교리의진리는선(善)의 개인 구조들과악(惡)
의 개인 구조들이있다는것이다.천사들과귀신들은존재의건설 인그리고
괴 인 세력들을 한 신화 명칭들이다(Ibid.,II,p.40).

13.하나님의 자연 섭리 혹은 기 을 부정한다.

기 들은자연과정에 한 자연 간섭으로해석될수없다.만일그러한해
석이참되다면,존재의근거의나타남은존재의구조를 괴할것이다.종교 이
원론이 주장했듯이,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분열될 것이다(Ibid.,I,p.116).

섭리는간섭이아니다....그것은한추가 요인,즉 자연주의에의한어떤
기 인 물질 혹은 정신 간섭이 아니다(Ibid.,I,p.267).

14.인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신학은 분명하게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게,‘타락’을 옛날에 일어난 한 사건
이야기로가 아니고 보편 으로 인간의 상황을 한 한 상징으로 표 해야 한다
(Ibid.,II,p.29).

15.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조리하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설 (說的)인 말이 아니라 부조리한
(nonsensical)말이다(Ibid.,II,p.94).[‘역설 ’(paradoxical)이라는 말은 ‘일견 모
순된 것 같으나 바른’이라는 뜻임.]

문자 해석은옛날에그의하늘처소로부터내려보내져사람으로변형된한
월 존재를상상함으로써네번째단계를취한다.이런식으로하나의참되고힘있
는상징이한불합리한이야기가되며,그리스도는하나의반신(半神,ahalf-god),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독특한 존재가 된다(Ibid.,II,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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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 그리스도에 한 성경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부정한다.

모든역사 지식과 같이,이 사람에 한우리의 지식은단편 이고가설 이
다.역사 연구는이지식을방법론 회의주의에복종시키고 본질 인부분들
뿐만 아니라 각개의 부분들에서도 계속 인 변화에 복종시킨다(Ibid.,II,p.107).

17. 수 그리스도는 오류를 가지셨다.

유한성은오류로의개방을뜻하며,오류는그리스도께서인간의실존 곤경에
참여하심에속한다.오류는,우주에 한그의고 개념,사람들에 한그의
단들,역사 순간에 한 그의 해석,그리고 그의 종말론 상상에서 분명하다
(Ibid.,II,p.131).

18. 수 그리스도의 리 속죄를 부정한다.

[‘리 고난’이라는 용어]는 불행스런 용어이며 신학에서 사용되어서는 안된
다.하나님은실존 소외의고난에참여하지만,그의고난은피조물의고난을
한 체물이아니다.그리스도의고난도사람의고난을 한 체물이아니다.하
나님의고난은,보편 으로그리고그리스도안에서,참여와변형에의해피조물의
자멸을극복하는능력이다. 리가아니고자유로운참여가신 고난의성격이다
(Ibid.,II,p.176).

19. 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명료한 신화 사건이다.

그리스도의십자가는실존 소외의죽음을극복한자의십자가이다....그리
고그리스도의부활은,그리스도로서자신을실존 소외의죽음에복종시켰던자
의부활이다.그 지않다면그것은단지하나의추가 인,의문의기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십자가의 이야기들은 아마 역사 찰의 충분한 빛 안에서
발생했던한사건을가리킬것이지만,부활의이야기들은그사건 에깊은신비
의 베일을 덮는다(Ibid.,II,p.153).

역사 연구는,[부활의상징에서]그주 에있는 설 이며신화 인자료에
근거하여이러한사실 요소를찾아내려고함에있어서정당하다.그러나역사
연구는결코개연 [아마그럴것이라는] 답이상의것을 수없다(Ibid.,II,p.
155).

사건과 상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실존
소외의죽음을극복하는자신의승리의확실성이다.역사 확신이나성경권 의
수납이이확실성을창조하는것이아니다.이 을넘어서는,어떤확실성도없고,
단지개연성--흔히매우낮고때로는높은 개연성--만이있을뿐이다(Ibid.,II,p.
155).

20. 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정한다.

그러므로,[그리스도의승천은]부활이표 하는동일한사건의다른하나의상
징 표 이다.우리가그것을문자 으로해석한다면,그공간 상징표 은우
스꽝스러운(absurd)것이 될 것이다(Ibid.,II,p.162).

21. 혼의 불멸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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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연 특질로서의 불멸성은 라톤의 교리일 가능성은 있을지라도 기
독교 교리는 아니다(Ibid.,II,p.66).

불멸성의 상징이 이 유행하는 미신을 표 하기 해 사용되는 곳에서,그것은
기독교에의해근본 으로거부되어야한다.왜냐하면 원에의참여는‘죽음 머
의 삶’이 아니고 인간의 혼의 자연 특질도 아니기 때문이다(Ibid.,III,p.409).

22. 원한 심 을 부정한다.

보통사람들은‘원한정죄’에 해말한다.그러나이것은신학 으로유지될
수 없는 단어들의 결합이다....그러므로 ‘원한 정죄’라는 용어는 신학 용어들
에서제거되어야한다....사람은존재의기반[하나님]으로부터결코잘리워버리
지 않으며,심지어 정죄의 상태에서도 그러하다(Ibid.,II,p.78).

23.천국과 지옥의 장소성을 부정한다.

[천국과 지옥은]상징들이지 장소들의 묘사가 아니다(Ibid.,III,p.418).

본훼퍼(DietrichBonhoeffer)

1.종교의 시 는 끝났다.

나를끊임없이괴롭히는것은,오늘우리를 해,기독교가참으로무엇인가,혹
은그리스도가참으로 구이신가하는문제이다.신학 인말이든지경건한말이든
지간에,사람들이모든것을말로들을수있는시 는끝났고,종교일반의시 를
의미하는내면성과양심의시 도그러하다.우리는 으로비종교 시 를향하
여 가고 있다. 인들은 단순히 더 이상 종교 일 수 없다(LettersandPapers
fromPrison[1967],p.152).

2.종교의 개념 자체를 반 한다.

여기에기독교와모든종교들 간의결정 차이가있다.사람의종교성은그를
세상의 망속에서하나님의능력을바라보게한다.하나님은데오스엑스마키나
(deusexmachina, 박한상황의해결책)이다.그러나성경은사람으로하여 하
나님의무력(無力)하심과고난을향하게 을돌리게한다.오직고난당하시는하
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이것이 아마 우리의 ‘세속 해석’을 한 출발 일
것이다(Ibid.,pp.196,197).

‘종교 행 ’는 항상 부분 인 것이지만,‘신앙’은 사람의 삶 체에 계하는,
체 인것이다. 수께서는사람들을새로운종교로부르시지않고삶으로부르
신다(Ibid.,p.199).

3.하나님과 성경에 한 비종교 (religionless)해석을 옹호한다.

만일 종교가 오직 기독교의 옷이라면 ...비종교 기독교란 무엇인가?이런
식의생각을시작한유일한사람인바르트는그것을완성하지못했으나,하나의계
시의실증론에도달했는데,그것은결국근본 으로하나의회복이다(Ibid.,p.153).

우리는어떻게하나님에 해종교없이,즉시간 제한성을가지는형이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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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성등의 제없이말하는가?우리는어떻게‘하나님’에 해‘세속 ’방식으
로 말하는가?(Ibid.,p.153).

나는 네가 신약성경의 ‘비신화화’에 한 불트만의 논문을 기억하리라 생각한
다.그것에 한오늘날의나의견해는 분분의사람들이생각하듯이그가‘무
멀리’갔다는 것이 아니고,그가 충분히 멀리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문제가 되는
것은단지기 ,승천등과같은, 리상하나님,신앙등의개념들과분리될수없
는 ‘신화 ’개념들만이 아니고,‘종교 ’개념들 반이다. 는 불트만이 상상하
듯이 하나님과 기 을 분리시킬 수 없고,그 둘을 다 ‘비종교 ’의미로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Ibid.,p.156).

나의견해는,신약성경이보편 진리의신화 옷이아니고이신화들(부활등)
이본질이므로‘신화 ’개념들을포함하여그모든내용이보존되어야하지만,그
개념들이 종교를 신앙의 제조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Ibid.,p.181).

4.기독교는 속죄 종교가 아니다.

다른동양종교들과달리,구약의신앙은구속(救贖)의종교가아니다.기독교가
항상구속의종교로간주되어왔다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이것은그리스도를구
약과분리시키고구속에 한신화들에맞추어그를해석하는기본 오류가아닌
가?(Ibid.,p.185).

오늘날구속은무덤 머의더좋은세계에서근심과고통과공포로부터의구속,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속을의미한다.그러나 이것이참으로 복음서들에서 그리
스도께서선포하신내용과바울이선포한내용의본질 성격인가?그 지않다고
나는 말해야 하겠다(Ibid.,p.186).

5.성경 반의 확실성에 해 회의 이다.

‘내가무엇을믿어야하는가?’는잘못된질문이다....이것에 한증거는아무
것도없고,우리는단순히그것이그러하다고그것을해석해야한다.우리가증명
할수있는모든것은,성경과기독교의신앙은이러한문제들에의해서거나넘어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Ibid.,p.210).

6.창조 사건을 부정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앞에 과학 으로 매우 천진 난만하게 표 된 고 의 세계
묘사를가지고있다.물론자연에 한우리자신의지식이 속히변화되는것을
볼때, 무조소하거나자만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할것이지만,의심할것없이
이구 에서성경 자는그가살았던시 에기인하는모든제한성들을노출하고
있다.하늘과바다는그가말하는식으로형성되지않았다.만일우리가그러한진
술을의지한다면,우리는매우나쁜양심을피할수없을것이다.축자 감[자
감]의 념이그것을피하게할수는없을것이다.창세기1장의 자는매우인간
인방식으로처신하고있다(CreationandFall:ATheologicalInterpretationof
Genesis1-3,p.26).

우리가어떻게하나님에 해서,우리가흙과진흙으로그의그릇을만드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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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말하는방식으로말할수있는가?신인동형 (神人同形的)표 들은더욱
용납할수없게된다.즉하나님이진흙으로모양을만드시고,사람은흙한 으로
빚어지는그릇같이빚어진다는표 들말이다.이것은확실히사람의기원에 한
아무런지식도 수없다.확실히,하나의이야기로서이것은다른어떤창조신화
처럼 부 하거나 혹은 의미 있을 뿐이다(Ibid.,p.44).

7.사람의 타락의 역사성을 부정한다.

하나님의은혜의피조물들로서그리고악의목소리의장소로서뱀,하와,지식의
나무의애매함은그 로보존되어야하고명확한해석으로미숙하게부숴지게해
서는안된다....성경의목 은악의기원에 한지식을주는것이아니고,죄책
으로서의그리고인간의무한한짐으로서의그것의성격을증거하는것이다.이와
별개로악의기원에 해질문하는것은성경 자의마음과거리가멀고,바로이
런 이유 때문에 그 답은 명백하거나 직 일 수 없다(Ibid.,p.65).

8.하나님께 한 믿음을 다른 사람을 한 삶으로 설명한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한] 수의 이러한 존재에의 참여이다....하나님께
한우리의 계는가장높으신분,가장능력이많으신분,상상할수있는가장
좋으신분--그것은진정한 월성이아니다--께 한‘종교 ’ 계가아니고,하
나님께 한우리의 계는 수의존재에의참여를통한‘다른사람들을 한존
재’로서의 새로운 삶이다(LettersfromPrison,p.209).

9.교회의 목 은 다른 사람을 해 사는 것이다.

교회는오직그것이다른 사람들을 하여존재할때만 교회이다.우선그것은
그것의모든재산을가난한사람들에게양보해야한다.목사들은오로지그들의회
들의자원하는헌 에의하여살거나,가능하면어떤세속 직업을가져야한다.
교회는지배함으로써가아니고돕고섬김으로써인간의일상생활의세속 문제들
에 참여해야 한다(Ibid.,p.211).

10.하나님의 말 은 생활의 표 이 아니다.

하나님의뜻은처음부터확립된규범들의체계가아니다.그것은삶의각기다른
상황마다새롭고다른어떤것이며,이이유때문에사람은하나님의뜻이무엇일
지를 늘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Ethics[1955],p.161).

[하나님의계명은]역사 이며시간 인것과 조되는보편 으로타당하며
원한 것이 아니다(Ibid.,p.244).

오스카 쿨만(OscarCullmann)

1.성경은 사가(Saga)들과 신화들을 포함한다.

그동일한구속 (救贖的)선(line)은역사 으로확증할수있는사건들뿐만아
니라 한역사 시험의한계를넘어서는것들, 를들면역사 구조안에있는
사가들(sagas)이나창조와자연의과정들을취 하는신화들도포함한다.우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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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독교는이러한다양한내용들을구별하지않는다는것을분명히해두어야
한다....원시 기독교 들의 자들에게서는역사의식이완 히없으며,그러
므로그들에게있어서역사와신화간의구별은선천 으로멀다.이사실은성경
에서 오늘날낡은 세계 이사용된것과 같이분명히 인식되어야한다.그 지만,
그것은단지역사,사가,그리고신화가동일한수 에놓여지는것이원시 기독
교에서 어떻게 쉽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뿐이다(ChristandTime,p.94).

만일원시 기독교가소 원시 역사나종말론 역사를실제의역사 사건
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오직 그 둘을 분리시킬 능력이 정식으로 없었던 결과라면,
우리가역사 지식을통해그선의역사 요소들과비역사 요소들을구별하는
방법을 알 때에 곧,그 연결은 없어도 되게 될 것이다(Ibid.,p.95).

이와 같이,불트만이 논리일 하게 구속의 과정을 하나의 체로서 취 하고
‘신화를벗기는’그동일한방법을역사 연구가가능한그선의부분에도 용해
야 한다고 주장할때,그는 어도더 정확한견해를 가지고 있다.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인식하는것은,원시 기독교에서그선은실제로하나의완 한 체를
형성한다는것과,오직처음과마지막으로부터만시간구조를벗기고그역사
간부분을이시간의옷이입 진채로내버려둠으로써그것을깨뜨려서는안된다
는 것이다(Ibid.,p.96).

2. 수 그리스도의 완 한 신성에 해 애매한 태도를 가진다.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가 하는 질문에 한 근본 인 답
은,그러므로,‘’이다.그러나 우리는 이 ‘’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첨가해야 한
다--우리가그개념을본체와본질들에 한후 의헬라 사색들과연결시키지
않고,그것을 엄격하게 ‘구속사’(Heilsgeschichte)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조건에
서(TheChristologyoftheNewTestament,p.306).

아버지와 아들에 한 후 에 혼란한 여러 가지 이단 장들에 해 교회는
정당히정죄했는데,그러한혼란이 기독교에게낯설었던것은정확히말해
기독교의사고가‘구속사’에의해결정되기때문이다.그러한혼란의 험은오

직사람이기독론의문제를본체와성질들에 한사색들로써풀어보려할때에만
일어난다(Ibid.,pp.306,307).

3.보편 구원론 인 경향을 가진다.

신약에의하면기독교 보편주의가있다....그것은창조에서그러하다.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창조되었기 때문이다.그것은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러하다.모든것이그를통해화목되기때문이다.그것은종말론 완성에서그
러하다.모든것이,모든것에서의모든것이신하나님께복종될것이기때문이다
(ChristandTime,p.179).

하나님의선택은 모든 인류의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한다(SalvationinHistory,
p.160).하나님의계획에서선택에주어진구원역사의집 이어떻게궁극 으로
보편주의를그목표로가지는가하는것은특히바울의구원역사 (롬9-11장)에
서 분명하게 된다(Ibid.,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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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모든구원역사가처음부터보편주의 방향을띤다는것을보았다.‘돌
아가는노선’은유 인들과이방인들로구성된교회에이르며,그다음엔 세계에
이른다.비록그리스도의부활후에도,구원역사는여 히선택의원리에의존하
지만,이제선택은이 보다더욱,단순히구원을선택된자들에게제한하는것을
의미하지않고,구원을세계에선포하는특별한사명을 한선택을의미한다.그
것이모든구원역사의길이다.즉보편주의는그것의목표요,집 (선택을의미함)
은 그것의 실 의 수단이다.여기에서 그 길은 심지어 비기독교 종교들,혹은 더
잘표 하면,성경밖의종교들에게도열려있다.왜냐하면확실히유 교는좁은
의미에서 구원 역사에 속하기 때문이다(Ibid.,p.310).

4. 혼 불멸은 헬라 철학사상이다.

만일우리가신약성경에서죽음과 생이항상그리스도사건과묶여져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혼이 본질 으로 불멸 이 아니라
오직 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에 한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하게
되었다는것이분명하게될것이다(ImmortalityoftheSoulorResurrectionofthe
Dead?,p.17). 리받아들여지고있는[혼불멸]의이개념은기독교에 한가
장 큰 오해들 의 하나이다(Ibid.,p.15).

넨베르크(WolfhartPannenberg)

1.하나님의 직 계시를 부정한다.

우리는그의이름,그의말 을통한,혹은율법과복음을통한,하나님의직
자기계시의개념을거 한다.그와 조하여최종 으로나타난바는,역사속에
서의그의행 의반사(reflex)로서의하나님의간 자기계시의생각이다(Re-
velationasHistory,pp.13,14).

2.사람이 성경을 단하기에 자유롭다고 한다.

믿음을통한하나님의나라에의참여는사람을모든다른궁극 권 로부터자
유 한다.사람은모든것을 단할수있도록자유롭다.이것은단지정치 생활
형태들에만 용되는것이아니고, 한교회 조직들과형식들에도 용된다.자
유의선물과특권은교회들에의해제출된선언들,교회들의교리 결정들,성경의
책들,그리고심지어 수자신이 한내용에 련하여시행되어야한다(Revela-
tionasHistory,pp.13,14).

3.사도신경의 진리성을 부정한다.

사도신경의 진술들이 부분 으로 인의 마음에 상당한 부담을 다는 것은
부정할수없다. 한,이진술들 의많은부분은,이런혹은 런방식으로,상당
히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TheApostles'Creed,p.10).

사도신경의 표 형식들은 믿음의 기 사실들의 요약이며 한 그것의 심
내용이된다.그것들은그시 의언어로말하고있다.그러나그언어는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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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든면에있어서우리의언어일수없다.따라서사도신경을암송하는것으로
충분하지않고,우리는질문하면서,숙고하면서,비평하면서그진술들속으로깊이
고들어가야한다.우리의이런방식은 교회의방식과다를것이다. 한
그리스도인은항상동일한결론들에도달하지도않을것이다.그 다면그가
교회의그신조를자기것으로삼으면서아직도그것을반복할수있는가?책임
있게이 게할수있는때는오직우리가그근본 의도들에동의할때뿐인데,
이근본 의도들은그신조의진술들에서시 으로제한된그표 형식을찾았
다.이의도들의언어 심지어지 표 은더이상항상우리자신의 사물
인식을 표 할 수 없다(Ibid.,p.13).

4.창조 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만일모든피조물의미래가보편 인것이라면,즉존재하는모든것이같은미
래를가지고있다면,내가오늘바라보는미래는이 의각각의 재(現在)가직면
했던것과동일한미래일것이다.지 의나의미래는 한쥴리어스시이 의미
래이었고,역사이 시 의도마뱀들의미래이었고,약10조년 의최 의물질
과정들의 미래이었다(TheologyandtheKingdomofGod,p.61).

5. 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설이다.

기독론 으로,처녀탄생의 설(legend)은그 계시 사건의한 근본 인 요소,
즉 수가최 부터‘하나님의아들’이셨다는것에 한한 비 표 이라는의
의를가질뿐이다(Jesus--GodandMan,p.146).신학은 수의처녀탄생을그의
지상 생애의 기원에 요구되는 한 기 사실로서 주장할 수 없다.그러한 만큼,
처녀탄생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Ibid.,p.149).

6. 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한 성경 진술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복음서들에보도된[부활하신그리스도의]나타나심들은바울에의해언 되지
않았는데,그것들은강하게 설 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리는그속에서
그 자체의 역사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Jesus--GodandMan,p.89).

7.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러므로 본래는 육신 아들의 신분을 의미하지
않았고, 수를 신 , 자연 존재로 표시한 것도 아니었다.요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진 유다의 왕은 확실히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유 인의 통에서
하나님의아들이라는명칭은단지 수의역할,즉그가세상에 한하나님의통
치를시행하도록임명되었다는것을나타내었을뿐이었다.그것은그의본질을묘
사한 것이 아니었다(TheApostles'Creed,pp.63,64).

8.보편 구원론 경향을 가진다.

그의죽음에서, 수는하나님으로부터의분리의결과,즉죄에 한형벌을 단
지그의백성을 신해서가아니라모든인류를 신해서짊어지셨다.그를통하여,
그러나,하나님이버리신죽음은모든사람을 하여극복되었다.더이상아무도
홀로그리고소망없이죽을필요가없다.왜냐하면하나님과의교통이그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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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새명은이미 수안에서나타났고,그자신이그새생명에장차참여하리라는
소망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Jesus--GodandMan,p.269).

물론, 수의죽음의 리 효과는이제 수가우리를 해죽으셨으므로아무
도죽을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하지않는다.그것은단지이제부터는아무도더
이상홀로죽을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할뿐이다.왜냐하면특별히죽음에서그
는 수의죽음과교통하기때문이다.우리의인간 죽음과 수의죽음간의이
교통은 수의 죽음의 리 의미의 본질 내용이다(TheApostles'Creed,p.
89).

9.죽은 자들의 부활은 비유이다.

물론,이런식으로죽은자들의부활개념의 정 타당성을인식하고주장하는
것은,우리가 한그것의상징 이고비유 인성격에 해분명히이해한다는조
건에서,가능할뿐이다.죽은자들의부활개념을,사람의모든경험으로부터감추
어진사람의미래에 한일종의 자연지식으로보는자에게,그것은사람의경
험에서낯설은요소로계속남지않을수없다.그것이사람의자기이해에있어서
의그의상황의표 으로서 악될수있는것은,바로비유로서의그것의독특한
성격에서일 뿐이다(Ibid.,p.104).

10.지옥의 개념을 부정한다.

지옥개념은,수많은심 의그림들에서묘사된 로의그독특한특징들에있어
서,확실히공상 이다.이러한그림들이지옥의고통들에 해말하는바는매우
부 합하다고 단되어야 하는데,왜냐하면 진정으로 결정 인 특징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교통으로부터제외됨은끝없는구덩이의 통 인묘사들에서는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에 한 분명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제외되는것,그것이진정한지옥일것이다.지옥이어디냐하는‘장
소’문제는,그러므로,부 당한 그리고 우리에게 폐지된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Ibid.,p.91).

미아스(JoachimJeremias)

1.성경의 기 사건들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비평 인문학 ,언어 분석을하면,기 이야기들의내용은매우상당히감
소된다(NewTestamentTheology,p.86).기 이야기들의문학 비평 조사는
기 요소를높이는경향을나타낸다.수가증가한다.기 들은정교해진다.이
보도들이 달되어내려온다.요약들은 수의기 행하는행 를일반화한다.몇
가지경우들에서,우리는어떻게기 이야기가언어 오해에서자라나왔는지볼
수 있거나 혹은 어도 상상할 수 있다(Ibid.,p.86footnote).

심지어 수께서물 로걸으신이야기(막6:45-52;요6:16-21)도풍랑을잔잔
하신이야기(막4:35-41참조)로부터언어 오해의결과로자라나왔을것이다

(Ibid.,p.87foot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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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우리가랍비주의 그리고헬라주의 기 이야기들과비교한다면그내
용은 더욱 감소된다(Ibid.,p.88).

우리는 한특히헬라주의환경으로부터의당시유행하는작품에서,귀신의추
방,병고침,죽은 자들을 일으킴,풍랑을 잔잔 함,포도주 기 들의 이야기들을
발견한다.이기 이야기들의어떤것은복음서들의그것들과매우 한 을
보이기때문에,우리는기독교 통이그것의주 환경으로부터빌려왔으며
어도그것으로부터어떤개별 주제들을이어받았다는결론을거의피할수없다
(Ibid.,p.88footnote).

2. 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한 성경 보도의 확실성을 부정한다.

수난은며칠의과정을거쳐서 루살렘에서발생한하나의 찰할수있는사건
이었던반면에,그리스도의[부활] (顯現)들은오랜기간에걸쳐서,아마여러
해들에걸쳐서계속된다른종류의다양한사건들이었다. 통은오직비교 후
에 그리스도의 들의 기간을 40일에 한정했다(행 1:3)(Ibid.,p.301).

처음에보기엔,부활의주님의나타나심들이그처음증인들에게직 경험이라
는 에서무엇을의미했는지를찾아내려는시도는,우리의자료들이그사건들로
부터수십년동안떨어져있고부활 기사들이그동안정교화되고여러 들에서
재구성되었기때문에,아주 망 인것같다.그 지만,우리가그시 의사고로
부터 시작한다면,하나의 가설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Ibid.,p.308).

부활 사건들이주는직 인상의추가 반향은 수의부활이그의보좌에
앉으심이라는생각에보존되어있을지모른다....그 다면이것은,그종말을향
하여재 하는역사의과정에서의하나님의독특한능력의행 로서가아니고(비
록이것은그것이짧은기간의간격후에그들에게그 게보 음에틀림없는것이
지만),종말사건의여명으로서의 수의부활에 한제자들의직 경험이었다.
그들은비추는빛안에서 수를보았다.그들은그의 안으로의들어감의증
인들이었다.다른 말로 말해,그들은 루시아[재림]를 경험했다(Ibid.,p.310).

3.이신칭의(以信稱義)의 법정 (法廷的,forensic)성격을 약화시킨다.

우리는이와같이,법정 (法廷的)비교가묽어졌거나심지어완 히포기된것
처럼보이는디카이우스다이의용법을보았다.나는이용법을법정 용법과구별
하기 하여‘구원론 ’용법이라고부르고싶다.바울에게있어서도‘의롭다고하
다’(혹은‘의롭다함을얻는다’)는용법이법 역을훨씬넘어선다는것은분명
하다.비록 법정 측면이 완 히 없지는 않지만...구원론 의미가 그의 말을
지배한다.바울에게서는,능동태 디카이운은 ‘은혜나 기뻐하심을 베풀다’는 것을
의미하고,수동태 디카이우스다이는 ‘은혜나 기뻐하심을 얻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CentralMessageoftheNewTestament,pp.53,54).

4.성례가 구원의 은혜를 달한다.

칭의가어떻게주어지는가?하나님께서어떻게불경건한자들을용납하시는가?
이문제에서우리는,이주어짐이발생하는것이바로세례에서라는것을지난수
십년동안배웠기때문에,오늘날더분명하게사실들을본다(Ibid.,p.59).칭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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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의연 이바울에게매우분명하 기때문에그는하나님께서 수그리스도
를믿는 자를구원하시는것이바로세례에서라는것을그 게많은말로진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Ibid.).

바울은성찬이세례와 동일한은사,즉그리스도의 리 죽음에와그의몸의
친교에 참여함을 달한다고 이해했다(Ibid.,p.65).

샤르댕(PierreTeilharddeChardin)

1.범신론 이다.

그 다면,성바울이우리에게말하듯이,하나님께서는모든것안에있는모든
것이될것이다.이것은참으로혼합이나멸 의독이조 도없는훌륭한형태의
‘범신론’이다.즉그것은각요소가그것에깊이빠져동시에우주로서의그것의완
성에 이를 완 한일체에 한 기 인것이다(ThePhenomenonofMan.p.294).

2.우주와 인간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자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들의 진화 즉 자연 진화의 마지막 지 이고,그러므로
진화는 거룩하다(HymnoftheUniverse,p.133).

모든비교물을 월하는지구의과제는신실한자들이그리스도안으로그리고
그러므로하나님안으로합병하는물질 합병이다.그리고이최고의일은자연
진화 과정의 정확성과 조화를 가지고 이루어진다(Ibid.,pp.143,144).

무엇이든지과거로되돌리는것은그것을그것의가장단순한요소들로환원시
키는것과동등하다.그것들의근원들의방향으로가능한한멀리거슬러올라가면,
인간 집합체의 마지막 섬유들은 보이지 않게 되고 우리의 에서 바로 우주라는
물건과 합쳐지는 것이다(ThePhenomenonofMan.p.39).

원자가단순한,원소 물질의자연 미립자인것과마찬가지로,세포는생명의
자연 미립자이다....세포는,만일우리가그것을과거와미래사이의진화론
선상에두지않는다면,세상의다른모든것과같이이해될수없을것이다(즉,우
주의 합리 조직 속에 병합될 수 없을 것이다)(Ibid.,pp.79,80).

쥴리안헉슬 이의인상 인표 을빌리자면,인간은진화가자체를의식하게
된것외의다른무엇이아니라는것을발견한다.내생각에는우리의 지성
들은 (그들이 이기 때문에)그들이 이 견해에 정착하기까지는 결코 안식을
발견하지못할것같다.이정상(上)에서그리고이정상에서만휴식과빛이우리
를기다리고있는것이다....우리자신의의식(意識)이라고하는것은진화가자
체를 쳐다보고 자체에 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Ibid.,p.221).

우리의시간척도에의하면,생명이란3억년이상의거 한시 의 상이다.더
욱이그것은수만개의분리된원소들로구성되어있고그것이온세계에덮여있다
(TheFutureofMan,p.66).

3.죽음에 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죽음이란,생물들의경우와같이,한개인이종족의 통을따라다른개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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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일정한,불가피한 상태이므로,그것[분해의 악]은 더 악화되고 이 으
로운명 인형태라고덧붙여말해야하겠다.죽음이란기계에서의 버요생명의
증가인 것이다(ThePhenomenonofMan.p.312).

4.에큐메니칼 운동을 옹호한다.

내가믿기는,이와같이기독교사상에의한 진화론 견해들의병합과동
화는수세기동안계속이성과신앙사이에일어났던장벽을허물기에충분하다.
그부동(不動)의장애물이제거된한,미래에카톨릭교인들과비카톨릭교인들이
발견의고속도로를따라손에손잡고함께 진하는것을방해할것이없다.오늘
날 양측의 력은 가능하게 되었다(ScienceandChrist,p.190).

이순간,한에큐메니칼운동의형태가스스로를주장하려고노력하고있다.그
것은불가피하게지구의정신 성숙과결합되어있고그러므로그것은확실히올
것이다(Ibid.,p.197).이러한조건들에서,나는에큐메니칼운동을향한유일한두
가지의효과 인길들이이런것들이아닌지생각한다.즉(1)참으로‘우주 ’척도
에서극단 정통기독교와극단 인본주의기독교를제시하려는 심을가지는
기독교인들 간의 (정상 에큐메니즘).(2)인류의 미래에 하나의 공통 인 인간의
‘신앙’의기 들을정의하고확장하려는 심을가진일반사람들간의(기 에큐
메니즘).이두 노력이결합된다면,그것들은자동 으로우리를 우리가기다리고
있는 에큐메니즘으로 인도할 것이다(Ibid.,p.198).

그 외의 미국, 국,캐나다 등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들

크리스터 스텐달(KristerStendahl)11)

마태복음은 마태 학 에 의해 쓰여졌다.

본 답슈는 [마태복음의 자가]개종한 랍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만일우리가그복음서를개종된랍비에게돌린다면,우리는그가 으로혼자
서사역하고있었던것이아니고,그가살았고 사했던교회의생활속에서활동
인 역할을 했다고 상상해야 할 것이다.이것은 마태의 교회 안에 활동 이었던
한학 가있었다고말하는것과같은것이다(TheSchoolofSt.MatthewandIts
UseoftheOldTestament,p.30).

이와같이마태학 는교사들과교회지도자들을 한한학 로서이해되어야
하고,이런이유때문에 학 의 작품은교회내에서의가르침과행정을 한
안내서의 형태를 취한다(Ibid.,p.35).

바울은 교회의 통에서 잘못 해석되었다.

여기에바울과루터사이의차이 들을분별하는것이동등하게 요한 이있
다.바울의경험은서방의신학이당연하다고생각하는그러한회심의내면 경험
이아니다.이차이 배후에있는것은매우심각한것이다.그것은,서방에있는

11)스텐달은 미국의 하버드 학교 신학부장이며 신자유주의 학 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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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종교개 의 통안에있는우리모두가바울을루터나칼빈과같은인물들의
경험을통해읽지않을수없다는것이다.그리고이것은바울에 한우리의 부
분의 오해들에 한 주요한 이유이다(PaulamongJewsandGentiles,p.12).

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는다는바울의교리는유 인들과이방인들간의
계에 한그의깊은생각에서그신학 맥락을가지고있지,사람이어떻게구원
을얻을것인가혹은사람의행 들이어떻게인정을받을것인가라는문제에서가
아니다(Ibid.,p.26).

신약성경 체가 하나님의 원한 진리임을 부정한다.

학자들은신약성경의본문이액면그 로해석될수없고,그것이 교회
의신학 ,선교 교리문답 심들의표시들을보인다는사실을잘의식하
고있다. 한,신약성경이 교회내의서로다른발 단계들과상호충돌 경
향들과행 들을증거한다는것도명백하다(TheScrollsandtheNewTestament,
p.3).

우리가방 인용한‘[교의와신 계시로서선 되었다기보다]단순히인간역
사의한에피소드[혹은삽화]라는’기독교에 한 슨의진술이심각하게이해되
어야할부분이여기이다.‘에피소드’와‘계시’사이의 계에 한문제는시 부터
기독교신학의기본 신학 문제이었다.1세기에기독교사상의주 심은기독교
를 원한진리의체계로변형시키려는모든경향들에 항하여그에피소드의면
을 보존하는 것이었다(Ibid.,p.4).

기독교의 ,불변 성격을 부정하고 혼합주의 경향을 가진다.

지구가하나라는것을생각한다면,우리의다원주의는부채가아니고자산이다.
하나님은한분이실지모르나,종교들은여러개이다.그것들은그문화가가장특
징 인곳즉바나라스,메카,로마, 루살렘같은곳들에서그세력의 심을가진
다....내가이책을 넘겨볼때,나는우리가동등한 것을동등한것과 비교해야
한다는모든종교연구의기본법칙을기억한다....사실,우리가종교라고부르는
것의 본질과 구조는 문화에 따라 드러나게 다르다("Foreword,"inGreatReli-
gionsoftheWorld,p.7).

우리는 한오늘날우리자신의신앙과고 의종교 행 들을비교하지않는
법을배워야한다.종교들은발 하고변화한다.족장아 라함과신학자아 라함
헤쉘에의해표 된종교 견해들사이에는두드러진차이 들이존재하지만,그
둘은 다 정당하게 유 교 이라고 불리운다.혹은 복음서 기자 요한과 교황 요한
23세간이나,마르틴루터와마르틴루터킹간에도그러하다.우리는오늘날의어
떤 것과 오늘날의 다른 것을 비교해야 한다(Ibid..).

그의종교와우리의종교는모든경계선들을넘는능력을가진생명력있는종
교들이다.그리스도가동양에서자기증인들을가지게될것처럼부처는서양에서
자기 증인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Ibid.).

죤 스 (JohnShelbySpong)의 이단 사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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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론 임

미국감독교회12)의유명한자유주의자죤스 감독은인격 하나님이없으며

기도의 상으로서의하나님은‘죽었다’고했다.13)그는유신론에 한 통 견해

를공격함으로써유명해졌다.2002년4월27일자월드(World)지는스 의왜기독

교는 변해야 하며 그 지 않으면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인용한다:

하나님에 한개념의한방법으로서의유신론은명백히부 하게되었고,유
신론의신은죽어가고있을뿐만아니라아마회생할수없을것이다.만일미래의
종교가유신론의개념들을지키는데의존한다면,우리가종교라고부르는인간
상은끝날것이다.만일기독교가유신론 신개념에의존한다면,우리는...
이고상한종교 체계가그자신의죽음의고통의좁은구멍안으로들어가는것
을 보고 있을 것이다.14)

수님의 처녀 탄생,속죄,부활,지옥 등을 부정함

1999년 4월 26일자 뉴 아메리칸지에 의하면,

스 의 단에는,기독교가생존하려면기독교는첫째로 수그리스도의신성
(神性),성육신(成肉身),동정녀탄생,부활,승천,그리고기 들과같은교리들을
치워버려야한다.더욱이,기독교는하나님자신에 한인식을포기해야한다.왜
냐하면스 의말로표 하자면그러한생각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세계 안
에서 조성된 것이며’‘지식의 팽창으로 낡아졌기’때문이다.

그는말하기를,“나는자기아들의희생을요구한신을숭배하기보다증오하기를택

할것이다”라고했다.15)그는말하기를,“나는돌아다니면서사람들의어린소녀들

을죽이려한하나님을원하지않는다.나는 한그자신의아들을죽이려한하나

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16)

그는역사 사건들로서의 수의기 들,동정녀탄생,부활,그리고승천을부

정하고천국과지옥, 원한형벌과보상에 한‘옛견해’를버린다. 그는모든

도덕은시간과장소에따라상 이라고단언했다.17)그는2000년1월29일은퇴

하 으나 그 후 몇 달 동안 하버드 학교에서 강의하 다.

보편구원론자

스 은“만일모든사람이구속(救贖)함을얻지못한다면아무도완 히구속함

12)미국 감독교회(ECA혹은 성공회)는 1995년에 7,415교회,세례교인 158만명인
교단인데,그 교단도 역시 매우 자유주의 이다.
13)ChristianNews,13July1998;HuntsvilleTimes,29January2000.
14)CalvaryContender,June2002.
15)ChristianityToday,15June1998;CalvaryContender,15May1999.
16)미국 뉴 지 주의 DailyRecord,27January2000;Star-Ledger,30January;

ChristianNews,7February2000;CalvaryContender,1March2000.
17)HuntsvilleTimes,29January2000;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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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보편구원론자이다.18)

모든 성경을 믿지 말라고 강권함

미국의은퇴한감독교회감독죤쉘비스 은최근6백명이상의감리교인들에게

성경에서 읽는 모든 내용을 다 믿지 말라고 강권했다.19)

‘새 기독교’를 제안함

삼 일체,그리스도의신성과부활 역사 기독교의다른많은교리들을부정

한죤쉘비스 은지 “우리의실재(實在)의모든것을통합할”수있어야할“새

기독교”를제안하는데,“그것은하나님과사탄이우리각자속에함께오도록허용

될수있어야한다....그것은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수와유다,남성과여성,

이성연애자와 동성연애자를 연합해야 한다”고 한다.20)

이얼마나마귀 인사상인지!그러나이런사상을가진자가교회의주교이었고

교회는이런자를권징치않고있는것이다!교회는이단 인자유주의신학사상을

가진 자들을 제명출교해야 한다!

죠셉 스 라그의 이단 사상

미국연합감리교회감독죠셉스 라그는2002년6월25일미국콜로라도주덴

버의 일리 신학교에서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정녀탄생의신화는역사 사실로의도된것이아니었고나타나는교회에서
경험되는 수에 한진리를시 으로표 하기 해 마태와 가에의해다른
방식으로채용된것이었다....나는 수의부활을믿으나그의부활이그의육체
몸의회생을포함한다고믿을수없다....나는 수가하나님의구원의선물을
한유일한길이라고주장하는그리스도 심 인배타 생각들과의견을달리
해야한다....나는다른종교들이열등하며하나님의 원한구원계획밖에있다
고 혹평하는것보다 수의계시를나의 삶과교회의 삶에서사는 것에훨씬더
많은 심을가지고있다....나는고 이스라엘에서흠없는양과염소의제사들
이하나님의노를 그러뜨리며모든사람의죄를속한다고이해되었던것처럼십
자가 에서의 수의피를한엄 한희생 인간의죽음으로말미암아진노의
신을만족시키는것으로묘사하는 속의이론을찬성하지않는다....피의제사
개념은 최선으로 생각해도 미신이다.21)

마틴 마티(MartinMarty)의 이단 사상들

18)CalvaryContender,15May1999.
19)ChristianNews,15April2002.
20)World,8July2002;CalvaryContender,September2002.
21)FridayChurchNewsNotes,28March2003;ChristianNews,7April2003,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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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 신학자 마틴 마티는 그가 편집인으로 있는 크리스천 센추리(Christian

Century)지 1999년 4월 7일자에 “나는 성경을 포함한 아무 책도 무오하지 않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22)그는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의 교리를 포함하는

역사 기독교신앙을오래 부터부정해왔다.그런데그는1992년미국복음주의

회(NAE)의 연사이었다.23)

커비 갓세이(KirbyGodsey)의 이단 사상들

미국남침례교단소속머서 학교총장커비갓세이는“수는하나님이아니다.

수는죽으실필요가없었다”고주장하고,동정녀탄생을 요하지않은것으로버

리고,회개와 수를 하는것이‘구원의근거’임을거부하고,“교리 건 함이

란 교만한 신학 난센스[터무니 없는 생각]이다”고 주장한다.24)

캔터베리 주교 죠지 캐리(GeorgeCarey)의 불신앙

국교회(성공회)의 수장(首長)인 캔터베리 주교 죠지 캐리는 이 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에 못박히심과 달리,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확실성을

가지고그가부활하셨다는것을알수없다....우리는그가다시사셨다는것을

알 수 없다”25)

필립 헤 (PhilipHefner)교수의 불신앙

미국복음주의루터교단(ELCA)의교수필립헤 는뉴스 크2000년5월1일

자의한면 체에서“왜나는기 들을믿지않는가”라는제목의 을썼다.그는,

“나는정말어떤 습 인의미로도기 들을믿을수없고,오직복(福)들을믿는

다.그것들은매일일어난다”고 을끝맺는다.그는미국시카고에있는루터 신

학교(LutheranSchoolofTheology)의 조직신학교수이며 자이곤 종교-과학 연구

소장이다.그는오래 부터성경에기록된기 들을공격해왔다.“기 이야기들--

신앙에 한증언인가신빙성의세 단 (credibilitygap)인가”라는그의 은루

터 신학교의컨텍스트(Context)지1968년 -여름호에실렸었다.이런상황이지

만,미국복음주의루터교단의임원들은인간의창조와 수그리스도의부활을포

함하여성경에기록된기 들이실제로발생했다는사실을부정하는교단의교수들

에 해 어떤 권징 조치를 취하기를 오래 부터 거 해왔다.26)

22)ChristinaNews,12April1999.
23)ChristinaNews,12April1999;CalvaryContender,15May1999.
24)BaptistBanner,January2000;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25)CalvaryContender,1Marc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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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듀크(PaulDuke)의 이단 사상

머서 학교신약과설교교수폴듀크는“동성애와교회”라는제목의1994년

동 침례교 의회(남침례교단의 자유 )의 총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 가 아니다.왜냐하면 어느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천국에그것을가지고가지않을것이다....동성애는성경의주된 심이

아니다....나는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 행 를 정죄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없다.”듀크는동성애 짝들의결합에 한자신의‘넓은후원’을 정하 으나,

자신의개인 취향은이성애 짝들이라고주를붙 다.머서 학교는미국의보

수침례교 의회의재정지원을받는학교이다.27)오늘날보수 이라는명칭을가진

교단들이 다 참된 보수 교회가 아니다.

시실 셔만(CecilSherman)은 동정녀 탄생을 무시함

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1983년8월5일자는당시미국의남침례교단의목사이었

고후에온건-자유 동침례교단의 국의장이었고 재자유주의 인버

지니아주리치몬드침례교신학교에서가르치고있는시실셔만박사가다음과같

이 말했다고 인용하 다:

성경에의해 한동정녀탄생을믿지않게될선생은해고되어서는안된다..
..[동정녀탄생은]두복음서들에있으나다른두책들에는있지않다....마가와
요한은그것을나열하는것을잊어버림으로써실수를범했는가?만일동정녀탄생
이 으로 요하다면,[마가와 요한은]잘못을 범한 것일 것이다.28)

로버트 앨리는 성경무오와 수님의 신성을 부정함

남침례교소속버지니아주리치몬드 학교수인로버트앨리는신자에 한반

란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E.J.Daniels,FamilyMagazine,May-June

1986,p.13):

어떤사람은‘성경무오에 한역사 기독교신념이계시신학의유일하게타당
한 출발 과구조’라고 계속주장할지모르지만,그러한주장들은 미소로지으며
들어야 하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회의 조례에나 넣어져야 할 것이다.

성경의무오성을조장하는많은사람들은단순히부정직하다.그들은교육과독
서를통해더나은것을알고있으며,그들이섬기며구원하기 해부름을받았다
고말하는무지한자들을착취하는것이유익하다는것을발견한다.그들은거짓된

26)ChristianNews,22May2000,pp.1,5.
27)CalvaryContender,1June1999.
28)BaptistBanner,1March2001;CalvaryContender,15Apri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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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를이용하여성공과명성과큰교회들을얻는다.그러한도덕 태만은 의
많은공 인종교활동들에서 무일반 이다.이런종류의속임에 해오직경멸
과 거부가 있을 뿐이다.

로버트앨리는 한1977년12월6일버지니아주리치몬드의제1유니테리안교

회에서의 무신론자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E.J.Daniels,p.14):29)

수는결코자신이하나님이라거나하나님과연 이있다고주장하지않았다.
...나는 수가참으로유 인이라고본다.나는그가자신의신성(神性)을주장하
는오만함을가졌을것이라고잠시라도상상하지않는다.나는그가하나님의아들
에 하여가르친구 들은후 의편집,즉교회가그에 해말한것이라고생각
한다.

C.W.크리스챤은 진화론을 수납함

남침례교 소속베일러(Baylor) 학교종교학부교수C.W.크리스챤은워드북

출 사에서간행한신앙을형성하기라는책67쪽에서“창세기와다 간의차이는,

만일결정을내려야한다면,우리모두에게다 편이라고참으로결정되었다”라고

썼다(Daniels,pp.18,19).

C.R.데일리는 모세오경의 모세 작성과 욥과 요나의 역사성을 부정함

터키주 남침례교 신문인 웨스턴 고더지의 이 편집자인 C.R.데일리는

1984년7월20일남침례교신학교에서한강의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Daniels,p.

20):

내가이신학교에왔을때,나는오경의모세 작성을강하게지지하는단한
명의교수를기억할수있다....신학교들은그런방향으로가고있었다.유럽
륙의신학사상으로가고있었고그사상을가져오고있었다.그것이신학교들의방
향이었다.

만일여러분이오경의모세 작성과창세기처음11장들의역사성과욥과요나
를역사 인물로보기를원한다면, 부(Mid-America)신학교로가라.여러분은
거기에서그것을얻을수있을것이다.그신학교가여러분이그것을얻을유일한
곳이다.

로버트 이트는 창세기의 모세 작성을 부정함

골든게이트신학교의구약교수이었던로버트 이트는남침례교주일학교부의

로드만출 사에서간행된평신도성경주석,2권9쪽에서“창세기의언어와본문

29)TheRichmondNewsLeader와 1977년 12월 14일자 BaptistPressRelease에서
보도되었다.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62-

의 주의깊은비교연구들은 재의 형태로서의창세기가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

이후의 어느 때에 기록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Daniels,p.20).

죠엘 런스포드는 수님의 속죄사역을 부정함

터키주엘리자베스타운의남침례교소속죠지타운 학에서헬라어와구약교

수인죠엘런스포드는1963년 경건회설교에서“수님의죽음을,하나님안에

있는‘공의’나‘의’나‘거룩’같은어떤추상 특질을만족시키기 한유화 (宥和

的)제물로 만드는 것은 내 단에서 신성모독의 첫번째 사 이다”라고 말했다

(Daniels,p.18).

남침례교 신학교의 한 이단 교수의 말

로리다주오란도의델라니가(街)침례교회의목사인짐 슨은그가남침례교

신학교학생이었을때교수가모든학생들앞에서“나는이모든피의종교에진

리가난다!우리는‘피,피,피밖에없네’같은이우스 스러운찬송들을부른다.나

는남침례교의모든교회들의찬송가집에서그것들을찢어내어버릴수있으면좋겠

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썼다(Daniels,p.18).

클라크 피나크(ClarkPinnock)는 배교자

캐나다의맥매스터신학교(McMasterDivinitySchool)의신학교수클라크피나

크는배교자라고불리웠고아마정당한이유때문일것이다.1960년 에그는남침

례교단소속뉴올리언즈침례교신학교의보수 교수이었으나,1970년 와1980년

에는성경 감과지옥의본질같은교리들에 해매우비(非)정통 인이해에

도달한변화를겪었다.그는최근의복음주의신학회에서의논문에서종말사건들

에 한‘더포용 인’복음주의이해를요청했는데,거기에는그리스도께 한믿음

에결코도달하지못하는많은사람들의구원을포함한다.그는말하기를,“하나님

께서는하나이상의언약과하나이상의백성을가지고계신다”고했다.그는‘수

그리스도께로가는다양한길들’에 해말했고,많은이방인들이이미하나님의나

라에속해있다고말했다.믿음으로만의롭다하심을받는다는것을거 하면서,그

는말하기를,하나님의심 의표 은개인이“다른이들의 사로나타나는그리스

도의 사랑의 생활 방식에 참여함”이라고 했다.30)

슬리 웨더헤드(LeslieWeatherhead)의 오류들

30)CalvaryContender,15April1992;BaptistBanner,January2000;CalvaryCon-
tender,15Febr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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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감리교회의 술가요 이 총회장인 슬리 웨더헤드는 그의 생의 마지막

을향해가면서, 수가아마도여러번성육신(成肉身)한한 일것이라는견해를

표 하는마지막책을썼다.크리스챤뉴스2001년3월5일자의한 은“이런견해

들은 그가 비참하게 신비주의(occult)에 떨어졌음을 반 했다.에 워스(Epworth)

출 사는그책을출 하기를거 하 다”라고썼다.웨더헤드는“기독교는하나님

께로가는유일한길인가?”라는제목의설교에서“내생각에기독교는확실히하나

님께로가는유일한길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것은요한복음14:6과충돌된다.그

는 매우 요한다른 교리들에 해서도 불가지론 이었다.하지만,신복음주의

도자빌리그 이엄은이배교자가40여년 그의런던 도 회에참여하도록

허용하 다.31)

멜빈 탤버트(MelvinTalbert)감독은 회개를 무시함

미연합감리교회의에큐메니칼수석 원은,기독교선교사들이사람들을그리스

도께로돌이키는것을 무강조하지말고그 신다른이들과평화로이사는것을

강조해야한다고말한다.멜빈탤버트감독은 수께서모두가하나가되기를기도

했을때거기에는기독교회가없었다고말한다.그는 수께서지구에사는사람들

에게하나가되라고호소하 다고말한다.그러나성경은우리에게복음을 하

라고 말한다.32)

시실 리암즈(CecilWilliams)의 해방의 신학 사상

미국샌 란시스코의 라이드기념연합감리교회목사시실 리암즈는자기의

정박소는‘해방의신학’이라고말했다.해방의신학이란민 들을정치 ,경제 억

압과착취로부터해방하는것이구원이요복음이라고말하는자유주의신학의일

이다. 그는“규칙들과교리들은 요한것이아니다.인간 계가 요한것이다”

라고 말했다.33)

애니 래못의 잘못된 견해들

많은기독교 학생들에게인기가있고그녀의책들이수백만권씩팔린애니래

못(AnneLamott)은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며 좌 평화주의자라고 표 한

다.그는하나님을‘우리의어머니아버지하나님’이라고부른다.그는자신이‘모든

견해들에서자유주의 ’이라고말하며“나는극단 우 기독교의지옥불과유황

31)CalvaryContender,1April2001.
32)AgapePress,1May2001;CalvaryContender,15June2001.
33)CalvaryContender,15Marc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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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죄와부끄러운용어에 단지 움츠리며반발한다(recoil)”고말한다.34)2003년1

월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와의 인터뷰에서,그는 ‘철 한 자유주의자’라고 소개된

다.그 여자는 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앙들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천국에갈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한다.그는사람의인격성이임신때에시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35)이런 자가 인기를 끄는 시 는 말세가 확실하다.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목사들의 들

박 선 감독

한기독교감리회소속박 선감독은1974년6월14일고(故)홍종철특별보좌

장례식 설교에서 그의 불신앙 사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성경에나오는인물가운데죽지않고그 로하늘로올라갔다는분이두분있
습니다.그한사람은에녹이고 다른한사람은엘리야이었습니다.우리가상식
으로 생각해볼때에에녹이나엘리야가다른 사람들과같이육신으로죽었을
것입니다.그러나성경은죽지않았다고기록하고있습니다.이러한성서의기록을
생각해볼때이세상에서불의를모르고가장뛰어나게의롭게살다가죽은에녹
과엘리야의사랑하던제자들과가족들과친지들이에녹과엘리야의죽음을결코
믿을수가없었던것입니다.그들의사랑하던에녹과엘리야의이미지가 무나생
생하게그리고강하게그들에게심어졌기에도 히죽었다고믿을수가없었던것
입니다.그들의선생이그들과같이앉아서말 을하시는것만같고길을걸어갈
때도 같이걸어가는것만같은착각을일으켰을 것이기때문에그들의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이죽지않고산그 로하늘로 올라갔다고소박하게기록한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36)

안병무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수교인?

목원 은퇴교수인송기득교수(조직신학)는기독교사상2001년1월호에서안병

무(한신 학원장,한국신학연구소창설, 존지발행)는‘그리스도교인’이아니라

‘수교인’이었다고주장했다고한다.37)그에의하면,그리스도교인은 수를그리

스도로받아들이고삼 일체,신인양성(神人兩性),성육신, 속등을믿는자이다.

그러나 안병무는 역사 수를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안병무에 의하면,역사

수는하나님의나라곧민 이해방되는세계를실 하기 해목숨을걸고싸우

34)World,20September2003.
35)CalvaryContender,November2003.
36)친필 원고에서 인용함.
37)크리스챤 신문,2001.1.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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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정치범으로붙잡 십자가형틀에서처참하게죽임당한 무나평범한‘사람’

이었다.그에의하면, 수의투쟁은패배로끝났다. 수는로마의침략세력을쫓

아내지도 못했고 헤롯의 독재 정권을 무 뜨리지도 못했고 루살렘 성 체제를

복시키지도 못했다.이리하여 수의하나님나라 운동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다만민 해방자로서 수가역사 의미를갖는다면그가민 해방운동의길을열

었고한역사 거(패라다임)가되었다는사실이다.송기득교수는그리스도에

한 교리와 역사 수의 연 성에 해 이 게 말한다:

삼 일체론,양성론,육화론[성육신론], 속론따 는그리스도에 한 심교
리로서그나름의진리성을갖는다.다만학자들에따라서그해석이다르기도하
고 어떤교리는부정되기도한다.그러나한가지분명한것은그리스도에 한
교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실질 인 내용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한 안병무의역사 수는 삼 일체 존재,성육신(成肉身)한 존재,신

인양성(神人兩性)을가진존재등이아니었다고분명히말하면서다음과같이말한

다:

이것은 안병무가 ‘수는 철 하게 “사람”이었다.그것도 “보통사람”이었다’고
말한데서극명하게드러난다....사실역사의 수는인류의죄를 속하기 해
십자가에처형된것이아니라민 해방운동을벌이다그 가로십자가형틀에서
살해된것이다.만일 수의죽음을굳이‘속’이라는말로이해하려면그것은이
스라엘민 을억 르고착취하는지배세력에 한민 의항거를 신한 가라
고 말할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가 속론을 펴려면 ‘민 의 속론’을 내놓는 게
좋을것이다.그리고 속론에서 속을받아야할진정한죄는구조악에연원하고
있다. 수는죄의 속자가아니라민 을억압하고착취하는죄,즉구조악에
한항쟁자이다.이와같은여러가지사실로보아우리는역사의 수의실상과그
리스도에 한그리스도교의해석과는직 계가없다는결론을내릴수밖에없
다.

이런 의미에서 송기득 교수는 안병무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고 ‘수교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는여기에서 한국교회의 자유주의신학의단면을 볼수 있다.한국기독교장

로회의 한국신학 학 학원장이었던 안병무,그리고 그에 해 해석하고 있는

한기독교감리회의목원 학조직신학은퇴교수송기득,이들의사상이한국의자유

주의 신학의 단면을 잘 보이고 있는 것이다.우선,송기득은 수 그리스도에 한

성경의교리들,즉성육신과신인양성과 속의진리들을다양하게해석할수있고

심지어 부정할 수 있는 주제로 보고 있다.그는 말하기를,“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그리스도에 한교리가그리스도교신앙의실질 인내용으로통용되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하 다. 그에 의하면,안병무는 이런 교리들을 명백히 부

정했다.안병무에 의하면, 수는 민 해방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한 사람에 불과하

다고 한다.단지, 수가 민 해방운동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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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교수의 이단 사상들38)

감신 학조직신학교수인홍정수교수는,첫째로,하나님의살아계심을부정하

다.그는그의 서베짜는하나님에서“신없는종교를알고있는우리들로서는

그리고무신시 를살아가고있는우리들로서는종교까지는몰라도꼭신을,하나

님을믿어야하는지자문하지않을수없다....만일신은계신가하고 가묻는다

면‘신은없다’고잘라말할수도있다”고말하 다.39)이것은명백히이단 무신론

사상이다.

둘째로,그는 수그리스도의십자가의죽음을하나님의아들의 속 죽음으

로보지않는다.그는한정기간행물에기고한 에서“[수의십자가는]신의아

들의죽음이아니다”라고했고 “수의죽음이우리를속량한것이아니라,그의

삶이우리를속량하는것이다”라고하 다.40) 그는그의 서에서도“[수의죽

음은]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특정한 메세지를 하고 있던 한 설교자의

죽음을증언하고있을뿐이다”라고말했다.41)이것은명백히 수님의신성과 속

사역을 부정하는 이단이다.

셋째로,그는골고다산상에서의 수님의십자가 속의죽음과 주망월동민

주항쟁으로죽은많은민주인사들의죽음을동일시하 다.그는그의책에서말하

기를,“수라는설교자의죽음은억울한희생이아니라‘말하기 한최후의수단’

으로서의 선택된 죽음이다.이런 상 인 측면에서 볼 때 구호를 외치면서 투신

는분신해쓰러져간 은이들의죽음과매우유사하다”.42)이것은신성모독 이

다.

넷째로,그는 수님의부활사건을부정하 다.그는크리스챤신문1991년3월

30일자에기고한 에서“부활신앙은이교도들의어리석은욕망에불과하다”고하

고동신문6월8일자의 에서는“[수의부활사건을]빈무덤이아니다”고주

장하 다. 그는 다른 잡지에서 “나는 단연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말했

다.43)그의 서에서도그는“만일 수부활사건이오늘날의우리가소박하게생

각하듯이그 게역사 으로육체 으로발생했다면,그사건은자연 상 의기

이한일에불과하며, ‘하나님’의행 가아님을뜻한다.따라서 수부활의역

38)1992년 5월 7일 기독교 한감리회 서울연회 재 원회는 당시 감신 학 학장인
변선환과 동 학 조직신학 교수인 홍정수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39)52,56쪽.
40)한 몸,7권,16,17쪽.
41)베짜는 하나님,190쪽.
42)베짜는 하나님,191쪽.
43)우먼 센스,199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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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육체성을 실증주의 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성격에나 하나님의 성격에

맞지 않는 이치임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했다.44)

이것은성경이증거하는 수님에 한기본 사실을부정하는명백한이단이

다.사복음서는 수그리스도의‘빈무덤’의사실을확증한다. 부활하신 수께

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 하셨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한국 목사들45)

문익환 목사

사도 바울은 수의 십자가에 실존 으로 동참함으로 주의 부활에도 동참한다
고 믿었다....고린도 서 15장의 내용이 그것이다.여기서 우리가 부활한 몸에
한호기심을풀수없는수수께끼로남겨둔다고해서손해날일은없을것이다.
그리스도의부활에동참함으로믿는자가 인 인구원을얻는다는것으로족한
것이다.46)

그러나우리는 수님의부활이주는 재 의미와미래 의미를혼동해서는

안된다. 수님의부활은 재구원받은우리에게새새명을주는원동력이지만,

한 그것은 미래의 우리의 부활의 첫열매이다.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조향록 목사

그리스도의부활사건은그사건자체를사건 으로입증하든지부정하든지하
는논란은큰의미를거두지못한다....문제는이사건을받아들이는수용자세에
있다.바로이 에서그리스도부활사건은신앙의창문을열고야만 악할수있
는것이다.그래서그리스도의부활은역사 사건이기는하나인식의 상이아니
라신앙의문제요 상이된다.신앙은그신앙의 상이되는문제나사건이신앙
하는 자에게 의미 으로 받아지는 것이다.47)

그러나그리스도의부활사건을역사 사건으로입증하지못하는것이어떻게

큰문제가아닌가? 그리스도의부활사건을단순히신앙의문제로만돌리고인

식의 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사실이며 인식의 상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 것이다.

허 교수

그러므로 는성서에부활의사실을가지고있다고하기보다는부활의보도를

44)베짜는 하나님,201쪽.
45)한종희,“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기독신보,1991.3.30,8,9쪽.
46)문익환,“죽음에 한성서의물음과 답,”기독교강좌(한기독교서회),제1권,

138쪽.
47)조향록,“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주간조선,197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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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있다고 니다....이것을학자들은신앙의표 이라고하더군요....그것
은신앙을사건으로보는입장이지요.... 는내가믿는다는것을하나의사건으
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48)

그러나허 교수가그리스도의부활의사실과부활의보도를구별하는배면에

는그리스도의부활의역사성에 한의심이있어보인다. 그리스도의부활사건

을말하지않고그리스도의부활신앙사건을말하는것도그리스도의부활의역사

사실성에 한 정을 보류하는 회의 태도일 뿐이다.

김동수 목사와 박 랑 교수

그들은 1973년 부활 메시지에서 한국교회가 인간의 혼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는것은잘못된일이며,부활은2천년 의골고다의 수의부활에서찾을것이

아니라오늘이곳한국땅에서날마다사는부활의승리에서 을되찾는것이라

고말하 다.49)그러나그들이그리스도의부활의역사 사실의의미를무시하고

재 부활의 의미만을 붙드는 것은 불신앙의 맛을 남길 뿐이다.

이종성 박사의 불신앙 성경

장통합측장로회신학 학학장이었고기독교학술원장이었던이종성박사는

2001년2월15일제22회학술세미나에서성경에 한그의견해를말했다.50)거기

에서그는성경의축자 (逐字的, 자의) 감과성경내용에오류가없다는견해

를근본주의자들의견해라고배격하고,성경은성령께서하나님의말 으로변화시

켜 때하나님의말 이된다는소 신정통주의 (칼바르트의)견해를‘복음

성서 ’이라고표 하며받아들인다. 한그는성경을우주와인류역사에 한기

록으로 이해하는 보수 신학자들의 견해를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창세기는 우주

생성에 한과학 기록서가아니라고했다.그의신정통주의성경 은 장통합

측이 자유주의 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증한다.

김경수 목사

한국신학 학 출신 제주 남부교회 김경수 목사는 폴 틸리히의 조직신학(3권)을

번역한 후 다음과 같이 썼다:

신학 으로내게가장많은 향을 신학자는김재 ,칼바르트,폴틸리히라
고할수있다....내가미국에서공부하는동안나의조직신학교수는폴틸리히
의신 자 고,그는폴틸리히를빼놓으면신학을말할수없을정도로틸리히
신학에빠져있었다.내가폴틸리히에게몰두하게된것도그의덕분이라고해도
좋을것이다.폴틸리히는읽으면읽을수록나의마음을빼앗곤했고공감을일으

48)허 ,“부활 사실과 부활 신앙,”기독교 사상,1973.4월호.
49)크리스챤 신문,1973.4.21.
50)교회연합신문,2001.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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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51)

자유주의 교단들

[미합 국 장로교회(PCUSA)]

‘어번 선언서’

1923년미북장로교회에서어번선언서(AuburnAffirmation)라는것이작성되어

1293명의목사들의서명을받았다.그것은총회가1910년에선언하고1916년,1923

년에재확인한내용을반 하는것이었다.총회가1910년에선언한내용이란다음

의다섯가지교리들이성경과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본질 이라는것이었는

데,첫째는 성경의 무오성(無誤性)이며,둘째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며,셋째는

그리스도의 속(代贖)이며,넷째는그리스도의육체 부활이며,다섯째는그리스

도의기 들의사실성이다.어번선언서는이다섯가지교리들을‘성경과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에서본질 이지않고단지이론들일뿐’이라고주장했다.특히성경

무오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주장했다.

1967년 신앙고백

1967년,미 연합장로교회(,미합 국 장로교회)는 ‘1967년 신앙고백’을 채택했

는데,그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 들을 갖고 있다.52)

성경의 시간 진리성을 부정한다

하나님의 유일 충족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 곧 수 그리스도다.
그에 하여성령은성경을통하여유일하고권 있는증거를한다.성경은기록
된하나님의말 으로수락되고복종을받는다.성경은다른여러증거들 의하
나가아니라비길데가없는증거이다....성경은성령의인도아래서주어진것이
지만역시사람들의말이며,그것들이기록된장소와시 의언어,사상형식,문학
형태들의지배를받는다.성경은그당시에유행하던인생 ,역사 ,우주 을반
한다(1.3.2).

타종교들에 해 개방 태도를 취한다

그리스도인은타종교들과자신의종교간의비슷한 들을발견하며,모든종교
들에 해열린마음과존경하는마음을가지고 근해야한다.반복해서하나님께
서는교회에게갱신을도 하시기 해비기독교인들의통찰력을사용하셨다(2.1.

51)교회연합신보,1986.8.17.
52)“1967년신앙고백,”미국연합장로교회헌법제1부:신앙고백집, 한 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발행(1968),251-265쪽;킥,띠깐지,헨리공 ,1967년신앙고백서비 ,임
택권 역 (196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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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죄의 교리를 한 이론으로 돌린다

수그리스도안에서하나님의화목의행 는성경이여러가지방식들로묘사
하는한신비이다.그것은어린양의제사,목자가양을 해목숨을주심,제사장의
속죄로불리우며, 한종의속 (贖錢),빚의지불,법 형벌의 리 만족,그리
고악의세력들에 한승리로불리운다.이것들은모든이론의범 를넘어서사
람에 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머무는 한 진리의 표 들이다(1.1.1).

화목에 한 그릇된 개념을 보인다

하나님과화목하는것은그의화목 하시는공동체로서세상속에보내지는것
이다.이공동체곧세계 교회는하나님의화목의메시지를 탁받았으며하나님
과사람들사이를,그리고사람과사람사이를분리시키는 의(敵意)를고치시려
는 하나님의 수고에 참여한다(2.1.1).

이진술은,사람과사람간의화목이라는개념으로하나님과인간간의화목이라

는성경 개념을혼란시키는잘못을 범하고있다.이넓어진화목개념은 많은문

제들을 일으킨다.그 신앙고백서는 교회의 사명이 이러한 화목의 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은 진술들을 하 다:

교회의회원들은화평의 사(密使)들이며정치,문화,경제면에서세력있는자
들이나 집권자들과 력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그러나,바로 이 세력들이
인간의안녕을 태롭게하는경우에는가장(假裝)과부정(不正)에 항하여싸워
야 한다(1.3.1).

인간을향한그의[그리스도의] 사는교회가모든형태의인간복리를 하여
일할것을 탁한다.그의수난은교회가인류의모든고통에 해서민감하여각
종궁핍에시달리는사람들의얼굴에서그리스도의얼굴을보도록만든다(2.1.1).

교회는모든민족차별의폐지를 하여노력하며그것으로인해서상해를받은
자들을 하여 사한다(2.1.4).

수그리스도안에서의하나님의구속사업은인간생활 체곧사회와문화,
경제와 정치,과학과 기술,개인과 단체, 부를 포 한다(3.1.1).

이뿐만아니라,미연합장로교회는목사의임직서약도변경하 다.변경된임직

서약에서는,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 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선언되지

않았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소요리문답을받아들이는 신,그지도아

래행한다고선언되었다.1965년5월17일자자유주의잡지크리스챠니티앤드크라

이시스(ChristianityandCrisis)는말하기를,“새신앙고백서는1924년어번선언서

의교리 노선으로내려간다.40년 에겨우허용되었던소수 의견해가이제는

교회의 공식 교리로 제안되고 있다”고 했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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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맨 목사 사건

1981년미연합장로교회(오늘날의미합 국장로교회)총회상설재 국은,그총

회에서 사하던 연합그리스도교회 소속 맨스필드 이스맨(Mansfield M.

Kaseman)목사가 수그리스도의신성,무죄성, 리 속죄,육체 부활을부정

함에도불구하고 결하기를,지노회가 이스맨의견해를새임직서약에의해허

용된 ‘용납할 만한 해석의 범 안에’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옳았다고 했

다.54)이단을 권징하고 제거할 의지가 없는 것이 교회의 배교가 아닌가?

자유주의 신학자 몰트만에게 수상함

독일의루터교신학자 르겐몰트만은루이즈빌장로교신학교와루이즈빌

학교가수여하는2000년루이즈빌그로메이어상과상 20만불을받았다.55)크리

스챠니티투데이1993년1월11일자는그를“세기에가장 향력있는신학자들

의한사람”이라고묘사했다.그러나크리스챤뉴스1993년1월23일자는몰트만

이삼 일체와역사 기독교신앙을거 하고마르크스주의 해방의신학을 해

문을 연다고 증거했다.56)

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한 신학 토론

인간의구원에있어서의 수그리스도의역할에 한많은신학 토론후,2002

년미합 국장로교회총회는배타주의자들과다원주의자들을둘다기쁘게하려는

도 진술을 승인하 다.57)수년 동안 미합 국 장로교회는 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나아가는‘유일한길’이신가여부에 해나뉘어져있었다.497 11의표

로 승인된 미합 국 장로교회의 진술은 이 게 선언한다:

수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구주와 주님이시며,어느 곳에있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믿음과소망과사랑을그에게두라고요청된다.아무도내재 선이나바
람직한삶때문에구원을받지못한다(엡2:8).아무도 수그리스도안에있는하
나님의은혜로운구속(救贖)을떠나서구원받지못한다.그러나우리는모든사람
이구원을받고진리를아는데이르기를원하시는(딤 2:3-4)우리구주하나님의
주권 자유를주제넘게제한하지않는다.따라서,우리는하나님의은혜를,그리스

53)CarlMcIntire,TheDeathofaChurch(1967),p.129.
54)Time,16February1981;ChristianNews,27July1983,p.5;JamesR.Mook,

"TheValidityoftheKasemanCaseVerdictsintheConfessional/SubscriptionalCon-
textoftheUnitedPresbyterianChurchintheU.S.A.,"(Th.D.dissertation,DallasTheo-
logicalSeminary,1985).
55)ChristianNews,27December1999.
56)CalvaryContender,15January2000.
57)PCUSANews,20Jun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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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께 한명백한신앙을고백하는자들에게제한하거나 는모든사람이신앙에
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마지막두문장은 수그리스도께서모든시 의모든사람을 해하나님아버지

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참된 사실을 분명히 부정한다.58)

수는 구원을 해 필수 인가?

2002년10월과2003년1월사이에3500명을상 로우편으로이루어진새로운한

설문조사에의하면,미국장로교인들의거의4분의3은“인류를 한 진리가

수그리스도안에있다”고믿으나,기독교인들만구원을받을것이라고말하는자

는 반도안된다.미합 국장로교회교인들의주기 설문조사에의하면,교인들

의70퍼센트,장로들의75퍼센트,목사들의71퍼센트,그리고군목같은특수성직자

의55퍼센트는“인류를 한유일한 진리는 수그리스도안에있다”는사

실을동의하 다.그러나“오직 수그리스도를따르는자들만구원을얻을수있

는가”에 해질문했을때,교인들의43퍼센트,장로들의50퍼센트,성직자의39퍼

센트,그리고 특수 성직자의 24퍼센트가 동의하 다. 교인들의 3분의 2그리고

목사와장로들의80퍼센트는“수께서어느날지구로돌아오실것이다”라고믿는

다고 답했고,교인들의86퍼센트와목사들의96퍼센트는죽음후의생명을믿는

다고 답했다. 교인들의93퍼센트는천국을믿는다고했으나,지옥을믿는다고

답한 자들은 오직 78퍼센트이었다.59)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보수주의자들의 고통

미국연합감리교회는오래 부터자유주의 이었으나근래에일부보수주의자

들은“우리는그리스도인의양심으로더이상연합감리교회의회원으로머물러있

을수없다”고말했다.월드(World)지1998년7월25일자기사에는다음과같은말

들이있다:“신자들은신앙의기본 사실들을 정하지않는자들과 동반자일

수없다,”“우리는본교단에서연합될수없는두개의다른믿음들을가지고있다.”

분열에 한존웨슬리의다음과같은말도인용되어있다:“불경건과배교가우

세한교회들안에서,분열의악은교회안에머무는것을불가능하게만드는자들에

게 있다.”60)

58)Foundation,July-August2002,pp.46,47.
59)KevinEckstrom,"Presbyterians:JesusIsTrue,ButNotNecessaryforSalva-

tion,"ReligiousNewsService;ChristianNews,30June2003,p.1,21.
60)CalvaryContender,15Marc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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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킨즈 신학교 학생들의 신앙 상태

에남침례교인이었던 주교드미트리로이스터는 재헬라정교회의독립

인사이다.그는말하기를,그의교회의많은방문자들은자신들의자유주의 교

단들내의문제들때문에왔다고말한다고했다.그는말하기를,“거기에는약 ,즉

그리스도의신성과성경의완 성에 한부정이있다”고했다.그는자기가연합감

리교단소속퍼킨즈신학교에서헬라어를가르치고있었을때의한사건을회고한

다:“나는학생들에게얼마나많은사람이그리스도의신성에 해믿는지물었다.

내가말뜻을정의하여 수께서단지하나님의감동을받은선생이아니고참으로

하나님의아들이라는뜻임을분명히하자,그반의학생들 한명도그것에동의

하지 않으려 하 다.”61)

미국연합감리교의 이단허용

미국시카고의연합감리교회감독C.조셉스 라그(C.JosephSprague)는한반

자의주장들(AffirmationofaDissenter)이라는그의새 서에서 수의동정녀

탄생과그의육체 부활과구원에서의그의역할에 해의문을던졌다. 그는

작년덴버신학교에서의강연에서“동정녀탄생의신화는역사 사실로의도된것

이아니었다,”“나는[수의]부활이그의물질 몸의회생을내포했다고믿지않

는다”고말함으로써물의를일으키기도하 다.그러나그에게그의견해를취소하

든지그의직책을사임하라고요청하는28명의보수주의자들의고소를다룬 원회

는그고소가잘못이며그는이단이아니라고 결하 다.62)미연합감리교회는바

른교리를수호하려는의지를버린배교된교회임이분명하다.그교회와교제하는

기독교 한감리교회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CC)]

도날드 블뢰쉬(DonaldBloesch)박사의 증언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는오래 부터미국에서가장자유주의 인교단이

다.그교단의듀부크(Dubuque)신학교신학교수도날드블뢰쉬박사는“연합그리

스도의교회는유니테리안교회가된캐나다연합교회(UCC)의발자취를따르고있

는것같다.왜냐하면그교회는삼 일체의삼 를구별된존재보다비유로보기

때문이다”라고말한다.블뢰쉬는성경 증거 의회(BiblicalWitnessFellowship)

61)CalvaryContender,July2002.
62)ChristianNews,24February2003,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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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간행물인 트니스(TheWitness)1996년겨울호에실린한 담에서“유니테리

안들은이단종 가되고있다.유니테리안들과연합그리스도의교회사이에는많

은연 성이있다.유니테리안으로의표류,즉하나님을양성 (兩性的)혹은자웅

동체 (雌雄同體的)으로보려는강한경향은연합그리스도의교회의 심 특징

들 의하나이다”라고덧붙여말했다.연합그리스도의교회에서아마가장 리

알려졌고읽 지는자라고 트니스가말하는블뢰쉬는주장하기를,“연합그리스

도의교회는유니테리안사상으로표류하고있다.이교단은이미만인구원론 이

다.천국과지옥,구원과멸망같은구별들은이미상실되었다.유니테리안들과의통

합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63)

교회들이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단(UCC)을 떠남

미국의많은교회들이연합그리스도의교단과기타자유주의교단들을떠나고

있다.1996년부터 1999년까지,131개 교회들이 연합 그리스도의 교단을 떠났고,

1960년 이후3분의1이떠났다고한다.그이유는무엇인가?그것은연합그리스

도의교단이공식 으로낙태를지지하고 재의동성애자들이목사로 사하는것

을허용하고성경의권 와무오성을공격하고신학 자유주의를조장하기때문이

라고 한다.64)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

배리 박사의 비

미국루터교회미주리 회(LCMS)의회장인A.L.배리는미국복음주의루터교

회에 하여이 게 을썼다:“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가오늘날성찬에 한성

경의교훈을포기했고낙태와동성애를지지하고,천명이상의여자목사들을가지

고있고 수그리스도의동정녀탄생과신성과부활을부정하는자들에 해아무

런조치를취하지않고있기때문에,그교회는더이상진정한의미에서루터교회

로 간주될 수 없다.”65)

도로시 죌러(DorotheeSoelle)의 책을 출 함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포트리스(Fortress)출 사는최근에도로시죌러의조

용한 부르짖음--신비주의와 항(TheSilentCry--MysticismandResistance)이

라는책을출 하 다.크리스챤뉴스신문은그여자가역사 기독교신앙을부정

63)ChristianNews,12February1996,pp.1,14.
64)CalvaryContender,15April2001.
65)ChristianNews,15January2001;CalvaryContender,1Februar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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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자요 신학 무신론자임을보여주기 하여 그의이 의 책에서 상당히 길게

인용하 다.죌러는 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66)

[미국 남침례교회(SBC)]

1976년,노엘 홀리필드(NoelW.Hollyfield)의 신학석사 논문

미국남침례교신학교학생이었던노엘홀리필드는1976년에제출한그의신학석

사(Th.M.)논문에서남침례교신학교학생들의신앙 상태를알수있는한설문

조사결과를발표하 다.그의논문제목은“남침례교신학교의선정된학생들가운

데서의‘기독교정통성’의정도에 한사회학 분석”67)이었다.미국 터키주루

이스빌에있는남침례교신학교는미국의남침례교단소속의신학교이다.그교단은

세계에서제일큰교단으로서세계교회 의회에도가입되어있지않은비교 보수

이라고알려져있던교단이다.그러나홀리필드의설문조사는미국교회들의배

교가 남침례교회에까지도 미쳤음을 보인다:68)

M.Div. M.Div. Th.M.
1학년 3학년 &Ph.D.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없이 믿는다. 74% 65% 63%
-마귀의 실제 존재는 확실하다. 66% 42% 37%
-기 들이 성경의 증거 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다. 61% 40% 37%
- 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은 확실하다. 66% 33% 32%
- 수께서 물 로 걸으셨음은 확실하다. 59% 44% 22%
- 수께서 신 인 하나님 아들임을 의심치 않는다. 87% 63% 63%
- 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에 필수 이다. 85% 60% 59%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은 구원에 필수 이다.42% 33% 21%
-죽음 머의 삶이 있음은 확실하다. 89% 67% 53%
- 수께서 어느날 실제로 땅에 돌아오실 것을 확신한다. 79% 56% 53%

미국 남침례교단과 침례교 세계연맹(BWA)

미국의 남침례교단은 침례교 세계 연맹에서 이제까지 가장 큰 회원 교회이다.

BWA 회원 교회들의 다수가 세계교회 의회(WCC)와 계가 있다.WCC에서

BWA회원교회들은 체의15퍼센트에이를것이다.오늘날세계 으로가장유명

한 도자요침례교인인빌리그 이엄은여섯번의BWA 회에서연설하 고모

든사람에게그단체를후원하라고격려하 다. 1995년BWA는그에게특별상을

66)ChristianNews,4June2001;CalvaryContender,1July2001.
67)SociologicalAnalysisoftheDegreesof‘ChristianOrthodoxy’amongSelec-

tedStudentsintheSouthernBaptistTheologicalSeminary.
68)DavidO.Beale,S.B.C.:HouseontheSand?(1985),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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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하기도 하 다.그러나 BWA나 WCC는 자유주의 이단을 배격하지 않고

포용하는배교 단체들이다.남침례교단같은BWA회원교회들은로마천주교회

와[헬라]정교회를포함하여완 히다양한다른교회들과에큐메니칼 화에참여

하여 왔다.1950년 와 60년 에 교회들 간의 기구 연합을 향한 어떤 움직임을

수상하게생각했던침례교인들도오늘날의에큐메니칼상황에서는훨씬더편안하

게 느끼기 쉬울 것이다.남침례교단이 ‘보수 ’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 교단이

BWA와WCC등배교 에큐메니칼(하나의세계교회)운동단체들과가지는연

성을기억해야한다.남침례교단이참으로‘보수 ’이라면,그교단은배교 단체들

과 연 을 가져서는 안된다.참된 성도들과 교회들은 마땅히 배교 단체들로부터

떠나야 한다.69)

동 침례교 의회(CBF)에 한 니얼 에이킨의 비

남침례교회신학교부학장인 니얼에이킨(DanielAkin)은,1998년11월앨러배

머주 남침례교인들에게 한 연설에서,미주리 주의 보수 남침례교인들이 자유

동침례교 의회를비 하며 비한비난내용들의목록으로부터“그들[CBF]은

진 견해들을가진사람들을 용하기를원한다.그들은장막을 무크게만들

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70)에이킨은 동 침례교 의회에는 그리스도의 신성

(神性)과그의제사 죽음의필요성과처녀마리아를통한탄생의 요성을부정하

는지도자들이있다고비난했다.그는말하기를,어떤 동침례교 의회지도자들

은 낙태와 동성애에 한 자유주의 견해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71)

동 침례교 의회의 포용주의

버지니아주남침례교회들의뱁티스트배 (BaptistBanner)1999년1월호는남

침례교단과 동 침례교 의회 간의 몇 가지 ‘조되는 들’을 열거하면서 동

침례교 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이 속해 있다고 하 다:

(1)그리스도의신성(神性),그의제사 죽음의필요성,혹은그의동정녀탄생
의 요성을부정하는지도자들,(2)‘그리스도-소피아(Sophia)’(그리스도의여성화
주장)에 한 배를요구하는여권주의신학지도자들,(3)남녀동성애자,양성애
자(兩性愛 ,bi-sexual),성(性)환자들(transgendered)의안수를요구하는지도
자들,(4)하나님께서때때로여자에게인구억제의목 을 해아이를낙태시키
라고명령하신다고선언하는지도자들,(5)낙태를 한연방정부의기 이나,부
모의승락과동의가필요하다는법의폐기를옹호하는지도자들,(6)성경이모든

69)BaptistWorld,July-September1997;CalvaryContender,15August1997.
70)AlabamaBaptist,26November1998.
71)CalvaryContender,15Dec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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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동성애 행 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지도자들,(7)여성을
담임목사로안수하기를요구하는지도자들,(8)펜트하우스(음란물출 사), 국
남녀동성애자 문 원회,가족계획 회와연합하여활동했던지도자들,(9)하나
님을‘어머니’라고부르는지도자들,(10)성경 학문이침례교인들과무신론 ‘세
속인본주의자들’간의공통 기반의 역이라고진술하는선언서에서명한지도
자들,(11)동성애자들이나양성애자들에게특별한일자리의보호를제공하는고용
-비차별 법령과 같은 입법 활동을 하여 일한 지도자들....

그 은한걸음더나아가말하기를 동침례교 의회(CBF)는 재동성애활

동을하는자들을안수하는교회들을포함하고,지도자들이상황 낙태지지를공

공연히 선언한 기 들과 력하고,동성애를 환 혹은 주장하는 교회들에게 지난

해모든‘선교지원 들’을제공한단체와 력하고,핵심지도자가어린이들을사용

한 음란물의 복제와 매를 옹호한 단체와 력한다고 했다.72)

미국 남침례교회의 변질의

미국의앨러배머주의헌츠빌타임즈2000년1월15일자의 한 은 다음과같이

시작한다:“여러분은어디에서천주교신부가침례교회에서연설하고안식교인들과

그리스도의교회교인들이음악을연주하는것을찾아볼수있겠는가?‘희년 배

를 한기독교일치축제’에서이다....기독교공동체는1월23일[헌츠빌]제1침례

교회에서 배와찬양의시간으로모일것이다.”주최측은이것이이곳에서의새

에큐메니칼운동의시작이되기를희망한다.그천주교연사는로마천주교회와헬

라정교회와개신교와복음주의자들/은사주의자들이 화를 해함께모이는것이

요할뿐만아니라,그들이세계의모든주요종교들에서온사람들과함께그 게

하는것이 요하며그 지않으면“우리는결코평화를소유하지못할것이다”라

고말했다.한안식교목사는말하기를,“우리의소망은모든분열의장벽들이제거

되고우리를연합하고함께모으는것들에 을두는것이다”라고했다.오류안

에서 연합하는 것보다 진리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 더 낫다.73)

침례교회 세계연맹과 카스트로

침례교회세계연맹은2000년7월2-8일의총회에서매우특이한 청연사인피

델 카스트로의 연설을 듣도록 정되었다.큐바의 공산주의 독재자인 카스트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최 로 열리는 침례교회 세계연맹 모임을 해 하바나에서 그

모임에참석한지도자들에게연설하게된것이다.74)침례교회세계연맹회장인빌

72)CalvaryContender,1March1999.
73)CalvaryContender,1February2000.
74)ReligionToday,6Jul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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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김(김장환목사)과사무총장덴톤로츠는빌리그 이엄의암스테르담2000행사

에 참여할 정이다.침례교회 세계연맹은 유엔의 비정부조직이다. 진 사회주

의자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1998년 침례교회 세계연맹의 연사이었다.미국의 남

침례교단은 이 배교 침례교회 세계연맹의 심 인 후원교단이다.75)

미국 남침례교단의 자유주의자들

미국남침례교단내의자유주의자들의단체인 동침례교 의회는2000년7월

1일배교 인침례교세계연맹에회원신청을하기로결의했다. 동침례교 의회

의조정자인 베스탈은 어도5000개의남침례교회들이최근의‘침례교회신앙

과메시지’의변경때문에교단을떠나 동침례교 의회에가입할것이라고 측

한다[*그변경이란목사직을남성에게제한하는것등의내용임.]보수 인남침례

교회의주류 지도자들은그수를훨씬 게 상한다. 동침례교 의회회원이

며침례교연맹의회장인스탠해스티는말하기를,“나는하나님께서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부르시지않는다고말할수없다”라고하 다. 그리스도를믿게되지

않는사람들이지옥에갈것인가라는질문에 해,그는“나는모른다”라고 답했

다.76)미국의 남침례교단은 결코 건 한 보수교단이 아니다.

21세기에 성경을 한 싸움

21세기에성경을 한싸움(BattlefortheBibleinthe21thCentury)은미국의

R.L.히머스2세박사가쓴최근의책의제목이다.미국의보수 남침례교단의지

도자들은남침례교단의지배를 한싸움은끝났고그들이이겼다고주장한다.그

러나 그런가?그들이 이겼는가?히머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쓴다:

나는그 게 생각하지 않는다.본서는 남침례교단을 구하기 한 싸움이 아직
끝나기에는거리가멀다는것을증명하기 해 술되었다.확실히,교단의지도층
과6개의남침례교단신학교들에서성경에 한보수 입장을향해 진 움직
임이있었으나,이것은그조류가남침례교단의교회들과교단 미래에 향을미
치는방식으로움직 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우리는,교단안에54개의자
유주의 학교들이있고단지12,748명의학생들을가진6개의보수 학교들이있
을뿐이라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자유주의자들은같은시간에113,581명의학생
들을훈련시키고있다.이와같이,남침례교단의학생들의90퍼센트는자유주의학
교 기 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35쪽).

그의책은60개의학교들의이름과학생수를열거한다.히머스는머서 학교총

장R.커비갓세이같은어떤남침례교단 학교총장들의극단 자유주의사상들

75)CalvaryContender,15May2000;15July2000.
76)BaptistBanner,August2000;CalvaryContender,15Augu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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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용 열거한다.그는 페이지 페터슨과 폴 슬러 사가 성경 무오성을 한

기의 투쟁을 인도하 다는 사실을 지 한다.그러나 그는 슬러 사가 최근

의책에서성경무오성의싸움에서해롤드린젤이결정 으로공헌하 다는언 을

생략하 고 빌 포웰의 주요 작을 비평하 음을 꾸짖었다.데이빗 비일은 “이

책은 구체 으로 남침례교단 내의 그리고 체 으로 좀더 넓은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문제들에 한 가장 최근의 진술이다”고 말했다.77)

[캐나다 교회들]

캐나다 연합교회(UCC)의 총회장 빌 핍스와 그 지지자들

교인300만의캐나다최 의개신교단인캐나다연합교회새총회장빌필립목

사는10월24일오타와시티즌지와의 담에서“나는 수가하나님이었다고믿지

않는다”고말했고,천국과지옥의성격에 한질문에 하여,“나는지옥이있는지

어떤지모르겠습니다.나는 수께서지옥에 하여그 게 심을가지셨다고생

각하지않습니다.그는여기땅 의삶에 하여 심을가지셨습니다....천국이

장소입니까?나는모르겠습니다”라고말하 다.그는 한말하기를,“나는 수께

서하나님께로가는유일한길이라고믿지않습니다.나는그가죽은자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것을과학 사실로믿지않습니다.나는그런일들이발생했는지어

떤지모릅니다.그것은부 한문제입니다”고했다.그는후에자신의사상에

하여첨가하여말하기를,“수께서신 이지않다는노골 인진술은잘못된인상

을 니다.나는그리스도께서우리에게,우리가인간에게서하나님의본질을볼수

있는만큼,하나님의본질을계시하신다고믿습니다.하나님의본질의 체 개념

은 수에게서표 될수있는것보다더넓고더신비하고더거룩합니다”고하

다.78)그의발언으로한달이넘도록교단내자유주의진 과보수주의진 사이에

논쟁이계속되고있다고한다.그보도에의하면,논쟁이가열되자85명의교단집

행 원들이 책회의를연후,“캐나다연합교회는개인의신앙의다양성을포용하

는것을 통으로삼고있으며,따라서총회장의개인 신앙고백을존 할것”이라

는성명서를발표,캐나다연합교회의신학노선과총회장신임을재확인했다고한

다.79)

[성공회( 국교회)]

1984년,런던 주말 텔 비젼의 보도

77)CalvaryContender,1May2001.
78)ChristianNews,8December1997,pp.1,12.
79)기독신문,1997.12.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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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런던주말텔 비젼의‘크리도우(Credo,신조)’ 로그램은성공회(국교

회)39명의주교들 31명에게질문한결과를보도했는데,그것은성공회의배교

상황을 단 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80)

① 그리스도인은 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11명),하나님의 최고 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9명).

② 신약성경의 기 들은 후 의 삽입이다(15명).

③ 수님의 부활은 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다”고
확신시켰던, 수님 죽음 후의 ‘일련의 경험들’이다(9명).

지옥에 한 성공회의 견해

크리스챤뉴스1996년2월12일자(15쪽)에의하면,성공회의교리 원회가 비

한“구원의신비”라는보고서는많은 통 입장에서있음에도불구하고,지옥의

교리에 하여 이 게 말한다:

과거에는지옥불과 원한고통과형벌에 한상징 표 이사람들을두렵게
하기 해사용되었다.그리스도인들은하나님을가학 (加虐的)괴물로만든두려
운신학들을고백했다....지옥은 원한고통이아니고,하나님께 해아주완
히반 되는것의최종 이고취소할수없는선택...즉유일한종말은완 한
비(非)존재이다.

이보고서는지옥을 원한고통과형벌의장소로보지않고악인들의최종 멸

을주장한다.이것은지옥에 한성경의가르침을명백히부정하는것이다. 수

께서는“불구자로 생에들어가는것이두손을가지고지옥꺼지지않는불에들

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 하셨다(막 9:43).

성공회 성직자들의 불신앙

‘양심의가치(CostofConscience)’라는보수 단체에서조사한최근의설문조사

에 의하면,2,000명의 성공회(국교회)성직자들 의 반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며 3분의 1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81)

[ 한 수교 장로회(통합)]

통합측이 자유주의 인 몇 가지 증거들

락교회,새문안교회,연동교회 등이 소속하고 있는 한 수교장로회 통합측

80)DailyTelegraph,25June1984,inTheRevivalist,July-August1984,p.13.
81)FridayChurchNewsNotes(byDavidW.Cloud,FundamentalBaptistInformation

Service),August9,2002;ChristianNews,August26,2002,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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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자유주의 이라는 몇 가지 증거들을 열거해보자.

첫째로, 장 통합측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 학의학장으로 오랫 동안 재직하

던 이종성 박사가 신정통주의자이었다는 것은 한국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다.‘신정통주의’란성경의역사 사건들의증거를부정하는자유주의신학의한

로서 칼 바르트,C.H.다드,라인홀드 니이버 등의 신학사상을 가리킨다.

둘째로,같은교단에속한학자요아세아연합신학 학원설립자 원장인한

철하박사가장로회신학 학이신정통주의 이라고논평한 이있다는것도알려

져 있는 사실이다.

셋째로,장로회신학 학이오래 부터성경의무오성(無誤性)에 해부정 으

로 가르친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넷째로,그신학교가성경의처음다섯권즉모세오경의모세 작성을부정하고

자유주의 인 문서설을 용납하고 이사야 40장 이하를 이사야가쓴 것이아니고

후 의 어떤익명의 자가 썼다는 자유주의 학설을용납하고 있다는 것도알려진

사실이다.자,우선 이상의 것들이 사실이 아닌가?

다섯째로, 장통합측교단지도자들은,비록보수 이라고알려진인물들까지도,

오늘날 심히 배교 인 세계교회 의회(WCC)에 극 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다.그 교단 안에서는 세계교회 의회의 문제 들과 그 단체로부터 탈퇴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섯째로,장로회 신학 학원의 한 석사논문은 그결론 부분에서 솔직히 진술하

기를,“우리 입장은 신정통주의 이다.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표

류 이다”고 하 다.82)

일곱째로, 장 합동측 신학교에 3년간 재학하 다가 통합측으로 옮겨 수년 간

공부했던필자의 친한친구한사람은“과연 장통합측신학교의분 기가다르

기는다르더라.그러나구약교수한명은보수 이며문서설을반 하고있다.나머

지 교수들은 ‘고뇌하는 신학자들’이라고 보인다”고 증거하 다.

여덟째로,1980년도에서울사당동총신 학부근에서개척교회를하던 장통

합측의한목사는학교에서배운자유주의신학과성경 설교를요구하는 실

교회의 목회 사이에서 자신이 ‘고민’하고 있음을 필자에게 솔직하게 인정하 다.

아홉째로, 장합동측기 지 던기독신보의주필로오랫동안일했던채기은

목사는 그의 책 한국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자가진단하기에는본교단(장합동측)을비롯하여고려측,성경장로회측,호
헌 ,재건 ,복구 , 립 는 으로보수주의신학편에들수있으며,통합측
은반반[半半]으로나뉘어자유주의신학사상을가진이들이있다고본다.그리고
기장측에는 다수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83)

82)이동렬,“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장로회신학 학원,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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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로,1994년 장통합측총회는701 612로여성안수안을통과시켰다.84)다

시말해,통합측총회는사도 교훈의신 권 를부정하고성경이명백히 하는

여자목사와여자장로를세우는잘못을허용한것이다.디모데 서2:11-14과고린

도 서14:34-38에는여성목사와여성장로가비성경 이라는다섯가지의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상의사실들은 장통합측이자유주의 이라는것을보여 다.교단의목사양

성원인장로회신학 학원이자유주의 이라면, 교단의지도자들의다수가자유

주의 이라면,그 교단은 자유주의 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1983년,WCC는 이방종교 지도자들을 청함

1983년세계교회 의회의뱅쿠버총회는세계교회 의회35년역사상최 로힌

두교,불교,유 교,이슬람교,시크교등다섯개세계종교들의지도자들을 청하

여 공식 으로 연설 했다.

WCC의 죤 테일러의 혼합주의 사상

세계교회 의회종교간의 화 원회의지도자인죤테일러(JohnTaylor)는

표자들에게말하기를,모든종교는서로를필요로한다는데 의회회원들가운데

일치가있다고하면서,“이슬람교도들과의 화가이슬람교도들에 한선교활동

이계속진행되고있다는사실에의해방해된다.우리는이슬람교도들가운데서의

모든선교 노력들을 지해야한다....많은유 교인들이우리를제발그냥홀

로놔두라고말한다.우리가취할수있는유일한태도는그것을존 하고받아들이

는 것이다”라고 하 다.85)

WCC의 더크 멀더의 혼합주의 사상

세계교회 의회종교간의 화 원회의장인더크멀더는“당신은불교인이나

힌두교인이그리스도를믿지않고도구원받을수있다고느끼십니까?”라는한기자

의 질문에 해 “물론이죠,물론이죠”라고 답하 다.86)

83)채기은,한국교회사,231쪽.
84)제79회총회에서총 1822명 ,총투표수1321표 찬성701표,반 612표,기권

8표로 가결되었다.한국기독공보,1994.9.17,1쪽.
85)Province,27July1983;ChristianNews,5September1983,p.7.
86)M.H.Reynolds,TheWorldCouncilofChurches:TheCupoftheLordorthe

CupofDevils?,p.8.



1. 자유주의 신학

-83-

1985년,WCC의 웨슬리 아리아라자의 혼합주의 책

세계교회 의회의타종교들과이념들과의 화 원회의장인웨슬리아리아라

자는세계교회 의회를통해공식 으로출 한성경과타종교인들87)이라는그의

책에서기독교의 성을명백히부정하 다.그는,“ 의미에서의진리는어

느 구도 악할수없고,우리는 수에 한기독교의주장들이성요한,성바울,

그리고 성경이 그 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27쪽).그가 기독교의 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성경이 명확한 기독론을 가지고

있지않고,서로다르고모순된기독론을가지고있기때문이며(21,22,67쪽),성경

의언어는신앙의언어이기때문이라고한다(6,9,24,26쪽). 한그는이교도들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회개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기독교의 신,

힌두교의신,이슬람교의신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하나님에 한기독교 이

해,힌두교 이해,이슬람교 이해가있을뿐이다....타종교인도하나님의자녀

이므로,우리는형제자매요,순례자이지이방인이아니다.우리는한창조주하나님

께속한다”(9-11쪽).“힌두교인은회개의 상이아니다.그는동료순례자이다(56

쪽).심지어,그는기독교의 성을주장하는것은 도에가장큰방해거리라고

말한다:“만일당신이나에게참된증거의가장큰방해거리이었던한가지요인을

골라내라고요청한다면,나는어떤그리스도인들이그리스도에 해하는이

주장들이 그것이라고 말할 것이다”(53쪽).

1990년,스 스 바아르 모임

1990년1월,세계교회 의회의‘살아있는신앙들의사람들과의 화분과’의스

스바아르에서의모임은15개국으로부터온21명의헬라정교회,개신교회,천주

교회신학자들과 문가들이참여하 고‘종교 다원성:신학 들과선언들’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 다.88)

이문서에의하면,하나님의창조주되심을심각하게생각하는것은“모든나라

들과백성들가운데항상하나님의구원 임재(臨在)가있었다”는사실을인정하

는것을의미한다.그문서는선언하기를,다른종교 통들의‘추구와발견속에

서하나님께서계셨다,’‘그들의가르침에서의진실과지혜와그들의삶에서의사랑

과거룩은...성령의은사이다,’‘그들이우리와더불어정의와자유를 해싸울

때하나님께서는그들과함께계시다’라고하 다.이와같이,그문서는,종교 다

원성을“극복해야할장애물로보기보다는,오히려우리가‘하나님께서모든것안

87)S.WesleyAriaraja,TheBibleandPeopleofOtherFaiths,1985.
88)MarlinVanElderen,"ConsultationSpeaksonPlurality,"ChristianNews,5Feb-

ruary199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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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모든것이되실’성취를기다리면서하나님과의그리고이웃들과의우리의만

남을깊게할기회로본다. 그문서는말하기를,“우리가 수그리스도의길외

의 다른 길들의 추종자들 가운데서 선함과 진실과 거룩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우리자신이구원을 수그리스도에 한명백한인격 의탁에제한시

키는신학을넘어서서나아갈필요성을인식한다는것을발견한다”라고한다.그문

서에의하면,그세계 차원이십자가와부활에서드러난하나님의구원 신비는

“하나님의계획이그성취를향해펼쳐질때여러가지다양한방법들로매개(媒介)

되고 표 된다.그것은,그리스도의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구체 상황 속

에서그리고그들을지도하고 감동하는종교 통들의 구조 안에서 성실하고 진

실한 삶을 살 때,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

다.” 그문서는주장하기를,성령께서는“살아있는신앙들의사람들의삶과 통

들 속에서 역사하셨다,”“우리가 다른 종교들의 진리와 선을 해석할 수 있는 것는

바로 성령의 세계 안에서이다”라고 하 다.89)

1991년,WCC호주 총회에서 정 경의 샤마니즘 행

1991년호주캔버라에서열린7차총회에서는한국이화여 의조직신학교수정

경은주제강연에서한(恨)을안고죽어간 들, 를들어하갈의 ,우리아의

,입다의딸의 ,헤롯에게죽임당한어린아이들의 ,잔다르크의 ,십자군

병때죽어간백성들의 ,지구상의토착민들의 ,나 시 에가스실에서죽

은유태인들의 ,히로시마와나카사끼에투하된원자폭탄으로죽임당한자들의

, 주에서,천안문에서,리쿠니아에서죽은자들의 ,그리고심지어인간의탐

욕으로 괴되고 착취된 땅과 공기와 물의 혼 등을 부르는 혼(招魂) 행 ,즉

샤마니즘 행 를하 다.90)그는 독일 화인들앞에서“하나님은나의문화

에서부처를통해,무당들을통해...그리고그리스도를통해말 하신다”고말했

다.그는자신이‘해방-생존-혼합주의의 ’이라고 고백했고, “나는여러분처럼

혼합주의자이지만,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91)

변선환 학장의 종교다원주의

감신 학학장변선환교수는기독교의유일성과 수그리스도의유일한구원

의길되심을부정하 다.그는기독교사상에기고한 에서“들의종교[타종교

들]도 그들 스스로의구원의길을알고있다”고 말하고,92) 그는“그리스도만이

89)VanElderen,p.15.
90)기독교 연합신문,1991.3.17,7쪽;1991.3.24,7쪽;1991.3.31,7쪽.
91)ChristianNews,17February1992;CalvaryContender,1April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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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으로유일한구속자이신것이아니다,”“우주 그리스도는마리아의아들

수와동일시할때거침돌이된다”고했다.93)심지어그는“그리스도는힌두교안에

있다”고주장하 다.94) 그는크리스챤신문1990년12월8일자에기고한 에서

“기독교밖에구원이없다는교리는신학 인토리미의천동설에지나지않는다”고

말했고 “종교의우주는기독교도다른종교도아니고신을 심하여서돌고있다

는것을기독교는인정해야한다”고했다. “수님을 화,우상화시키며,다른

종교 인물을 능가하는일종의 제의의 인물로 보려는기독교 도그마에서 벗어나

...신 심주의로 환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 다. 그는 사조라는책

에서“교회가말하지않아도이미선행하여그리스도를섬기고있으며기독교의선

교사가하나님나라를비기독교세계에가지고오지않아도이미하나님나라는거

기서역사하고있다”고말했다.95)그러나이러한사상은비평할가치조차없는명

백한 이단이다.성경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밝히 증거한다(출 20:3;요 14:6;딤

2:5).

페이스 장로교회의 혼합주의 발표회

1998년6월,미국의알라바마주헌츠빌의‘종교간선교 사회’는그월례회에서

미합 국장로교단소속페이스(Faith)장로교회에서‘거룩한소리들’에 한한

로그램을발표했다.96)바하이교,불교,유 교,이슬람교 세개의‘기독교’교단들

을 포함하는 종교 표자들은,소리가 그들의 배 형식에서 가지는 역할에 해

발표했다.97)

로버트 슐러

로버트슐러는,복음주의기독교를조롱하는기독교일치학교의(뉴에이지)연

례 회를 해,문선명과함께통일교회행사에서,그리고몰몬교성 에서의종교

인 조찬 기도회에서,주강사로 나타났다.뉴 에이지 운동가들,몰몬교인들,그리고

천주교인들은 그의 수정 성 강단에서 연설했었다.그의 가르침들과 행동들의

일부는 자유주의 이고 포스트모더니즘 이고 이단 이다.98)

그는 이 게 쓴다:

92)기독교사상,299호,155쪽.
93)기독교사상,299호,156쪽.
94)같은 책,156쪽.
95) 사조,2권.
96)HuntsvilleTimes,11July1998.
97)CalvaryContender,1August1998.
98)VantagePoint,November1998;CalvaryContender,1Januar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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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사람들로하여 그들의잃어버리고죄악된상태를깨닫게하려는비기독
교 이고 투박한 략보다,더 인간 개성에 해 괴 이고 따라서 도 사업에
반생산 이라고 증명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독교의 깃발 아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99)

그는오래 에죄에 한바울의교훈과이별을고했고‘그리스도인’이라는말이

자신을힌두교인들과이슬람교인들과단 시키기때문에그이름으로더이상불리

우기를원치않는다.그는그리스도께서천국가는유일한길이요기독교가유일한

구원 신앙이라고 설교하지 않는다.100)

김경재 교수의 종교다원주의

정 경의 사상에 한 논평

한국신학 학조직신학교수인김경재는정 경교수의캔버라주제강연에

해동감하면서이 게썼다:“원하신그리스도는역사 인간의몸을입으시고서

유 땅에화육하셨지만, 원한그리스도로서연민의사랑과지혜의 으로서모든

문화속에,우리조상들속에 존하셨다는신앙고백이다.기독교 래이 불교와

유교를믿고살고간우리조상들은지옥갈우상숭배를하고간것이아니라,다른

형태로혹은그림자처럼우리가운데서창조와구원과속량의일을행하여오셨다

고믿고신앙고백하는것이정교수의신앙고백이다.필자는그의신앙고백에동의

한다.”101)

그의 종교다원주의 사상

한신 학의김경재교수는조선일보에실린기자와의인터뷰에서자신의종교다

원주의 신념을 표 하 다.102)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다른 종교들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질문에 하여그는이 게 답했다:“‘유일신’개념을올바로이해하

면 자연스럽게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게 됩니다.기독교에서 신(神)이란 모든 것을

통섭(統攝)하고근원지우는존재를말합니다.여호와,야훼등은고정된존재가아

니라이스라엘민족이체험한신의모습을일컫는것입니다.로고스(Logos),법(法),

도(道),이(理)는모두진리를가리키는용어들로문화권에따라달리표 한것입니

다.이 로고스만이 옳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종교다원주의에서는기독교가 인종교로서의 치를잃게되지않겠는가

99)ChristianNews,4January1999;CalvaryContender,1January1999;1February

1999.
100)TheDiscerner,June1999;ChristianNews,19July1999;CalvaryContender,

15August1999.
101)김경재,“‘생명의 신학’ 한 성령론의 복귀,”기독교 연합신문,1991.3.31,7쪽
102)조선일보,2000.10.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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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에 해,그는 이 게 답했다:“기독교의 상 성을 인정하면 정체성과

본질을잃어버릴것이라고많은기독교인들이생각합니다.그러나이스라엘민족의

종교가 수와 바울을 거치며 그울타리를 벗어났듯이역사 종교인 기독교도 다

른 문화와 통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한국 기독교는

이런인식이늦은편이지만 인터넷 보 등으로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종교 왜 하필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여 그는

이 게 답했다:“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다른 종교가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종교가자신의실존 고민을해결해주기때문입니다.다른종교를인정한다는

것이개인의‘궁극 선택’이갖는진지성,결단성,고유성을무시하는것은결코아

닙니다.자기가믿는종교에철 한사람만이다른종교와의진정한 화와 동도

가능합니다.”

유일신 비평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이며 한신 학교 교수인 김경재 교수는 최근에 발표한

그의 서이름없는하나님이라는책에서기독교유일신 을강하게비 하 다고

한다.103)그는그책에서,“각역사 종교는서로다양한구체 삶의자리에서형

성된고백된‘구원의길들’을열고있다”고 제한뒤,“타종교에 한열린마음과

존경심을갖되자기가귀의하는종교에깊이헌신한것,이것이신앙의자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하느님은이름없는존재로인간이자신이살아온역사와문화와풍토

와환경속에서자신에게가장 실한언어로붙인이름들이있을뿐이다”며“그것

은하나님이기도,알라이기도,비로자나불이기도, 라만이기도,한울님이기도하며

신,로고스,태극이거나혹은이름없이가슴속에담아두며흠모하는우주 인어

떤 존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세상에존재하는모든종교가비록그언어 표 과문화 형식,역사

행태가다르다하더라도그진리성에서는하나로수렴되고 동일한종교심의

발로라는 에서서로소통되지않을이유가없다는,따라서서로다른종교에 한

열린 마음과 포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종교 다원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그는“45억년동안의생명진화과정에서불과300만년 에출 한인간종이

거의 동시다발 으로 지구 각 지역에서 ‘ 진리 체험’,‘하나님과 구원 체험’,

‘인간의제한성과자기 월성체험’을한다는것은오히려경이로움을넘어서신의

유일성과 성을증험하는커다란증좌가아닐수없다”며“기독교,불교,이슬람

교,힌두교등은물론이고우리의동학이나원불교,무교등과같은종교들도지구

103)크리스챤 신문,2003.2.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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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정신 삶의 동산에서 피어난 꽃들이다”고 말했다.104)

이것은 형 인종교다원주의 사상이다.그러나이것은성경의진리와명백히

반 되는오류이다.성경은성경의하나님만을참하나님으로인정하고다른신들

을용납하지않는다.성경의하나님만이자신의뜻을성경에충족히계시하셨기때

문에신구약66권의성경을떠나서는하나님의바른진리를알수없다.출애굽기

20:3,“는나외에는다른신들을네게있게말지니라.”이사야45:6,“해뜨는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나는

여호와라,다른이가없느니라.”요한복음14:6,“수께서가라사 내가곧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사도행

4:12,“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우리에게주신일이없음이니라.”디모데 서2:5,“하나님은한분이시요

하나님과사람사이에 보도한분이시니곧사람이신그리스도 수라.”요한복음

8:24,“희가만일내가그인 믿지아니하면 희죄가운데서죽으리라.”구약

시 에종교가부패되었을때마다이방종교들을포용하는혼합주의가성행하 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가장 큰 죄이다.

WCC지도자들의 이방 종교

세계교회 의회(WCC)의지도자들은교회단체들에게세계의선교와 도의역

할을새롭게보라고요청하고있다.WCC의사무총장콘라드라이 는2001년4월

23일부터25일까지WCC의‘폭력극복10년’이라는행사에서행한연설에서선교

활동과 세계 도가 많은 국가들에서 충돌과 폭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다.

2001년4월25일자연합감리교뉴스서비스보도에의하면,라이 는 더댓나라

들에서이슬람교인과기독교인과불교인간의긴장상황들을인용하면서말하기를,

교회는선교활동의 을나라들안에서나 계에서“화평과화해의사역”에두

어야한다고했다.그보도에의하면,라이 는말하기를,“만일그리스도인들이화

해의 개자로보여지지않는다면그리고그 신그들의선교활동이충돌의원천

이되었다면,그들은그리스도의정신에의하면선교에실패하고있는것일것이다”

라고했다.연합감리교회의에큐메니칼 원인멜빈탤버트주교는라이 와동감

하면서말하기를,그리스도인들은“화해와사랑의복음에충실하는것이무엇을의

미하는지”다시생각할필요가있다고하 다.그보도에의하면,탤버트는믿기를,

교회는사람들을개종시키는데 을두지말고다른사람들과함께평화로이사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데 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 다.탤버트는

말하기를,“그리고그것은때때로다른종교나다른사람들에게‘당신의시각은

104)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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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탤버트는 요한

복음17장에서의 수님의기도를“수께서지구의사람들이하나가되기를,즉지

구의모든사람들이하나가되기를호소하고계신”기도로언 하 다.“그러니우

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부언했다.105)

한 길 이상인가?

다음의인용문은2002년10월22-24일간미국미주리주모네트에서모인미국기

독교회 의회에서 통과된 일곱 개의 결의안 하나에서 발췌된 것이다.

개신교 교단들,몰몬교회,여호와의증인,로마천주교회,이슬람교,불교등가
운데서구원의길에 한혼란이많기때문에,그리고종교 다원주의가 리용
납되고있기때문에(‘모든길은결국천국에이른다’는신념,그리고다수의사람들
은우리모두가동일한하나님께경배하며천국을향한길을행해야한다고믿는
다),그러므로미국기독교회 의회(ACCC)는성경에서발견되는(행4:12;딤 2:
5;요3:36;14:6)기독교의유일한메시지를선언할것을결의한다.다른선택의길
이없다.성경에의하면오직구원의한길이있다.구원은은혜로만,믿음을통해서
만되고그리스도안에서만있다(엡2:8-10).한걸음더나아가,미국기독교회 의
회회원교회들은성경을믿는모든그리스도인들이복음의왜곡을경계하고 수
그리스도로말미암는구원의유일한길을선포하기를요청할것을결의하는바이
다.106)

미국 감독교회의 혼합주의 경향

미국감독교회는수년동안이방종교를용납해왔다.뉴욕의성요한 성당이나

샌 란시스코 은혜 성당에서는 불건 한 신비주의 의식들이 집행되었다.107)캘

리포니아감독교회감독 리암스윙은1996년국제연합(UN)처럼모든종교를모

아 화 하려는 종교연합 발기인회를 설립했다.108)

105)Foundation,May-June2001,pp.38-39.
106)CalvaryContender,December2002.
107)ChristianNews,8September2003.
108)CalvaryContender,Octob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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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개념의 변질

1980년,멜본 세계선교 회의 선교 개념

1980년 멜본에서 열린 세계선교 도 회는,“인권을 한 투쟁에의 참여는

그자체가십자가에죽으시고다시사신그리스도를말과행 로선포할교회의

체 선교[사명]의 심 요소이다”라고 선언했다.109)

WCC총무들의 선교 개념

세계교회 의회의 총무인필립포터는“우리는경제 정의와정치 자유와

문화 갱신을 한투쟁들을하나님의선교를통한세계의 체 해방의요소들

로본다”고진술했다.110)에 리오카스트로는심지어사회 도개념을주장하

기를,“복음 도에서우리는개인 문제의해결뿐만아니라,창조세계질서 체

의변 을목표한다”고말했다.111) 그는“하나님나라의복음의선포는그나라

에참여하는,그투쟁들에참여하라는 청을포함한다.그러므로 도는 명 참

여가 된다”고 말했다.112)

1983년,WCC의 선교 개념

세계교회 의회의1983년선교와 도선언서은“하나님의나라의복음은개인의

회개를요청할뿐아니라,사회의구조에 한도 이다....복음 도는이세상의

구조들,즉경제 ,정치 ,사회 제도들에 해말한다”고진술했다.113)세계교회

의회의이러한새로운선교개념은특히1961년국제선교 의회가세계교회 의

회의세계선교 도 원회로통합된이후그 원회의의장이되었던필립포터

의지도아래나타났다.그후,그선교개념은1968년세계교회 의회의웁살라총

회에서공 으로제안되었고,1973년방콕에서의세계선교 도 회에서강조되

었다. 재의 상태는 이 역사의 계속일 뿐이다.114)

미국의 교회연합 의회(COCU)의 선교 개념

미국의 9개 교단의 통합을 추구하는 교회연합 의회(COCU)는 교회의 공동

선교(사명)는 “개인 인 동시에 사회 이다”라고 선언했다.115)

109)YourKingdomCome,p.186.
110)Ibid.,p.17.
111)InternationalBulletinofMissionaryResearch,5(1981),109.
112)YourKingdomCome,p.34.
113)MissionandEvangelism:AnEcumenicalAffirmation,p.28.
114)H.T.Hoekstra,WCCandtheDemiseofEvangelism,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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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C의 과격 단체 지원

세계교회 의회의인종차별투쟁 로그램(PCR)은총체 선교활동이라는이름

아래 1970년 이후 남아 리카의 ‘아 리카 국가회의’(ANC)와 나미비아의 ‘서남

아 리카인민기구’(SWAPO)등과격한마르크스주의폭력단체들에게1992년9월

말 재 1,007만불 이상을 지원하 다.116)

WCC와 공산주의의 은 한 결탁

이 의소련통신사인타스통신은러시아비 경찰요원들과동독의비 경찰

이유럽교회들의 회와세계교회 의회에침투하 으며1984년에에 리오카스

트로의세계교회 의회총무선출에 향을끼쳤다고보도하 다.117)3천명이나되

는많은교직자들이공산주의자들을 한정보제공자들로행동했을것이다.일부의

러시아정교회신부들과지도자들은 험을면하며그들의일들을하기 해다른

사람들을감시하는데그들의성직자의복장을사용하 다.118)1986-87년미국연방

수사국보고서에의하면,소련사람들은미국교회 의회나세계교회 의회를그들

의 선 목 들에 사용하고 공산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이것을

조종하 다.한신문은보도하기를,러시아정교회는공산주의아래의정부의도구

이며“어떤정교회신부들은단순히비 경찰의 력자들로서가아니고실제 요

원들로서활동했다고보인다”라고하 다.119)게하르트베지에르,아르민보이엔스,

게하르트린데만등독일학자들은세계교회 의회가동유럽의정보기 들에의해

침투를당했고이 회장들 의한사람인메트로폴리탄니코딤(Nikidim)이러시

아 비 경찰요원이었음을 확증하 다.120)

이형기 교수의 선교 개념

기독교보 1996년 10월 12일자(5쪽)에는 한국개 신학회(회장:김 한 교수)제1

회정기학술심포지엄에서발표된장로회신학 학(장통합)이형기교수의“한

115)CovenantingtowardUnity,p.14.
116)ChristianNews,23November1992,p.2.
117)MoodyMonthly,April1992.
118)ChristianNews,16March1992.
119)USNews&WorldReport,2March1992;CalvaryContender,15April2000.
120)GerhardBesier,ArminBoyens,GerhardLindemann,NationalProtestantism

andtheEcumenicalMovement:ChurchActivitiesDuringtheColdWar.그들은1074쪽
짜리의이책을1992년에공개된러시아KGB자료들에근거하여썼다.ChristianNews,
20March2000;CalvaryContender,15April2000;1Ma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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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신교의 나아갈 방향:선교신학의 입장에서”라는 제목의 강연이 요약 보도되었

다.그 보도에 의하면,이 교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심시키는데 촛 을 두었던

19세기선교개념이20세기에큐메니칼운동에서는교회의사회참여측면을포함하

게 되었다고 제한 후,이 두 흐름의 선교개념을 비 으로 수용하면서 체

복음을선포해야한다고주장하 다.그러나사회참여를선교에포함시키는‘넓은’

선교개념은성경의명확한교훈과교회의바른 통에어 난다. 혼구원의일이

아닌일반 사회정치활동은 수님의사명곧그가이땅에오신목 이아니었고

그가제자들에게 사명으로명하신 이없고 사도행 에 증거된 로 기의 제자

들이 행한 이 없다.교회는 통 으로 혼구원의 도만이 교회의 사명(선교,

mission)임을 밝히 이해하고 실천해왔다.

기타

미국 하버드(Harvard) 학교의 잘못된 정신

1636년목사들을 한양성학교로설립된미국하버드 학교는130억달러의기

과16억달러의연간수입을가진미국고등교육의우상이되었다.학교에출석하

는 18,000명의 학생들 가운데,학부 학생들은 매년 수험료와 기타 경비로 무거운

32,000달러의 액을낸다.낙태찬성,반(反)군국주의,인종편애,과격한남녀평등

주의,종교 상 주의등의자유주의 입장은캠퍼스에서복음으로간주된다.천

주교회신부가부장인하버드신학부는자유주의와개방 마음가짐,다양성(그러

나 의문제들에있어서는다양성이없다!) 정치 정확성등을자랑한다.기독

교에 한 편견은 하버드 학교에 퍼져있다고 한다.121)

‘ 한’설교자들 목록

리칭(Preaching)지는20세기의가장 한설교자들을열거하면서빌리그

이엄과마틴루터킹을처음10명 에두었다.그목록은 한스코틀랜드설교자

제임스 스튜어트,죠지버트릭,해리 에머슨 포스딕,캠벨모건, 리엄생스터,죤

알더블류스토트,마틴로이드-죤즈, 클 어런스매카트니를포함한다.두번째

10명은 슬리 더헤드,죠지트루에트,알쥐리,노만빈센트피일,피터마솰,이

스탠리죤스,도날드그 이반하우스,랠 사크맨,더블류에이크리스웰, 가드

테일러이었다.122)그러나마틴루터킹,해리에머슨포스딕,노만빈센트피일

등은 정통 기독교와 거리가 먼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121)World,9October1999;CalvaryContender,15November1999.
122)ChristianNews,20December1999;CalvaryContender,15Jan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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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루터 킹은 참된 신앙인이었는가?

미국연방수사국(FBI)국장 제이 에드가 후버(J.EdgarHoover)는 마틴 루터

킹을“우리나라에서가장악한거짓말장이”라고불 다.그러나킹은그를기념하

는 공휴일이 지정될 정도로 를 얻었고 천주교회에서는 신앙을 한 순교자로

선포될후보자가되었다.투투 주교는지난12월세계교회 의회모임에서그에

게찬사를돌렸다.그러나크리스챤뉴스2000년1월3일자에는다음과같은내용의

이 실렸다:

수많은사실들은킹이공산당과의의식 력자이었고표 에의해그의철학
박사학 를얻은거짓말장이요...간음을행하는자이었고...미국의 국에게
원조와 안을 반역자라는것을의심없이확증한다....그는 수의참된신성
과동정녀탄생을부정하는신학교출신이며역사 기독교를믿지않은사람이었
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임을 말했다.마이클 다이슨은 나는 당신을

거기에서결코만날수없을것이다:마틴루터킹의참된면모123)라는책에서, 의

사실들 표 자,간음자등을확증하고킹이죽을무렵에는미국의불평등의해답

이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고 말했다.124)

미국 침례교 목사 토니 캠폴로

미국침례교목사이며이스턴 학의사회학은퇴교수인토니캠폴로는2001년

6월미합 국장로교총회의아침식탁에서거의1000명의장로교인들에게연설하

다.그는그들에게교단내의권력을 해싸우지말고사랑을통한일치를구하

라고요청하 다.최근에미합 국장로교회는동성애자들의목사안수문제와

수가구원의유일한,독 수단인지에 해심각히의견이나뉘어있다.그는말

하기를,실제로교권싸움에불과한신학 문제들로싸우기보다제3세계의가난한

사람들을구제하는일에힘쓰라고 구하 다.그는정치 권력을추구하지않고

역사를바꾼 향력있는지도자들로서간디와마틴루터킹을들었다.125)미합

국 장로교회도,토니 캠폴로도 무지한 배교자들이다.

안식교와 장로교회의 잘못된 교제와 력

123)IMayNeverGetYouThere:TheTrueMartinLutherKingJr.
124)HuntsvilleTimes,14January2000;17January2000;CalvaryContender,15

January2000.
125)Foundation,July-August2001,pp.41-42.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94-

제7일 안식교(SDA)와 개 교회 세계연맹(WARC)은 교리 차이 들을 제쳐놓

고, 요한 사회 심과 문제들을 표 하는 일에 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그 두

단체는2001년4월1일부터7일까지스 스에서첫번째공식 화를가졌고에이

즈 질병의 기,여성들과 아동들에 한 폭력,그리고 종교 자유를 력이 가능

한 공통 분모라고 인정하 다.126)2001년5월4일에큐메니칼뉴스서비스에의하

면,그 화는“일반 교리연구를회피하 고...사회 사명의실제 문제들로

직 갔다.”그단체들은그들의교리 차이 들뿐만아니라 한그들의공통분

모를 개략 으로 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 다.그 화에 참석하 던WARC의

신학담당 오데어페드로소마테우스박사는말하기를,만일(사회 사명을교리

보다 우선하는)이 같은 형태의 화를 본받는다면 다른 교회들과의 모임들도 더

생산 일수있을것이라고했다.마테우스는말하기를,“고 형태로는,만일우

리가교리 차이 들을극복한다면우리가함께일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해왔

다.그러나아마우리가먼 사명을함께수행한다면우리는서로를신뢰하게될

것이고에큐메니칼 성을발 시킬것이며,그것이우리가분열을넘어서우리의

믿음을함께실천하는길일것이다”라고했다.안식교리뷰지편집자이며그 화의

참석자인 리암죤슨박사는말하기를,안식교는“개신교기독교의주류에있다”고

하 다.그는 부언하여 말하기를,“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에서 주류

그리스도인들이다....그러나우리는 한하나님께서온세계에많은 개자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다”고 하 다.127)

126)ENI,4May2001.
127)Foundation,May-June2001,pp.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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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큐메니칼 운동

세계교회 의회(WCC)

복음주의자들의 정 평가

1983년 세계교회 의회 제6차 뱅쿠버 총회시 “뱅쿠버의 복음주의자들:공개 편

지”라는제목으로발표된복음주의자들다수의선언문은,에큐메니칼운동의지도

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신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명백히 받으신’자들이므로,

복음주의자들이에큐메니칼지도자들로부터물러나지말고기쁘게그들을 해

야한다고주장하면서,다음과같이결론을맺었다:“그러므로우리는교회의일치

와갱신을추구하는모든노력들에더 극 으로참여할우리의결심을공 으로

선언할압박을느 다.”1)이공개편지의서명자들은풀러신학교의선교학교수이

며미국장로교회(PCA)목사인아더 라서,세계복음주의 의회(WEF)의 총

무이었던월드론스카트,세계복음주의 의회간사인로버트 블러드,고든-콘웰

신학교교수인리차드러블 스,개 주의에큐메니칼 의회(REC)의총무인폴슈

로텐보어 등 200여명이었다.

WCC의 복음주의자들에 한 손짓

1998년12월짐바 웨의하라 에서열린세계교회 의회제8차총회는세계복

음주의 의회(WEF)의지도자인죠지반더벨드를주요연사로내세웠다. 한세

계교회 의회지도부는세계교회 의회 앙 원회에 송된월드비젼의공식

표인 독일 루터교회의 쿠르트 방게르트 목사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 다.2)

‘세계교회 의회(WCC) 앙 원 박종화 목사의 사상’

2000년2월,‘교회일치운동의역사와 황’이라는제목의제1회에큐메니칼포럼

의 기조 발제에서세계교회 의회 앙 원인 박종화 목사는교회의 측면을

강조하는부류[보수 교회]와교회의사회참여 역할을강조하는부류[진보 교

회]는한동 의양면과같고,이둘을포함하는통합 에큐메니즘이크게강조되

어야한다고했다. 한국상황의경우,지 에와서에큐메니칼운동은에반젤리

1)M.H.Reynolds,TheWorldCouncilofChruches:TheCupoftheLordortheCup
ofDevils?,pp.16-20.
2)CalvaryContender,15Octo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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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복음주의]운동과의 립구도로자리매김되는축소된 상을지녀왔으며,이런

이분법 구도는 신학 이라기보다는 심화된 상태의 ‘ 냉 구조’에서 생

되고 강화된 상이라고 주장했다.3)

그러나에큐메니칼운동의문제 은이단 자유주의신학과 그리스도 이며

우상숭배 인천주교회의신학의포용에있다.이단을배제함이없는연합은

바벨탑 운동에 불과하다!

WCC의 진퇴 양난:개종인가, 화인가?

WCC사무총장코라드라이 는스리랑카에서로마카톨릭신학교교수들과개

신교회학생들과만난자리에서개종(改宗)이라는주제를가지고다음과같이말했

다:“우리는기독교가역사 으로개종시키는신앙이었고‘이방인들’을회심시키려

했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우리는이제다른종교들에 해좀더깊은이해를가

지고있다.그러나우리는한편에서는그리스도의독특성을선포하지만,다른한편

에서는참된 화를원하는내 인모호함을가지고있다.”4)그리스도인의의무와

특권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화하는 것이 아니다.5)

세계교회 의회는 세계 ‘기독교’일치를 원함

최근에 미국의 풀러신학교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WCC는 세계의 모든

교단들을연합할 세계 새기독교포럼을제안하 다.”이포럼은단지 재의

WCC소속교단들뿐아니라, 재세계교회 의회에속하지않은단체들, 를들

어 천주교인들과 오순 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도 포함할 것이라고 한다.6)

세계교회 의회(WCC)를 주의하라

WCC는말세의배교의명확한 이다.구체 한 로WCC에서출 된 배지

침서인더이상나그네가아니다(NoLongerStrangers)라는책은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평화의숙녀,지혜의숙녀,사랑의숙녀,출산의숙녀,별들의주,행성들의

주,어머니,빵굽는여인,단순하신자등의이름들로부르기를격려한다.이책의

교독문 하나는다음과같다:“나는세상을불러존재 하신어머니-아버지 이

신하나님을믿는다;나는그여자자신의창조물에 한사랑때문에세상에들어

오셔서우리의인성(人性)을나 어가지시고거 을당하시고죽으셨으나마침내

3)교회연합신문,2000.2.13,8쪽.
4)E-mailfromWCC,19March2001.
5)CalvaryContender,1April2001.
6)FundamentalDigest;CalvaryContender,1Ma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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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그 여자 자신과 묶으신 하나님을 믿는다.”7)

WCC지도자는 근본주의를 혹평함

카돌리코스아람1세는2003년제네바에서열린WCC 앙 원회의의장이었다.

앙 원회는WCC의주된운 기 이다.아람은종교간 화가WCC의에큐메니

칼증거에서충분히높은우선순 를가지지못했다고염려한다.그는종교들의공

존이흔들리게되고있다고말했고 근본주의가“종교의가장큰 이며우리시

의가장 험한세력”8)이라고말했다.그는 “근본주의를극복하는것이모든

종교들을 해첫번째의긴 한우선순 의일이다”라고말했다.일치를 한에큐

메니칼선 이강화될수록,하나님의진리를 해입장을취하는비타 근본주

의자들에게 더 많은 압박과 핍박이 올 것이다.9)

침례교 세계연맹(BWA)

침례교 세계연맹(BWA)의 연합주의

1998년3월실행 원회모임에서,침례교세계연맹총재닐슨패니니는말하기를,

“신학은때때로 우리를분열시키지만,선교와 도는우리를연합시킬수있다”고

했다.10)빌리그 이엄이수년 에비슷한발언을했었다.빌리그 이엄과코리타

스캇킹은1999년1월9-11일에미국애틀란타에서열릴‘인종차별반 국제침례교

회지도자회의’의공동회장이될것이다.미국의남침례교단은이배교 침례교세

계연맹의회원교단이다.미국에서근본주의자라고알려진제리팔웰은최근에남

침례교단에가입한바있다.11)미국남침례교단은1995년에40,039교회,1,566만교

인을 가진 세계 제1의 교단이지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 교단

안에있고그교단이배교 침례교세계연맹의회원교단이라는사실은슬 일들

이다.

7)DavidW.Cloud,"FridayChurchNewsNotes,"14June2002;ChristianNews,24
June2002,p.3.
8)PCUSANews,26August2003.
9)CalvaryContender,October2003.
10)BaptistWorld,July-September1998.
11)CalvaryContender,15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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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회들의 연합운동

배교 교단들 간의 교제

1998년기독신문의보도에의하면,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미합 국장로교회,

연합그리스도교회, 미국개 교회는국내외선교 력과목회자상호인정등을

포함한‘면 ’교단교류를선언한합의서를수용하 다.미합 국장로교회외의

다른세교단들은지난해총회에서이미그것을수용했고,미합 국장로교회는3월

19일 재172개노회 표결을끝낸111개노회 109개노회가그것을찬성함으

로써 확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다.네 개 교단의 략 인 교인수는 미국

복음주의루터교회가520만명,미합 국장로교회가270만명,연합그리스도교회가

150만명,미국 개 교회가 30만명이라고 한다.12)

미연합 그리스도교회나 미복음주의 루터교회나 미합 국 장로교회가 자유주의

인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그정도를말한다면,연합그리스도교회나미

복음주의루터교회가좀더자유주의 인것같다.그교회들은하나님의참된진리

들을 버린배교 교단들이다.배교 교단들간의교제!그러나그교단들가운

데아직도많은순진한교인들,사탄의깊은것을알지못하는교인들이있을것이

라는사실때문에우리마음은심히안타깝다.성도들아,정신을차리고깨어성경

말 에굳게서라.자유주의교회들에머물러있는진실한성도들아,분별력을가지

고 거기에서 속히 나오라.

국 기도의 날

최근 몇년 동안,미국에서제임스답슨목사의사모(숼리)는 매년모이는 국

기도의날의의장이었다.공동의장은 학생선교회의빌 라잇의사모(보네트)이

었다.촬스콜슨은 국자문 원회에들어있다.랍비조슈아하버만,‘신부’로버트

시로코, 디제임스 네디는연결고리들이었다. 국기도의날책자에의하면,

“모든종교들에속한사람들은그들자신의 통들에따라서참여하도록격려된다.

... 국기도의날은모든신앙의사람들이그들의이해하는하나님께기도하도록

만들어졌고의도되었다.”그러나우리가어떻게다른신들에게기도하는사람들과

함께연합하여기도할수있는가?우리하나님은거룩하시고질투하시는하나님이

시다(수24:18-20).그는그의 을유 교와로마천주교의이방신들과거짓신들

과 함께 나 시지 않을 것이다.13)

12)기독신문,1998.3.25,16.
13)CalvaryContender,1June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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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종 자들과 함께한 수 행진(MarchforJesus)

앨러배머 뱁티스트 1999년 5월 13일자는 “‘수를 한 행진’은 수를 경배할

목 으로그리스도인들을연합하는국가 이고국제 인에큐메니칼사건이다”라

고보도하면서그것은“사랑을향한더큰행보를내딛는자들을연합하는것”이라

고했다.올해의버 햄행사는크로스 성당에서시작되었고라우얼즈의숙녀카

톨릭교회에서끝났다.슬 게도,지역행사는웨스트헌츠빌침례교회에서시작되

었다.데이빗클라우드는말하기를,솔트 이크시의 수행진에서는몰몬교도들

이참여하도록 청되었다고했다.그는올해의 수행진에 청된‘거짓그리스도

들’을열거했다:1)로마카톨릭미사에서경배되는떡 수,2)일부다처자인몰몬

수,3)처녀에게서탄생치않으신 주의 수,4)하나님이아니신유니테리언

수,5)아무도지옥으로보내지않을보편구원론 수,6)부요하신번 의 수,

7)그의 으로사람들을‘죽이시고’그들로하여 억제할수없이웃고술취한자

들같이 비뜰거리게 하는 웃는 수,8)사람을 결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단지

그의자화상을건립해주기 해오신자기존 의 수,9)해방의신학의창설자인

명 수.14)

미국교회 의회는 더 넓은 연합을 추구함

AP통신에의하면,미국교회 의회는새조직체의시작을탐구하기 해천주교

인들과복음주의자들과함께만날것이라고한다.이발기통지문은미국천주교주

교회와미국복음주의 회에보내졌다.미국교회 의회는지난해50주년기념행사

에서 새 에큐메니칼 모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었다.15)

에큐메니칼 우상인 팻 로벗슨(PatRobertson)

팻로벗슨은다양한 장들을통해에큐메니칼우상이되었다.그는‘복음주의자

들과천주교인들과함께’라는문서에서명하 다.그는지 은없어진천주교연맹

을창설하 다.1995년천주교교황이미국뉴욕시를방문하는기간,로벗슨은미사

에참여할다섯명의이슬람교지도자들과27명의개신교회와헬라정교회 표자들

을포함하는에큐메니칼행진을인도하 다.그는교황을칭송하고“우리모두는천

주교회와다리놓기를원한다”고말했다고알려진다.로벗슨이명 총장이고총장

이 천주교인인 리 트(Regent) 학교에서는 매 주일 교정에서 미사가 있다고 한

다.16)

14)CalvaryContender,1July1999.
15)CalvaryContender,15June2000.
16)RodBell의 Frontline,May-June2000;CalvaryContender,1Jul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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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로교인들은 계속 미국 교회 의회(NCC)를 지원함

2000년미합 국장로교총회는미국교회 의회에 한그교단의270만불의후

원 과세계교회 의회에 한120만불의후원 을삭감하자는두개의헌의안을

압도 으로부결시켰다.그것은그교회가교회 의회를 해충분히재정지원을

계속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미국장로교회는미국교회 의회의두번째로,즉연

합감리교회다음으로큰후원교단이며,그돈의 부분은세계 사국이라는그

의회의기 을 해사용된다.그교회는 한그 의회의부채를 해50만불을

지원했었다.17)

미국의 진보-보수 교회들의 연합 추진

미국교회 의회와미국복음주의 회는빈곤,낙태,동성애등주요한정치 ,

사회 문제들에 한교회들의입장을강화하기 해진보 (자유 )교회 의체

와보수 교회 의체를하나로묶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한다.로버트에드가

미국교회 의회총무는새연합체가탄생할경우앞으로3년안에미국교회 의

회를자체해산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1950년에창설된미국교회 의회는개

신교회의주류교단들과동방정교회등35개교단들에5200만명의교인들을가지고

있으며,1942년에창설된미국복음주의자 회는51개교단들에3000만명의교인들

을가지고있다고한다.18)오늘날한국과세계에서보수 교회단체와자유 교회

단체의연합움직임은이 보다교회들을더욱혼란시킬것이다.자유주의신학은

이단 이다.그러므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결코 혼합될 수 없다.이 두 입장은

지 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미국 남침례교인들의 연합 활동

보수주의자들이인도하는남침례교단의타 경향은늘어나고있고 어들고

있는것같지않다.2000년주목되는한사건은6월11일버 햄에서열린‘오순

2000’행사이었다.7월13일앨러배머뱁티스트는이에큐메니칼사건에 해다음

과같이썼다:“그것은한신앙가족으로서하나님을찬양하기 해모인많은교단

들의가수들,무용수들 기타연주자들을포함했다.버 햄침례교회 회와기타

몇지역의침례교회들이참여했다.”버 햄의사우스사이드침례교회의그리스도인

의성장담당부목사인페기샌더포드는말하기를,“우리의신앙체제들이다르지만

17)ChristianNews,17July2000,p.18.
18)크리스챤신문,2000.9.25,2쪽.



2. 에큐메니칼 동

-101-

우리는우리의하나님에 한우리의신앙에서연합되어있다”고했다.참여자들은

침례교인들,천주교인들,그리스도의 교회와 자유주의 인 교단들의 표자들을

포함했다.워터 버가트 신부는 말하기를,“교리는 분리시키나 사는 연합한다.우

리는 감히 경쟁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19)

다른 하나의 새 ‘기독교’연합 단체

미국의천주교회,개신교회,헬라정교회지도자들은2001년1월5일미국 린스

톤 학교에서새로운‘기독교’연합단체를형성하기 해모 다.그들은2004년의

두주간의 회를계획한다.그단체는자신을‘북미신앙과직제 회를 한재단’

이라고 명명한다.그것은천주교인들,복음주의자들,주류 개신교인들,오순

교인들, 헬라정교회신자들을포함하기때문에특별하다.20)16명의 원들가운

데는천주교회 주교 리암키일러,헬라정교회 주교디미트리오스,풀러신학

교교장리차드무우,하나님의교회신학교교수체릴죤스, 린스톤신학교교장

토마스 길 스피가 있다.한 캐나다 수녀가 회계이다.21)

미국 최 의 연합교단 기구 탄생

2002년1월18일,미합 국장로교회,연합감리교회,미국성공회,연합그리스도

의교회등미국의9개교단들은‘연합하는그리스도의교회’(CUIC)라는연합교단

혹은에큐메니칼기구를형성한다.그교회는아직교단들의조직과교권의통합을

이룬것은아니지만,2007년까지소속교단들의목회자들의강단교류를포함하여

완 한일치를이룬다는목표를세우고계속 화하기로결의하 다고한다.22)그

러나 의단체는,이단 자유주의신학들을포용하는배교 교회들의연합체이

다.이런류의연합은성경이말하는교회의일치와연합과는상 이없는인간 인

바벨탑에 불과하다.

미국 기독교회들 엽합

“미합 국 기독교회들 연합”(ChristianChurchesTogetherintheUSA)이라는

제목의문서가2002년4월미국의천주교회,자유주의개신교회,복음주의,헬라정

교회,오순 지도자들 혹은 표자들에의해 서명되었다.그러나 연합주의자들

의 그러한 넓은 연합은 그리스도의 한 세계교회 형성의 한 단계이다.23)

19)CalvaryContender,1August2000.
20)ReligionToday,10January2001.
21)CalvaryContender,1February2001.
22)크리스챤신문,2002.1.14,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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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길을 한 청

미국의주류개신교회,헬라정교회,천주교회,오순 와복음주의교회지도자

들은 화를 한두차례의모임을가졌고2003년1월에세번째모임을가질계획

이다.34명의교회지도자들은어떻게“우리가새삶의비젼을함께보는가”를묘사

하는 “여행 길을 한 청”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비젼은“우리로

하여 임시 으로 우리자신을 ‘미합 국 기독교회들 연합’이라고부르게 인도했

다.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일치를 갈망하기 때문이다.”미국교회 의회 사무총장

밥에드가박사는실행이사들에게“여행길을 한 청”의내용을그들회원교회

들안에서두루나 도록강권하 다.“지 은함께모이고더넓고더깊은새로운

어떤것에 해이야기할 요한순간이다.”성경은말세에세계교회가있을것이라

고 말한다.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24)

새 에큐메니칼 연합기구

에큐메니칼 단일 세계교회

로마카톨릭교인들의숫자는 재10억에이르며,그들 반은라틴아메리카

에산다. 문가들은 측하기를,2000년까지,아 리카와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

는세계카톨릭인구의거의4분의3을가질것이라고한다.세계교회 의회의총무

는주류기독교회들이2000년에모든교회들과그리스도인들을연합하는세계 기

독교 의회에 도달할 한 차를 시작하기를 재차 요청하 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수석교리고문라칭거추기경은“교회의일치와신앙과도덕에 한[카톨릭

의]책임”에 해말하며, 그는“이제까지분리된공동체들이교황과더불어일

치안으로들어올때”교황직의사용이기독교계를변화시킬방식들을구상한다.25)

1995년교황은비(非)카톨릭교인들을 청하기를,교황직의사용이 기독교일치에

장애물이 아니라 도구가 되도록 함께 재고하자고 하 다.26)

유럽의 교회 연합 운동

유럽의로마천주교,헬라정교회,개신교회와성공회는에큐메니칼 계를 진

하고유럽 륙의유익을 한가시 일체를 해 력하기 해그들의차이 들

23)CalvaryContender,July2002.
24)CalvaryContender,November2002.
25)ChristianityToday,18May1998.
26)USNews&WorldReport,11May1998;ChristianNews,4May1998;Calvary

Contender,1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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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제쳐놓자고뜻을모았다.서로 화하고유럽교회들간의화해를증진시키려는

헌장에서명하기 해,여러교회들과교단들로부터온약200명의공식 참석자들

이2001년4월19일부터22일까지 랑스의스트라스부르크에서모 다.그모임은

유럽천주교주교 의회와, 유럽120개헬라정교회,성공회,개신교회들을 표하

는 유럽 교회 회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되었다.그 모임의 마지막 날,지도자들은

카르타 오에쿠메니카(에큐메니칼헌장)에서명했다.기자회견에서, 라하의로마

천주교 주교,카디날 로슬라 비크는이헌장이“유럽의교회들의가시 연합

운동”을 향해 길을 닦기 해 의도되었다고 말했다.27)비크는 부언하여 말하기를,

“우리는기독교회들이얼마나많은것을공유(共有)하고있는지잘느끼고있다.우

리는복음을공유하고있다.우리는주기도를공유하고있고우리는사도신경을공

유하고있고....우리는성령을공유하고있다.우리는우리가공유하고있는바와

우리가 함께 생활할수있다는사실을 확고하게하 다.”2001년4월23일카톨릭

뉴스서비스보도에의하면,교황요한바오로2세는그모임참석자들에게서한을

보내어격려하여말하기를그리스도께서는유럽 륙에서한목소리로선포되어야

한다고했다.교황은쓰기를,“주께서다락방에서기도하셨던일체성은기독교 증

거의 신임성의 조건이다”라고 했고 부언하기를 “복음의 분명한 제시가 특별히

유럽에서 긴박하다”고 하 다.28)

한국 장로교 연합운동

장로교 일치운동

장통합,합동,고신, 신,개 ,기장등장로교주요9개교단이참여하고있

는한국장로교 의회는1997년3월31일한국교회백주년기념 에서“장로교연합

운동의과거, 재,미래”란주제로토론회를가졌다.이모임에서합동측의한명수

목사는 “개신교계 분열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운 데서 생긴 결

과”라고말했고,통합측의김순권목사는“권 주의와신학교난립,감정 립등이

장로교 분열의 원인”이라고 했다.29)

그러나그들의발언은정확하지않다.물론한국장로교회들의분열역사에서권

주의나감정 립의요소가없었다고단정하려는것이아니다.진실한신앙인들도

성화의불완 때문에겸손을잃고감정이격화될때가있을것이다.그러나그런

것이한국장로교의주된분열의원인이었는가?한국장로교회의주된분열은고신,

기장,통합,합동의분열이다.이네교단이오늘날한국장로교회의주류를이루고

27)EcumenicalNewsInternational,20April2001.
28)Foundation,May-June2001,pp.36-37.
29)“장로교 ‘일치(一致)운동’활발,”조선일보,1997.4.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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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52년 고신 교단의 분립은 총회측에서 신사참배가결에 한 철 한 회개와

자유주의자들에 한 한 징계조치가 없었다는 에서 그원인을 찾아야 할 것

이다.한국교회에서고신교단은,비록인간 연약성을종종보 지만,가장순수한

흐름을 잇고 있다.1953년 기장 교단의 분립은 총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자유주의

신학자김재 을두둔하는이들에의한것이었고,그것은명백히교리 문제로인

한 분열이었다.1959년 통합과 합동의 분열은 일차 으로 분명히 세계 인 에큐메

니칼운동기구인세계교회 의회(WCC)를보는견해의차이때문에일어났다.통합

측은 그 의회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합동측은 그것을 반 하는 입장이었다.세

계교회 의회가창립당시부터자유주의자들을포용하는단체이었고세계교계가이

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혼란한 때이었음을 생각할 때,그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상의사실들을볼때,과거역사상한국장로교의가장 요한분열은일차 으

로 신학 문제에 있었지,단지 인간 인 생각이나 교권주의나 감정 립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진정한 교회일치는 건 한 교리 일치에서 찾아야지 교리 오

류를 무시한 일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불과하다.

한국장로교 일치운동

한국의 표 두 장로교 의체인 한국장로교 의회와 한 수교장로교 의

회가1997년5월15일합동총회를열어통합할 정이라고한다.그기사에의하면,

양측5인씩의합동 원회모임은‘조건없는합동’을결정하 고두단체의회장들

은 “두 단체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데 동의하 다고 한다.30)

교회들이하나님의진리안에서하나가된다는데에는모든그리스도인이

으로동감할것이다.그러나이통합이하나님의진리안에서의통합이될것인가가

문제이다.그것은특히한국장로교 의회[‘한장 ’]가신앙 으로건 한 의체인

가하는문제에달려있다. 한 수교장로교 의회[‘장 ’]은34개교단으로구성

되었는데보수 인많은군소교단들을포함하고있다.그러나한장 은 장통합,

기장, 장합동, 장고신, 장 신, 장개 등의교단으로구성되어있다.그

런데기장은물론, 장통합이오늘날불신앙 이고이단 인자유주의신학에지

배를받고있기때문에,그런교단들과의 의혹은그런교단들을포함하는일치

추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장과 장통합에자유주의사상이들어와있다는사실은그동안한국장로교

회일치논의에서도상당히드러났다.크리스챤신문의한국장로교회일치 한특

별좌담보도에서, 장통합부산진교회박성원목사는교회가“과거분열하는과정

30)“한국 장로교 하나 된다,”기독교연합신문,1997.5.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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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비롯된허 구조즉정통성수호라는미명아래교인들에게강요해온모든허

구조를과감히떨쳐버리고하나가되기 한노력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때”라

고 주장하 다. 그는“개인 구원,사회 구원을각기 외치면서 교회가 진보,보수

로나뉘어지는것은원칙 으로잘못된것”이라고말하고,한국의진보교회와보수

교회가일치하려면‘타 주의’가필요하며, 컨 보수측에서‘성경이유일한계시

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장로교 일치는 단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 좌담에

서기장신학연구소장김원배박사는교회일치는진정한교회회복운동인데,교회

일치를 해 도그마[교리 확신]에서 벗어나 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교리’만

따진다면끝이없다고주장했다.한편, 장 신총회총무김재규목사도한국교회

가교리를따지지말고선교에함께참여함으로일치를이루자고제의했다.심지어

그는 “신학에 한 고집이 곧 한국 장로교회 일치의 해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거엔김재 목사를이단이라고정죄했으나오늘보수신학에선그를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31)

이좌담은한국교회안에자유 교단과보수 교단의사상차이가어느정도인

지잘드러내보인다. 장통합측목사의사상은기장측목사못지않게자유 이

고심지어 장 신측총무의발언은참놀랄만하다.오늘날보수신학에서김재

박사의자유주의사상을이단이아니라고한다니그것이 장 신측의입장인

가?기독교는바른교리 에세워졌다.바른교리와잘못된교리를구별치않는다

면정통과이단을구별할수없을것이다.바른신학은바른교회의건립과진행을

해본질 이다.그러나한장 은이런심각한차이 을무시하고아무문제가없

는 듯이 한국장로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을 해 활동해왔던 것이다.

한국장로교 의회의 일치 개념

1993년한장 소속5개장로교단총회장공동선언문은궁극 으로한장로교회

가되기를소원하면서“우리한국의장로교단은신앙의본질 인항목들에있어서

결코분열될만큼의견의차이를갖고있는것은아닙니다”라고진술했다.32) 한

한장 은1994년사업계획에각종강단교류,신학생 배강단교류,세계장로교

와의 교류 등을 포함하 다.33)

그러나바른교리,바른신학을무시한교회일치운동은성경 운동이아니고

하나님이기뻐하시는운동이아니다.기장측이명백히자유주의노선이고 장통

합측도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기때문에,그두교단은자체정화를해야하고그

31)크리스챤신문,1993.5.1,3쪽.
32)기독교연합신문,1993.5.30,3쪽.
33)기독교보,1993.1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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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어도 그두 교단을 포용하는 한국장로교 연합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성경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 하라]”고 가

르쳤고(딛 3:10), “ 희는 믿지 않는 자와멍에를 같이하지말라”고 명령했다(고

후 6:14).

잘못된 일치운동

1996년9월“한기총은어디로”라는주제의한국복음주의 의회월례발표회에서

발제자한명수목사34)는진보와보수는동 의양면과같으며어느한쪽을강조하

면기독교의기본진리를완 히충족시킬수없다고말하면서한기총[한국기독교총

연합회]과 교회 [한국기독교회 의회]이 새로운 이름을 가진 단체로 우뚝서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논찬자로나선정진경목사35)역시개신교계 표성을띤연합

기 이존재해야한다고지 ,한기총과교회 의하나됨의필요성을역설했다.한

국복음주의 의회부회장김명 목사36)도“한기총 표회장최훈목사도하나되

는소망을갖고일한다”며“양기구는기구 통합을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37)

그러나이러한통합개념은명백히비성경 이다.교단의목회자양성기 에자유

주의 신학이 들어와 세력을 잡고 있는 소 자유주의 교단들이 심이 된 교회

[NCC]과,비교 보수 교회들의연합체인한기총이통합되는것이어떻게가능한

일인가?그것은“희는믿지않는자와멍에를같이하지말라”(고후6:14)는성경

의 교훈을 어기는 일이다.

장로교 연합 배

기독교연합신문 1997년 6월 8일자(15쪽)의 기사에 의하면,한국장로교 의회가

주최한서울지역장로교연합 배가6월1일과천교회에서있었다.그날낭독된공

동선언문에는 ‘우리는 개 주의 신학과 신앙 에 세워진 하나의 장로교회이므로

이본질 에서정통과 통을이어나갈것,’‘교단의정치부조리를물리치고 진

인신학교류,강단교류,연합행사등을실시해장로교회의원형으로회복할것’

등의내용이있었다.한국장로교 의회에는 장합동,고신, 신,개 이 장통

합과기장과더불어참여하고있다. 장합동,고신, 신,개 등의교단이신학

으로보수 신학을소유하고있다는것은인정할것이며, 장통합과기장이자유

주의 신학을 주장 혹은 포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34) 한기총 총무,당시에 창훈 교회 목사,기독신보 주필.
35)신 성결교회 원로목사, 한기총 표총무.
36)합동신학교 교수,강변교회 목사.
37)기독신보,1996.9.1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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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은 처음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한 교단이었다.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주로 한신 ,감신 ,연 신 등을 통하여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장 통합측의 장신 도 신학 으로 ‘신정통주의 ’인 입장에서 맴돌았다는 것은

자타가인정하는일이아닌가?그런데어떻게보수 신학을가진장로교단들이이

단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단들과 함께 ‘하나의 장로교회’혹은 ‘장로교회의 원

형’을논하고‘신학교류와강단교류’를제안할수있는가?자유주의교회지도자들

은 그 다 하더라도,어떻게 보수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이런 류의 연합을 주장하고 거기에 참여하는가?성경은 “굳게 서서 우리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 [통]을 지키라,”“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 하라]”고 말했다(살후 2:15;고후 6:14).

오도(誤 )되는 연합운동

기독교보 1997년 6월 21일자(3쪽)에는 장 신측 교단의 직 총무인 조순태

목사의“한국교회연합운동”이라는 이실려있다.그 에서조목사는사회가정

치 ,경제 ,윤리 으로 기상황일 때 교회 연합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가마땅치않게여기는교 도같은사도신경을믿고있으며....교리도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심히 정신없고 무책임하고 잘못된 것이며,그런 이 소

한국의보수교단들로알려져있는 신측교단의직 총무에의해서쓰여졌고

고신측교단의기 지에실렸다는것은 신측과고신측이넓어진증거같아서매

우가슴아 다.이것은고쳐야할생각이다.비성경 연합운동은사회문제의해결

책이아니다.하나님께서는결코바벨탑운동을승인치않으신다.더욱이자유주의

교단들이마치교리도크게다르지않은것처럼말하는것은무책임하고잘못된주

장이다.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이단 사상이다.그러므로 참된

교회 연합이나 연합 활동은 반드시 자유주의를 배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장로교회들의 일치 운동

크리스챤신문1998년11월9일자(14쪽)기사에의하면,한국장로교총연합회(

표회장: 장통합측총회장서정래목사)는10월29일한국교회100주년기념 에

서회원교단의신임총회장과총무임원축하 배를통해장로교회의화해와일치를

한노력에매진키로결의했다. 장통합, 장합동, 장고신,기장, 장 신,

장개 등31개회원교단가운데이날참석한신임임원120여명은공동기도문

에서 “지난날 장로교회가 분열된 아픔을 깊이 회개한다”면서 “장로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이땅에바로서서주님의정의를아름답게꽃피우자”고강조했다. 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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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직 총회장 민병억 목사는 ‘한 이름 이스라엘로’라는 설교에서 “이스라엘이 하

나로 똘똘 뭉친 것처럼 우리 장로교도 하나 돼야 한다”면서 “하나 된 장로교가 이

나라와민족의통일,번 에선구자가되야할것”이라고힘주어말했다.길자연목

사(장합동총회장)는“장로교회가하나되지못하고자기의입장만고집해심심

한유감을표한다”면서“이제라도우리모두하나되기운동에 극참여하자”고말

했다.서정래 표회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축하 배는 장합동길자연총회장

과 장고신임종만 총회장이축사하고, 장합동정통홍찬환 총회장이 표

기도, 장 신 김백수 총회장이 축도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잘못된연합운동의 한 이다.어떻게성경을그 로믿

고있다는 장고신, 장합동, 장 신등의보수교회들과,성경의 괴 비평

에근거한 자유주의신학들을받아들이는기장, 장통합등의자유 교회

들이 교회의 일치를 부르짖을 수 있는가?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

고오히려하나님의뜻을거스리는악한행 이다.하나님께서는성경에서참된교

회에게이단사상을배격하라고명령하셨지이단을포용하는일치추구를허용하지

않으셨다. 자유주의신학들은기독교2천년역사상가장 괴 이고악한이단

사상이다.그러므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분별력 없는 연합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무지하고 불성실한,혹은 심히 완악하고 인본주의 인

악이다.참된 교회연합은 바른 교리 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온 덩이에 퍼질

룩을 포용하는 잘못된 연합운동은 하나님의 큰 책망과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장로교 연맹’제안의 문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1999년1월7일한국교회백주년기념 에서24개회원

교단총회장들과총무들등120여명이참석한신년하례회를가졌는데,거기에서

표회장인 한 수교장로회(통합측)총회장유의웅목사는신년사를통해‘장로교

연맹’의결성을제안했다.그는그것을120여개의장로교단들이하나되는꿈을꾸

면서 재의총회들질서와기본틀을유지하면서보다 력과결속이강화된조직

으로묘사하 다.그의제안은장로교연맹을만들어3년내지5년후에하나의장

로교회혹은‘연합장로교회’를만들자는것이며,그장로교연맹은하나의장로교회

를 한 단계가 되는 것이다.38)

그러나이런류의연합의움직임은결코하나님의원하시는바가아니다.성경에

밝히계시된 로그리고보수교회들이 통 으로이해하고견지해온 로,하나

님께서는교회들이바른진리안에서하나되기를원하시고,진리와비진리가혼란

스럽게연합되는것을정죄하신다.20세기말의기독교계는자유주의 배교와신

38)기독교 신문,1999.1.17,2쪽;교회연합신문,1999.1.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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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 타 으로 매우 혼란스럽다.이런 상황에서 바른 원리와 입장에 근거하

지 않은 연합은 교회의 갱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교회의혼란을가 시킬 뿐이

다.

참된교회들은 하나가되어야 한다.그러나먼 선행되어야 할문제가 있다.그

것은공통 신앙고백이다.자유주의신학이한국에들어와장로교단(기장측)을형

성한지도반세기가되어간다.자유주의신학을배격하지않고포용하는입장을취

해온 장통합측이생긴지도벌써거의40년의세월이흘 다.이런상황에서이단

자유주의신학을배격하는 원칙이 없이 단순히 교회가 하나되는것이 하나님의

뜻인양선 되고그런방향으로교회들을몰아가는것은결코건 한정신이아니

고 혼돈의 정신이다.

더구나,교회들이이런식으로연합된다면,진정한진리의운동은더욱 축되고

쇠잔해지고말것이다.지 도온통연합정신이만연한교계의상황에서참된분별

력을가진입장과운동을찾기어렵다.그런데장로교연맹이나연합장로교회가형

성될 때는 거기에 가담치 않는 극히 소수의 교회들은 더욱 축될 것이다.지 도

자유주의 배교나 신복음주의 타 을 지 하는책들이나 방송설교나 강연은 설 곳

이없어보인다.그러나장로교연맹이나연합장로교회가출 하면더욱그러할것

이다.

진리 운동은 숫자 운동이 아니다.오히려 성경역사나 교회역사를 볼 때,진리는

소수편에속한경우가많았다.교회의다수는자주참된진리의지식과바른입장에

해 무 심했다.구약의 엘리야 시 나 미가야 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아

다나시우스때나종교개 기에도그러했다.그러나진리는교인들이나목사들의숫

자에의해 정되는것이아니고,신구약66권의말 의바른해석에의해 정된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오랫 동안 교회들 안에서 유지되어 왔었다.그러나 오늘날은

몇십년 까지 지켜왔던바른분별력과입장을팔아 버리는때가되었다.이상한

것은,옛날에는 지켜졌던 입장이 오늘날에는 옛시 의 편견이나 미숙한 사상 정도

로매도되는것이다.그러나하나님의진실한종들과성도들은오늘도신구약66권

의말 에집착하며 선진들이싸우며걸었던옛길을진지하게배워확신하고요

동치 말고 바르게 진행하자.

장로교 교단들이 한자리에

조선일보1999년8월21일자(18쪽)에의하면,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련: 표

회장 유의웅 장통합 총회장)는 2000년 회원교단들의 총회 개시일을 9월 25일로

통일시켜이를‘한국장로교의날’로선포하기로했다.이날30개회원교단임원과

의원들은한자리에모여개회 배를올리고성만찬,축하공연등을함께갖게

된다.한장련은 총회직 주간과일요일을각각‘한국장로교주간’,‘한국장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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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로지정,장로교여러교단이 형제자매임을고백하고일치의식을확인하는 행

사를 개최할 정이다.

보수 교단들의 연합체이었던 수교장로회 의회와 자유 보수의 혼합체이었

던한국장로교 의회가합동하여생긴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이제명백히교회연

합운동체가되었다.그러나하나님께서는이런류의교회연합운동을기뻐하지아니

하신다.왜냐하면 기장과 장통합의 자유주의 신학을 책망함과 배제함이 없는 교

제와연합은명백히비성경 이기때문이다.하나님께서는신학 순결성을고수함

이 없는 연합운동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일치 간담회

기독교보(고신)2000년 2월 12일자(10쪽)에 의하면,한국장로교 총연합회(표

회장:김도빈목사)는2월7일과8일내장산 호텔에서한국장로교연합과일치

간담회를열었다.그모임에서‘한국장로교회의연합과일치모색’이라는제목의주

제 강연에서 병 목사(한장연 서기)는 “처음부터 기구 인 통합을 모색하려고

하기보다는우선연합교회의형태를갖춰가면서 진 인통합을이 가야한다”

고주장하면서한국장로교회의연합과일치를 한과제들로서△교단간의강단

교류활성화△총회에상호사 단 견△2000년장로교총회개회 배함께드리

기△같은지역안에서의연합 배와성찬식△WARC(세계개 교회연맹)참여

로국제교회와의연합강화등을제안했다.논찬에서김재규목사(신총회장)는

“한국교회에서사상논쟁이사라졌다는발제에동감을표하고,열린보수와열린진

보가 화하면 사상논쟁은무 질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일치를 해 “우선

실 가능한 선교, 배에 한 것만이라도 구체 으로 실천해가자”고 주장했다.

그러나이러한연합과일치의강조와제안은얼마나비성경 인생각들인가?20

세기 부터이단 인자유주의신학이교회들안에얼마나깊이들어와신학교들

을부패시켰는가를조 이라도아는자라면어 이런발언을할수있고 이런

발언에동조할수있겠는가?한국장로교회의통합이야말로가장비성경 인비젼

이며,통합과일치를 한강단교류활성화나지역안에서의연합 배와성찬식은

성경이 하는일들이다. 한세계교회 의회(WCC)못지않게자유주의 인세계

개 교회연맹(WARC)에더 극 으로참여하자는제안은성경을믿는교회들은

받아들여서는안될제안이다.이런분별력없는혼란스러운연합회로부터보수교회

들은 나와 바른 분별력과 입장으로 단합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교 신 원생 의회’결성

한국장로교단들에 속한 총회신학 학원,장로회신학 학원,한국신학 학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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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신학 학원,합동신학 학원,기독신학 학원,국제신학 학원, 한신학 학원,

앙신학 학원,합동 앙신학 학원,개 신학 학원 등 11개 신학 학원 학생들

은2000년9월20일기독신학 학원에모여‘한국장로교신 원생 의회’를결성하

다.그들은다양한신학 색채를반 하기 해1인 표체제를지양하고총회신

학 학원이재윤,장로회신학 학원고창 ,기독신학 학원김상민등3명을공동

표로하는복수지도체제를출범시켰다.이단체는한국장로교회의일치와연합을

한 공동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39)

오늘날교회들에서보수 입장과자유 입장을구별하는선이 없어지는

것은심히슬 일이다.이것은바른진리의증거를 더혼란시키는일이다.자

유주의신학은이단이다.참된교회들은자유주의신학을배격해야하기때문에보

수교회들은 결코 분별력 없이 연합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2000년 장로교 회 선언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9월18일한국교회100주년기념 에서“2000년장로교

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장로교회는 만국 교회 앞에 하나”이라고 천명했

다.40)그러나 그 선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 에 특정 시 의 인간의 교리나

세속이념을두어온죄와교권을가지고그것을구실로분열해온죄를뉘우치자”

는말이있는데,여기에서‘특정시 의인간의교리’가무엇을가리키는지애매모호

한 이있다.우리가아는 로,자유주의신학자들은신약성경이원시시 의신

화 사상들을많이포함하고있다고보며사도신경이나니 야신조가당시의언

어와 사상과 표 형식을 가지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7세기의 교리

진술이라고본다.그러므로 의선언문의‘특정시 의인간의교리’라는말이이런

자유주의 생각을나타낼수있도록표 된것이라면,그것은극히불건 하고악

한말이다.사실,포용주의 진술은진리에 한무 심에서는허용될지몰라도진

리를사랑하는입장에서는허용될수없는일이다.우리는‘특정시 의인간의교

리’라는표 이역사 신조들이나보수주의 신학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는뜻

으로분명히표 되기 까지는이런류의선언문에 해동의해서는안될것이다.

장로교 신학회의 잘못된 출발

장 통합, 장 합동,기장 등 21개 교단 신학자들로 구성된 장로교 신학회가

2002년6월20일창립 회를열었다. 회장에선출된이종윤목사는취임소감에

서“장로교가수많은교 로분열된것은한국교회의부끄러운 실 인자화상이

39)기독신문,2000.9.20,2쪽.
40)기독신문,2000.9.20,1쪽;크리스챤신문,2000.9.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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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이번장로교신학회의창립을통해장로교가분열을극복하고선교 기처럼

하나가 되어 새시 에 복음 에 주역이 으면 한다”고 밝혔다.41)

회장이종윤목사가 장합동측에있다가 장통합측으로간것부터가이

해할수없는일이지만,30여명의신학자들이참석한창립 회에서선출된임원진

에황창기고신 학교총장,오 석한신 학교총장,오덕교합동신학 학원교

수,김인환 총신 학교 교수 등이 섞여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장 통합과 합동,기장 등이 모여 무슨 공통 장로교 신학을 추구할 수 있단

말인가?자유주의신학을알만한보수신학자들이 자유주의자들과함께연합하여

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가? 자유주의신학은이단이므로이단자들과더불어

무엇을토론하는것자체가하나님앞에서옳지않은일이다.자유주의자들은교회

일치운동을 해연합을추구한다하더라도보수주의자들이자유주의자들과공통

신학을추구한다는것은시작부터잘못된일이다.“희는믿지않는자와멍에

를같이하지말라.의와불법이어 함께하며빛과어두움이어 사귀며그리스도

와벨리알이어 조화되며믿는자와믿지않는자가어 상 하며하나님의성

과우상이어 일치가되리요?”(고후6:14-16),“이단에속한사람을한두번훈계

한 후에 멀리하라[거 하라]”(딛 3:10)고 성경은 말한다.

한국 개신교 연합운동

한국 개신교 연합기구 비

한국의개신교17개교단의총회장 총무 23명은2000년7월6일 연세 에서

간담회를갖고한국개신교 체를 표하는연합기구를만드는역할을담당할‘한

국교회연합 비 (가칭)’를구성하 다.참여한교단들은 장통합, 장 신,감

리교,기장,기하성,기성,기침,구세군,정교회등이다.교단 표들은90년 이후

침체상태를보이고있는한국개신교가사는길은연합과일치밖에없다는데의견

을같이했다.최성규기하성총회장은“지 의 기감을넘어서는길은진보와보

수,개 과복음등이분법을넘어서형제들이하나가되는것”이라고말했다.연합

의구체 방법에 해서는주요교단들이주체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았다.

그러나 장합동, 장고신, 장개 등보수교단들의참여,그리고 존하는양

연합기 인한국기독교교회 의회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해체등의큰문제

들이해결되어야할문제로지 된다.이번모임의 청자 던기장측의 병 목

사는“한국교회가이번에하나되지못하면존재자체가흔들리며앞으로상당기간

연합하기 어렵다는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42)

41)크리스챤 신문,2002.7.1,14쪽.
42)조선일보,2000.7.1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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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자유주의신학의이단성을알지못하고보수,자유를넘어서는개신교연

합기구를 구상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를 명백히 어기는 연합운동에 불과하다.보수

이었던 장 신측이이런 비성경 연합운동에 앞장서고있는것은 매우 슬

일이다.한국교회의 기의 극복은 최성규 기하성 총회장의 말 로 진보와 보수의

연합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기장측 병 목사의 말 로,한국교회가 하나가

안되면 그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오히려 한국교회의 재의

가장 큰 문제는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교제와 력에 있다.기

독교는 진리 운동이지 인본주의 연합운동이 아니다.그런 연합은 옛날 바벨탑을

쌓은것과같다.바른진리와자유주의신학은결코일치가될수없다.오늘날교회

갱신의일차 과제는교회들속에들어와있는자유주의신학을다추방하는것이

다.신학의 정화가 없이는 진정한 진리 운동이 바로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함께하심과복주심이있을수없다.그런상태에교회의 기가찾아오는

것은당연하다.그러므로교회지도자들로자처하는이들이여,정신없는연합과일

치일변도의강박 념의잠에서어서속히깨어라! 교회의문제를바르게진단

하고 처방하라!

한국교회 연합은 시 요청?

크리스챤신문에의하면,제5차한국교회화합과일치를 한정례기도회가2001

년3월15일오후신 성결교회(담임목사이정익)에서250여명의목회자와성도들

이모인가운데열렸다.이번기도회의주최는한국교회화합과일치를 한기도회

비 원회(한일 )이었다.이날 기도회는 서경석 목사(장통합,서울 조선족 교

회)의 사회로 이근수 목사(합동,홍성교회)가 표기도 하 다.정진경 목사(기성,

신 성결교회원로목사)는설교에서기독교회는본질상하나되어야한다고 제하

고 재한국교회가하나되기 해서는첫째,신학의창조 다양성을인정하는것

이필요하고,둘째,고정 념의벽을뛰어넘어야하며,셋째,한국교회의일치와연

합을 바라는 시 요청에 부응해야 함을 역설했다.

설교후세사람의목회자들이열린발언을통해한국교회의일치방향성에 한

제안을했다. 병 목사(NCC한국교회연합운동추진 원장)는,교단의지방행사

로인해피치못하게참석못한최성규목사(한기총한국교회일치 원장)와생각이

거의동일하다고 제하고“한국교회가한국사회에 정 향력을끼치고,통일

상황을앞두고한국기독교의일치는필수불가결 이며,선교와구제 사회 사의

효율성을 해서도 하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구목사(고신신 원교수)는“한국교회나 어짐의원인에어느정도책임

이 있는 교단 소속 목사로서,교단 내부의 문제가 수습되는 로 교회연합운동에

극성을띨것”이라고말했다.김명 목사(합신총회장)는“병 목사와최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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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추진하는일에 으로동의하며이 게기도하는불씨가 커져좀더

극 으로한기총과KNCC가기구 으로 력하다가마침내통합하는것이좋겠

다”고 밝혔다.43)

교회지도자들이교회의화합과일치를추구하는것은이해할수있고 정

면이없지않을것이다.그러나교회의화합과일치는동일한기독교신앙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동일한기독교신앙’은기본 이지않느냐고말할지모르지만,

실은그 지못하다.기독교회들안에는오늘날많은자유주의신학사상들이들어

와있고,자유주의신학은역사상가장 괴 인이단사상이다.그런데정진경목

사가‘신학의창조 다양성을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역설하는것은자유주의

이단사상을배제하기보다는포용하자는말로들린다.오늘날신학 혼란을조

이라도알고있다면, 그런이단사상에 항하여‘단번에주신믿음의도를 해

힘써싸우려는’마음이조 이라도있다면그런정신없는주장을하지못할것이다.

교회의 가장 요한 과제는 건 한 신학의 보수이다.

상황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어떤보수 교단의목사들이그런운동에참여하

고같은정신을나타내고있다는것은심히통탄스럽다. 장합동측의이근수목사

는어떤마음으로그기도회에참여하여 표기도를했는지모르겠다. 장고신

측의신 원교수인이성구목사는“교단내부의문제가수습되는 로교회연합운

동에 극성을띨것”이라고말했다니,도 체이런사람이어떻게고신측교수로

있는지이해하기어렵다. 장합신총회장김명 목사의발언도실망 이다.이들

은다같이비교 보수 신앙을가지고있으면서도연합운동의기 에 해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해 심각성을

알지못하고있는것같다.한국교회의연합과일치는좋다.그러나그것은일치된

신앙고백안에서이루어져야하며,소 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교단들(기장,기

감,통합등)에 한조치가 제되어야한다.바른신앙고백에근거하지않은일치

운동은 인본주의 바벨탑 운동에 불과하다.

교회 단일 연합체를 향해

2002년,한국교회연합을 한교단장 의회가각교단에게제안했던‘한국교회

의통일된연합체구성추진’헌의안이23개회원교단 15개교단의총회에서통

과되었다.통과시킨총회는 장합동, 장통합,기장, 장고신, 장개 (주),

장개 (국제), 장 신, 장합신, 장합동정통,기성, 성,기침,기하성,그

리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하나님의 교회 등이다.나머지 8개 교단 ,구세군,

수교 복음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의회,나사렛 성결교회는 임원회 등에서

43)크리스챤 신문,2001.3.2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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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되어총회인 만남겨두고있고,기감,기독교 한복음교회,기독교한국루터

회, 장 순장은 불명확하나 무난히 통과될 망이라고 한다.44)

한국기독교회 의회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로 나뉘어 있던 교회연합체가 이제

한연합체가되는힘을얻은것같다.이일을 장합동과 장통합의총회장들이

앞장서서행하고있다.이일에 장고신,개 , 신,합신등의소 한국의보수

교단들이 정 으로참여하고있다.그러나이것은결코칭찬할만한일이아니다.

성경은이단을포용치말라고분명히가르쳤고(딛3:10;롬16:17;요이9-11), 성

경의명백한교훈을무시하고규모없이행하는자들도포용치말라고엄히경계하

다(살후3:6,14).오늘날가장 괴 인이단은 수그리스도의기본 사실들을

부정하는자유주의신학이다.이런신학이바로기장,기감, 장통합등에서가르

쳐지고 포용되고 있다.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배제하지 않는 교회연합운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반 된다.

한국교회 연합체를 향한 행보

2004년 3월 31일,한국기독교 교회 의회[교회 =NCC]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을 한교단장 의회[교단장 ]의 표자들 모임인소

‘한국교회연합을 한18인모임’은‘한국교회연합을 한이행과정(안)’을만장일

치로채택했다.이회의에는교회 에서회장김순권목사(통합),총무백도웅목사,

일치 원장김상근목사(기장)가,한기총에서공동회장최성규목사(기하성),일치

원장 손인웅목사(통합),일치 원박종수목사(고신)가,교단장 에서상임회장

김순권목사(통합),상임회장김진호목사(기감),서기이용규목사(기성),사무총장

김원배목사(기장)가참석했다. 그모임은교회 과한기총양기구의 표각5

인과창구 원김상근목사(기장),손인웅목사(통합),이용규목사(기성)3인등모

두13인으로구성하도록했고,그 원회로하여 2007년교회연합기 인가칭‘한

국교회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비하도록 결정했다.45)

일치의 이름 아래 자유와 보수가 함께 손잡는 것은 진리를 혼잡시키는 일이다.

성경은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롬 16:17;딛 3:10;요이 10-11).

44)“‘단일 연합체’구성--각 교단 총회 통과,”기독신문,2002.10.2,1쪽;“15개 교단
통과 ‘한걸음 성큼,’기독교연합신문,2002.10.6,9쪽.
45)기독신문,2004.4.7,12,23쪽;기독교보,2004.4.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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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와의 연합운동

WCC 총무의 증언

세계교회 의회(WCC)의 총무이었고명 회장인빌렘비셜트후 트는세

계교회 의회와천주교회의 극 력 계를다음과같이강조했다:“우리가반

복해말하는바는,세계교회 의회내의교회들과천주교회는이제모두한동일한

에큐메니칼운동의일부분이라는것이다.그러나이 게말하는것으로충분치않

다.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46)

WCC의 총무 에 리오 카스트로의 증언

세계교회 의회의 총무인에 리오카스트로도공언하기를,“세계교회 의회

와 천주교회 간의 재의 계는 매우 정 이며 모든 종류의 우호 계들이 있

다”고 했다.47)

WCC의 총무 콘라드 라이 의 진술

WCC의 총무콘라드라이 48)는말하기를,“내가에큐메니칼운동안으로더

많이이끌리면이끌릴수록,나는헬라정교회와로마천주교회의 통들을더많이

존경하게되었고그것들에의해더많이풍성하여졌다”고했다.49)그는후에 말

하기를,세계는‘교 이후’시 에있고에큐메니칼지도자들은 통 교단들을넘

어서서나아갈 비를해야하며,이것은세계교회 의회가비(非)교회들에 해열

려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 다.50)

천주교회와 가까와진 자유주의자들

캘버리컨텐더1997년8월1일자에의하면,미국복음루터교회의에큐메니칼지

도자 랑크센(FrankSenn)은말하기를,“나는우리와로마천주교회와의 계가

우리가 다루어야 할가장 요한의제이어야 한다고말하는진 에있다”고 했고,

부언하기를,“우리는16세기에분리되어나간자들이며,우리는다시함께돌아

가야할자들이다”고하 다.이것은자유주의교단의지도자들이얼마나바른지식

46)TheEcumenicalReview,37(1985),336.
47)OneWorld,January-February1986,p.6.
48)튀빙겐,하이델베르그,쥬리히,하버드 학등에서신학과사회학을공부한루터

배경의독일학자인콘라드라이 (KonradRaiser)는1992년WCC의새총무로선출되었
다.
49)CalvaryContender,1October1992.
50)ChristianNews,7June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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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믿음에서 떠나있는가를 단 으로 보여 다.천주교회는 교회의 권 를 성경과

동등하게높이고,마리아를거의신 존재와같이숭앙하고,믿음으로의롭다하심

을얻는다는복음의핵심을명백히부정하는등그근본 교리들에있어서조 도

변한것이없다.종교개 자들은천주교회가참된교회가아니고 그리스도 이고

우상숭배 이라고 단했다.그 단은 오늘날도 유효하다.그러므로 랭크 센의

발언은 참으로 배교 이다.

카톨릭 신자들과의 일치가 가능한가?

1997년9월‘복음주의자들과카톨릭신자들함께’(ECT)라는모임에서“구원의선

물”이라는두번째진술서를발표하 다.그 은매우복음 인구원개념을포함

하고있다.그것은 수님외에는구원얻는다른길이없다고바르게진술한다.

그것은의롭다하심이인간의선행으로말미암지않고 으로하나님의선물이며

오직그리스도의의에만근거한다고바르게말한다.그러나그진술서는카톨릭의

공로개념,연옥,마리아경외등의문제에 하여‘다양한이해들’이있다고만언

하고그것의옳고그름에 해말하지않는다.그리고는“수그리스도를참으로

믿는모든사람은주안에서형제자매이다”고말한다. 그것은진술하기를,“종교

개 의 유산을 하나님께감사하고 그 고 신앙고백을 확신을 가지고 공언하는

복음주의자들로서,카톨릭교회의교훈에양심 으로충실하는카톨릭신자들로서,

그리고우리의기독교선조들에 한우리의빚과우리의동시 인들과우리후에

올자들에 한우리의의무를함께인식하는주 수그리스도의제자들로서,우리

는우리가여기에서고백한복음안에서의우리의일체성을선언한다”고했다.그

진술서에서명한복음주의자들가운데는 학생선교회국제총재인빌 라잇박

사,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해롤드 O.J. 라운 박사와 존 우드부릿지 박사,

휘튼 학의 마크 A.놀 박사,캐나다 리 트 학의 제임스 I.패커 박사 등이다.

이들은 다 오늘날 유명한 복음주의자들이다.51)

잘못된 일치 추구를 분별해야

기독교신문1998년1월11일자(1쪽)는기독교일치주간연합 배가1월22일성

공회 성당에서열려기독교의일치를 해기도할것을보도하 다.거기에참여

하는교회들은일반개신교회,한국성공회,한국정교회,천주교회등이다. 배사

회는천주교일치 원회박기성 원이맡고,교회 의회일치 원장박경조신부

가 주제 메시지 선포를,그리고 교회 의회 총무 김동완 목사가 설교를 맡는다고

51)Foundation,January-February1998,pp.21-25;ChristianityToday,8December
1997,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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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오늘날 일반 개신교(장로교,감리교,침례교 등)와 성공회가 신학 으로 자유화

되어있고,좋게말해도매우포용 이게되어있기때문에, 교회의연합과일

치운동이라고하는것은교회의순수성과거리가멀고하나님의뜻과도배치된다.

더욱이,16세기종교개 이후배교 단체로간주되어왔던천주교회와더불어추

구하는교회일치란하나님앞에서매우악하고혼란스러운일이다.교회의일치와

연합은 바른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교회의 교리 ,도덕 순수성을

버린 교회 일치와연합,다시 말해 바른진리와이단의 일치 그리고의와불의의

연합은 명백히 비성경 이며 마귀 이다.

신-구교 일치 방안 모색

1998년1월아시아기독교 의회(CCA)와아시아가톨릭주교회의는인도네시

아 발리에서 제2차 ‘기독교 일치를 한 아시아 운동’세미나를 갖고 아시아 지역

신구교일치의가능성을모색했다.이세미나는아시아에서유일한신구교사이의

공식 인논의기구이다.이기구는1990년당시아시아기독교 의회총무박상

목사가제안했고1991년아시아기독교 의회마닐라총회에서허락된후1995년

양측모두7인씩의 원을임명‘아시아에큐메니칼 원회’가조직되었다.아시아

에큐메니칼 원회는1997년제1차‘기독교일치를 한아시아운동’세미나를열

었었고1998년에제2차세미나를연것이었다.52)그러나신구교일치운동은하나

님의 뜻에 명백히 반 되는 비성경 운동이다.

겉과 속이 다른 말(Doublespeak)

세계 루터교 연합회(WLFC)은 제네바에서 열린 최근의 연례 회의에서 제의된

“칭의(稱義)의교리에 한[로마천주교와의]공동선언문”을만장일치로승인했

다.53)그 지만,하루 뒤,바티칸의 고 리들은 그 문서를 칭찬하면서 몇 쪽의

‘설명서’를내어놓았는데,거기에는이런문장이들어있다:“그러므로우리는 생

이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행과 공 에 해 주시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4)

이것이오늘날이루어지고있는교회연합운동의모습이다.특히로마천주교회와

의 일치를 한 화는 개신교회들이 철없이 따라가는 것 같은 처지이다.우리는

겉다르고속다른말을해서도안되겠고 그런말에속아서도안될것이다.우리

52)기독교 연합 신문,1998.1.11,2쪽;기독교 신문,1998.1.25,1쪽.
53)DallasMorningNews,4July1998.
54)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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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이오직하나님의은혜임을확신한다.그것이선행과공 에 한하나님의

상이라는 생각은 진리를 혼잡시키는 오류이다.우리는 로마 천주교회가 인간의 선

행과 공 을 구원의 근거로 주장하는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스토웰 등이 로마 천주교 추기경과 만남

1998년12월16일,미국의무디성경학교교장죠셉스토웰박사는 튼 학교

총장듀안리트핀박사와트리니티국제 학교총장그 고리웨이 라이트박사와

함께추기경 란시스죠지(FrancisGeorge)의집만찬에참석하 다.55)‘친분 계’

가형성되었고,‘동반자 계’가논의되었다.스토웰박사는그4사람이‘사회문제에

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력 때문에 ‘신학 이해들을 타 할

수는없다’고말했다.죠지추기경은‘신학을이야기하기를원했으며’ 한“우리회

[개신교인과천주교인]들에게어떤공통 사활동을함께하며기도하고 배하

자는요청을가지고다음천년에들어갈”가능성을논하 다.리트핀박사는추기경

과의 친분 계가 무엇으로 인도할지 모른다고 말했으나,‘그러한 친분 계를 가지

는것이가지지않는것보다낫다’고말했다. 복음주의자들은죠지추기경과그

들의차이 들의핵심이‘은혜에의해오직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받음’이었음을

빠르게인식하 다.‘사회 문제들’은우리시 에신복음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의

한세계교회로유혹하는거짓복음신 자들과에큐메니칼 계를가지도록낚는

마귀의 유혹하는 미끼인 것 같다.56)

세계교회 의회(WCC)와 천주교회

미국 기독교회 의회(ACCC)총무 랄 콜라스 박사는 세계교회 의회(WCC)

제8차 총회에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번째기자모임에서세계교회 의회와로마천주교회의 계에 한질문에
해WCC총무콘라드라이 박사는WCC와로마천주교회사이의 력을 해
연합실무회가있었다고말했다.이것은과거7년동안의활동이었고그둘사이의
계는 진 되었다.천주교회는이미온세계의56개국의교회 의회들의정
회원이다.제8차총회의특별손님들가운데많은로마천주교회신부들과수녀들
이있었다.그 하나인토마스스트란스키는신문기자들에게로마천주교회와
세계교회 의회간의 계에 한간단한역사 과정을설명해주었다.그는1972
년에 바티칸이 가까운미래에 WCC의회원이 되기를 구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나그는이제“나는로마천주교회가미래에WCC의정회원이되리라
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라고말한다.교황요한바오로2세의공식 편지가콘

55)MoodyStudent,2February1999.
56)CalvaryContender,15March1999.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120-

라드 라이 박사에게 달되었는데,거기에서교황은 총회 표들에게 문안하고
축하하면서말하기를,“WCC와로마천주교회의 계에 하여,연합실무회의골
격안에서미래의 력의길들이기독교일치를 한추구를강화하기 하여,
한 그것의 유형 차원에서도,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했
다.57)

천주교인들이 미국 교회 의회와 손잡음

미국천주교주교 회와미국교회 의회는이제매년문안과사 단을교환하

며,‘커져가는 력’과배교 교회 의회와의계속 인천주교회의‘공동 활동’을

보고한다.크리스챤뉴스1999년6월21일자는보도하기를,“그러한 력의다른한

상징으로,교회 의회의회장이며,미국의 (前)유엔 사인[친공산주의 인]앤

드류 은9월오하이오주클리블랜드에있는천주교성당에서의그의임직식을거

행할 것이다”라고 했다.58)

천주교인 라이언 헤이르(BryanHehir)가 하버드 학교 신과 학장이 됨

라이언헤이르는하버드 학교신학 학의새학장인데,이직 에임명된최

의천주교회신부이다.59)그는,최근에 문 도움을요청한후컴퓨터기술자들

이그의 학교사택에있는개인용컴퓨터에서수천개의음란물사이트들을발견

하자 사임했던 로날드 디만의 후임자이다.60)

신-구교 ‘하나 되기’기도

조선일보2000년1월22일자(23쪽)는 와같은제목의기사에서다음과같이썼

다:

18일부터25일까지는그리스도교여러교 들이화해와단결을 해함께노력
하는일치기도주간을맞아국내외에서많은행사들이열리고있다....18일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서는 가톨릭,동방정교회,성공회,루터교,감리교 표
등이참석한가운데2000년 희년(大禧年)교회일치기도회가열렸다.교황요한
바오로2세와 국국교회수장(首長)조지커 이캔터베리 주교,동방정교회
표헬리오폴리스수석 주교는함께베드로 성당의‘거룩한문’을열어젖히고
성당안으로들어가 배의식을가졌다.교황은‘우리는서로떨어져있는형제들
이지만 이제 굳은 결의를 가지고 완 한 일치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다’며 ‘지난
1000년간교회가하나되지못한데 해그리스도께용서를구하고새 니엄에

57)CalvaryContender,1February1999.
58)CalvaryContender,15July1999.
59)ChristianNews,13September1999.
60)CalvaryContender,1July1999;CalvaryContender,15Octo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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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 한 기도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한편국내에서는18일 녁서울명동성당에서가톨릭과한국기독교교회 의회
소속개신교교단들,루터교,한국정교회,성공회등이참가하는합동기도회가열렸
다.이기도회는여러교 의성직자들이공동으로의식을집 했으며성가 도연
합으로 구성하여 찬양을불 다.교회 의회장 이성덕구세군사령 은 설교를 통
해‘신-구교신자들은 행과제도가다른가운데지내왔지만이순간그리스도의
마지막소원을재확인하면서“주안에서우리는하나”라는간 한일치의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이와같이자유주의교회들과천주교회와더불어행해지는교회연합운동

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운동이다.왜냐하면 자유주의와 천주교회는 명백히 이단

이며 성경은 “ 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쳤기 때문이다(요일 4:1;딛 3:10)!

교황은 기독교 일치를 다시 요청함

교황요한바오로 2세는성베드로와바울에게바쳐진교회 기를구별하면서

2000년6월29일24명의새메트로폴리탄 주교들에게 (領帶,pallium)를수여

하는성베드로성당계단에서가진 녁미사에서,기독교일치가새천년이시

작되는때에“더욱더긴 하다”고말하 다.그는콘스탄티노 의에큐메니칼총

주교바돌로메오1세가 례 으로보낸헬라정교회고 성직자사 단에게문

안하면서일치를 한그의요청을다시새롭게하 다.그사 단 표는헬리우폴

리스와 데이라의 메트로폴리탄 아다나시오스이었다.61)

NCC의 천주교인 고 직분

미국교회 의회는퀘이커교도요미국천주교주교 회의이 직원인앤리그

즈(AnnK.Riggs)를 에큐메니칼 토론을 한 신학 작업의 책임자로 임명했다.62)

그 임명은 교회 의회가 천주교인들,복음주의자들 오순 교인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해자신을개 하려는비상한때에이루어졌다.한핵심 지도자모임

은천주교인들,구세군 하나님의교회를포함하여비NCC회원교회들과의미래

에 해 토의하기 한 2002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의 회의를 계획한다.63)

개신교-천주교 일치운동

개신교회와천주교회의 화와 력을 한‘한국그리스도교일치회의’가양측

61)ChristianNews,17July2000,p.18.
62)ChristianNews,11March2002.
63)CalvaryContender,April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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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들에 의해 추인되었다고 한다.한국기독교 교회 의회(KNCC)의 총무인 백

도웅 목사와 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 화 원장인 최기산 주교가 주축이 되어

한국기독교교회 의회회원교단들이총회장,총무와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계자

들,루터교,정교회 표들이 모여 그 회의를 추인하 다고 한다.64)

이런일치운동은하나님의뜻과상 없고오히려하나님의뜻을거스린다.진정

한교회의일치는성령과진리안에서의일치이다.그것은이단을포용할수없다.

그러나오늘날개신교회내에는이단 인자유주의신학이포용되어있으며, 천

주교회는종교개 이후명백해진 로 그리스도 이며우상숭배 이기때문에

오늘날개신교회와천주교회의일치운동은진정한의미에서의하나님의교회의일

치운동이아니다.그것은오히려하나님앞에서가증한교제와연합이다.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런 류의 교제와 연합에 참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바티칸의 추기경 회의

2001년5월21일부터24일까지바티칸에서150명이상의추기경들은에큐메니칼

화의 요성,기독교일치, 교황의수 권(首位權)을포함하여새천년에로마

천주교회가우선순 를둘일들을토의하기 해추기경회의로모 다.교황청의

기독교일치회의의의장인월터카스퍼추기경은에큐메니칼운동의주제로강연

했고 말하기를,비록에큐메니칼운동이때때로어떤그리스도인들에의해 항

을받지만,그것은제2바티칸회의이후크게진 되었고종교간의 화가특히

교황요한바오로2세하에서‘가속화되었다’고했다.그는말하기를,“일치는세번

째 천년의 도 이다”라고 말했고 덧붙여 에큐메니칼 운동은 시 의 ‘주제’라고 했

다.65)애버리둘 스추기경은교황의수 권(首位權)에 해강연하면서말하기를,

많은그리스도인들이“그들을 신하여타종교들과말할수있는지도자를가지고

있지못하기”때문에교황의수 권은실제로에큐메니칼일치를증진하는데기여

한다고했다.추기경들은그모임의마지막날에로마천주교회가우선순 를두어

야할일들을간추려말하는마지막메시지를작성하기 해투표하 다.그메시지

는진술하기를,“찢어짐들과충돌들로무겁게특징지어진세상안에서그리고분열

의상처들을가지고있는교회안에서,우리는기독교공동체내에서의교제의 성

뿐아니라,사랑과진실과신뢰를따라에큐메니칼 종교간의 화의길을개발

해야할보다더강한의무감을느낀다”고했다.66)우리는세계교회의연합이로마

천주교회와교황을 심으로이루어지고심지어이방종교들을통합하는단체가될

64)조선일보,2002.12.20,A19쪽.
65)ZenitNewsService,22May2001.
66)Foundation,July-August2001,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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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요한계시록13장에 언된 거짓선지자는 바로그 단체일 것이라고생각한

다.

각 교단과 천주교회

천주교와 장로교회 간의 화

미국천주교회와미합 국장로교회간의최근의 화에참여한한여자는말하

기를,그는천주교인들편에서“즐거이 화하려는새로운분 기”를감지하며두

단체가 심교리 문제들에 한“구별된의견일치”에도달할수있다고믿는다고

했다.67)일리노이주시카고의매코믹신학 학원의신학부교수인앤나 이스

터즈는말하기를,미합 국장로교회와천주교회간의 화들의내용은“교리에

해서는많지않고함께나 사역들에 한이야기”가많았고장로교인들과천주교

인들이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본 역들의 토의를 포함하 다.뉴스 보도에 의하면,

터즈는말하기를,“그 화들은장차‘세계 교회회의’가될미래의바티칸회의

--제3차바티칸회의--의꿈과 한개신교인들이교황제도를‘사탄의회’라고부

른과거의‘지나친표 들’을서로없앰으로써이루어지는‘기억의치료’의꿈을일

으켰다고했다.두단체간의미래의 화에 하여,참석자들은어떤미래의공식

모임들을계획하지는않았으나앞으로의일치와이해를향한몇가지단계들을

취하기로동의하 다.68)그러나천주교와의일치를추구함은종교개 에 한배신

이다.

미국 침례교회(ABC)는 천주교 연사들을 세움

매트코스텔라는미국침례교회에 해직 보도를하면서말하기를,미국침

례교회는‘사회복음’,즉교회의목 이하나님의나라를증진시키기 해사회를변

화시키는것이라는것을 심으로수용하고가르친다고했다.그는그모임에서의

동성애문제와로마천주교인들을포함한다른교 들로부터의연사들의연합주의

포용에 해 논하 다.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69)

미국침례교회목회자 의회는그매2년모임의첫째날에모 고싸우스다코타
주워터타운에있는하나님의어머니수도원에서온베네딕수녀아드리엔카우
만이‘실제 화:회 들이분열가능한문제들을분열됨없이다루는수단’이라
는주제에 해연설하는것을들었다.(지난번매2년모임에서는,한로마천주교
회 추기경이 체 모임에서 설교하 다).

67)PresbyterianNewsService,7June2001.
68)Foundation,July-August2001,pp.42-43.
69)Foundation,July-August1999;CalvaryContender,1Sept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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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음주의 루터 의 랭크 센 목사의 진술

1997년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의에큐메니칼 계자 랭크센목사는

말하기를,“나는우리와천주교회와의 계가우리가다루어야할가장 요한의제

이어야한다고말하는진 에있다”고했고,부언하기를,“우리는16세기에분리되

어 나간 자들이며,우리는 다시 함께 돌아가야 할 자들이다”고 하 다.70)

천주교인들을 향한 루터교인들의 서곡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는1997년8월모임에서수세기동안의천주교도

들과의분열의싸움이끝났다고선언하 고,과거의정죄들이더이상 용되지않

는다고 선언하는 진술을 958 25의 표결로 승인하 다.71)

천주교회-루터교회의 일치

천주교회와루터교세계연맹의 표자들은1999년10월31일에모여칭의(稱義)

교리에 한애매모호한공동선언서에서명하 다.72)그러나천주교회는16세기트

트공의회에서공식 교회교의(dogma)가된이단들을계속주장한다.천주교회

가그무오한교의들을‘개정할수없는’것이라고주장하기때문에,그일치란개신

교 당사자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것을의미할수있을뿐일것이다.73)천주교인들은행 의복음(다른복

음,갈1:6-9),즉은혜와그리스도의의(義)가신자들속에주입된다는것과사람이

하나님께서그를의롭다고인정하시도록실제로의로워져야한다는것을가르친다.

한,빌리그 이엄과촬스콜슨같은복음주의자들에의해 한기독교목자로

찬양을 받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에 2천년을,면죄부의 발행으로 완

되는‘희년’으로(연옥에서의활동이일시 으로 단되는때로)선포하 다.천주교

회는 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조 도 변하지 않았다!74)

루터교회,천주교,감독교회의 연합 배

미국북서오하이오주의루터교인들과천주교인들과감독교인들은릴리죤투데

이지가“한세기 에는상상할수도없었을”역사 모임에함께참여하 다.2001

70)CalvaryContender,1August1997.
71)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7.
72)CalvaryContender,1December1999.
73)World,1January2000.
74)CalvaryContender,15Jan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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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5월18일릴리죤투데이지의뉴스보도에의하면,오하이오주북서지역의감독

교회와로마천주교와루터교회들은그리스도인의일치의표시로서함께 배하고

기도하기로서약하 다.그언약의한부분은다음과같은맹세를포함한다:“우리

는이로써일치운동의장애물들의제거를 해노력하고재연합의길에어떠한장

애물도놓지않기로동의한다.”릴리죤투데이지의 은한로마천주교주교의말

을인용하 다:“이것은다른하나의차원의에큐메니칼운동이며상호간의존 이

다.우리모두는공개 으로우리자신을 탁하고그것을거행하고있다.”감독교

회의한지도자는논평하기를,“나는이것이에큐메니칼 계를 한하나의획기

변화이며 놀라운 실제 계성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 다.75)

캐나다 교회 ,천주교 주교를 회장으로 선출

캐나다 교회 의회는 창립 56년 만에 처음으로 천주교인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2000년4월앨버타에드몬튼에서열린회의에서캐나다교회 의회는천주교회온

타리오주교인안드 발리를새지도자로선출했다.캐나다최 교 인천주교회

는1997년캐나다교회 의회에회원으로정식가입되었다고한다.캐나다교회

의회는 재19개교단이가입되어있다.발리주교는취임인사에서,“무엇보다

요한것은 화를 해서로를더잘아는것이다,”“궁극 인목 은일치를이루는

것이다.일치가내일당장이 질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 어도우리는일치

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76)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어떻게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있는가를 보이는 생생한 증거이다.종교개 자 마틴 루터나

죤 칼빈은 천국에서 탄식할 것이다.

국교회(성공회),교황 수 권 인정

기독신문1999년5월19일자(16쪽)보도에의하면,성공회와로마천주교신학자

들로구성된 ‘성공회-로마천주교국제 원회’는5월 12일 웨스트민스터교회당에

서발표한‘권 의선물’이라는제목의문서에서“로마주교는,교회의보편 수

권[首位權]의표 으로서,진리를분별하고밝히는특별한사목활동을한다”고명

시했다.이 원회는1966년에성공회캔터베리 주교와로마천주교교황의합의

하에구성 으며,이번까지세차례두교회의궁극 재통합을목표로한신학

합의를이끌어냈다고한다.죠지캐리성공회캔터베리 주교는이번문서에 해

“환 한다.폭력과분열로갈라진세계에서그리스도인이한목소리를내는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국교회(성공회)는처음부터천주교 인요소와개신교

75)Foundation,May-June2001,p.38.
76)크리스챤신문,2000.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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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소가섞여있었고근래에는자유주의 요소들이많이들어와있다.그러므

로 이런 포용 ,타 활동이 그 교회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겠지만,참된 성도들

에게는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공회 교인들은 교황을 세계교회의 머리로 삼으려함

성공회의 캔터베리 주교와 로마 천주교 국제연합 원회는 권 의 은사(The

GiftofAuthority)라는제목의문서를통하여모든성공회교인들에게요청하기를,

만일새로운지구교회가창조된다면교황을최고의권 로인정하라고한다.77)그

문서는교황을‘모든교회들에의하여받아들여져야할은사’라고묘사한다.지난5

월람베스 에서발표된그성명서는,비록 재구속력은없지만,새로연합된

교회에서 세계 수 권(首位權)을 행사할 자가로마 주교[교황]일 것이라고인정

한다.78)

성공회와 천주교회의 비 스런 연합의 미래

캐나다 토론토에서 모인 천주교회와 성공회(국교회)의 역사 모임은 13개국

에서온26명의성공회와천주교회의주교들이두교회가466년간의분열을넘어서

연합할방법을연구할 원회를만들기로합의하고5월19일폐회되었다.79)캔터

베리 주교죠지캐리와추기경에드워드캐시디는새 원회가여성안수와윤리

지 두 교회의 성직 조직의 통합 등의 문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성공회-천주교회국제연합 원회는그리스도인들이천주교회교황의권

를“모든교회들에의해받아들여질선물”로수용해야한다고선언하 다.보수

단체들80)의 지도자들은 “개신교 신앙에 한 성공회의 배신”에 항거하 다.81)

한 남침례교회가 천주교 신부를 포용함

미국의앨러배머주의헌츠빌타임즈(HuntsvilleTimes)2000년1월15일자의한

은다음과같이말한다:“여러분은어디에서천주교신부가[남]침례교회에서연

설하고 안식교인들과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희년 배를 한기독교일치축제’에서이다....기독교공동체는

1월23일[헌츠빌]제1침례교회에서 배와찬양의시간으로모일것이다.”주최측

77)CRNNewsletter,June1999.
78)CalvaryContender,1August1999.
79)HuntsvilleTimes,27May2000.
80)FBF,ACCC,FreePresbyterian,BritishCouncilofProtestantChristianChurches,

andCanadianProtestantLeague.
81)CalvaryContender,15Ju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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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것이 이 곳에서의 새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그 천주교

연사는로마천주교회와헬라정교회와개신교와복음주의자들/은사주의자들이

화를 해함께모이는것이 요할뿐만아니라,그들이 세계의모든주요종교들

에서온사람들과함께그 게하는것이 요하며그 지않으면“우리는결코평

화를소유하지못할것이다”라고말했다.82)그 지만,오류를포용하며연합하는것

보다 진리에 의해 분리되는 것이 더 낫다.

감리교와 천주교의 화

미국의연합감리교회와로마천주교회의지도자들은어떻게두단체가좀더가

까워질 수 있는지 토론하기 해 다시 모 다.최근에 달라스에서의 모임에서,각

단체의 화 의7명의 원들은무엇이두단체를나 는지와무엇이둘다의공

통 인지에 해이야기하 다.감리교회의 리암옥덴감독이거기있었는데그

는 천주교인들과 김리교인들은 몇 가지의 노력들에서 서로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물론우리의신학들의일부와 한우리의정치방식즉우리가교회로서

어떻게기능을하는가에의해나뉘어있다.그러나우리는특히선교에있어서참으

로 력 이다.우리는두교회들이다른선교활동들을함께하는달라스지역에서

많은활동들에함께일한다.”감리교회와천주교회세계 화모임은두교단사이

의가장오래된 화모임이다.옥덴감독은미국에서의그 화모임이수년동안

진행되어왔고어떤좋은이해와많은 요한신학 논문들을산출하 다고말한

다.83)

82)CalvaryContender,1February2000.
83)AgapePress,13May2003;CalvaryContender,Jun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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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회의 윤리 부패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해야 하는가?

“경찰이범죄를 용해야하는가,의사들이질병을 용해야하는가,법 들이거

짓증언을 용해야하는가?그러나기타다른맥락에서는미치 이짓일 용이

문제들에서는 명령된다.”1)

낙태/안락사

미합 국 장로교회의 입장

1986년 미합 국 장로교회 총회는 낙태에 하여 281 266으로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긴다’(pro-choice)는 입장을 재선언했다.2)

미 연합그리스도의 교회는 낙태를 허용함

미연합그리스도의교회의공식 진술들은낙태를지지한다. 그교단은1991

년 극 안락사를지지하고자살을허용하는최 의 교단이된결의안을통과

시켰다.3)

낙태에 한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입장

크리스챤 신문 1998년 2월 2일자에 의하면,지 부터 25년 미국의 역사 로

(Roe) 웨이드(Wade) 법원 결이 ,이미미국연합감리교회는낙태가더이

상범죄가아니며여성들이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문제라고결론을내렸다.이와

함께일부목사와성도들은낙태여성을 해체포까지도감수했었다.미국연합감

리교회는1972년총회에서발표된사회신조를통해낙태를범죄목록에서제거하고

그 신기 의료행 과정과연 되는법률로다 야한다며낙태에 한지지

를 표명했다.

1972년통과된책임있는부모에 한결의는1968년총회때확정된결의의아

주 요한변화를반 하고있다.1968년결의는,사랑하지않고원하지않는아이

들이계속 으로태어나는것을경고하면서낙태를찬성하는가아니면반 하는가

에 한단순한논쟁을거부하는것이다. 한강간이나근친상간,그리고다른극

1)DaveHunt,TheBereanCall,May2000;CalvaryContender,1January2002.
2)ReligiousNewsService,18June1986.
3)ChristianNews,13April1992;CalvaryContender,1August1991;1Januar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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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나쁜 환경의 경우 의사들에 의해 승인된 낙태만을 찬성했다.그러나 1972년

결의는 낙태에 한 개인 이고 도덕 인 문제와 련,여성들이 자유롭게 결정하

도록하는것으로더욱진보했다.이것은낙태의살인죄를교회에허용하는배교

사상이요 결정이다.

린스톤 학의 생명 윤리학 교수 피터 싱어(PeterSinger)

피터싱어는1999년미국의 린스톤 학교의생명윤리학분야의교수직에임

명되었다.4)싱어에의하면,갓난아기는 돼지와소와개보다더 큰생명의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그는척추장애나 우병(血友病,hemophilia)등을가진갓난

아기들을죽일권리를환자들이나의사들에게주기를원한다.5)리더스다이제스트

1999년10월호에의하면,그는말하기를,“불구가된어린아기를죽이는것은한인

격을 죽이는 것과 도덕 으로 동등하지 않다”고 한다.6)

낙태는 매우 크고 심각한 죄악

낙태는 사회의 매우 크고 심각한 죄악이다.한 보도에 의하면,미국에서

1980년 합법 으로 행해진 낙태는 150만명이고 그 79%는 미혼자에 의한 것이

고 30%는 청소년에 의한 것이며 심지어 1%는 15세 이하의 경우이었다.한국도

낙태가 비공식 통계로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1998년 보건사회

연구원 조사에따르면,15-44세 기혼 여성의44%가한번이상낙태경험을한것

으로 조사되었다.7)미국의 남북 쟁시 사망한 군인들의 수는 약 50만명이었고,1

차 세계 의 미군의 사망자수는 약 12만명,2차 세계 의 미군의 사망자수는

약 41만명,한국의 6․25 쟁시 사망자수는 약 5만명,베드남 쟁시 사망자수는

약 6만명이었다고 한다.그러나 낙태가 합법화된 1973년 이후 1985년까지 미국에

서 낙태된 어린아기들의 수는 약 1500만명이라고 하며 세계 으로는 연간

5500만명이라고 하니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8)상황이 이러한데도 교회

가 낙태를 강력히 반 하는 신 그것을 인정하다니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

가!

4)CalvaryContender,1July1999.
5)NewAmericans,27September1999.
6)CalvaryContender,15October1999.
7)조선일보,2001.11.17,21쪽.
8)HavenB.Gow,"IsAbortioninAmericaLiketheHolocaust?"ChristianNews,24

June1985,p.8;교회연합신문,2002.5.26,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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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교회 일반]

세계교회 의회(WCC)

1993년11월,세계의300개교단이상을 표하는세계교회 의회는2,000명의여

성들이참석한,미네소타주미네아폴리스에서의리-이메이징(Re-imaging) 회를

후원하 다.그 회의연사들 다수는여성동성애를조장하 고, 략100명의

여성 동성애자들 무리는그들의 동성애를 자축하기 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기립

박수를받았다.한분과회의는‘교회내에서의여성동성애자들의 언 목소리’라

는 이름을 가졌다.9)

미국 교회 의회(NCC)

미국의 표 동성애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 세계 회의 지도자

그 귀보드(GwynneGuibord)박사는최근의미국교회 의회총회에서연사로서

따뜻한환 을받았다.회집된교회 의회 표들 최소한 반은서서그여자에

게 갈채를 보내었다.10)그 여자는 실제로 동성애에 한 반 가 은이들을 매춘,

마약,알코홀남용에빠지도록강요한다고비난했다.미국교회 의회회장크 익

앤더슨을포함하여일부교회 의회지도자들은메트로폴리탄커뮤니티교회세계

회를 회원 교단으로 받아들이자는 쪽이다.11)

동성애 활동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회 의회 회장이 됨

동성애교단인세계메트로폴리탄커뮤니티교회 회의에큐메니칼임원인그

귀보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회 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12)

미국 콜로라도 교회 의회와 동성애 교단

미국콜로라도교회 의회는지배 으로동성애 인한교단을회원으로받아들

다.메트로폴리탄커뮤니티교회세계 의회(UFMCC)를받아들임으로써,그

의회는그조직체안에UFMCC를포함하는오직다섯개의주(州) 의회 의하

나가된다.UFMCC의포함으로인하여,16년간그 의회의회원이었던덴버천주

9)ChristianNews,27October1997,p.5.
10)NationalLibertyJournal,February1999.
11)CalvaryContender,15February1999.
12)CalvaryContender,15Apri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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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구는헌 을 지하 고정회원신분에서 그 의회내의 참 인 신분으로

자신을 떨어뜨렸다.UFMCC에큐메니칼 사무 인 그 귀보드는 말하기를,“천주

교회가 에큐메니칼 테이블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은 슬 일”이라고 했고 수

그리스도는“모든 경계선들을 월하셨고 만일 그러한종류의용납이 수께선한

것이었다면,그것은내게도 좋을것이다”고말했다.13)그천주교 교구는그 의

회에두번째로큰헌 후원자로서매년13,000불이상을헌 하 었다.콜로라도

교회 의회의다른회원교단들은미국침례교회,미합 국장로교회,연합그리스

도의교회,그리스도교회(그리스도의제자들),미국복음루터교회그리고연합감

리교회이다.14)

[미합 국 장로교회(PCUSA)]

순결 규정에 한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

1997년,수년간의논쟁끝에미합 국장로교총회는모든미혼목사들,집사들,

장로들이독신이어야한다는규정을근소한표차이로통과시켰다.이것은,물론성

으로순결치못한모든독신직분자들을당황 할것이지만,특히동성연애자들

의 목사 안수를 지하기 한 것이었다.15)그러나 미합 국 장로교 총회의 이런

결정은진실한성도들에게기뻐할일이기엔 무나거리가멀다.왜냐하면동성연

애가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은 수년 동안 동성연애자의 목사 안수 문제를

놓고논쟁했었고겨우‘근소한표차이로’통과시켰기때문이다.이사실은그교단

안에는동성연애자목사안수를찬성하는많은목사들,장로들이있다는것을의미

한다.미합 국장로교단이참된교회라면이것이어떻게가능한일이겠는가?이것

은 참된 성도들에게 진실로 통탄할 일이다!

동성애에 한 소수 보고서 채택

1999년,미합 국장로교회211차총회는동성애자에 한안수 지를규정한‘정

과순결’헌법조항삭제를주장하는교회직제목회 원회의‘다수 ’보고서 신

동성애자에 한목사장로집사안수여부를놓고2년간연구와토론을하자는‘소

수 ’보고서를지지했다.다수 지지총 는총 198명(38퍼센트)이었고소수

지지총 는총 319명(61퍼센트)이었다고한다.16)성경이정죄하는동성애의문

제를 두고 그들에게 안수할 수 없다는 교회 규정을 삭제하기를 원하는 총 들이

13)DenverPost,15June2001.
14)Foundation,July-August2001,p.43.
15)CalvaryContender,1May1997.
16)기독신문,1999.6.3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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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명이나되고,나머지도그문제를‘2년간연구,토론하자’는입장일뿐이니,도

체 교회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가!

동성애자 제인 스 (JaneSpahr)에게 시상함

미합 국장로교회는여성동성애자제인스 를올해의‘신앙의여성’수상자로

지명하 다.두 명의 자녀를 둔 이 이혼모는 미합 국 장로교회를 섬기는 첫번째

공공연한동성연애자이었다.17)그는동성애장로교인의교회직분자임명을 해바

쳐진한단체를섬겼다.18)상을받을다른두여자는 일 학교수여자동성애자

티 럿셀과,은퇴한 한 린스턴 학 교수이었다.19)

노스이스트 회가 동성애자 결합식을 허용함

미합 국장로교회노스이스트 회의상설재 국은1999년11월22일 결하

기를,지교회당회들은그들의목사들이동성의짝들을 한‘거룩한결합’의식들을

--만일그들이이‘결합’이결혼과동일한것이아니라는것을분명히한다면--집례

하고그러한의식들을 해교회건물을사용할수있도록허락한다고했다.허드슨

강노회에 한고소사건에서,그상설재 국은동성결합들은결혼이아니기때

문에 그것들이 교회 헌법에 의해 지된 것이 아니라고 결하 다.20)

총회재 국이 동성애자 ‘결합식’주례 동성애자 목사후보생 인정

미합 국장로교회총회상설재 국은2000년5월노스이스트 회상설재 국

의 결에불복해올라온두건의상소사건을다루면서목사의동성애자‘결합식’

주례를인정하며동성애자목사후보생을인정하는 회상설재 국의 결을정당

하다고 시하 다.상설재 국은1997년에채택한“교회직원은한남성과한여성

사이의 결혼생활에서 성실해야 하며 독신생활에서 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수정조항(B)’은교회 식이나목사후보생자격심사의기 으로확 용될수없

다고해석하며,동성간의‘결합식’이이성간의 통 결혼식과혼동되지않는

다른방식으로치러진다면목사가그의식을주례하는것은헌법을어기는것이아

니라고 시하 다.동성간의결합식은 통 결혼식의의미와성격을가지지않

는다고본것이다. 한상설재 국은 재자신이독신동성애자이며가까운장래

에실제로동성애 계를가질것이라고밝힌사람을합법 으로목사후보생이될

수 있다고 시하 다.21)

17)CalvaryContender,1April1992.
18)World,15May1999.
19)CalvaryContender,1July1999.
20)ChristianObserver,December1999;ChristianNews,24January2000,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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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명백히 죄악인데,동성애 결합식이 통 결혼 개념이든지 아니든지

목사가어떻게동성애결합식의주례를할수있단말인가? 동성애결합식이결

혼의의미가아니라는것은무슨말인가?동성애자들은그것을이성간의결혼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백한 동성애자를 합법 목사후보생으로 여긴

다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미합 국 장로교회는 배교 단체이다.이 교단에

속한진실한목사들과 성도들은즉시 그교단을떠나야한다. 이 교단과유

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장 통합측 교단은 그 교제를 끊어야 한다.

동성애 지조항 통과

2000년6월미합 국장로교회총회는동성애 지조항을명시한헌법수정안을

체회의에서한시간의격론끝에268 251의표결로통과시켰다.이수정안은

총회산하173개노회의3분지2의찬성을얻어야효력을가진다.22)그러나이러한

결정은기뻐하기보다는여 히슬 사실이다.왜냐하면‘한시간의격론끝에268

251로’통과된 것이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이 사실은 그 장로교단의 총회 안에

동성애를 극 으로혹은소극 으로지지하는많은목사들이있다는것을증거하

기때문이다.총회총 들가운데251명이그러하 으니그총회에속한목사들가

운데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러할 것인가?동성애는 성경에 분명히 증거된 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심히 악한 죄악이다(창 19:4-7,24-25; 18:22;롬

1:26-27;고 6:9).

동성 결합식을 허용함

2001년3월,미합 국장로교회는동성커 을 한축복의식을 하는헌의안

을기각하 고,성직자들은그런의식들이결혼식과혼동되지않는한그것들을자

유로이 집례할 수 있게 되었다.23)

미국 장로교인들이 동성애 성직자를 용납하려함

2001년 6월,미합 국 장로교회 총회는 동성애 성직자 안수에 한 지조항의

제거를추천하도록317 208로표결하 다.그러나이결의안은 국노회투표에

서 부결되었다.총회 산하 173개 노회의 과반수가 반 하 다고 한다.24)

21)기독신문,2000.5.31,8쪽.
22)기독신문,2000.7.5,8쪽.
23)CalvaryContender,1April2001.
24)HuntsvilleTimes,16June2001;CalvaryContender,1July2001;크리스챤신문,

2002.3.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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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장로교의 자유주의 총회장

미합 국장로교회총회는2003년5월24일가장자유 인후보자를새총회장으

로뽑았다.투표자의53퍼센트득표로승리한그는메릴랜드주베데스다의목사인

수잔앤드류스이었다.앤드류스는그자유주의 교단이 재 어도문서상으로는

하고 있는 행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지지한다.25)

장로교 목사가 동성애 결혼을 주례함

미국오하이오주신시나티의마운트어번장로교회의스티 반퀴 목사는그

의교단에의해책망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다른한동성애결혼식을주례하 다.

2003년4월21일에는지역교회재 국이이 의동성애결혼식주례에 해교단의

법을불순종한잘못이있다고 결했으나그벌은단순한공 인책망뿐이었다.26)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동성애에 한 빅터 퍼니쉬(VictorPaulFurnish)의 의문

1979년도의한책에서,미연합감리교회소속남감리교 학교의빅터폴퍼니쉬

는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정말 동성애를 정죄했는지 의문(疑問)하 다.27)

1982년의 동성애에 한 보고서

1982년,연합감리교회에서출 된‘인간의성에 한기독교 이해’라는제목의

보고서는동성애 인남자들과여자들이교회목회나지도 직분에서제외되어서

는안된다고진술하 다.그보고서는주장하기를,‘많은사람들이천성 으로동성

애 이며그들은다른사람들처럼완 한그리스도인제자의생활을하고상호간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다.28)

1995년, 운드리 감리교회의 공개토론회

1995년11월,워싱턴D.C.에있는연합감리교단소속 운드리감리교회에서열

린한공개토론회에서연사들은바울을‘자신을미워하는동성애자’로묘사했고,동

성애결혼을칭찬했고, 다윗왕이양성애자이었을지모르며 수그리스도가동

25)FridayChurchNewsNotes,30May2003;ChristianNews,9June2003,p.2.
26)Ibid.
27)ChristianNews,27October1997,p.5.
28)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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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이었을지도모른다고추측하 다.그 회에서는동성애 무지개상징을보

이는 깃발을 앞세운 ‘성직자 행렬’이 있었다.29)

지미 크리치 목사와 그 옹호자들

1997년9월네 라스카주오마하의제일연합감리교회의지미크리치목사는그

의교인 두명의여자동성연애자들을 해결혼식을거행했다.그러나그교회

의한교인의고소로그사건이재 을받았다.그런데,동성연애자들을 한연합

감리교인들의 비공식 표 모임인 ‘찬성’(Affirmation)이라는 모임은 그 교단의

최고 법정인 재 원회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에 한 1996년교회의 지 규정이

합헌 인지여부를 단해주기를원했다.30)교회가얼마나 타락하고넓어졌으면,

동성애의 악한 행 를 옹호하는 자들이 포용되고 있는 것인가?

동성애 옹호 목사들

미국연합감리교회목회자들일부가동성애를옹호하는성명을발표했다.31)6개

항으로된이선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첫째로,그들은성경, 통,이성

경험에 의지하여 ‘동성애라는 행’그 자체가 기독교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확신한다. 한그들은동성커 계약의약속을 해 (를들어,

결혼식거행등)도움을 히주어야한다고주장한다.뿐만아니라,그들은안수

받을자격이충분한남녀동성애자들에게안수를 수있도록기도하고활동할것

이라고 말했다.이 성명서에 서명한 자들 가운데는 남감리 학교 빅터 폴 퍼니쉬

교수,사회행동을 한 감리교 연합 총무 조지 맥클 인 등이 있다.

미 연합감리교회의 내분

기독신문1998년4월15일보도(16쪽)에의하면,동성애결혼식을집례한지미크

리치 목사 무죄평결 이후 미 연합감리교회의 내분은 격화되고 있다.지미 크리치

목사는 1997년 9월 자신이담임하는 오마하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여성동성애자

커 에게‘결혼식’을집례함으로써연합감리교회장정 반 의로교회재 에회부

되었었다.연합감리교회는1996년총회에서소속성직자가동성애결혼식을집례하

는것과소속교회에서동성애결혼식이행해지는것을 지하는규정을장정에첨

부했었다.그러나이번사건에서재 국의13명배심원 8명은크리치목사의유

죄를인정했으나최소한9명이유죄를인정해야유죄평결을내릴수있는교회법에

따라크리치목사의장정 반 의는무죄평결을받은것이다.크리치목사의무죄

29)Ibid.
30)ChristianNews,24November1997.p.11.
31)ChristianNews,26January1998.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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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결 이후,감리교회내의 찬반 갈등과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동성결합식을 집례하겠다는 성명서에 서명한 자들

1998년미국연합감리교회의최고법정에의한한구속력있는 결은동성의결

합들이연합감리교회목사들에의해연합감리교회들안에서행해질수없다고진술

하 으나,한보수 인연합감리교회지도자는말하기를,1998년 240명의연합감

리교회목사들이그들이요청을받는다면동성의결합들을집례하겠다고말하는성

명서들에서명하 다고한다.32)월드(World)지1998년9월19일자는미국샌 란

시스코 연합감리교회 소속 라이드 교회 목사 시실 리암스와 기타 성직자들이

동성의결합들을즐거이집례하겠다고진술하는성명서에서명하 다고말했다.33)

감리교 목사들이 동성애 결합을 축복함

1999년1월16일여성동성애부부가미국캘리포니아주새크라멘토에서1500명

의사람들앞에서95명의연합감리교단목사들에의해서‘축복’을받았다.34)그들은

그의식을동성애자들의권리를옹호하고,동성애자들의결합에 한교단의 지

조치에 항의하기 해 사용하 다.35)

미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에 해 반 함

2000년,클리 랜드에서모인총회의총 들은동성애가“기독교교훈과조화될

수없다”는것을628 337의표결로재확인하 다.그다음에는,‘행 동성애자

들’이목사가되는것을 지하는방침을유지하기 한640 317의표결이있었

다.총 들은 한성직자가동성결혼 식들을집례하지못하도록 지하는표결

도하 다.36)그러나슬 게도아직도많은감리교회목사들이동성애를찬성하고

심지어 동성애 목사를 용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성 결합 식 인도로 인한 감리교회 내의 고소 사건

미국연합감리교회뉴스서비스에의하면,메인주의수 데이 포트목사와네

라스카주의마크 믈링목사는동성애자결합식을집례한일때문에교단내에

32)ChristianityToday,5October1998.
33)CalvaryContender,15October1998.
34)ChristianityToday,1March1999.
35)CalvaryContender,15March1999.
36)ReligionToday;ChristianNews,22May2000,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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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소를당한 상태이다. 믈링은 2000년6월 3일오마하 교회에서두남성을

한결합식을집례하 고,메인주클린톤에있는 라운기념연합감리교회목사데

포트는 1999년에 동성애자 결합식을 집례하 다.37)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성 환 수술을 받다

미연합감리교회목사리챠드재모스트니는최근성 환수술을받았고그의이

름을르베카스틴으로바꿨다.그는휴가기간 에이 게했고지 ‘목회’에돌아

오기를원한다.교단지도자들이작년에그것을‘좀더토의가필요한’문제라고인정

한것을보면,이것은연합감리교목사들가운데서성 환의첫번째경우가아닌

것 같다.38)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보수 결정

2004년 5월 4일,미국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동성애 행 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수없다.그러므로동성애행 를하고있음을스스로공언한사람은사역

후보자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안수를 해서도 안되며,연합감리교회의 사자로

임명할수없다”고선언하 다.이선언은성경 으로올바른것이다.그러나그교

단은이미교단내에존재하는동성애목사들이나동성애지지자들을포용하고있

는문제를여 히안고있다. 를들어,동성애옹호단체는이틀뒤총회 체회의

장에진입하여‘마음을열어동성애자를받아들여라,’‘동성애자도진정한세례자임

을 기억하라,’‘우리는 형제자매’등의 구호를 은 피켓을 들고 항의시 를 벌

다.39)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혼란의 상황이다.

[미국 감독교회(ECA)=성공회]

미국 감독교회는 1995년에 7,415교회와 세례교인 158만을 가진 교단이다.

1987년,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교구들

1987년,미국 감독교회의 뉴 지 주 뉴워크 시 감독 교구는 동성애 결혼들의

인정을요청하 다.40)같은해11월,매사추세츠감독교구의‘성직자’ 표들은결

혼식과비슷한동성연애자들을 한축복의식을개발하기로한결의안을승인하

다.41)

37)ChristianNews,17July2000,p.3.
38)DavidW.Cloud,"FridayChurchNewsNotes,"7June2002;ChristianNews,17

June2002,p.2.
39)기독신문,2004.5.12,21쪽.
40)ChristianNews,27October1997,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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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 스 (JohnShelbySpong)의 동성애

1988년,미국 감독교회의감독 죤 쉘비 스 은 죄 가운데 삶:한감독이 인간의

성(性)을다시생각함(LivinginSin:ABishopRethinksHumanSexuality)이라는

책 198쪽에서 ‘나는 남녀 동성연애자들의 짝들에 한 교회의 축복은 불가피하고

옳으며 분명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고 썼다.42)

미국 감독교인들의 동성애

1993년국내 국제종교보도(NIRR)에의한설문조사는,미국의감독교인들의

75퍼센트는성 으로활동 인동성애자들이여 히충실한그리스도인이될수있

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43)

감독교인들과 동성연애자들

1997년7월미국감독교회 회는동성애자들에게사죄하 다.그들은동성결합

들의축복을연구하고,가사의일에 여하는배우자들에게도의료보험혜택을확

장하기로가결했고,성 으로활동 인동성애성직자를 지하려는시도들을부결

시켰고,동성애 심사에 동정 인자유주의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 다.그들은

7명의 여성 감독들과 약 1,500명의 여성 신부들을 가지고 있다.44)

감독교회 지도자들의 동성연애 옹호 입장

미국감독교회의에드먼드 라우닝은감독회장으로서의마지막연설에서다음

과 같이 말했다:

국국교회[통을받은]교인으로서,우리는하나님의뜻을성경과 통과이
성을통하여분별한다.그 지만,어떤이들은우리의 국국교회 통 신에성
경문자주의를받아들이기를택하 다.역사는,성경문자주의가노 제도의실천
뿐만아니라 한여성의인격훼손을지지하는데사용되었음을우리에게말한다.
우리는노 제도를지나서움직여왔고여성압박을지나서움직이고있다.지
은,우리의남녀동성애 형제들과자매들에 한선입견들을창조하는성경의문
자주의 해석의 사용을 지나서 움직일 때이다.45)

41)Ibid.
42)Ibid.
43)ChristianNews,1November1993,p.1;CalvaryContender,1December1993;

ChristianNews,27October1997,p.5.
44)ChristianNews,27October1997,p.5;CalvaryContender,15Septemb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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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감독회장인 랭크그리스월드는 “오래 부터남녀동성연애자들의교회생활

에서의 완 한 참여에 한 지지자이었다”고 한다.46)미국 감독교회는 이 정도면

갈 만큼 간 배교 집단이 아닌가?아,그 교회 내의 진실한 성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아,그런교회가참여하고있는에큐메니칼운동과세계교회 의회에참여

하고 있는 보수 교회나 신자들은 언제까지 침묵하며자신의 참여를 정당화하고

있을 것인가?

죤 스 (JohnShelbySpong)감독

죤스 감독은1990년미국에서최 로공공연한‘남자동성애자’신부의임직식

을거행하 다.그는‘동성애자’를벽속에가두고여자들을신부직에서제외하는교

회에있기를원치않는다고했다.47)그는바울이“심히억제된,자기부정 동성연

애자”이었고,동정녀탄생이 수가사생아임을은닉하기 한것이었을지도모른

다고 추측하 었다.48)

동성애자를 수석 주교로 임명함

2000년2월12일미국감독교회의올림피아교구의세인트마크 성당에서는공

공연한 동성애자 로버트 테일러 주교를 수석주교로 임명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의식에는200명에달하는교구 표들과세계각지에서온수백명의성직자,교

회 표들이참석했고남아 리카공화국의투투 주교도참석했다.49)그러나동

성애자가교회의회원이될수있는가?어떤죄인도회개하면교인이될수있지만,

죄가운데있는공공연한동성애자는결코교인이될수없다.더욱이,동성애자가

일개의목사혹은신부도아니고,주교도아니고,수석주교라니이런일을하나님께

서 어떻게 보시겠는가?어떻게 그가 이 세 를 진노하시고 징벌하시지 않겠는가?

미 감독교회 동성애 주교 임명 논란

2003년8월미국감독교회(성공회)는13년간동성연애를해온진로빈슨주교를

뉴햄 셔 구주교로임명하는문제를두고논란을빚고있다.50)이일로인해세

계성공회의수장인 국성공회로완 리엄스캔터베리 주교는10월런던에서모

45)EvangelicalsConcerned,Spring1998.
46)CalvaryContender,1May1998.
47)미국 뉴 지 주의 DailyRecord,27January2000;Star-Ledger,30January;

ChristianNews,7February2000.
48)CalvaryContender,15August1998.
49)기독신문,2000.3.15,8쪽.
50)기독신문,2003.8.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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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공회긴 구장회의를소집하 다.51) 교회가동성애를포용하고심지어

동성애 목사나 주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심히 타락한 증거이다.

동성애자인 성공회 주교가 선출됨

2003년6월7일,미국의뉴햄 셔주 구는미국의감독교회역사상최 로공

공연한동성연애자 이진로빈손(V.GeneRobinson)을주교로선출하 다.진로

빈손은 13년 ,그의 엄숙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고 그의 아내와 두 어린 딸들을

버리고그의남자 트 와함께이사하 다.2000년4월29일워싱턴D.C.에서의

동성애자 행진 날에 한 연설에서 로빈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남자동성애무리로서머리를높이들가치가있는데,그것은우리가단
지우리자신이가치있다고결정했기때문이아니라,하나님께서그것이그 다고
선포하셨기때문이다.즉우리는우리를이런식으로만드셨고그것을선하다고선
포하신하나님에의해우리의가장무모한상상을넘어서사랑을받는다.우리는
오늘날우리도우리의성경책을읽는다고선포한다.그리고그것의많은증인들의
목소리를통해우리는하나님의음성을듣는다.그것은‘희는가증한자다’라고
말 하시는것이아니고,오히려‘희는나의사랑을입은자들이다’라고말 하시
는음성이다.우리는우리의모습그 로우리를사랑하시며우리의‘여러가지죄
와 악’으로부터--그것은 우리가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우리를
구원하시기 해죽으신구주에 해동등한권리주장을한다.그리고우리는우
리가그리스도의몸에완 한지체--‘완 한’지체!--라는것을주장하면서오늘
여기에 온다.52)

동성애자 주교 서품식 거행

미국 감독교회는,동성애자인 진 로빈슨의 뉴햄 셔 보좌주교 서품식을 2003년

11월2일미국더햄뉴햄 셔 학교휘트모어센터에서거행하 다.서품식은54명

의주교를포함한3천여명이지켜보는가운데거행되었다.로빈슨은공개 인동성

애자이다.한편,세계성공회의수장인로완 리엄스캔터베리 주교는이서품식

직후깊은유감과세계성공회의분열을우려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고한다.53)공

공연한동성애자가주교로임직되었다는것은오늘날교회들이얼마나타락했는가

를단 으로보여 다.교회들의죄악이하늘에상달하고있고하나님의진노의때

가 다가오고 있다.참 신자들은 배교된 교회들을 떠나야 한다.

51)기독신문,2003.8.13,17쪽.
52)ENI,10June2003;FridayChurchNewsNotes,13June2003;ChristianNews,

23June2003,p.2.
53)“미 성공회,동성애자 주교 서품 강행,”기독신문,2003.1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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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합그리스도의 교회(UCC)]

1995년통계에의하면,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는6,145교회,147만교인을가

진 교단이다.

1972년,최 로 동성애자에게 안수함

1972년미국연합그리스도의 교회는 리암존슨(WilliamJohnson)의안수를허

락했는데,그는 교단에 의해 안수받은 첫번째의 공공연한 동성애자이다.54)

동성애자를 목사로 허용함

1980년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는 행 남녀동성애자들이목사로일하도록

공식 으로허용한최 의그리고유일한 교단이되었다.55) 1985년,2년마다

모이는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총회는동성애자들을목사로허락하는것을압도

표수로 결정했다.56)

폴 쉐리와 지도자들은 동성애자들의 동등권을 지지함

1994년 미국 연합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장 폴 쉐리(PaulSherry)와 지도자들은

‘남녀동성연애자들과양성애(兩性愛,Bisexual)자들의동등권과해방을 한워싱

턴 행진’에 참가하 다.57)

총회장 폴 쉐리의 목회서신

1998년미연합그리스도의교회총회장폴쉐리는동성애의용납을지지하면서

쓴 목회서신이 6천개의 모든 연합 그리스도 교회 강단들에서 읽 지기를 원하

다.58)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

동성애 지지자들

54)ChristianNews,27October1997,p.5.
55)ChristianNews,13April1992.
56)ChristianNews,29April1985,p.3.
57)ChristianNews,27October1997,p.5.
58)World,5Dec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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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만든인간의성 성격에 한사회 진술의한 안은동성애 결합을

지지하고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최고 감독인 허버트 킬스트롬의 찬사를 받았

다.킬스트롬은 행 남녀동성애자를목사직에공식 으로안수하고임직하기를

소원한다고 알려졌다.59)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배교 증거들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소속미네소타주미네아폴리스에있는소망루터교회

의톰 록목사는뉴올리안스에서열렸던교단의여름청년집회와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교단총회에 하여슬픔과탄식의심정으로몇가지사실을증거하 다.60)

첫째로,그는 교단 청년집회에 하여,‘심 있는 루터교인들’(Lutherans

Concern-ed)이라는단체가그집회에서책상을하나허락받았다는것을발견했다

고 증거하 다.‘심 있는 루터교인들’은 동성애의 행 를 조장하는 단체다.그가

교단총회에참석했을때‘정의의벽’이라는방에들어갔었는데,거기에서도그들을

한 시물을발견하 다.그는이 게말했다.“나의질문은이것이다.왜이런가?

우리의 은이들을교단집회에보내서실제동성애자들에의해선 을듣게하는

것이 정당한가?”

둘째로,그는교단총회에 하여,연합그리스도의교회 표가‘성령’께서그의

교단을인도하셔서실제 동성애자들에게안수를주었다고진술하고우리루터교

인들도그들의순례과정으로부터배울수있기를소망한다고말했을때혼란스러

웠다고증거하 다.후에그는그 표에게사 으로이야기하며그가아마도성령

을모독했다고지 했다.그는말하기를,“나는한 이연합그리스도의교회를이

끌어 그들이 한 일을 하게 하 다고 믿지만,그것은 성령이 아니셨다”고 했다.

마지막으로,그는교단총회가70 30비율의표차로,임신20주까지요청이있

으면 계속 교회 헌 을 사용하여 낙태를 해 지불하기를 표결하 다고 증거하

다.그는 말하기를,“이 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식 으로 배교 교회로서 완 히

갔다고 믿는다”고 했다.

여기에지 된것은윤리 문제들에불과하다.그것들도 요한 들이다.동성

애는성경 으로용납될수없는악이다.낙태도성경 으로용납될수없는악이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그런 정도에 있지 않다.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보다 더 근본 인 문제는 그들의 신학 사상이 이미 변해 있다는 데 있다.그들은

성경을신앙과행 의정확무오한규칙으로믿지않는자들이다.그들은이미하나

59)ChristianNews,15November1993,pp.1,12;CalvaryContender,1December
1993.
60)ChristianNews,10November1997,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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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 을 버린 자들이다.그 기 때문에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사상과

태도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 루터교회,동성애 용납

2003년 5월 4일,미국 미네소타 주 성 바울 시의 로리아 데이 루터교회는 그

교회목사들이‘동성결합식’을축복하는것을허용하도록표결하 다.61)미네아폴

리스시의구속자그리스도루터교회는2003년5월18일여자동성애자메리알빙

을목사로임명하 다.이 에알빙은그녀의남편과함께다른한루터교회의동사

목사이었다.5년 ,그녀는남편과이혼하 고자신의동성애를공포하 다.오늘

날그녀는미네아폴리스시의 앙루터교회의교회음악인인제인리엔과동거하

고 있다.

수그리스도안에서의하나님의은혜는동성애자를포함하여어떤죄인의구

원을 해서든지충분하지만, 수께서는“희도만일회개치아니하면다이와같

이 망하리라”고 말 하셨다( 13:3,5).고린도교회의 교인들 일부는 동성애를

행하 었지만,그들의 죄악된 길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켰었다(고 6:9-11).62)

[미국침례교회(ABC)]

동성애 목사 내디안 비

1993년미국미네아폴리스에서열린리-이메이징(Re-imaging) 회에서연사들

다수는여성동성애를조장하 는데,미국침례교회에부름을받은첫번째‘드러

난’여성동성애목사인내디안비 (NadeanBishop)은성경에서마리아와마르다

는 여성 동성애자이었다고 주장하 다.63)

동성애 교회들을 출교

미국침례교회의1999년 회는캘리포니아주의네교회들을친(親)동성애 경

향들때문에출교하기로한결정으로야기된심각한내 분열을드러낸가운데마

쳤다.64)이러한결정은바로된것이었다.그러나미국침례교회안에이런바른결

정에 반발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매우 탄식스럽다.

61)StarTribune[Minneaplis],18May2003.
62)FridayChurchNewsNotes,23May2003.
63)ChristianNews,27October1997,p.5.
64)ChristianNews,5Jul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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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례교회의 동성애 ‘교회들’

미국침례교회에는동성애자들의참여를격려하는‘환 하고찬성하는침례교인

회’에속하는37개교회들이있다.65)최근에제명된네교회들 의하나의목사

인에스더하기스목사는몇번의항의때문에제명이일시 유 상태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66)

[하버드 학]

동성애 목사 피터 고움즈(PeterGomes)

하버드 학교 기념교회 동성애 목사 피터 고움즈는 말하기를,그 교회는 동성

결혼을허용하기로결정하 다고한다.67)참된성도들은이배교의 실을탄식해

야 한다.

신학교수 피터 고움즈(PeterGomes)의 동성애 견해

피터고움즈는한인터뷰에서 기에서의동성애 지가동성애자가“본래악

하기”때문이아니고,“이방인들이그것을행하므로그것이의식 (式的)으로불

결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 한로마서1:27에서동성애행 에 한바울

의비평이“본성 으로”동성애자인사람들을가리키지않고이성애자(異性愛 )들

에의한동성애행 들을가리킨다고주장했다.그는 “바울이동성애에 해알

고있었던것은모두그것의타락한이방 표 이었다.그는그러한무지때문에

정죄될수없지만,그의무지가우리자신의무지를 한변명이되어서도안된다”

고말했다.68)그러나이것은성경이명백히정죄하는동성애에 한극히부자연스

럽고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변명이다.

동성연애 교수들

하버드 학교의 비교종교 인디안학 교수다이아나 에크는1998년 7월그의

동료교수도로시어스틴과함께하버드의로웰기숙사의사감들로서의임무를맡

았다.이여성동성연애자커 은20년간 트 이었다.69)크리스챤비이컨지1988

년12월1일자에의하면,에크는1988년이방종교들과의 화를취 하는세계교회

의회의 한 원회의 장이었다.70)

65)HuntsvilleTimes,22July1999.
66)CalvaryContender,15August1999.
67)HuntsvilleTimes,17July1997;CalvaryContender,1August1997.
68)USAWeekend,3October1997;ChristianNews,10November1997,p.7.
69)HuntsvilleTimes,26Apri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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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타 교회들]

미국 형제교회의 최 의 동성애자 안수

매튜 제이 스머커는그의안수가지방교직자들에 의해 처음 연기된 후2002년

6월9일안수를받았다.그가공공연하게남자동성연애자이기때문에,6월1일미

시간교구교회지도자들은그안수식을진행하기 에교단으로부터의추가 지도

를원한다고말하면서안수를연기하는표결을하 다.그러나스머커의지지자들

은그표결은교회규칙아래서필요로하는3분의2의찬성을얻지못했으므로부

하다고말했다.임원회는그결정을재고하 고그안수가계속되기를허용하

도록동의하 다.스머커는한교회회보에서“오늘은매우기쁘고축하할만한놀

라운 날이었다”고 말했다.71)

미국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의 동성애 지지 표자

1993년,미국그리스도의제자들교회(TheDisciplesofChrist)총회는동성애자

들의 목사 안수를 지지하는 목사를 표자로 선출했다.72)

미국 남침례교회 머서 학교의 폴 듀크(PaulDuke)교수

미국 남침례교 머서 학교 신약과 설교학 교수 폴듀크는“동성애와 교회”라는

제목의1994년 동침례교 의회(자유 )의총회 학교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 권 가 아니다.왜냐하면 어느날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천국에그것을가지고가지않을것이다....동성애는성경의주된 심이

아니다....나는 성경이 모든 형태의 동성애 행 를 정죄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73)

[캐나다 교회들]

1988년,동성애 목사 안수를 합법화함

1988년,캐나다연합교회는캐나다에서동성애자의목사안수를합법화한최 의

70)CalvaryContender,1June1998.
71)KevinEckstrom,ReligiousNewService;ChristianNews,24June2002,p.2.
72)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3.
73)CalvaryContender,1June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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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 되었다.그 이후,‘남녀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 환 하는

연합교회들의 수가 꾸 히 늘고 있다.74)

동성애 목사 스티 슨(TimStevenson)을 안수함

1992년5월,캐나다연합교회의 리티쉬컬럼비아 회는공공연한동성연애자

인 스티 슨을목사로안수하 고,“그리스도인의상호간의 탁의진정한표

들로서동성간의언약들의타당성을선언한”결의안을통과시켰다.종교뉴스서비

스(RNS)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어떤 목사들은 동성연애자들의 짝들을 한 ‘언약’

의식들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하 다.75)

1992년,동성애자 결합식을 허용한 회들

1992년,캐나다연합교회의마니토바와노스웨스턴온타리오 회는동성연애자

들의 짝들을 교회들 내에서 결혼시키는 것을 허락하도록 표결하 다.사스카치완

회도앞으로삼년동안 어도10개의강단을동성연애자들에게개방하기로표결

하 다.76)

캐나다에서 동성 결혼식이 합법 으로 행해짐

2001년 1월,캐나다의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교회에서 두 의 동성의

짝이1,000명의사람들앞에서합법 으로결합식을올렸다.77)합법 동성‘결혼식’

이 행해진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말해졌다.78)

캐나다 성공회 동성애 승인

캐나다성공회뉴웨스트민스터 구는2001년6월1일캐나다밴쿠버카 리아

노 학에서열린 회에서2,226명의총 들 56.5퍼센트의찬성으로교회안에

서동성애결합을축복할것을결의했다.이 구는동성애결합을인정하는캐나다

의첫번째 구가되었다.이 구의마이클잉햄주교는동성애가비성경 이거나

비도덕 이지 않다고 주장해왔었다.79)

74)ChristianNews,27October1997,p.5.
75)Ibid.
76)Ibid.
77)TorontoSun,15January2001.
78)CalvaryContender,15February2001.
79)기독신문,2001.6.13,19쪽.



3. 교회의 윤 적 패

-147-

뱅쿠버 교구는 동성애 결합을 축복함

뱅쿠버의 성공회 주교 마이클 잉햄은 그의 교구들 여섯개에게동성 계를

축복하는의식을행하도록기력을주었다.그결정의선언은세계의성공회지도자

들이그런축복에 해반 한그다음날인2003년5월28일에나왔다.잉햄은“이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동성(同性)의 인물들 간의 속 이고 성실한 공약에 한

축복이다”라고 말했다.80)

[ 국교회(성공회)]

성공회의 보수 결정

1998년8월,램버스회의에참석한 세계성공회주교 표들은‘동성애는비성

경 ’이라는내용을담은결의안을526 70이라는압도 인표차로가결했다.아

리카출신주교들이발의한이결의안은‘한남자와한여자로맺은결혼 계외

의성생활을성경은 지하고있으며,동성애자는사제서품을받을수없으며,동성

애결합을결혼으로서축복할수없다’는내용을담고있다.81)아직도보수 주교

들이다수라는사실은감사하다.그러나세계성공회 표회의에70명이라는가증

한 지도자들이 포용되어 있다!

국 성공회의 수장의 윤리 의 문제

국의캔터베리 주교로서머잖아죠지캐리를 체할로원 리암즈는한때

드러나게 재의동성애자를안수하 고심지어말하기를,동성애신부들이“모든

상상할수있는상황에서”독신일필요는없다고했다.82) 국성공회내의한복음

주의 그룹은 최근에 리암즈에게 “교회의 모든 교인이 거룩한 결혼 계 밖의 성

계를 해야 한다는 교회의 공인된 교훈”을 확언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한

“ 한권징의필요성”을 정하든지아니면캔터베리 주교로서의그의미래의

직책을사퇴하라고 구했다.83) 리암즈는거기에 답하여성도덕은“명확히규

정짓는 문제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그는 “교회의 다수 의 가르치는 바를

진술할”것이라고말했다. 리암즈는동성애와여성안수같은논쟁 문제들로

교회내에서투표하게되면,그는그의결정들을,하나님의말 의분명한가르침이

80)TheOttawaCitizenThursday,29May2003;ChristianNews,30June2003,p.
3.
81)기독신문,1998.8.12,16쪽.
82)AssociatedPress,23July2002.
83)EposcopalNewsService,10Octob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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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공회의역사 신앙고백서들과신경들보다교회의다수 가믿는바에근거할

것이라고말했다.다음해 에, 리암즈는세계의7천만성공회교인들의 ,도

덕 지도자의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84)

국교회의 소요(騷擾)

국교회내에서취임하는캔터베리 주교로완 리암스(RowanWilliams)에

항하는성직자소요가일어나고있다.보수주의자들은그가동성애에 한그의

자유주의 견해들을철회하든지아니면사임하라고요청한다.그는동성애자들간

의“공언된”성 계에 해동정 이다.500명의 국교회성직자들의설문조사에

의하면,54퍼센트는모든 행 동성애자의안수를인정치않는다. 국교회성직

자의3분의1은 수님의육체 부활을의심하고2분의1은그의동정녀탄생을의

심하거나 불신한다.85)

동성애와 국교회

국교회수장인캔터베리 주교로완 리암은동성애를수용하는자로알려

져있다.2003년4월호주의더웨스트오스트랄리안지의 에서존셰퍼드목사는

수의동정녀탄생,부활,승천,재림등의교리가역사 내용이아니고하나님의

월등한 권 를 나타내기 해 쓰여진 상징 이야기이며 동성애를 죄로 여겨서는

안된다고썼다. 지난5월캐나다의뉴웨스트민스터교구감독마이클잉함은동

성애자의결혼주례를섰다. 미국의뉴햄 셔의감독진로빈손은그의동성애자

와동거하기 해아내를버렸다.이에이어서, 국교회는공개 인동성애자제

리 존을 교구 감독으로 임명하 다.86) 국교회는 이 부터 포용 이었지만 지

명백히 배교 이다.

동성애자가 국교회의 주교로 임직함

2003년5월,동성애자인제 리죤은 국런던에서서쪽으로약40마일떨어진

리딩이라는도시의주교로임직되었다.죤은자신이지 ‘독신’이라고주장하지만,

다른남자와20년간 계를가졌다고인정한다.자유주의신학사상을가지고있는

그는옥스포드의주교‘은퇴한’리차드해리스에게임직을받았다.해리스는하나님

을‘어머니’같은여성 용어로불러야한다고주장하는극단 자유주의자이다.그

는진화론을믿고창조론을비난했다.2003년6월17일,16명의성공회주교들이죤

84)Foundation,November-December2002,p.42.
85)ChristianityToday,9November2002;CalvaryContender,December2002.
86)허순길,“동성애자를 감독으로 세우는 국교회(성공회),”기독교보,2003.8.23,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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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직을 비난하는 서신을 발표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87)

[기타 국과 호주의 교회들]

국 연합개 교회는 동성애 목사를 허용함

1997년7월, 국의연합개 교회(UnitedReformedChurch)는‘실제 동성애자

들’을 그들이 청빙된 교회들의 목사로 받아들이기로 동의하 다.88)

남 호주 연합교회는 동성애자를 지도 직 에 허용함

1996년,남호주연합교회(UnitingChurchinSouthAustralia) 회는동성애자들

을 지도 직 들에 임명하는 것에 한 연기 제안을 부결시켰다.89)

호주연합교회의 동성애 용납

2003년 7월 호주연합교회 총회90)는 이틀 동안의 격렬한 토론 후 총 265명의

약 80퍼센트의 찬성으로 동성애자를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고 결의했다.91)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 신학회(ETS)와 동성애자 행크스

1992년11월,토마스행크스는복음주의신학회연례회에서연설했고회원들에게

동성애에 한 그들의 부정 사고를 수정하라고 도 했다.92)동성애를 옹호하는

심 있는 복음주의자들 1998년 호는 보도하기를,행크스가 복음주의 신학회

1997년11월모임에서연설했고최근엔풀러신학교에서열린동성애에 한한패

토론에참여하 다고한다.이간행물은보도하기를,“공공연한남성동성애자이

며복음주의성경교사요[LAM과 련된]라틴아메리카선교사인행크스는남녀

동성애자 그리스도인을 한 국제 후원사역인 ‘다른 양들’이라는단체의 설립자

이다”라고하 다.1998년미국복음주의 회주소록은,1949년에설립된복음주의

신학회는지 자극과 교제를 해매년모이는,성경을믿는학자들의 회라

87)FridayChurchNewsNotes,20June2003.
88)ChristianNews,27October1997,p.5.
89)Ibid.
90)호주연합교회(TheUnitingChurchofAustralia)는 1977년 장로교회,감리교회,

회 교회의 부분이 연합하여 교인 약 140만의 큰 교회를 이루었다.
91)허순길,“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지구 교회(1),”기독교보,2003.8.16,2쪽.
92)CalvaryContender,1July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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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말한다.93)동성애자도복음주의자로불리우고복음주의신학회에서연설하도록

허용되다니,도 체기독교계가어디로가고있으며‘복음주의’라는말이무슨의미

를 가지는가?

친(親)동성애 신복음주의자들?

랄 블 어가이끄는친(親)동성애 인‘심있는복음주의자들’이라는단체는

연례 여름 수련회들을 가진다.그 단체의 코드지 1998년도 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80년이후,국내의 역으로부터온남녀동성연애자들은...교제를나 고
복음주의 제자훈련을심화시키기 해모 다.여러해에걸쳐서우리의주요
강사들은로잘린드링커...페기캠폴로,낸시할디스티, 다스캔조니,버지니아
몰 코트,루이스스미즈,멜와이트, 미드마...등기타복음주의자들을포함했
다.94)

우리는‘복음주의’라는말을주의해야한다.어떻게복음을믿는자가동성애에 해

동정 태도를취할수있는가?성경은명백히동성애를정죄한다(롬1:26,27;고

6:9,10).동성애자는 회개치 않으면 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친(親)동성애주의자 스미즈

풀러신학교윤리학은퇴교수루이스스미즈는친(親)동성애 단체인‘심있는

복음주의자들’의7월 회에서다시연설하 다.그와,여자동성애자 이시올슨

과‘심있는복음주의자들’의랄 블 어가주강사이었다.스미즈는동성애자들

을 옹호하 고,자유주의자들을 정 으로인용하 고,결혼 드 페 을허용

했고강간이나근친상간이나모체의안 외의다른요인이낙태를정당화할수있

다고말했다.그러나복음주의잡지무디먼스리1987년4월호는그의책을칭찬하

다.95)

루이스 스미즈(LewisSmedes)의 동성애

루이스스미즈는말하기를,“[동성애자들이]자신들의상태때문에죄책의 짐을

지기를단순히거 해야한다.그는생물학 사고이거나다른어떤이의잘못이거

나 둘 하나의 희생물이다”라고 한다.96)동성애자가 자신의 부패된 생활방식에

한책임이없고음탕한자가자기죄때문에비난을받아서는안된다고암시하는

것은악한말이다.그것은하나님을비난하는것과같다.사람이그문제에서선택

93)CalvaryContender,15April1998.
94)CalvaryContender,15August1998.
95)CalvaryContender,1April1999.
96)CalvaryContender,1June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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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여지가없이태어났다면,하나님은동성애에 해결코사형을요구하지않으셨

을 것이다.97)

페기 캄폴로(PeggyCampolo)는 ‘동성애’를 정함

페기캄폴로는최근에친(親)동성애 ‘심있는복음주의자들’모임에서연설하

다.그는그의 앙침례교회에서의첫번째동성애자결혼식이그에게“고상하고

거룩한 경험”이었다고말했다.그는자기교회를동성애자들을 한‘안 한장소’

라고불 고그들이거기에서‘환 을받고찬성을받는다’고했다.그는‘나의동성

애형제들과자매들’을반복하여언 했고그들을하나님의자녀라고불 다.그는

동성애자들이 법 으로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도 그들이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는

자들과결혼할권리를가져야한다는그의신념을진술하 다.그는 이 게말했

다:“나의남편[토니]은1985년하나님께서기독교인이든지아니든지간에모든사

람 속에 계시다고 말함으로써 곤란에 빠졌다.[그리고]토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는다른사람들에 한사랑의 사에서라고말했다....토니는하나님을발견

하는장소에 해서바르게생각했다.”그여자는동성애자들에 한미안한감정에

서그의걸음을시작했으나,그다음그는그들과의교제를즐길수있음을발견했

다.그들 부부는 지난 19년 동안 매년 ‘P-타운’(카이 캇에 있는 ‘동성애자’여름

메카)으로 돌아갔다.98)

동성애에 한 제리 팔웰의 태도

제리팔웰은최근동성애자들에 한그의태도를바꾸었고그의토마스로드침

례교회에서200명의복음주의지도자들과200명의동성애행동주의자들을 하

다.동성애지도자멜화이트는말하기를,“우리는여기에서우리나라를 해

한순간을가지고있는데,곧동성애자들과팔웰이함께 배하는것이다”라고했

다.팔웰은동성애가죄라고여 히믿지만,그의설교 그의방문자들의감정을

상하지않게하려고조심했다.99)타임지1999년11월1일자는팔웰에 해이 게

인용했다:그는‘동성애 변태자들(deviants)’같은용어를포기하며말하기를,“만

일우리가수백만명의남녀동성애자들에 해진정한그리스도인의증거를가지려

한다면,우리는우리의용어를조심스럽게사용해야한다.”100)그러나죄인을죄인

이라고 말하지 않고서 구원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97)CalvaryContender,15May1999.
98)CalvaryContender,1September1999.
99)HuntsvilleTimes,25October1999.
100)CalvaryContender,1Jan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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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스몬드 투투(DesmondTutu)는 동성애에 해 호의를 가지기를 원함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행 동성애자들의 안수를 요청한 최고 성공회

교인이며 동성애자를 거 하는 것이 “거의 근본 신성모독”이라고 경고했다.101)

투투는이제말하기를,세계교회 의회가계속신뢰할만한단체가되기원한다면,

짐바붸 총회에서 동성애에 해 정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한다.102)

YWCA의 여권주의 동성애 지도자

미국YWCA는패트리샤아일랜드를최고집행이사로고용하 다.그여자는

국여성기구(NOW)의 회장인데,그단체는낙태를찬성하고동성애를찬성하는

진 여권주의단체이다.그는 한 로리다주에사는남편과워싱턴D.C.의여

자 동성애 ‘트 ’를 가진 인정된 양성애자(兩性愛 )이다.103)

가정을 괴하려는 동성애자들의 계획

동성애행동주의자들의가정 괴의목표들은다음과같다:동성애생활방식의보

편 용납,동성애를정죄하는성경의 괴,성직자와기독교언론의입을막음,법

안에서의특별한권한들,어린이에 한성 을 지하는법들을뒤집어엎음,

어린이들에게공교육을통한주입등.104) 거기에는몇가지 험한 들이있다:

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모든 공립학교들은 이 변태 일을 통 결혼과

도덕 으로 동등한 것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②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편견을

없애기 해‘집단감수성훈련’을받아야하고 은이들의동성애를 정해야한다.

③동성애결혼의 향은온세계에퍼져일부다처제로나아갈것이다.④그것은

어머니도아버지도없는수백만의자녀들을만들어낼것이다.이제까지는단지벨

기에,화란,캐나다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 다.105)

여자 목사,여자 장로 문제

1994년, 장 통합측의 여성 안수안 통과

1994년 한 수교장로회(통합측)총회는 701 612로 여성 안수안을 통과시켰

101)CalvaryContender,1June1996.
102)ChristianNews,2March1998.
103)CalvaryContender,July2003.
104)JamesDobson'sNewsletter,April2004.
105)CalvaryContender,Jun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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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로써 장 통합측은 한기독교감리회(기감측)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측)

와 더불어 한국에서 자유주의 교회의 노선을 다시 한번 더 드러내었다.106)

남녀평등주의

기독교연합신문1997년1월19일자(15쪽)라 리청년 학생수양회에 한기사

는‘세상속의일그러진성’이라는제목으로강의한제람바즈교수의강의를보도하

다.제람바즈교수는미국커버 트신학교변증학교수이며 란시스쉐퍼연구

소소장으로소개되어있다.그기사에의하면,제람바즈교수는성경의어느곳에

서도남성이해야할일과여성이해야할일에 하여구분하고있지않다고말했

다.돕는자로서의여성이라는성경말 은남성과여성의역할을구분하는의미가

아니고동등한 치의남성과여성으로서서로 력하는 계를의미하는것이라고

강조하 다.남녀는 동등한 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유행하는 남녀평등주의에 불과하다.이런 생각이

복음주의 신학교안에서가르쳐지고기독 학생들과청년들에게퍼진다는것은

단히 슬 상이다.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그를 하여돕는배필[돕는자,helper]’을지으셨다(창2:18).이기사가분

명히보이는바는하나님께서여자를먼 만드시고그를 하여남자를만드신것

이 아니고,남자를 먼 만드시고 그를 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다.여기에

남녀의역할의구분이있다.여자는남자를 하는역할,돕는역할을하도록창조

된 것이다.물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 로 지배하고 학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여자는남자의갈빗 로지음을받았기때문에그둘은한몸이요참된사

랑의 계이다.남편은아내를아끼고사랑해야하며아내는남편을존 하고사랑

해야한다.그러므로바울사도도“여자는일 순종함으로종용히[조용히]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 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

라”라고말하 다(딤 2:11-12).그이유로서그는남녀창조의원리와여자의범

죄에 한징벌을들었다(딤 2:13-14).그는고린도 서14장에서도비슷한교훈

을하 다.이것이이문제에 한성경의명백한교훈이다.그러므로남녀의역할

의구별을부정하고남녀의동등성을강조하는것은명백히비성경 인오류이다.

미국 교회에 여자 목사들의 증가

미국연방노동부통계에의하면,미국에서자신을‘성직자’라고묘사하는여성들

의 숫자는 1983년과 1996년 사이에 27,134명 증가하 다.1983년에는 그 숫자가

16,408명이었으나,1996년까지여성‘성직자’의숫자는43,542명으로늘었다.이것은

106)제79회 총회에서 총 1822명 ,총투표수 1321표 찬성 701표,반 612표,
기권 8표로 가결되었다.한국기독공보,1994.9.17,1쪽.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154-

여성들이 미국의 모든 성직자들의 12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에,229개의 북미 신학 학원 학생들의 30퍼센트는 여성이었는데,그것은

1972년의10퍼센트와비교된다.알 산드리아에있는개신교감독교회신학교와디

스트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웨슬리 신학교는 학생들의 반이 여성이다.107)

유에스뉴스앤월드리포트1998년8월10일자는“하와에의한성경”이라는특

별기사에서“여성들은약80개의기독교교단들에서목사직에그리고보수 ,개

,재건 유 교에서랍비직에용납된다.여성들은신학교 로그램들안에있는

모든 학생들의 3분의 1에 이른다”고 말했다.108)

‘성’(中性)성경 번역에 해

1999년 세계 근본주의자 회(WCF)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남성과여성을구별하지않는단성(單性)언어번역들성경을만들어내
려는국제성서공회(IBS)와새국제역(NIV)성경번역 원회와 존더반출 사
의최근의노력들을반 하고비평함에있어서연합한다.우리는, 감된성경본
문에있는성이구별된명사들과 명사들을 번역들에서 성단어들로고의
으로 치하는것은성경의축자(逐字) 감에 한성경자체의교훈에모순되
며결국하나님의무오(無誤)한말 의거룩한본문에 한더러운 조에불과하
다고 단한다.109)

미합 국 장로교회가 여성안수 반 를 비평함

미합 국 장로교회는 미국 남침례교회가 여자 목사를 허용하기를 거부한 일에

하여정죄하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약86% 13%의표수로,약250만명의교

인을가진미국장로교회총회는“그들의목회 은사의실행을부정당하고있는

여성들에 한 심과 그들과의 유 감을 정 하게 그리고 공개 으로”표 하

다.미국장로교회는1950년 엽이후여성들을목사로안수하여왔다. 의결

의안은 다른 기독교단들이 그들의 강단을 여성에게 개방하라는 그 교회의 소원을

표 하 다.그결의안은표 하기를,“우리는우리의신앙 통들이여성들과남성

들에 한목사와지도자로의하나님의부르심에 해동일한신념들을가지지못

하는계속되는 실로인해슬픔을느낀다”고하 고 “비록우리의고상한말들

이 미국 장로교단의 목회사역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을 해 존재하는 실에 항상

부합하지는못하지만,우리는동등성에 한우리자신의신념을이루어나가기

107)DavidCloud,"NumberofOrdainedWomenGrowsPhenomenally,"inChristian
News,10August1998,p.26.
108)CalvaryContender,1September1998.
109)CalvaryContender,1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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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계속노력한다”고하 다.110)그러나여성안수는성경에계시된하나님의뜻에

명백히 반 된다(고 14:34-38;딤 2:11-15).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여성 안수 30주년을 기념함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미국에서의 여성 안수 3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약

520만명의교인을가진그교회는1999년말교단의17,611명의은퇴 시무성직자

2,358명(13.4%)이여성이었다.시무성직자 에는18.7%가여성이었다.그교단

의목회분과총무인죠셉왜그 목사는,“우리의8개의신학교들에서목사직을

해 재 비하는 학생들의 49%는 여성이다”라고 말하 다.111)

미국 아 리카 감독교회(AMEC)는 여성 주교를 선출

미국의유명한발티모어 교회의목사인 바쉬티매 지 목사는2000년 7월11일

미국아 리카감리감독교회의주교로선출되었다.그는약230만명의교인을가진

그교단의213년역사에그직을받은최 의여성이다.그는이 게말했다:“여성

들은은사들,재능들,기술들 우리가‘하나님의부르심’이라고부르는것에의해

고려되며 우리의 성별은 단지 우연히 네가 구인가 하는 것의 일부이다.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다.그것은 당신의 지도자직에 한 제한물이 아니다.112)

로우 크리크 교회와 여자 목사들

미국의시카고부근에있는빌하이벨즈의 로우크리크커뮤니티교회는수년

에“수개월간의연구와논쟁끝에”교사나설교자나장로등어떤지도 직 에

서도여성들을지지하기로결정하 다.그교회의신학 선생이며창립장로인

튼 학교수길버트빌 지키안은,남자들이어떤일들에그리고여자들이다른일

들에배정되는“성의역할들에 한세속 사회주의화”는기독교공동체안에서는

있을곳이없다고주장하 다.113)그교회는그것이가상 교인이 로우크리크

교회에서등록하기 에“여성교사들의가르침하에즐거이앉고” “여러가지

지도 직 들에서여성들의지도에즐거이복종할”수있기를요구하기때문에비

평을계속받아왔다.한여성장로는말하기를,“만일여러분이이가르침을받아들

일수없다면,실제 으로말해서,여러분은아마다른어떤교회에서더행복할것

이다”라고했다.빌 지키안은식사때붉은포도주한잔을즐긴다고하며“수많은

110)ChristianNews,17July2000,p.2.
111)ChristianNews,17July2000,p.3.
112)ChristianNews,17July2000,p.3.
113)ChristianityToday,13Novem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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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추종자들”을가지고있다.“ 로우크리크교회의여자들이그와사랑에빠진

다”는것은아마놀라운일이아닐것이다.그런사람이구도자들에큰 심을가진

빌 하이벨즈의 교회 사역의 배후에 있는 자이다.114)

일 신학 학원의 여성신학

미국의 일 학교 신학 학원의 여성신학의 개척자인 티 러셀이 은퇴하고

과격한여성운동은새노정을꾸미고있다.그는말하기를,“나의신학은여성주의

을 가진 해방신학이다”고 하 다.크리스챤 뉴스의 한 사설은 논평하기를,

“다른말로,반기독교 인‘사회복음’이‘여성신학’의 심에있고, 수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라고 했다.지난 25년 이상,여성 신학은 리 교단의 인정을 받았고

범 한 향을미쳤다.오늘날 일신학 학원에는여성이학생들의48퍼센트와

교수들의 30퍼센트에 이른다.115)

조용기 목사는 여자 목사를 옹호함

조용기목사는“목회에서[여자들]은남자들과동등하다.그들은인허를받고안

수를받는다.그들은집사와장로가되며조장이된다”고말한다.카리스마지의보

도에의하면,“조목사의[70만명교인의]교회의5만명의조장들 4만7천명이여

자들인것과같이,600명의부목사들 400명이여자들이다.”여자들이목사가되

는것을 하는성경구 들에 해그는“일단여자들이목회로부름을받으면,그

들은 더 이상 여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그들은 주의 사자들이다”라고 말한

다.116)

성 교단 여성안수 통과

2003년4월 수교 한성결교회제82회총회는여목사안수허용문제를긴 동의

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117)이것은 한국교계에 하나의 슬 역사가 되었다.

성의 기 지도자들 김응조 박사, 식 박사 등은 매우 성경 이고 보수 인

신앙을가지고있었다고알고있다.그러나지 성은보다자유주의 인기성[기

독교 한성결교회]교단보다도진보 교단이되었다.기성총회는여러해여성안

수허용안을부결시켰다.그러나기성보다보수 이라고생각된 성총회가여성

안수를,그것도만장일치로통과시켰다는것은실로놀라운일이다.그것은 성교

단이 여러 해 동안 상당히 개방 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온 결과일 것이다.그러나

114)CalvaryContender,15November2000.
115)CalvaryContender,1February2001.
116)ChristianNews,15January1998;CalvaryContender,15August2000.
117)기독교보,2003.5.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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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분명히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에 해 하고 있다(고 14:34-37;딤

2:11-12).

성,여목사 안수 허용

과거보수 교단으로알려져왔던 수교 한성결교회는2004년4월26-28일에

열린제83회총회에서목사후보자자격에 해기존의‘만28세이상의남자’라는

조항을‘만28세의자’로개정통과시켰다.이러므로 성은 장통합,기장,기감,

기하성,성공회와더불어여목사안수를인정하는교단이되었다.118)그러나여목사

를 허용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의 교훈을 거스리는 잘못이다.

기성,여성안수 압도 통과

2004년6월23일 주바울교회에서열린기독교 한성결교회제98차총회는여

성 안수 문제에 해 총 665명 55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119)이것은 그

교단의 자유주의 경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시킨 일이다.

여자목사,여자장로는분명히비성경 이다.성경은다섯가지의이유로여성의

교훈과치리의직분을 하고있다(딤 2:11-14;고 14:34-37).여성이가정에서

나주일학교에서나 여성들만의모임에서가르치거나그회를인도하는것은정

당한일이지만,성인남녀가함께모인교회안에서,즉가상 으로생각할때남편

들앞에서가르치거나다스리는직분을가지는것은성경이 하는바라고우리는

믿는다.우리가선지자들과사도들을통해주신성경을하나님의말 으로믿는다

면,비성경 인여자목사와여자장로직을받아들일수없을것이다.일 기자유

주의 교단인기장과기감이여자목사와여자장로를용납했고뒤이어 장통합,

근래에 성이그리고이제기성이그것을용납한다.이것은그교단들이성경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한국교회의 여자목사 황

2004년 재,한국의 주요 교단 내의 여목사 황은 다음과 같다.120)

한 수교장로회(통합)--여목사 333명,여장로 180명

기독교 한감리회--여목사 307명,여장로 963명

한국기독교장로회--여목사 150명,여장로 108명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여목사 150명,여장로 없음

118)크리스챤 신문,2004.5.3,12쪽.
119)기독교연합신문,2004.7.4,1,3쪽.
120)기독교연합신문,2004.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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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교회--여목사 2명,여장로 5명

기독교음악(CCM)

교회 음악에 한 릭 워런의 견해

1998년 1월,새들백 커뮤니티 교회의 릭 워런은 ‘목 에 이끌린 교회 건립하기’

세미나에서크리스챤록음악을‘새노래’라고말하면서새노래를부르라고강조한

다.“음악은 이어야한다.음악의가사들이더근래의것이어야할뿐만아니

라,음악의스타일도구원받지못한사람들이날마다듣는것이어야한다.”릭워런

의새들백커뮤니티교회의음향시설,밴드,노래하는이들과연주등의오락구성

물은어떤세속 록연주회의것과도경쟁할만하다.워런은말하기를,교회가해

야할첫번째일들 의하나는‘오르간을밴드로 체하는것’이라고했다....교회

찬양 의목 은‘독창연주자를배경음악으로후원하는것이어야한다.찬양 로

하여 직 노래하게하는것보다그것을이 게사용하는것이90년 의방식이

다’고하 다.”워런은 말하기를,몰아 는비트를가진큰소리의,쉰목소리의

음악이그의회 들이듣는종류의음악이라고했다.그는말하기를,“우리는주말

집회때정말,정말소리가크다....나는말한다,‘우리는그것을낮추지않을것이

다.’그이유는,어린아이같은 들은음악을느끼기를원하지,단지그것을듣기

를원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라고했다.그는 통 음악의사용을주장하는

것을우상숭배의죄와동일시하 고 부언하기를,“모든좋은음악이200년 유

럽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얇게 덮인 인종차별주의 ...문화 엘리트

의식이다”라고 하 다.121)

그는 그의책에서자기교회가 팝송과록음악을채택한이유는“교인들

을 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우리교인의96%가성인 음악을듣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새들백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선택한 주요 음악스타일이

다,”“우리는 열린 배에서 찬송은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략 결정을 세웠다

.”122)“당신은하나님께서당신이교회에 도 상으로정해 종류의사람들에게

맞는음악을선택해야한다,”123)“나는음악의스타일이좋은음악혹은나쁜음악

121)Foundation,March-April1998;CalvaryContender,15June1998.
122)릭워런(RickWarren),목 에이끌린교회(ThePurposeDrivenChurch),318쪽.
123)같은 책,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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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단될 수 있다는 의견에 반 한다. 가 이것을 결정하는가?”124)“교회도

어느한특정형태의음악만신성한것이아니라는것을인정해야한다,”“아주다양

한 형태의 음악을 통하여 메시지는 달될 수 있다”고 한다.125)

크리스웰 목사 교회의 춤추는 록 연주회

미국남침례교의W.A.크리스웰박사는달라스에있는역사 제일침례교회의

원로목사이다.우리는 라스모닝뉴스1998년8월1일자의한논설에서 이던스

라는새로운청년사역을시작한7월25일하드코어-어돈연주회동안그밤에 은

이들이떠들석하게춤추는모습을보니슬펐다.그기사에의하면,“떠들석한춤과

천둥같은기타들과크리스챤의경건으로완비된”그주연주회로인하여“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부속건물인그장엄한스펄젼 해리스빌딩은흔들린 것같았다.”

펀더멘탈리스트다이제스트1998년7-8월호는보도하기를,은사주의와신복음주의

계열들에서흔히세속 , 능 기독교음악혹은록음악과단정치못한복장

을특징으로하는춤에 한새경향이있는것은슬 일이며,그것은어떤근본주

의 교회들 속에도 침투하기 시작했다고 하 다.126)

크리스웰목사와같이경건한분이목회하던교회가세속 방향으로변한다는

소식을듣는것은매우슬 일이다.한세 는가고한세 는온다. 세 에경

건했던 목사가 후임자를 바로 세워 그의 사역을 계승시키지 못한다면,그 교회의

쌓여진 좋은 역사는 이처럼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속 음악

고든 시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오늘날의음악에 해말할때얼마나많은그리스도인들이‘당신이세속
이라고하는말은무슨뜻입니까?’라고질문하는지놀랍다.단지2,3년 만해도
그리스도인들은그 게질문하지않았다.그들은세속 이라는것이무엇을의미
하는지정확히알고있었다. 기독교음악이라는것이들어오면서‘세속 ’이라
는 말의 의미에 해 단히 큰 혼란이 생겼다....‘세속 ’이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속한혹은세상과같은’이라는뜻이다.사탄은‘이세상의신’이라고불리운
다.사탄의목 은사람들의마음을어둡게하여그리스도의복음진리를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127)

124)같은 쪽.
125)같은 책,314쪽.
126)CalvaryContender,1September1998.
127)SwordoftheLord,25June1999;CalvaryContender,1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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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침례교에서의 록 음악

죤비새그노박사의미국텍사스주휴스턴제일침례교회는그교회의솔리드록

카페에서 1994년 행사로 엘비스 회와 비틀즈 음악 연주를 가졌다.R.L.히머즈

2세 박사는 죽어가는 국가를 향한 설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 게 말했다:

나는단지이 녁 배가완 히은사주의 이라고묘사할수있을뿐이다..
..안내 원들은귀거리를하고짧은바지와모자를쓴남자들이었다....우리는
나이트클럽이나락컨서트나마약소굴에들어왔을때느 을것처럼부 하다
고느 다....그교회는남침례교단안에서‘보수 ’교회들 의하나로간주된
다.128)

남침례교단의 신년 록 스 청년 축제

미국의남침례교단에서는2000년신년 야제가유스링크2000의7지역들에서3

일 밤,2일 낮 니엄 축제로 치루어졌었다.4개의 남침례교 기 들에서 후원한

이행사는남침례교역사상가장큰청년모임이었다.129)그모임은4만6천명이상

의남침례교청년들을모았고그들은미국내에서알려진‘기독교’록밴드들에의

해귀가찢어지는,심장이두근거리는찬양과 배음악을즐겼고약새벽2시까지

웃으며 노래하며 소리치며 춤췄다.130)

기독교음악(CCM)은 어디로?

기독교음악의인기는치솟고있지만,일부 술가들은이장르가상업 시

험과유행형식들에 무많이의존하고성경 세계 에 무 게의존한다고믿

는다.2000년5월13일자월드지는 기독교음악가들이그것을그양쪽길로다

가지려고애썼다고경고한다.“그들은 에게주류 호소력을얻으려는성공

산업을만들었다.그러나 기독교음악의 험은그것이모든가능한세계들

에서가장악한것,즉 정 이기 해복음을묽게만드는빈곤한기독교와기독

교인이 없는 세속 시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나비가 입맞춘

다’(ButterflyKisses)는곡은1997년에‘올해의복음송’이되었으나그내용안에는

아무런 복음이 없었다.131)

배와 음악의 명?

128)CalvaryContender,15October1999.
129)SwordoftheLord,18February2000.
130)CalvaryContender,15March2000.
131)CalvaryContender,15Jun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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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애즈베리 신학교장맥시 던넘은 “오늘날교회내에서가장 큰 명은

배와 음악의 역에서다”라고 말한다.던넘은 음악과 배를 추천한다.132)

그러나우리는록과랩스타일의 기독교음악과세속 방식을도입하는열린

배의형식은순수한기독교를혼란시키는어두운 의활동들이라고믿는다.우

리는오늘날유행하는풍조를거스려옛날부터가져온경건한 배와음악을지켜

야 한다고 믿는다.

기독교 음악이 유행함

내쉬빌에본부를둔 기독교음악보도기 의회장이며미국복음송 회의

차기 의장 당선자인 죤 스틸은 기독교 음악이 교회에 거 한 향을 끼치고

있으며서정시 인내용에의해한계가정해지는그래미상(賞)지명과정의유일한

부문이라고언 한다.133) 기독교음악의많은양식들이있지만, /유행가

양식이가장인기가있고‘배와찬양’부문이 속히성장하고있다.스틸은말

하기를, 기독교음악은신세 에게 배의경험을좀더 하게만들었으나

“ 음악이매우연주지향 인 험성이있다. 배와오락사이의선은매우쉽

게지워져버릴수있다”고하 다.134)그러나우리의찬양은일차 으로하나님앞

에서,하나님을 향해 올려져야 한다.

세상이 교회 음악을 지배한다

세상은이제음악에 한교회의표 을지배하고있다.비(非)생자들의마음

에드는바로그음악형태가신자들의마음에 더들게되었고수천개의교회들

속에들어오게되었다.우리가질문해야할바는이것이다--불신자의옛본성의육

신 욕구를감동시키고자극시키고불붙게하는그음악이어떻게하나님의 께

서거하시는,‘새사람’인신자를유익하게할수있겠는가?135)우리는좀더경건한

음악으로하나님을찬송해야할것이다.우리는우리의육신을즐겁게하는음악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엘비스 슬리가 복음성가의 의 당에 앉 짐

‘로큰롤의왕’엘비스 슬리가2001년9월복음성가의 의 당에앉히웠

132)CalvaryContender,1December2000.
133)AlabamaBaptist,26April2001.
134)CalvaryContender,15May2001.
135)Foundation,November-December2001;CalvaryContender,15February2002.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162-

다.엘비스가그 게앉히운것은‘로큰롤의왕’의 성의반 이아니다.그것은오

히려오늘날복음성가분야에침투해들어오는믿지못할세속화의반 이다.엘비

스 슬리는완 히육신을 해살았고그의복음성가앨범들도육욕 이다.어

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노래를 기뻐하실 수 있겠는가?136)

상업 음악

좌석표값을받는 찬양콘서트들은하나님께 한 배로부터사람들을즐

겁게하는오락으로변해왔다.여러분은하나님께 배하기 해돈을내지않는다!

찬양집회의비용은자원 헌 으로충당될수있지만,토론토에서의최근의게이

더(Gaither)콘서트에서처럼 좌석표를 팔 때는,강조 이 하나님께 한 배보다

오락에놓여진다.137)토론토자유장로교회의담임목사인 랑크맥클 란드박사

는말하기를,“고된좌석표가격들로계산해볼때,만일에어캐나다센터가가득

찬다면 수익 이 150만불이 될 것이다”라고 하 다.138)

기독교음악은 신복음주의로 이끈다

음악은변화의강력한힘이다.죤애쉬 룩목사는오하이오바이블펠로우쉽의

비지터(Visitor)지2002년4월2일자에서다음과같이썼다:“어느곳이든지기독교

음악이근본주의 교회나학교에서환 을받으면,그근본주의 기 은신

복음주의 이게될것이다. 배음악은오늘날성경을믿는교회들에서큰싸움들

의하나이다.우리는학생들로하여 구주를높이는 배음악에감격하도록가

르쳐야 한다.”139)

기독교음악은 세속 음악에서 기원함

기독교음악(CCM)과 기타 형태들의 ‘기독교’록 음악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매우부정 향을미치고있다.지도 인교회성장 문가들은교회들에게CCM

과‘기독교록음악’과찬양과경배음악을받아들이든지아니면교인들을잃어버릴

험을감수하든지하라고조언한다.하지만심지어CCM의지지자들도오늘날수

천의교회들이받아들이는음악이기독교회에서근원을가지고있지않음을인정한

다.CCM커뮤니 이션즈의회장이며복음성가음악 회의차기의장인죤스틸은

136)DavidW.Cloud,FridayChurchNewsNotes[FundamentalBaptistInformation
Service],26April2002;ChristianNews,6May2002,p.3.
137)CanadianRevivalist,2February2002.
138)CalvaryContender,May2002.
139)CalvaryContender,Ma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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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4월5일미국캘리포니아주 밸리에있는골든게이트침례교신학교에서

한경배와음악지도자모임의방문연사로 사하 다.2001년4월16일뱁티스트

스보도에의하면,스틸은오늘날의‘기독교’음악이“교회에서시작하지않았

다”는것을인정하 다.스틸은말하기를,그것은1960년 의문화에 한 항(

抗)문화 반응으로서 시작되었으며 1960년 의 ‘수 운동’에 계되었던 사람들

은“단지그들이알고있었던유행하는록음악을작곡하고연주하 고거기에 수

에 한서정 내용을주었다”고했다.뱁티스트 스에의하면,스틸은청 에

게말하기를,“긴머리와맨발의경배자들로부터하나의운동으로시작된것이결

과 으로하나의산업이되었고그것은이제주류의오락사업체들이소유한아주

거 한 기독교음악이라는이름을가지게된것이다”라고하 다.스틸은말하

기를,오늘날의교회는CCM을목마르게원하고있고그것은 배음악을“이제유

행 이고상업 이게”만들었다고했다.그러면이것이어떻게기독교회에 향을

미쳤는가?미국의 교회 생활에 한 역사상 가장 범 한 연구인 하트포드 종교

연구소의최근의 한연구는보고하기를,“진동하는 배”에높은우선순 를두고

하나님께“속된”회 들은가장큰성장을경험한다고하 다.하지만카리스마

뉴스서비스에의하면,그연구는 자악기들의사용의증가는“종교 권 의

치의심각한변환”을수반하 음을나타내었는데,그변환은“성령의권 에 한

격한증가와신조들과인간의이성에 한강조의 격한감소”라고하 다.140)

CCM과그외의기독교록음악의형태들은회 으로부터성경의권 와경외심을

가진그리스도 심의 배를제거하고인간의감정과오락에 한보다큰강조로

그것을 치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 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141)

배 음악이 요하지 않는가?

인기있는CCM가수이며교회개척가인마이클W.스미스는다음과같이말했

다고무디먼스리지에인용되었다:“나는주께서우리가어떤스타일의음악으로그

에게 배드리는지참으로 심을가지신다고생각하지않는다.만일그것이그사

람의창자에있고그가참으로주께부르짖고있다면...그것은 배이다.”두면을

건 서,죤피셔는그와비슷한마음을표 하 다:“때때로나는 수께서우리가

배드리는한우리가어떤종류의음악으로 배드리는지에 해심지어 심조차

도가지실까의문을품는다.”이것은바보같은그러나오늘날 진 으로유행하는

생각이다.피셔는 한다음과같이말했다:“통계는 형교회들이반드시회심자들

에의해성장하는것이아니라는것을보여 다.그교회들은단지더유행하는

140)CharismaNewsService,14March2001.
141)Foundation,May-June2001,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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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형식들에 있어서 더 낫고,단지 그 게 할 수 없는 소형교회들로부터 교인들을

흡수한다.심지어이 에가장 요했던설교는때때로더많이찬양과경배의부가

물로보일것이다.오늘날많은사람들은하나님에 해듣기 해서보다그를체험

하기 해더교회에가며,그들은음악에서가장하나님을체험한다고느낀다.”슬

지만 사실일 것이다!“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딤후

4:3).설교는단지‘부가물’인가?“하나님께서 도의미련한것으로믿는자들을구

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1:21).142)

‘거룩한 힙팝(Hip-Hop)음악?’

카리스마8월호는힙팝(hip-hop)음악에 한 을특집기사로실었는데,거기

에는다음과같이말했다:“음악은소리가크고,비트는강하다.그러나기독교힙팝

술가들은 자기들이 한세 를 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해 이 비정통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 다:143)

힙팝 명은우리의청년들을멸망시키기 해사탄이정한것이다....명백히
육신 이고 마귀 인 음악 형태를 당신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슬 게
만든다.하나님께서는청년을 하기 해힙팝음악을사용하시지않는다.이것
은명백히청년들이세상과분리하기를원치않는지 이다....힙팝음악은확실
히최면술 이다....기독교지도자들은지도력을보일필요가있고이불경건한
음악을 그들의교회들에서제거해야 한다....우리의청년들을 부패시키고있는
음악을 권장하는 것은 카리스마지의 수치이다.144)

열린 배

릭 워런(RickWarren)의 새들백(Saddleback)공동체 교회

릭워런박사는미국캘리포니아의새들백공동체교회의목사이며‘목 에끌린
교회건립하기’연수회의지도자이다.지난1월,데니스코스텔라박사는워런이인
도하는세미나들 하나에참석했는데,거기에서워런은 통 교회를극 으로
성장하는 교회로 변형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쳤다:

1) 스타일의,비(非) ‘구도자(求道 )집회’가 통 일요일 배
를 체해야 한다.

2)복장은 평상복 차림이어야 한다.

3)음악은 이어야 한다.

4)설교는구원받은자들과구원받지못한자들이 같이,종종심리학과격려

142)CalvaryContender,November2002.
143)Charisma,October2002.
144)CalvaryContender,Novemb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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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경본문을 섞는 설교 후에,자신들에 해 좀더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직 정 인 내용이어야 한다.

5)교회의 사역들은 의 필요들을 충족시키도록,우울,무 제한 식사,불임
(不姙),동성연애자들의 가족이나 친구,낙태 후의 일,별거(別居)등을 한 후원
그룹들을 가지고 비되어야 한다.

6)교리 교훈은일요일들에교회 체에게주지말고, 배시간과별도로소
그룹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실용주의 (實用主義的)타 의 정신이 우세해야 한다.145)

열린 배,교회 내의 문화 행사

요즈음일부교회들에서는‘열린 배’라고하여서교회의 통 배모범을깨

뜨리고 배시간에멀티비젼(형스크린에비쳐지는그림들),드라마,무용,세속

형식(록이나랩스타일)의복음성가와밴드,혹은심지어청바지형태의복장을

도입하려는경향이있다. 어떤교회들은‘문화학교’를개설하여 어회화,꽃꽂

이,바이올린등을가르친다는소식을 한다.이런경향들은이 에는자유주의

교회들에서시도되었던바이었지만,오늘날에는복음주의라고하는교회들에서볼

수있다.이것이‘성’(靈性)이있는활동이며,심지어이런교회들이‘사도 모범

을좇는교회들’이라고선 된다.이런류의교회들은이런방식으로많은청 들을

모으는데어느정도성공하고있는것같다. 형교회가목회의성공이라고인식하

는 의 평가에 이끌리어,많은 목사들은 ‘여하튼 교회가 숫 으로 커지고 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류의 교회 행태,목회 행태는심히 불성실하고 인 이게 보인다.

우선,정말‘열린 배’가바람직한형식이라면,먼 기도와성경연구와신 한토

론을통해목사들의임직서약때하나님앞에서수락했던‘배모범’을고쳐야할

것이다.어떻게목사가신앙양심의거리낌없이,하나님앞에서서약하며받아들

던 ‘배 모범’과 반 되는 배 형식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드리는 배가엄숙하고질서있게행해지고 배음악들이아름답

고안정되게연주되는것이합당하지않은가?성경은“아름답고거룩한것으로여

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했다(시 96:9).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아니라고말했고(고 14:33), 희사랑을지식과모든총명으로

더풍성하게하사 희로지극히선한것을분별하게되기를원한다고했다(빌1:9,

10).우리는질서있고가장아름답고선한방식으로하나님께 배해야할것이다.

성경은분명히 배순서가찬송과기도와설교를 심으로이루어질것을보이고

145)Foundation,March-April1998.;CalvaryContender,15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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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린도 서14:26,“ 희가모일때에각각찬송시도있으며가르치는말 도

있으며.”사도행 2:42,“ 희가사도의가르침을받아서로교제하며떡을떼며기

도하기를 힘쓰니라.”이런 말 은 통 배가 성경 임을 보인다.

한,교회의문화 행사들은성경의교훈들에도, 교회의모범에도맞지않

는다.교회는하나님께로부터받은본연의임무와사명이있다.그것은 배와

성장과 도의일이다.특히, 도는 수님자신의사명이었고,그가제자들에게마

지막으로부탁하신일이었다. 교회는이임무들과사명에충실하 다.어느시

이든지,교회는 오직 이 임무들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은개인의신앙과생활에있어서만정확무오한유일한법이아니고, 한교

회 생활이나 목회에 있어서도 그러하다.우리는 인간 생각과 지혜로 배하거나

교회를 운 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로 배하고 목회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심히혼란스런오늘날교회들의 실속에서도하나님의뜻을지시하는정

확무오한 유일한 규범이다.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로 교회를 운 하고 목회해

야 한다.

열린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인가?

한 기독교 신문은 열린 교회를 지향하는한 교회로서서울의 목동아 트 단지

안에있는한교회를소개하 다.그교회는 배당경내에 식장,커피 ,알뜰매

장,문구 등이있다.이웃주민들은교회의모든시설을언제든지이용할수있고

생활필수품을 렴하게구입할수있다. 식장은일반인에게무료로개방되고

비부부모임등가족콘서트가있고,일일찻집을통해구제기 도마련하고,바이

올린반,꽃꽂이반, 어회화반등문화학교가개설되어있다.교회본당도음악발표

회나음악사랑동호회,세미나등에개방되어있다.그교회담임목사는‘교회가교인

들을 해존재하지않고믿지않는사람들을 해존재해야한다’는새들백커뮤니

티교회의사상을그 로받아들이고있고그러기 해교회는외딴섬이되지않도

록다양하게다리를많이놓아야된다고주장한다.그는지역사회가교회를생각할

때나와 계가없다는벽을허물고나를 해교회가존재하고있다는것을인식시

켜야된다고확신하고있다.그는자신의목회비 으로교회의본질과기능을회복

하여 교회처럼성경 교회상을체험하고싶다고말하 다.그신문은그목사

를 ‘은 목회자 가장 깨어있는 지도자’라고 묘사하 다.146)

그러나소 이러한‘열린교회’가오늘날의참교회의모습인가?그것이과연교

회의본질과기능을회복하여 교회와같은성경 교회상을이루어가는일인

가?우선,분명한것은그런교회가 통 교회의모습은아니라는것이다. 통

146)크리스챤 뉴스 크,2000.9.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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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수그리스도를믿고 구원받은성도들이 모여하나님께 배하며말 배

우고기도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 는 곳으로서세상과구별된 조용하고 경건한 곳

이었다.그러나‘열린교회’는그런모습과 조된다.신앙의선조들은참교회

를이루려고애썼는데,참교회란성경이계시하는모습의교회이다.성경은교회를

‘성도들의모임’이라고분명히계시한다.교회가믿지않는세상을 해구원의복음

을 하지만,그 다고 교회와 세상이 뒤섞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신앙의선진들은참교회란하나님의말 이바르게 되고성례가바르게시

행되고 훈련과 권징이 성실히 시행되는 교회라고 보았다.이 특징들은 불신자들이

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 하시기를,모든 백성에게 가서

도하여 제자를 삼고 그가 명하신 모든 말 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마

28:19,20).주의‘모든’말 을가르치는것은 생치못한자들에게는좀이쑤시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며 그런 신앙 훈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일이다.그러나교회는설교내용을축소해서는안되며성경의모든말

을성실히강론하고그 로믿고살도록훈련시키는일을게을리해서는안되며,

필요할 때는 권징도 시행해야 한다.

신앙의선진들은 교회의임무가세 가지라고 보았다.첫째는 하나님께 배드리

는것이며,둘째는교인들을신앙 으로건립하는일이며,셋째는세상 사람들에게

도하는 일이다.이것은 성경 확신이었다.교회는 이 세 가지의 임무를 다 성실

히수행해야한다.교회의 배는우리의신앙의선진들이가르쳐 로경건하고

엄숙하게드려져야한다. 성경말 을배우는것,기도회로모이는것,각구역이

나부서의모임등교회의공 집회들이나활동들도다성도들간의아름다운사랑

의 교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특히 도를 빙자하여 교회 자체를 세속화시키거나 배나 건립의

기능과임무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 도는성경에계시된방식 로이루어져

야한다.우리는주 생각이나시 의풍조를따라교회의모습을제멋 로그리

거나 교회의 사명을 제멋 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있고신앙의선조들이바르게이해하고힘써왔던‘옛길’에주목해야한다.

우리는 배와 건립과 도의 일에 조용히 충실해야 한다.

축제가 에게 근하는 모델인가?

2001년8월10-11일,미국아이다호주보이스에서의루이스팔라우의축제는10

만명이모 다.이것은많은교단들에속한375개교회들의목사들과교인들이1년

동안기도하고 력한결과이었다.147)천주교회도포함되었다.게임과음악과오락

이그기간을가득채웠고팔라우는매일밤말했다.그는,“축제는[은이의]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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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하는 첩경인 것 같다.그것은 에게 근하는 이 세 의 모델이다”라고

말했다.148)

춤으로 찬양과 경배?

오늘날교회들속에는찬양집회나교회행사에빠른비트의음악에따라 란한

동작으로춤을추는아이들이등장하 다.10여년 부터등장한 통 발 와한

국무용등을사용한워십 스와달리,힙합,디스코,째즈,하우스,탭 스등의

춤을 배와 찬양에 도입하는 이런 흐름은 기독교 스(Contemporary

ChristianDance)라고불리운다.이런 은이들의요구를수용해낮은울타리아카

데미,온 리교회 등에서 발 빠르게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한다.149)

기독교음악이라는것이교회음악을속화시키더니이제는그보다한걸음더

진보한 기독교 스라는것이교회를혼란시키고속화시키려한다.하나님을사

람기분에좋은방식으로섬겨서는안되고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방식으로,성경

교훈 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섬겨야 한다.

참된 배

아서핑크(ArthurW.Pink)는요한복음강해 요한복음4:23을다음과같이설

명했다:

오늘날‘배’라는용어가담고있는뜻들이 이기보다육신 이고,내면 이
고경건하기보다외형 이고구경거리 이다. 배는우리가아는하나님께마음
을쏟아드리는것이며,육신과그것의감각을끄는모든것은참된 배를손상시
킨다. 배는 이나귀로드리는것이아니고,‘으로’즉새본성으로드리는것
이다.오우리가얼마나멀리정로에서떠났는지! ‘배’는주로육신을기쁘
게하기 해고안된다.즉그것은아름다운주 환경과감각 인음악과흥미있
는이야기들을가진‘밝고매력 인 배’이다.이것은얼마나하나님을조롱하며
모독하는것인가!찬양 는 구에게노래하는것인가,하나님께인가아니면사람
들에게인가?...노래의 매력이 ‘설교의 어리석음’을 치하 다.그러나 음악이
잘못인가?하나님께서친히그재능을주지않으셨는가?물론그러나,우리가지
비평하는것은,육신 이고사람의귀를기쁘게하기 해이루어지는, 문 이며
구경거리 인교회합창을두고하는말이다.우리는‘으로’ 배해야하고단지
육체 감각으로 해서는 안된다.150)

147)ReligionToday,24August2001.
148)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149)기독교연합신문,2002.8.4,20쪽.
150)DavidW.Cloud,FridayChurchNewsNotes[FundamentalBaptistInformation

Service],26April2002;ChristianNews,6May2002,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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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벨즈의 로우크릭 지도자 정상회의

북미에서3만명이상의지도자들과장래지도자들은2003년8월7-9일까지 세

계의교회 사업지도자들의모임인연례 인지도자정상회의에참여할것이다.

그모임은미국시카고부근에있는빌하이벨즈의 로우크릭공동체교회로부터

시작되었고미국과캐나다의60개곳에인공 성으로방송된다.연사들은하이벨즈,

캐 휴즈(죠지부쉬의 통령자문 ),앤디스탠리(애틀란타부근의노스포인

트공동체교회의목사),짐콜린스,A.R.버나드등을포함한다. 로우크릭 회는

2003년지도자정상회의를조직하고있다.그것은9,500개이상의교회들(이단들을

포함하는)의 교 세계 조직이며 재 매년 1000교회씩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하이벨즈는 매년 계속해서 자유주의 로버트 슐러를 한 연사이다.151)

‘워십 스’에 해

기독신학의김석한부학장은“워십 스(worshipdance)가 배구성요소인가?”

라는 에서다음과같이썼다:“최근에한국교회는 (前代)에볼수없었던새

로운 교회문화 행사종목인 배춤(워십 스)이 배에 도입되어 만연(蔓延)되는

추세에 있다.아마도 종교 여흥(餘 )(religiousentertainment)을 즐기려는 회

들의유희 성향과 은이들의오락 취향에맞추려는열린 배에기생(寄生)하

여유입된 로그램으로보여진다....춤은어떤경축행사나 기에서신의은총에

한환희의극치를표 하는것인데 배의한구성요소로도입하는것은 배를

유희화(遊戱化)하여사람의 심과만족을주려는인본주의가된다. 배의본질은

경건에있고경건은 인내재성에서이해되어야하지어떤몸짓이나신체 작

용을통해시각화(視覺化)하는것은아니다....성경에도구약의제의(祭 ) 성

배때에나신약 배에춤의순서가구성된근거는없다.춤은구원받은신자들

의감격을종교행사 인순서로도입하여표 하는것이좋을것이다.그런 에

서워십 스(배춤)란말자체가부 하다.강단이 술무 가되고 배순서가

오락화하는것은 배의타락이며 배타락은기독교를무 지게함을교회들은유

념해야 한다.”152)

교회의 실용주의(實用主義)

릭 워런의 장사 (狂)

151)CalvaryContender,August2003.
152)기독교 연합신문,2004.2.8,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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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8월 미국 오하이오 바이블 펠로우쉽 발행 비지터지의“ 이지않고도

성공 인방법”이라는제목의 에서, 포터목사는릭워런의방법들과그의책

목 에이끌린교회의가르침들을검토한다.워런의책은W.A.크리스웰의서문과

더불어로버트슐러,빌 라잇,풀러신학교교수아치볼드하트, 연합감리교회의

에스라얼죤스의추천을얻었다.포터는몇가지철학 신학 결 들과기타

문제 들을열거한다.그는말하기를,“장사술에이끌린목회사역은불신자의요구

에 응하므로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될 암(癌)이다”라고 하 다.153)

교인들은 오락을 구함

오늘날교회다니는사람들은시설들,가족들을 한 로그램들,그리고오락을

해교회들을찾고신학이나신앙사상을 해교회를찾지않는다.그들은기독청

년연합회(YMCA)와종교 록콘서트의혼합물같은것을찾고있다.154)슬 게도,

형교회를추구하는많은목사들은바른교리와거룩한생활에우선순 를낮게

둔다.155)성경은“때가이르리니사람들이바른교훈을받지아니하며귀가가려워

서자기의사욕을좇을스승을많이두고 그귀를진리에서돌이켜허탄한이야

기를 좇으리라”고 말 했다(딤후 4:3-4).

교회의 상업 경 방식(Marketing)

1999년7월세계근본주의자 회의한결의문은,교회에다니지않는사람들을

하고‘구도자들’의 심을끌기 하여세속 인상업 경 략들(를들어

헐리우드 화들,록음악)을사용하는일부목사들에 해경고하 다.그결의문

에의하면,“바로이사람들,특히에드답슨은근본주의자들과성경 분리주의자

들을율법주의자라고지칭한다”고말했다.그결의문에의하면,“이상업 경 방

법론은미국에서빌하이벨즈와릭워런같은사람들의 향을통해시작되었으나,

온세계의복음주의를통하여 속히퍼져나가고있다”고했다.그세계근본주의

자 회결의문은선언하기를,“근본주의자들은사도행 2:41-47의교회 배형태

를따르고,요한1서2:15-17의경고에주의해야한다”고했다.묽어진기분좋은‘복

음’은 사람을 구원하기에 무력하다.156)

교회의 실용주의(實用主義) 풍조

153)CalvaryContender,1October1998.
154)ChristianNews,10May1999.
155)CalvaryContender,15June1999.
156)CalvaryContender,1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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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Voice)지 1999년 12월호의 한 은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로그램으로,능력을 사람들로,참된 배를 오락으로,
순수성을번 으로,더럽 지지않은복음에 한충성을조직체 일치로 치하
다....실용주의(實用主義,pragmatism)가하나님의백성의생각을엄습하여교
회에서교인수가느는것이복의기 으로간주되고교회가이목 을이루기 해
어떤일을취하든지정당화된다.이와같이우리는하나님의가족에사람들을포함
시키려는이과정을방해할모든것을제거하는데큰강조 을둔다.그리스도인은
‘수님을믿는모든사람’으로재정의된다.칭의(稱義)가매우교묘하게정의됨으
로써천주교인들은교회를연합시키려는노력에서제외되지않는다.거룩에 한
이해는생활방식때문에사람이,용납할만한그리스도인의생활과조화되지않는
것으로비난받지않도록조정된다.‘그리스도를 해세상과 함’이라는공통
목표가본질 신학 역에서의교리 차이 들에도불구하고교회일치의기 가
된다.157)

릭 워런의 실용주의

릭워런의목 에이끌린교회라는책과그의주장은미국과온세계에많은

향을끼치는것같다.그것은단순히교회가하나님의뜻하신목 이있다는정도가

아니다.그것의근본 문제는교회성장이라는목 을 해세상 수단방법의사

용을정당화하려는데있다.그것이과연바르고건 하고성경 인생각인가?158)

우리는그 지않다고생각한다.교회는교회답게성장해야한다.교회가세상 방

법을 사용해 성장하려 한다면 그것은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극장 교회들

오늘날 무흔히하나님의집은연주회장으로변했고찬송사역은의자들을채
우는방책으로변했다.세상과육신과마귀가곁에서일들을그들의좋아하는방향
으로만든후에목사는강단에서그의의무들을수행한다.그러한상황에서의설교
가 혼들을거의구원하지못한다는것은별로이상한일이아니다.그것은,원수
를 청해서추수꾼앞에가며가라지를뿌리고그의뒤에가며씨를빼앗아버리
게하면서추수를기 하는것과같다. 의한목사는그것을이런식으로표
했다.“하나님의집의찬송과 배를보이게만들거나흥미있게만드는것은하나
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다.”159)

157)CalvaryContender,15January2000.
158)CalvaryContender,June2004.
159)EvangelicalMethodist,February2004;CalvaryContender,Jul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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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자 훈련이 성경 목회 방식인가?

오늘날많은교회들은목회에제자훈련의방식을도입하고있다.그것은목사가

제한된사람들을제자로훈련시키고그제자들이 다른사람들을제자로삼아훈

련시키고그들의제자들이 다른사람들을제자로삼아훈련시키는등이 게피

라 식으로계속되는것을의미한다.이것은교인들의수를폭발 으로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이것이과연성경 목회방식인가?우리는그 지않다고본다.성경은

교회가 통 으로해오듯이목사가장로들의 력아래교인들을돌보는것을목

회라고가르친다.목사라는직분은목자가양들을치듯이교인들을돌보는직분을

가리킨다.그래서 목회를 목양(牧羊)이라고 부른다.장로 혹은 감독이라는 직분도

양들을돌보는것을가리킨다.그래서교회는처음부터장로들을세웠다.사도행

14:23,“각교회에서장로들을택하여 식기도하며 희를그믿은바주께부탁하

고.”

사도바울은에베소장로들에게교회의감독자로서하나님의양떼를잘돌보라

고교훈하 다.사도행 20:28,“희는자기를 하여 는온양떼를 하여삼가

라.성령이 들가운데 희로감독자를삼고하나님이자기피로사신교회를치

게하셨느니라.”사도베드로도장로들에게양들을잘치고본이되라고교훈하

다.베드로 서5:1-3,“희 장로들에게권하노니나는함께장로된자요그리

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에 참 할 자로라. 희 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치되부득이함으로하지말고오직하나님의뜻을좇아자원함으로하며

더러운이를 하여하지말고오직즐거운뜻으로하며맡기운자들에게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성경은감독의자격요건을분명히가르쳤다.아무나감독이될수있는것이아니

다.감독의자격요건은디모데 서3:2-7에자세히언 되었다:“감독은책망할것

이없으며한아내의남편이되며 제하며근신하며아담하며나그네를 하며

가르치기를잘하며술을즐기지아니하며구타하지아니하며오직 용하며다투지

아니하며돈을사랑치아니하며자기집을잘다스려자녀들로모든단정함으로복

종 하는자라야할지며(사람이자기집을다스릴 알지못하면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 보리요)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빠질까함이요 한외인에게서도선한증거를얻은자라야할지니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가바른자격자들을목사나장로로세우지못하는것도큰문제인데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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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자를 다 목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제자 훈련의 개념 자체가 매우 잘못이다.

그것은 바른교리사상과인격이 비되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못한교인들의 마음

을 높여 놓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실상,제자 훈련의 개념은 순 히 인본주의

생각이다.그것은공산 명운동의조직이나다단계 매조직같이지극히인간 조

직이다.물론 그것이 교인수를 증가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목회방식이아니며따라서하나님께서인정하시는방식이아님이분명하다.

목사는하나님께서성경에계시하신방식 로목회를해야한다.교회는 비된자

들을목사와장로로세워야 하고이 게합법 이게세워진자들에게 교인들은 겸

손히 순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쟁

장합동측의기독신보는세계100여개국400여도시에서열린‘국제반 평화의

날’시 를보도하면서“어떤이유와목 그리고그 구와의 쟁도정당화될수

없으며,모든 쟁은하나님의뜻에거역하는것이고,악은선으로극복해야한다는

것이성경의가르침이다”고말했다.160)그러나이것은잘못된 쟁 이다.만일그

런 쟁 이옳다면,6․25 쟁시남한은이북의침입에 해손을들고있어야했

고미군의인천상륙작 도없어야했을것이다.그러면이남은벌써공산화되었을

것이다.그것은세계 화(赤化)의꿈을가지고있는공산주의자들만을이롭게하는

생각이다.우리는정당성이있는 쟁이있다고본다.국가가보유하는군 는그것

때문에존재해야한다.오늘날의 쟁들은이런차원에서 단되고평가되어야할

것이다.마치모든 쟁이하나님의뜻을거역하는것같이생각하는것은옳지않다.

160)기독신보,2003.2.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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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은사운동

조용기 목사

한국의오순 의 표 인물은여의도순복음교회의담임목사인조용기목사

이다.일부에서 그의신앙사상의 문제 들을 제기하기도 하 지만,한국교계의유

명한 여러 목사들은 그를 인정하고 그와 교제하고 력하고 있다.다음의 들은

그것에 한몇가지의증거들에불과하다.그러나오순 는성경 ,역사 기독

교 신앙의 옛길,건 한 길이 아니다.

세계오순 하나님의성회연합회 총재 피선축하 배

1992년12월5일63빌딩국제회의장에서열린조다윗(조용기)목사 총재피

선 축하 배는 주최자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세계복음화 앙 의회,세계복음화

의회,세계성령운동본부,세계성신클럽,한국기독교부흥 의회등이며,후원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기독교 한하나님의성회,국민일보사를 비롯하여,극동방송국,

기독교방송,기독교연합신문,크리스챤신문등이며, 청인 에는김장환목사,김

곤목사,나겸일목사,신 균목사,이만신목사,이성택목사,이호문목사,피종

진 목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1)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의 성명서

1993년10월12일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은“장통합측의조용기목사사이

비재연구결정에 한우리의견해”라는제목의성명서를기독교신문에발표했다.

그성명서는조용기목사를“한국기독교와세계기독교의지도자로서국내외에서성

령운동을통하여 혼구원과세계선교에크게이바지해온”목사라고표 하고“조

용기 목사에 한 장통합측의 ｢연구보고서｣는 모두가 확 왜곡 해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그를 “한국교회가 기독교 일백년 역사를 통하여 배출한 세계 인

목회자임을자랑스럽게여긴다”고진술했다.그성명서에서명한자들은신 균목

사(표의장),피종진목사(상임의장),이태희목사(개신교선교훈련원이사장),하

성 목사(서울지하철 선교 의회 회장),장 출 목사(세계복음화 도 의회 회장),

이호문 목사(세계복음화 앙 의회 상임회장),나겸일 목사(세계성령운동본부 본

부장),김한식 목사(한사랑선교회 표)등을 포함했다.2)

1)기독교연합신문,1992.11.15,1쪽 하단 고.
2)기독교연합신문,1993.10,17,3쪽 하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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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설교 집 출 기념회

조용기목사설교 집출 기념회가1996년3월14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크리

스탈볼룸에서각계인사7백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렸다.그기념회의순서 에는

최훈목사(한기총회장)의축사,김의환목사(총신 총장)의서평등이있었고참석

자들 에는김창인목사(충 교회),이만신목사(앙성결교회),정진경목사(신

성결교회),신신묵목사(한강 앙교회),김삼환목사(명성교회),김상복목사(할 루

야 교회),지덕 목사(한기총 공동회장)등이 있었다.3)

조용기 목사의 종교다원주의 발언

동아일보의한보도에의하면,2004년5월12일앰배서더호텔에서열린동국

불교 학원최고 과정특강에서한국의 표 은사주의자인여의도순복음교회

의조용기목사는스님불자등70여명의청 앞에서50분간강연하면서“‘그리스

도가내 안에있다’는말 이나 ‘마음이곧 부처’라는 말 은 표 만 다를 뿐같은

말입니다”라는 격 인말을했다.4) 그는“내가‘그리스도안에서의구원’을믿

는것처럼내친척이‘부처안에서의구원’을믿는다고해도거리낌이없습니다”라

고도했고 그는“일부목사들이종교의평등성과차별성을이해하지못하고유아

독존 으로행동하는경향이있다”며“‘ 죽이고나만살겠다’고종교끼리싸우는

것은 부처도 수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5)

후에,확실히같은사건을암시하는크리스챤신문의한 에의하면,그는“내마

음에부처가있고,부처가있는내마음이곧극락이다”는가르침이나“하나님의나

라는볼수있게임하는것이아니요 여기있다, 기있다고도못하리니하나님

의나라는 희안에있느니라”( 17:21)는성경말 이같은진리라고했다. 그

는“종교는불교나기독교나마호메트교나평등하다.원효의사상처럼나무아미타

불네 자를외움으로말미암아믿음으로구원을받고,그다음에계율을지키고

신앙생활하는것이다.그런면에서통하는 이많다”고말했다. 그는‘수밖에

는구원이없다’는말을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 해“그 지않다.불교가

통종교이고 장자종교이며 모든 종교는 (구원에 있어)평등하다”고 답했다. 한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 외에, 수님 외에,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생각해도되겠는가?”라는확인하는질문에 해,그는“불교는불교의구원의

메시지가있다.기독교는기독교의메시지가있다.그한계를불교도뛰어넘을수

3)기독교연합신문,1996.3.24.4쪽.
4)동아일보,2004.5.13,A21쪽.
5)동아일보,2004.5.14(문화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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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기독교도뛰어넘을수없기때문에,그 차별성을인정하고 화를하자는것

이다.우리는불교가주장하는것을비 할권한이없다....종교라는평등한공통

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6)

의보도들이사실이라면,조용기목사는복음의기본 사실에 한성경의명

백한교훈을부정하는매우큰잘못을범했다.우리는 수께서유 인들에게“희

가만일내가그인 믿지아니하면 희죄가운데서죽으리라”(요8:24)고말 하

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베니 힌(BennyHinn)

베니 힌의 주와 축복

1999년9월13일티비엔(TBN)방송과의 담에서베니힌은“나는이기름부음

에 항하는각남녀를 주한다.나는이사역을비난하는사람을 주한다.그러

나 이 사역을 축복하는 어느 남녀든지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했다.7)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함

베니힌은폴과잰크라우치의TBN방송 로그램에서사람들이TBN을보다가

죽은자들이살아날것이라고하면서“사람들은장례식들을취소할것이며그들의

죽은자들을 채가지고와서텔 비젼앞에두고하나님의능력이그들을만지기

를기다릴것이다”라고했다.그는그들이수천명씩다시살아날것이라고말했다.8)

몇 가지 언들

베니 힌은 2년 안에 “안경을 끼고 긴 머리를 한 이탈리아인”인 새 교황이 있을

것이라고말한다.그는“ 2년안에이슬람교에서개종한한이집트청년남자가

복음을아주잘 하므로수십만명의이슬람교도들이그리스도를 할것이다”

라고말한다. 그는이스라엘사람들과팔 스타인들이올해말이되기 에평

화조약에서명할것이라고말했다.9)그는“한무리의이스라엘랍비들이아주거

한 수님의환상을볼것이기때문에그들이회당들에서복음을 할것이다”라

고 언한다.10)

6)크리스챤신문,2004.6.21,7쪽.
7)CalvaryContender,15December1999.
8)ChristianNews,22November1999.
9)Charisma,August2000.
10)CalvaryContender,15Augu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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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기꾼

베니힌은심장병을가진,노란셔츠를입은, 머리인한뚱뚱한사람에 해언

하면서자기는그사람이TBN방송의‘ 이즈-어-돈’ 로그램시간동안헌

하라는 호소에 항하면서 텔 비젼에서 일어나 걸어나가는 것을볼 수 있다고

하 다.힌은그에게요청하 다.“만일그 가그런서약을한다면,하나님께서그

의심장병을오늘밤치료하실것이다.”한번은그가그의치료의주장같은것들

을반 하는비평가들의머리를부숴버리기 해‘성령의기 총’을큰소리로소원

하 다.11)행크헤인그라 는베니힌을거짓선지자라고부른다.힌은세상이1999

년에 끝날 것이며큐바의 카스트로가 1990년 에 죽을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한

다.12)

신유센터 건립연기

베니힌은3년 에달라스부근에세계신유센터를건립한다고약속하 다.그는

그것을 해기 을요청했으나이제말하기를그계획을연기하는결정이하나님

의감동으로주어졌다고한다.13)그는헌 으로매년약6천만달러를거둔다.그는

그에게돈을보내는것이하나님으로부터훨씬더큰부(富)를가져올것이라는이

론에 자기 신학을 세웠다고 한다.비평가들은 그 신유센터 계획이 기 모으기의

속임수이며“그가세계 여행사역과사치스런생활방식의재정을만들기 해

한많은거짓된약속들 의하나”이었다고말한다.그들은말하기를그는개인용

제트기와 호화로운 자동차들을세 내고 반지들과 손목시계들과 팔 들을 한 채

텔 비젼에 나타난다고 말한다.14)

은사주의 혼란

은사운동은로마천주교회와헬라정교회들을포함하여기존하는교회들과교

들내에서견고하여져왔다.그것은기독교를공언하는자들의세계에서우리시

의가장빠르게성장하는종교 운동이다.그것은로마천주교회,헬라정교회,개신

교회,오순 교회,복음주의교회와근본주의교회보다더빠르게성장하고있다.동

시에,그것은 세상의다른어느운동보다더신학 혼란을만들어내고있다.베

니힌은 행의은사주의 오류들을가르치고조장하는많은 표 은사주의자들

한 사람에 불과하다.15)

11)HoustonChronicles,14April2002.
12)CalvaryContender,June2002.
13)DallasMorningNews,23June2002.
14)CalvaryContender,Octob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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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야드운동/ 라운스빌의 부흥운동

라운스빌의 ‘부흥’에 한 한 내부인의 보도

라운스빌‘부흥’의역사에 해,캐시우드는1997년에쓴한책에서병고침들,

사람들이수시간동안집회장소바닥에 움(완 히의식이없이),‘머리들을흔듬

혹은경련함,’‘멍한술취한상태’에있음,‘머리가희미함’(woozy),‘성령안에서춤을

춤’등의은사 사건들에 해진술했다.“완 히무르익은부흥은,어떤물결들이

와서우리모두를깨끗 하자많은사람이성령안에서죽임을당한일과함께터

졌다”(96년2월10일).그는,“성령안에서춤을추는것”과“다른한장소에서완

히길을잃은것”에 해말한다(96년2월18일).“나는내가스키장의언덕을뛰어

내려하늘을나르고있었던것같이느 다.자유로움은매우 스러웠다.나는마

침내집회장소앞부분오른쪽바닥에던져졌으나,나를은혜로이감싼나의남편

외에는아무도알아채지못했다.억제되지않은 배에서하나님에의해들림을받

는다는것은어떤인간 경험과도달랐다.”그는말하기를, 재자들이모두“성령

안에서죽임을당하여복도들에쓰러졌고심한울부짖음과신음속으로들어갔다”

고했다(96년3월17일).“번갯불같은것이나를쳤다.나는벽을쳤고미끄러져넘

어졌고,얼마동안인지는몰라도통제할수없도록몸을흔들었고경련을일으켰다.

숨이거의끊어졌고계속심히헐떡거리고있었다....나의머리는경련을일으키

곤 하 다....나는 성령의신선한기름부음으로충만함을 얻고 있었다.”집으로

오는길에서,그는“크게부르짖기”시작했다(96년7월14일).킬패트릭목사가“나

를향하여숨을불었을때,그것은나를완 히때려눕혔다”(96년9월29일).그다

음 날아침, 배들을 마친후에도,만일빈야드음악이연주된다면,그는 “깊숙이

구부르고,좌우로흔들거리고,비틀거리고,반 쪽으로뛰며,때때로바닥에엎어지

며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을”것이라고 했다.16)

그러나우리는오늘날교회들안의이런류의혼란스러운은사운동의일들을경

계해야 한다.하나님께 한 바른 배는 보다 인격 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다.하나님은 결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14:33,40).

라운스빌 ‘부흥’과 부유한 설교자들

미국 펜사콜라에 있는 라운스빌하나님의 성회교회는“미국 역사상 가장큰

지교회부흥”의주역을하고있다고주장한다.그러나펜사콜라뉴스 은세명

15)MarionReynolds,Foundation;CalvaryContender,December2002.
16)CalvaryContender,15Octo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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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핵심지도자들이많은분량의토지를획득했고 부요한 집들을 지었거나짓고 있

다고 보도했다.교회 목사 죤 킬패트릭은 31만불짜리 호화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34만불짜리호화주택을지었다. 도자스티 힐 도 회는약85만불짜리의40

에이커[약5만평]땅을샀다.17) 라운스빌의학교사역책임자마이클 라운은그

신문이약72만불의값이나갈것이라고말한집을짓고있다.그러나 라운은그

값이 42만불 이하라고 말한다.18)

은사주의 인 펜사콜라 건물이 불탐

2002년 7월 4일,번개가 2200명 좌석을 가진 라운즈빌 하나님의 성회 배당

지붕을 쳐서 그것을 불태웠고 약 백만불의 피해를 만들었다고 한다.19)이 건물은

최근에“웃는부흥”(laughingrevival)의센터이었다.거기에서사람들은“성령안에

서쓰러져”여러시간동안바닥에 워있었고다른괴상한은사주의 사건들이

발생했다.20)하나님의 경고이다!

기타 은사주의자들

펄시 콜 는 거짓말쟁이?

내가본천국이라는책의 자이며십수년 한국의 형집회의강사이었던펄

시콜 박사의한국비서로있었던 미란씨는“펄시콜 박사가주장하던2천명

교인의‘하나님의성경교회’나750명의학생이선교훈련을받고있는선교 학도

모두거짓말”이라고밝힌바가있었다. 씨는콜 박사가주일에교회에가지

않으며,식사기도는물론성경조차오랫동안읽지않아먼지가뽀얗게쌓여있다

고 말했다.21)

제이미 버킹햄(JamieBuckingham)

은사주의자제이미버킹햄은40권이상의책을 술혹은공동 술했고카리스

마지의자유편집인이었다.그는1990년4월카리스마지에서말하기를,하나님께서

세미한목소리로“어도다른하나의50년의삶을네게주는것이나의소원이다”

라고속삭이셨다고했고,“나도하나님께서내가 어도100살까지살수있도록약

속하셨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나1990년6월그는수술불가능한신장암이라

17)BJU'sWhatintheWorld.
18)CalvaryContender,1December1998.
19)World,27July2002.
20)CalvaryContender,September2002.
21)기독신보,1990.10.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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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단을 받았고 7월 신장 수술 후 기 치료를 주장했고 은사주의자 오랄

로버츠도그가치료받는환상을받았다고주장했으나,1992년2월사망했다.버킹햄

은 그가 죽기 직 카리스마지 1992년 5월호에서 쓴 한 에서 성경 외의 계시에

해 여 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유일한’말 이 아니다.

하나님은성경의정경이마쳤을때침묵하며다니지않으셨다.그는아직도말 하

시며그의말 은이 과같이오늘도 같이 감된것이다.나는지난18개월동

안하나님께서내게주신‘말 들’로가득찬작은노트를가지고있다....어떤것들

은하나님의신실한종들로부터나온 언 말들이고다른것들은개인 [개인이

받은]계시들이다.”22)

릭 조이 (RickJoyner)

1997년신년첫날,조이 와동료사역자들은재난들이아홉달안에미국의남부

캘리포니아를강타할것이라고 언하 다. 한테러범들의공격들과거 한지진

에 한암시들을가진몇가지경고들도했다.두려움이남부캘리포니아의은사주

의교회들을휩쓸었다.그러나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성경외의계시를신뢰

하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은 속임수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다.23)

한 은사주의자의 고백

은사주의잡지편집자리그 이디는다음과같이말했다:“우리은사주의자들은

지난7년동안 원기회복의계 의복을받았다....우리는기름부음에잠겼다.

우리는 에흠뻑젖었다.천국의 가루가회 석에있는것을보았거나우리의

손으로부터기름이흐르는것을느 거나주님의향기를맡았다.우리는 배당바

닥에쓰러졌고그의능력에압도되었다.우리는우리자신의개인 오순 을축하

했을 때 떨었고 흔들었고 외쳤고 춤을 추었다.”24)

은사주의자들의 허황한 기 주장들

온세계의은사주의자들은 가루가 배시간동안에그들의얼굴들,손들

옷에나타났다고말한다.25)어떤경우에는그것이일종의 라스틱필름이나반짝

이는 장식품이라고 한다. 한은으로 한아말감 충 (充塡)이나 크라운들과 체

이들이 으로 변한 자연 치아 치료들에 한 주장들도 있다.26)

22)CalvaryContender,15May1992,pp.1,2.
23)CalvaryContender,15April2001.
24)Charisma,May1997;CalvaryContender,15June1997.
25)Charisma,Nov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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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스트 크리스쳔 펠로우쉽의 그 로리(GregLaurie)

2003년4월호카리스마지는“캘리포니아의 수괴짜”라는제목으로 그 로리

에 한긴 을실었다.그는미국에서다섯번째로큰교회인하비스트크리스쳔

펠로우쉽(캘리포니아주)교회를목회하고있고때로는빌리그 이엄의후계자로

언 된다.로리는자신을은사주의자라고부르는것을개의치않고성령의은사들

이오늘날역사할수있음을부정하는비은사주의자들에 해엄한말투를가진다.

그는 성령 세례를 믿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을 해 기도한다.그는 개인 으로

자신의경건한‘기도언어’를사용하면서기도하고,이런식으로방언을말하는것이

그를 으로건립한다고믿는다.그는‘거룩한웃음’과토론토스타일의진동을포

함하여지나치게감정 인 들에 해비평 이지만,“성령안에서쓰러짐”에 해

서는믿는다.로리는 로미스키퍼스집회나기타그러한에큐메니칼행사들에서

연사로 활동해왔다.27)

은사주의자 죠이스 마이어

카리스마잡지는죠이스마이어를“미국의가장인기있는여자목사”라고부른

다.크리스챤뉴스2003년7월7일자의다른인용된자료들은그여자가“귀신과기

타문제들에 한가르침들에서성경으로부터멀리이탈한다”고말한다.그여자의

가르침은“신모순들과혼란투성이”이다.그는36세에“성령세례”를받았다.그

는성경말 으로부터가아니고천사들로부터특별한 진 메시지들을받는다고

주장한다.마이어는“신비주의의진흙수 에”있다. 그와죤해기와기타은사주

의 지도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28)

은사주의 설교자 로버트 틸톤

1991년,기도해 다고받은시청자들의수천장의기도제목들을폐기해서사기죄

로 결을받았던미국의ABCTV의은사주의설교자로버트틸톤이다시돌아와

옛날처럼1000불짜리서원을선 하며시청자들을괴롭히고있다.29)그는바닷가의

땅을 해140만불을지불했고거기에새집을짓고있다고한다. 한그는‘헌 하

는자들에게복이내린다’는형통의복음사역으로아마수백만불을 어모으고있

다고 한다.30)

26)CalvaryContender,15June1999.
27)CalvaryContender,May2003.
28)CalvaryContender,August2003.
29)DallasMorningNews,17Augus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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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주의자 하워드- 라운은 딸을 치료할 수 없었음

‘웃는 도자’로드니 하워드- 라운은 자신을 오순 열정의 ‘새 술’을 나르는

‘성신의바텐더’라고불 다.그는말하기를,“어느날밤나는지옥에 해설교하고

있었고[웃음이]장소 체를때렸다.내가사람들에게지옥이무엇과같은지를말

하면할수록,그들은더많이웃었다”고했다.31)그러나그는지옥이농담이나웃음

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알아야한다.하나님께서육체 치료를약속하신다고가

르치는하워드- 라운은낭포성섬유증을가지고있었던그의16살짜리딸이작년

성탄 에죽은후에도그의교리를변하려하지않는다.그는그의딸이치료될것

이라고끝까지믿었다.32)그는“그아이가더많이고통을당할수록,우리는원수를

더많이공격했다”고말했다.그는그아이의죽어감은마귀가할수있었던최악의

질주이었다고 말했었다.33)

할 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의 정체는?

할 루야기도원김계화원장과함께6년동안사명자로있었던김정희 도사는

할 루야기도원김계화의정체라는그의책(기독교이단문제연구소,1998년)에서

“김계화는혼합무속신앙인이었나?”라고질문하면서,그는남산도깨비무당과의

형제를맺은자이었다,그의성령수술은속임수요주술행 이었다, 화배우남

정임의 성령수술 치료는 거짓이었다,그는 헌 갈취와 재물에 이 먼 자이었다.

그는병자안수를가장하여재산을갈취하 다,그는언어폭력,행동폭력을지령하

다,그는사명자들의노동력을착취하 다,그는100원짜리동 을하나님이주신

세뱃돈이라며장사를하 다,그는한약을불법제조하여 매하 다,그는지하수

를능력의생수로속여장사를하 다,그는 재도유부남과불륜을맺고있다,그

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 이라고 선 하 다고 주장했다.34)

만민 앙교회 이재록 목사

기독신문1998년12월16일자(1쪽)에의하면,수만명의교인을가진서울구로구

구로동소재만민 앙교회당회장이재록목사는자신을가리켜‘아버지좌편에앉

을수있는권세와죽고사는권세’를가지고있으며‘원죄와자범죄가없는,죽음이

30)CalvaryContender,October2003.
31)CalvaryContender,1February1999.
32)BaptistBulletin,July2003.
33)CalvaryContender,September2003.
34)기독신문,1998.2.25,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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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는 사람’이라는 주장했다.이재록 목사가 ‘소 신과 같은 존재로 자처한다’

는 의혹이 교계 일각에서소문으로만 나돌았으나 최근이 교회를 이탈한 교인들이

배 실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 와 녹음 테이 등을 공개함으로써 밝 졌다.

이들자료에따르면,이재록목사는1998년7월5일만민 앙교회주일 녁집회

에서1992년8일동안부모로부터받은몸속의피를다쏟고하나님말 으로만들

어진피를받았기때문에자신의피는원죄와 자범죄가없다고말했다. 그는같

은 날 설교 에 “하나님이 요 철야(7월 3일)때 강림하여 이 제단에 오셨다”고

말하고“주님이가진무한한권능이자신에게도주어졌다”고했다.이외에도,그는

‘해와 달속에자신의얼굴이있다,’‘악한자가자신을만지지못한다,’‘선지자들과

주님의제자들이 부자신에게경배한다’는등자신을높이는발언을하 다고한

다. 7월 3일과 5일,10일,17일 등의 집회들에서는 ‘직통 계시’는 물론 ‘하나님의

신’과‘수님의 신’이일어났다고주장하고있어그교회의 배형태가매우신

비주의 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만민 앙교회교인들은이재록목사를열 으로높이며그를추종한다.

를들어,1998년7월3일 요철야집회에서참석한수천명의교인들은사회자가

이목사를‘우리를 천국새 루살렘으로인도하시는목자’라고소개하자‘할 루

야’을 외치며 수분 동안이나 열 인 기립 박수를 보냈다고 한다.

오늘날진실한성도들은거짓된목사들과교회들을분별해야한다.분명히,자신

을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하나님의 을 가로채는 목사는 참 목사가 아니다.

신구약 성경의 바른 교리와 윤리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는 교회는 건 한 교회가

아니다.

장 통합측 목사들, 마 선교회에 여

마선교회는1992년 장통합측총회가‘극단 신비주의형태의이단’이라고

규정한 집단이다. 마 선교회의 삼 일체론은 통 삼 일체 교리에 정면으로

배되며창조론과인간 과성경 에있어서도이단이라고했다.그러나혼란스럽

게도 마선교회에서설립운 하는 일신학 학원(이사장이명범)의총장문모

목사와 교수 나모 목사는 통합측 목사들이라고 한다.35)

장 고신측의 한 교회에서 허용된 잘못된 신비주의

2004년1월31일 한 수교장로회총회(고신측)남마산노회소속장평열린교회

에서 요기도회에서안수기도시교인이사망하는사건이생겼다.그사건이생기

기 ,장평열린교회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부천의 모교회에

35)교회연합신문,2000.4.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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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는이모여집사를강사로 청하여집회를가졌다고한다.사건이생기자,담

임목사인박모목사와 련자들은처음에는병원과 출소에교통사고로신고를했

는데,경찰조사과정에서거짓임이탄로가나상해치사죄로구속되었다고한다.경

찰에 따르면,구속된 박 목사와 정모 강도사는 발작증세를 보인 조모 집사에게 ‘몸

에악령이들었다’며함께6시간여동안안수기도를하며손으로얼굴을때리고무

릎으로 가슴을 짓 러 부검 결과좌우측갈비 17개가 부러지고 심장출 과 함께

압착성 질식사로 명되었다고 한다.36)

이런사건이어떻게보수 인장로교단의교회에서일어날수있는지 무기가

막힐뿐이다.한기독교신문은1997년이후 안수혹은안찰로사람이죽은7번의

경우를간략히보도하 다.37)그러나이것은오늘날교회들이건 한말 강론의

옛길에 굳게 서지 않고 잘못된 사상들과 풍조들을 포용한 한 결과에 불과하다.

알 코스(AlphaCourse)

‘알 코스’를 조심하라

알 코스는1990년 국런던의성공회소속성삼 일체 럼턴교회에서니키

검벨신부에의해시작되었다. 럼턴교회는은사주의 교회이다.알 코스의

본래의도는새신자들을 한것이었지만,지 은교회에다니지않는자들을목표

로한다고한다.그것은천주교인들,침례교인들, 그밖의사람들가운데서산불

처럼퍼지고 있다.그것은 국에서발 되었지만,이제 한미국을 휩쓸고있다.

그것은온세계에서 제국의가장빨리느는수출품의하나가되고있다.1998년

4월27일자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는 이톤포드,루이스팔라우,J.I.패커,앨리

스터맥그래스등복음주의자들의서명과더불어알 코스에 한 면 고를실

었다.1999년8월한국의여러기독교신문들도제2회알 코스세미나 고를실

었는데,‘21세기교회 성목회를리드할성경공부!’,‘60개국65개교 46,000여교

회지도자세미나참석’등의선 문구를사용했다.그세미나의강사는워싱턴새

문안교회조병철목사,한국의교회성장연구소장명성훈목사,우석교회김철 목

사이다.

그러나보수 비평가들에의하면,알 코스의철학은뉴에지사상이며,그것은

사람들을 신비주의에 뿌리를둔 경험들로 인도한다.그것은휴머니즘,교회연합운

동,그리고은사운동(방언,토론토축복등)을조장한다.그것의핵심 강조 은토

론토타입의은사주의 경험에있다.그것은회개를말하기는하지만,크리스챤의

36)기독교보,2004.2.14,1쪽.
37)기독교보,2004.2.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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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으로의회개이지,그리스도께로의회개가아니다. 국에서발행되는씨알

엔뉴스 터는말하기를,‘그것은복음의도구로서쓸모가없다,그것은묽게된죄

책감없는복음과유약한그리스도를제시한다’고했다.씨알엔 1998년 호는

말하기를,“우리는 매체를통해과 선 되고 으로기만 인알 코스와

그리스도인의회개경험에 한그것의 으로부 한견해에 해할수있는

로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38)

천주교는 알 코스를 좋아함

미국과 국의로마천주교회고 성직자회는증가하는호감을가지고‘알 코

스’를받아들이고있다.미국벌터머시의50개교구들은그교과과정을사용했다.

‘천주교인들을 한알 ’ 로그램의북미책임자는말하기를,“알 코스가로마

천주교회의신앙을완 히제시하지는않지만,그14개의비디오테이 속에는천

주교인들이반 할만한것이거의없다”고했다.펀더멘탈리스트다이제스트편집

자돈재스민박사는논평하기를,“알 코스는성경용어들을약간사용하지만구

원에 한성경의명령 진리들을지우거나교묘히변경시키는‘가짜’ 도방법이

다”라고 했다.39)

알 코스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치함

알 코스는죄책감없는약한복음과유약한그리스도를 한다.40)에반젤리칼

타임즈1999년5월호의한 은성령충만에 한내용의 반이방언에 한것이

다.성경이증거하는성령의역할은그리스도를 화롭게하는것이지만,은사주의

알 코스에서는성령이그리스도를가리운다.41) 체 인강조에있어서,주목

의 심인 성령이 그리스도를 치한다.42)

천주교회는 알 코스를 지지함

엘리자베스맥도날드는그의책알 개 에서알 코스가로마천주교회와그

교리들을지지하는정도와토론토축복(웃는부흥)이알 코스에미친 향등을

보여 다. 그 책은 알 코스와 토론토 축복과 펜사콜라의 은사주의 상들이

38)ChristianityToday9February1998,AustralianBeacon;BurningBush;Houston
Times,28November1998;CalvaryContender,1March1998;15May1998;1April
1999.
39)CalvaryContender,1March2000.
40)CalvaryContender,1April1999.
41)AustralianBeacon,May1999.
42)CalvaryContender,1Nov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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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와 뉴 에이지 운동의 동방 신비주의 행 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동일함을

보여 다.로마천주교회는알 코스 체에 해즐거이무제한 지지를보낸다.

알 코스는다른어떤기 보다더빈번히그리고더 정 으로언 된다.천주교

회는 공식 으로 알 코스를 승인하고 그것을 부흥의 방법으로 사용한다.43)

알 코스의 험스런 경향들

알 코스는은사주의 경향이있고성경무오성과오직은혜로말미암은구원

과같은교리들이소홀히여김을당한다는의미에서‘그끝을알수없다.’44)알

코스는사람들을성경을통해이끈다고주장하지만,실상은그들을그들의감정과

경험들로 향하게 한다.45)

알 코스가 선술집에서 모임

캐나다토론토의매디슨선술집은8주동안알 코스를 하고있다.46)그모

임의주최자는“여러분이술집에서모인다면어떤규칙들이없을것이다”라고말했

다.그는말하기를,“우리는먼 술을드는것에 해염려하지만,사람들은왜그

들이여기있는지알고있다.그모임장소가흔들릴것이다.그리고 수께서는승

인하실것이다”라고했다. 그는“우리는어떤사람을회심시키러거기에나가는

것이 아니다.알 코스는 단지 여러분에게 도구들을 뿐이다”라고 말했다.47)

알 코스가 천주교와 더 가까워짐

최근의알 뉴스지는성장하는알 운동과로마천주교간의더가까워지는

계를드러낸다.최근의한설교는그리스도가아니고마리아를높 다.교황의6월

회칙(回勅)은‘마리아에 한신뢰가있어야한다.모든교회는마리아를바라본다’

고 을맺었다.교황청은자체의알 사무소를가지고있다.48)알 코스의창시

자니키검벨은‘개신교인들과천주교인들간의차이 들은우리를연합시키는것

들에 비해서 요하지 않다’49)고 말한다.50)

43)ElizabethMcDonald.Alpha,theUnofficialGuide,Overview.St.MatthewPub-
lishing,Cambridge,UnitedKimdom;CalvaryContender,15April2001.
44)ChristianNews,10March2003.
45)ChristianNews,17March2003;CalvaryContender,May2003.
46)HuntsvilleTimes,17May2003.
47)CalvaryContender,July2003.
48)FaithandFreedom,January2004.
49)CalvaryContender,1March1998.
50)CalvaryContender,March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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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코스의 주된 목표는 ‘자연 능력’을 받는 것

알 코스는세계 으로천주교회와개신교회와복음주의자들을포함한수천의

교회들에서수백만명의 추종자들이있는 운동이다.그것은 니키 검벨이 ‘토론토의

축복’을통해능력을받은후시작되었다.그운동은로버트슐러와캔터베리 주

교로부터J.I.패커와 이톤포드까지교회지도자들의인정을받았다.알 코스

는때때로복음을제시하지만,그것이 하는‘회개’는길이요진리요생명되신그리

스도께로돌아오는것이라기보다는어떤기독교생활방식으로돌아오는것이며,그

것의 주된 목표는 ‘자연 능력’을 받는 것,특히 병고침과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다.51)

로미스 키퍼스

‘로미스 키퍼스’는 은사주의 이고 에큐메니칼 임

로미스키퍼스운동1991년미국에서빌맥카트니에의해시작되었다.그는콜

로라도 학교축구코치이었다. 랜디필립스는그운동의책임자이다.이두사

람은모두불더밸리빈야드교회의교인들이다.그교회의제임스라일목사는극

단 은사주의 에 속한다.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 하시기를,비틀즈는하

나님의손으로은사를받았고그들에게기름을부으신분은바로하나님이셨고하

나님께서온세계에음악 부흥을통한은사주의 갱신을시작하실목 으로그

게하셨다고했다.그는 하나님께서오늘날도자기백성에게여 히음성으로

말 하심을 확신한다고 말했다.52)

은사주의잡지인카리스마지발행인스티 스트랭은“오순 -은사주의동향”이

라는제목의1999년7월호사설에서“로미스키퍼스는1990년 에갑자기등

장했고,은사주의 형태의찬양과 배음악뿐만아니라,일부은사주의연사들을

세웠다”고 썼다.53)

로미스키퍼스운동의문제 은은사주의 연 과에큐메니칼성격이다.이런

류의운동은자유주의 교단들을문제삼지않고심지어로마천주교회에 해서도

그러하다.CCC의빌 라잇,빌하이벨즈,무디성경학교교장조셉스토웰,척스

돌,척콜슨,E.V.힐등에큐메니칼인사들이이운동의연사들이다.그러나우리는

하나님의일이성경 방법 로바르게이루어져야하며자유주의이단사상을포

51)TheBereanCall,May2004;CalvaryContender,June2004.
52)JohnMacArthur,RecklessFaith,pp.178,179.
53)CalvaryContender,1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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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에큐메니칼정신과은사주의 특징들은하나님의뜻에명백히어 난다고

믿는다.

로미스 커퍼스 운동의 한국 본부

크리스챤뉴스 크1999년10월16일자(2쪽)에의하면, 로미스키퍼스운동한

국본부는이사장에김의환박사( 총신 총장)를,이사에김장환목사(세계침례

회총회장),김상복목사(횃불트리니티신학 학원),김삼환목사(명성교회),김연

택박사(한신학 학총장), 호진박사(횃불트리니티신학 학원),박형용박사

(합동신학 학원)등을세웠고 재정두 목사가총무를맡아실무를보고있다

고 한다.

로미스 키퍼스가 리버티 학교에서 모임

로미스키퍼스는여 히군 을끌어모으지만그수효는이 보다 다.그들

의2000년첫번째미국 회는6월3일부터4일까지제리팔웰의리버티 학교에서

열렸다.54)팔웰은 더은사주의자들과유 계를가지는것같이보인다.은사

주의자잭헤이포드는리버티 학교의 배연구소의자문 원으로이름이올라있

다.55)

앤드류 러 트의 지 들

미국오하이오주멘토의 성경공동체교회의부목사앤드류러퍼트는 지난7월

클리 랜드에서열린 로미스키퍼스 회에참석하 다.그는이에큐메니칼남

성 운동에 한 몇 가지 문제 들을 다음과 같은 제목 아래 요약하 다:록 음악,

은사주의 분 기,흐릿한복음(를들어,루이스팔라우에의한),혼란한상담,

험한 추정(다시 구원),은사주의 체험(방언), 심리(춤),바이커 피터(Biker

Peter), 잖지못한유머,평가.러퍼트목사는결론을내린다:“로미스키퍼스들

은사람의감정을상하지않게고안된물탄복음을사용한다.때때로그들의메시지

는복음같이들리지만,그것은행 구원,세례 생,방언, 는성경외의계시,혹

은이단종 들등의감정을상하지않게조심스럽게다듬어진다.심지어구도자들

의상담도막연하며사람들로하여 죄로부터의참된회개없이도용납된다고느

끼도록흐려져있다.사람들은구원의거짓된확신을가지고떠난다. 로미스키퍼

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그것이 행하는 비성경 연합과 세속

방법들과흐릿한복음때문에근본주의 그리스도인은그단체를후원할수없다

54)ReligionToday,23June2000.
55)CalvaryContender,15July2000.



4. 은사 동

-189-

.”56)

은사운동과 연합운동

은사주의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여함

은사운동은많은교회들을분리시켰고많은혼란을일으켰다.그운동은개신교

회와천주교회사이에에큐메니칼다리를놓는다.이 에천주교신부이었던바트

루어는 이 게 말한다:57)

은사운동은에큐메니칼운동의지도자들에의해...의문할여지가없는목 들
을 해온세계 으로사용되고있다.그두운동들은동일한밭고랑안으로흘러
들어왔다.왜그런가?왜냐하면많은은사주의자들과에큐메니칼지도자들은성령
을 통해 교 들간의 차이 들이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거 한 한 세계교회를 향한 재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은사운동으로부터 기세를
얻고 있다.

천주교회의 은사운동

성령과 세계 도 북미 회에서의 한 언

1987년성령과세계 도북미 회에서한 언자는하나님의이름으로심지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통합을 선언했다.58)

거 한 수의 천주교 은사주의자들

이그네이셔스카타넬로에의하면,1983년미국에서만60만명이상의천주교인들

이매주은사주의 기도회에참여하고있고,온세계에서는약5천만명이이운동

에 참여하고 있다.59)

교황이 은사주의 갱신을 환 함

천주교회는1965년제2바티칸회의때부터은사운동을후원한오랜역사를가지

고있다.비록1970년 이후많은천주교회들에서그것이쇠해졌지만,1967년이후

약 일억명 가량으로 추정된 천주교인들이 은사주의 갱신에 향을 받았다고 한

56)CalvaryContender,November2002.
57)JeffreyKhoo,BiblicalSeparation;CalvaryContender,15November1999.
58)DennisW.Costella,“DeceivingandBeingDeceived,”Foundation,July-Septem-

ber1987,pp.16,27.
59)IgnatiusCatanello,“TheEffectsoftheCharismaticMovementonLocalEcumen-

ism”(Ph.D.dissertation,NewYorkUniversity,1983),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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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난해교황요한바오로2세는천주교회내에서의이‘갱신’을환 한다고말했

다.카리스마 1999년 7월호는,필라델피아 근교 리젠테이션 천주교회는 ‘갱신’의

단계를넘어서‘은사주의 부흥’을경험하고있다고보도했다.그특징은방언말하

기,거룩한웃음, 배악단,춤추는수녀들, 바닥에납작엎드린방문객들등이

다.60)

천주교 은사주의자들과 강신술(降神術)

라질은세계에서가장큰로마천주교회의나라이지만,실상은강신술의나라

이다.61)그 나라는,2억명의 천주교인들이 있다고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의강신술의나라라고할수있다.이 라질사람들의3분의2는강신술자들이

거나그와가까운자들이라고추정된다.62)그들은 체 으로 의생명과 의숭

배에 한 조직 인 종 집회들을 가지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이다.63)

복음주의와 은사운동

‘만국을 한 그리스도’(ChristfortheNations)선교회

1998년6월21일부터26일까지‘만국을 한그리스도’선교회는“성령의능력을

받아서”라는주제로50주년기념행사를가졌다.연사들은팻로벗슨,베니힌등이

었다.64)카리스마지1998년4월호에의하면,선교사마틴롬바도는1월에로마에서

‘만국을 한그리스도’성경학교를개설하 고그와그외의은사주의자들은이태

리에서천주교인들과개신교인들을연합하기 해활동하고있다.롬바도는이 게

말한다:“우리는지 하나님께서그의 을천주교인들에게쏟아부으시는것을

본다.은사주의천주교무리들이각곳에서일어나고있다.특히베니힌의지난해

방문 이후 그러하다.”그는 덧붙여 “우리는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이 어울려

그의충만한 가운데계신유일하신참하나님을함께섬기는날을볼계획이

다”라고말한다.그러나오직길을잘못든복음주의자들만이런일을할수있을것

이다!65)

학생 선교회(CCC)와 은사주의

60)CalvaryContender,1August1999.
61)CalvaryContender,15December2000.
62)ChristianNews.2April2001.
63)CalvaryContender,1May2001.
64)DallasMorningNews,30May1998.
65)CalvaryContender,1July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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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교회로부터 온 최근의 소식지는 ‘수님’이라는 그들의 도용 화를

통해“하나님께서여 히표 들과기사들을행하시고계시다”고보도한다.1998년

7월소식지는인도의16살소녀에 해이야기하는데,그소녀는몇시간동안죽어

서 장사되려고 했는데 기 으로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그 소녀

는죽은자들의장소에갔으나하나님께서그에게7일동안돌아가라고말 하셨다

고 주장했다.그 소식지는 말하기를 7일 후에 그 소녀는 죽었다고 한다. 말하기

를,이것과 그밖의 기 들이아드리안로 스박사의그 주제에 한책에열거된

기 들을 한 세 가지 시험들을 통과했다고 한다.66)

빌 라잇은 은사주의자들과 함께 사역함

카리스마지2001년10월호는,빌 라잇은병고치는 도자베니힌을‘사랑하는

친구’로여기는 재자라고말한다.그잡지는,그러나은사들에 한논쟁이 라잇

의사역과가정에심각했던때가있었다고말한다.“수운동이 학들에 향을

주었던1970년 에, 학생선교회는간사들이방언을하거나그런행 를옹호하

는 것을 하는 방침을 도입하 다. 라잇의 아들 잭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 을

때,견해의 충돌 때문에 아들은 그 사역과 가정을 떠나게 되었다.”그러나 그들은

오래되지않아서화해하 으며 학생선교회는그‘강경’입장을폐지하 지만아

직도공 집회시에방언하는것을 한다. 라잇은“나는은사주의자나천주교인

이나 헬라 정교인이나 주류 기독교인이나 간에 수를 사랑하는 자는 구든지

함께 일한다”라고 말한다.67)

빌 라잇과 베니 힌

카리스마지2001년10월호는은사주의자베니힌에 한빌 라잇의말을다음

과같이인용한다:“나는베니에 한큰애정을가지고있다.그는다른아무도뻗

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그는 어떤 진 들에서는 비평을

받고있지만,그의사역을통해그리스도께로돌아오는수천명의사람들을인해하

나님께 감사하라.그들이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기 해 오든지 그 지

않든지간에,그들은복음을얻는다.”68)그러나이런식으로불건 한은사주의자를

인정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E.V.힐(Hill)이 베니 힌과 함께 연사로 섬

66)CalvaryContender,1August1998.
67)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68)Foundation,November-December2001,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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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힐은 자유주의 미국 교회 의회와 연 된 교회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제리팔웰,무디성경학교, 러미스키퍼스에서연설했다.그는은사주의

오랄로버츠 학교로부터명 박사학 를받았다.그는2000년8월미국에서열린

‘새 천년을 한 선교 회’의 연사로 은사주의자 베니 힌과 더불어 사진에 나와 있

다.69)

청년 지도자 회 강사들

미국의 ‘유스 스페설티즈 2000’은 2000년 애 헤임과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란타

등미국의3개도시에서 국청년사역자 회를개최하고있다.그 회는다양한

복음주의,오순 은사주의연사들을세운다.그가운데는자유주의 인토니

캠폴로,에큐메니칼 인 E.V.힐,제리팔웰, 기타 남녀목사들이 포함되어 있

다.70)오디오 애드 날린과 옹기병 등의 30여개의 ‘크리스챤 록’밴드들이 연주할

것이다.71)제리 팔웰같이 인사들이 계속 혼란을 주는 무분별한 처신을 하는 것은

슬 일이다.

R.T. 달이 ‘토론토의 복된 체험’을 받아들임

국런던의유명한웨스트민스터교회의목사이었던캠벨모건은오순 운동

을‘사탄의마지막구토물’이라고불 다.72)캠벨모건 에서5년간사역했고1943

년부터1968년까지단독목사가되었던마틴로이드죤스는성령의세례를회심후

의체험이라고말했다.73)은사주의 ‘언자’폴 인은1992년에웨스트민스터사

역에연합하 다.“복음주의와은사주의진 들에서크게존경을받는” 달은지

난25년간웨스트민스터교회의담임목사이다.그는토론토의복된체험이라는운

동이발간하는불을번지게하라는잡지에서“내가토론토의복된체험에 해처음

들었을 때,나는회의 이었다....그러나많은일들이나의 생각을바꾸었다...

.우리는사실런던에서이 상을받아들이는마지막교회이었다”라고썼다.만일

캠벨 모건이 이 비극 유산을 본다면 매우 슬퍼할 것이다.74)

미국 NAE의 은사주의 회장

카리스마2003년6월호는다음과같이보도한다:“지난3월의제61차연례 회

69)Charisma,July2000;CalvaryContender,15July2000.
70)Foundation,July-August2000.
71)CalvaryContender,15August2000.
72)CalvaryContender,15July1988.
73)CalvaryContender,15July1992.
74)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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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복음주의 회(NAE)는 독립 은사주의 목사 테드 해가드(TedHaggard)를

세번째의 임(任)회장으로뽑았다.50개의회원교단들의43,000개교회들로구

성되었고2,700백만회원으로구성된NAE는미국에서가장큰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 속한다.”75)

NAE의 회장 테드 해가드

NAE의장빌햄멜(BillHamel)은“테드[해가드]는교 ,신학 선들을매우

쉽게넘나든다”고말한다.76) 운데이션지는,“[테드]해가드는은사주의 잡지에

매월 을쓰고베니힌,폴크라우치,피터왜그 등의사람들과의사역과 배에

빈번히연합한다.그는2003년2월 로미스키퍼스의목사와지도자 회에참석했

다”고 말한다.77)확실히 오늘날 복음주의는 은사주의를 조심하지 않는다.

달은 은사주의의 길로 달려감

R.T. 달박사는G.캠벨모간과마틴로이드죤스의교회이었던 국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 에서의 그의 25년을 묘사하는 새 책을 내었다.그 책은 달이

참으로은사운동의고속도로인‘토론토의복’을향해계속서서히나아감을확증한

다.78)그는 매우 진실하게 경계를 넘으며 해가 더할수록 극단 은사주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그 교회의 오늘날 배들은 형태에 있어서 완 히 은사주의 이

다.79)

죤 해기의 은사주의 사상

유명한 은사주의 설교가 죤 해기 박사는 담 히 죄를 정죄한다.그러나 최근

미국 샌 앤토니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그는 청 에게 이 게 말했다:“여러분이

헌 할때,그것은여러분이하나님의풍부함을받을자격을 니다,”“만일하나님

께서여러분이그에게헌 을하기 에여러분에게주신다면,하나님자신은거짓

말장이가될것입니다....만일여러분이번 하지못한다면,그것은여러분이헌

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80)

75)ChristianNews,16June2003,p.2.
76)Charisma,June2003.
77)CalvaryContender,July2003.
78)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79)Reform.Today,May-June2003;CalvaryContender,September2003.
80)ChristianNews,7July2003;CalvaryContender,Augus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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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과 병고침에 한 이의(異議)

도날드 버딕의 이의(異議)

도날드 버딕은 오늘날 방언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① 반복이 매우

심하다.②방언과방언하는사람의언어 배경이비슷하다.③한두개의모음을

지나치게많이사용한다.④언어 구조가부족하다.⑤방언에비해통역이두드

러지게 무길다.⑥동일한구 의통역이일치하지않는다.⑦ 어통역시주로

17세기 의 흠정역(KJV)문체가 사용된다.81)

언어학자들의 이의(異議)

미쉬간 학교언어학자 넷 이크와미국성서공회 계언어학자유진니다

는오늘날방언들이언어학이다룬어떤실제 언어들과도비슷하지않다고지

한다.82)

인 방언훈련의

1987년 7월 22-25일 미국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안스에서 모인 ‘성령과 세계 도

에 한북미 회’의한 녁집회후성령세례받을자들을 한집회에서인도자

는 자기의 ‘기도 방언’을 따라하게 함으로써 참석자들로 하여 방언을 체험 하

려했고그들에게그것이성령세례요하나님이주신방언임을믿도록강조하 고,

이러한 행 들은 제재되지 않았다.83)

악령도 병을 고친다는 쿠르트 코흐의 진술

병고침의 상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임을 확증하지 않는다.병고침의 상들은

기독교안 의신비주의 집단들에서있어왔다.신비주의연구가쿠르트코흐는

그의 책 사탄의 술 략에서 악령에 의한 신비 치료의 많은 사례들을 제시한

다.84)

81)DonaldW.Burdick,Tongues:ToSpeakorNottoSpeak,p.65.
82)RichardC.Schwab,LettheBibleSpeakaboutTongues,p.108.
83)DennisW.Costella,“DeceivingandBeingDeceived,”Foundation,July-Septem-

ber1987,p.9.
84)쿠르트 코흐,사탄의 술 략,22-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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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의 개념

복음주의가 무엇인가?

복음주의(福音主義,Evangelicalism)는역사 으로16세기루터의 종교개 이

후루터교회와개 교회를 심한개신교회를가리키는말로사용되었었다.개신교

회를 복음주의라고 부른 것은,신약 성경에 밝히 증거된 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왜곡시키고복음 신에성례(聖禮)나신자의공로 선행을가르쳐왔던천

주교회와 구별하기 해서이었다.이와 같이,복음주의는 역사 으로 수 그리스

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입장,곧 성경 기독교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신학들이역사 개신교회들속에들어와교회들을부패

시키고변질시켰던20세기 엽이후,복음주의는두부류혹은진 으로나뉘어졌

다.하나는자유주의신학이나자유주의화된교회들에 해포용 인신(新)복음주

의이며,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을 철 히 반 하며 자유주의자나 자유주의

교회와의교제의단 을주장하는근본주의이다.그러나신복음주의자들이‘복음주

의’라는말을즐겨사용했기때문에오늘날복음주의와신복음주의는거의동의어

로 쓰이고 있다.근래에 여러 복음주의자들은 천주교회에 해서도 포용 이다.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미국트리니티신학교학장을역임한 넷칸쩌는복음주의와근본주의를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질문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 다:

원래근본주의자들은정통개신교신앙을고수하는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그
러나 후에 모더니즘[ 주의=자유주의]과의 투쟁과정에서 모더니스트[ 주의
자]들과결별하기 해분리를택하는경향이나타나기시작했죠.만약 군가나
를‘성경을의지해 통 인복음주의신앙을고수하는자’라는의미에서근본주의
자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말에 으로 동의할 것입니다.1)

이진술에서그는복음주의와근본주의는본래같은입장을가리켰는데, 차근

본주의는자유주의자들과분리하는입장을취하 고복음주의는그 지않았음을

인정하고있다.복음주의와근본주의에 한그의개념은역사 으로정확하다.그

러나그는자유주의이단들로부터분리하는것이성경 으로정당하다는사실을알

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ChristianityToday,16September1996;기독교연합신문,1996.11.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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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

[빌리 그 이엄]

천주교인들의 지원을 받는 도 회

휴스턴크로니클1997년3월30일자는빌리그 이엄목사의알라모도움에서의

도집회에 해 이 게 말했다:

그지역천주교회도 심 역할을했는데,그것은교황의1987년산안토니오
방문기간에보인그침례교인[빌리그 이엄]의후원에 한일종의보답이었다.
...기독교지도자로서빌리그 이엄은신학 이견(異見)들을 월하여존경을
얻었기때문에침례교인들과천주교인들과장로교인들이그 이엄 도집회 비
를 한 수개월 의 계획 모임들과 훈련 회의들에 함께 모인다.2)

그러나그의이러한포용주의 집회는많은사람들을모으는데는성공했는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이신 바른 방법은 아님이 분명하다.

빌리 그 이엄과 제리 팔웰

근본주의자로자처하는제리팔웰은신복음주의자들과친근히지내왔고빌리그

이엄과도가까와졌다.1997년5월3일그의리버티 학교제24회졸업식에서빌

리그 이엄은연설을하 다.주의검편집자쉘톤스미스박사는빌리그 이엄과

제리 팔웰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두사람은다근본주의자로시작하 다!그두사람은다큰성공을이루었고
국제 인물로부상되었다!그두사람은다그들의사역의거 을그들의근본주
의 기지로부터보다넓은복음주의자들의서클로변경하 다.표 들과분리의
원리들은사라졌다!타 은규범이되었다!(50년 에)그 이엄에의해채택된에
큐메니칼태도는이제리버티 학교에서기정화된방식이다.그와같은상황에서
진리와오류는자유로이섞인다.바른교리는교제를 하여보류된다.한때성경
권 의강한목소리가있었던곳에,이제는 응과편의의정신이우세하다.3)

빌리 그 이엄의 방법론

빌리 그 이엄의 ‘세기의 책’인 내 모습 그 로라는 책의 서평에서,컬럼비아

국제 학교 명 총장 로벗슨 맥퀼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빌리[그 이엄]의 근방식이모든사람들,즉로마천주교인,그리스정교회
교인,자유주의자에게열려있고따뜻하다는것은...분명하다.근본주의자들외
의모든사람에게[!]에큐메니칼포용주의에 한그의흔들리지않는신념이 심
주제이다.그래서그의신학 육인근본주의자들은그를따르기를원치않는다.

2)CalvaryContender,1May1997.
3)NationalLibertyJournal,June1997;CalvaryContender,15Jun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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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그 이엄과분리된것은,한부류로서의근본주의자들이다른이들보다더
선 이고사랑이없기때문이라고말하는것은부정직하다.그들이방법론에
하여그 게엄격해서는안된다고말하는것도공정하지않다.그들은 사역에
서불신자들과 력하는것은죄악된불순종이라고믿는다....빌리는기독교계를
나 는많은교리들을힘써무시하고,연합하는것을 공한다....그의강조 은
신앙의순결성보다그것의일체성에있다....그의사역은 도이다.그는인종차
별은(우리가다루어야할)도덕 문제지만,낙태는(우리가피해야할)정치 문
제라고 [정의한다]....빌리는 신학 차이 들을 의식 으로 피하거나 낮춘다.
그가신앙의근본교리들을믿는다고말하기때문에그가그 게믿는다는것은분
명하다[?]4)

빌리 그 이엄과 보편구원론

빌리그 이엄은1997년5월31일로버트슐러박사와의텔 비젼인터뷰에서다

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그리스도를사랑하는모든사람혹은그리스도를아는모든사람,그들이
그것을의식하든지못하든지간에그들은그리스도의몸의지체들이라고생각한
다....그들은심지어그리스도의이름을알고있지못할지도모르나그들은그들
의마음속에그들이가지고있지않은어떤것을필요로한다는것을알고있고,
그들은그들이가지고있는유일한빛으로향하며,나는그들이구원을받았고그
들이우리와함께천국에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그들은그들의마음속으로
하나님이계시다는것을믿었고그들주 의사회와 다른삶을살려고노력하
다.5)

로버트 코팔 박사는 이 게 말했다:

그 이엄박사가표 한교리는...정확히교황과로마천주교회의에큐메니칼
연구소가수년동안가르쳐왔던바로그것이다.이것은,우상숭배를행하고성경
이나 은혜의복음이나 수그리스도의인격과이름과 구속사역에 한지식이
조 도없는어떤이교도도,만일그가‘좋은사람’이고그가믿는바가무엇이든지
그믿는바에있어서신실하다면,자동 으로‘그리스도의피로구속받는다’는 념
이다.6)

빌리 그 이엄의 캐나다 퀘벡 도 회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 1998년 8월 10일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인구약백만명의[오타와]지역을 한지난6월25-28일빌리그 이엄선교
활동에서,천주교인들과 개신교인들간의 간격--그리고 어느 정도 랑스인들과

4)ChristianityToday,11August1997;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7.
5)Foundation,May-June1997.
6)CalvaryContender,15Octob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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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간의 간격--이사라지기시작했다.그 도 회를후원한470개의지역
교회들가운데,60개가천주교회들이었다.천주교회의참여는모든그 이엄 도
회 가운데 가장 하 다.

그신문은계속보도하기를일부새신자들은천주교회가데려갔다고하 다.가장

많은회 이모인것은‘진흙항아리’(JarofClay)와마이클스미스가출연한록연

주회의 밤이었다.7)

빌리 그 이엄은 교회를 가장 혼란시킨 표 인 신복음주의자이다.그는

도 회를할때보수주의교회들과자유주의교회들을구별하지않고지원을받

고심지어천주교회들의지원도받는다.그 게함으로그는보수주의와자유주의,

그리고개신교회와천주교회의구분선(線)을앞장서서지우고있다.그러나이런류

의 인본주의 방법론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

빌리 그 이엄의 문제 들

오 디모데(OTimothy)의 편집자 데이빗 클라우드는 빌리그 이엄의문제 들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

빌리그 이엄은천주교 학들에서명 학 들을받았고천주교회의복음이
자기가 하는복음과동일하다고말했다.그는수천명의회심자들을배교 교회
들[천주교회와자유주의교회들]에넘겨주었다.그는교황이 도자요도덕 지도
자라고생각한다.그는천주교회주교들을그의강단에 청하고그의결신 청시
앞으로나오는사람들을축복하게한다.그는유아세례시기 이일어난다고생
각한다.그는지옥이문자 으로불붙는고통의장소라고믿지않는다.그는구원
받지못한이방인들이지옥에가지않을것이라고허용한다.그는그리스도를부정
하는 주의자들[자유주의자들]을칭송한다.그는변질된성경번역본들을장려
한다.그는동정녀탄생이기독교신앙의필수 부분이아니라고말한다.그는성
경이무오(無誤)한하나님의말 이라고변호하기를거 한다.그는이단 인로버
트슐러의복음에 한잘못된개념들에동의한다.그는신학이더이상자기에게
아무것도의미하지않는다고말한다.그는그리스도의피로말미암는구원을강조
하지 않는다.8)

빌리 그 이엄의 도 회들의 빈약한 결과

R.L.히머스 박사는 크리스토퍼 이건 박사와 함께 쓴 죽어가는 국가를 한

설교라는책에서“통계는,그 이엄박사의 도 회들의결과로서교회들에등록

하는사람들이거의없음을증명한다.숫자들은거짓말하지않는다”라고썼다.히머

스와 이건은그 이엄의 도 회에서그리스도를믿기로결심했다고주장하는

7)CalvaryContender,1September1998.
8)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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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에어떤교회에교인이되어머무는경우가거의없다는것을보여주는다양

한통계조사들을인용한다.그들은 그 이엄의 도 회들은그 회들이열린

지역들의 도덕 분 기를 도와주지 못했다고 말한다.

히머스는 한 때 그 이엄의 열렬한 후원자이었다.그러나 그 이엄은낙태와같

은죄에 해강한공 입장을취하지 않았다.그는 동성애에 해 사람이동성애

자로 태어난다고 말함으로써 변명했다.마침내 히머스는 그 이엄의 촬스 피니 스

타일의 ‘결심’신학과,유 인들과 회교도들과 다른 비기독교인들이 수 그리스도

에 한구원 신앙없이천국에갈수있다는그 이엄의견해로인해큰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히머스는 의 책에서 이 게 쓴다:

나는빌리그 이엄의사역을믿었다.나는그를 해매일기도했다....나는
빌리그 이엄의추종자이었다....나는빌리그 이엄을신뢰했다.[그러나]나는
속임을 당했다.

그 이엄 박사가 교황을 한 도덕 지도자요 도자라고 찬양하고 테 사
수녀와그동료들을기독교의고상한모범들로말했을때,나는이카톨릭교도들
을바라보고그들이결국좋은그리스도인들일지모른다고생각했다.빌리그 이
엄은그들이그 다고말했다.우리는결코그의 단이나지도력을의심하지않았
다.

나는각별히빌리그 이엄을 만났고그와 화하 다.나는 심지어그와함께
문 사진들을몇장 기도하 다.나는내가신복음주의의결심주의의오류들
을보기 시작하기 까지매우확실하고매우강하게그 이엄박사의 향아래
있었다.9)

그 이엄은 교황을 ‘세기의 인물’이라고 함

빌리그 이엄은최근의 한 담에서자기는교황요한바오로 2세를 세기의

인물로뽑겠다고말했다.10) 그는말하기를, 교황은“지난200년 의교황들

가운데서가장큰 향을끼쳤다.나는그의용기,결정,지 재능, 천주교회,개

신교회,헬라정교회의차이 들에 한그의이해,그리고어떤형식의화해에

한시도에감탄한다”고하 다.11)그러나하나님의신실한종은역사상참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천주교 교황에 해 그런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빌리 그 이엄의 암스테르담 2000

9)ChristianNews,27September1999,pp.1,18.
10)ReligionToday,20December1999.
11)CalvaryContender,1Jan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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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그 이엄의암스테르담2000 회가7월29일부터8월6일까지화란암스테

르담에서열렸다.그 회에서천주교회의한 주교가연설했고이어서화란교회

의회 회장도 연설했다.교회 의회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자유주의 교회 의회

와 복음주의연맹이기도하기 해 연합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

다:“개인 신앙과 사회 행동은 같이가기 때문에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다.복

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칼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빌리 그 이엄

도 회는 이 회를 해4천만불을 사용했다.척 콜슨은 그 회에서 ‘복음주의자

들과천주교인들함께’(ECT)라는운동을옹호했다.그는말하기를,“우리는우리가

공통 으로가지고있는것을붙들어야하며그럼으로써우리는세속 자연주의에

항하여함께설수있다.장벽을허물도록 우리를도왔던 분이바로빌리그 이

엄이었다”라고 했다.12)

빌리 그 이엄과 천주교회의 친분 계

빌리 그 이엄은 요한 바오로 2세:바치는 (JohnPaulII,ATribute)이라는

책의서문을썼고가끔교황을찬양하 다.데이 헌트(DaveHunt)는다음과같이

논평하 다:13)

천주교인이든지개신교인이든지 구나빌리그 이엄이교황과로마천주교회
를참신앙이라고칭찬함으로써개신교종교개 을암시 으로부정하 다는것을
인정한다.그의천주교용납은천주교주교들이실제로그들의희생자들과성경
으로일치하 고오늘날복음주의자들이 하는것과동일한복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그들은 개신교인들에게 주를선언하 고 그들을 불태웠
고 로마 교황청은 그들이 그 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 를 주었다....만일
빌리그 이엄이로마천주교회가 혼들을구원하는참된복음을 한다고생
각함에있어서옳다면,모든종교개 자들은잘못이었을것이다....선택하라,빌
리그 이엄이옳은지,아니면종교개 자들이옳았는지,그러나그들이둘다옳은
것은 아니다.더욱이,만일 천주교회가 참된 복음이라면,로마 천주교인들 가운데
지난 5백년 이상 그 교회의 복음이 거짓되다고 확신하 고 참 복음을 믿었고 그
교회를 떠났던 수천만명의 사람들에 해 무어라고 말해야 하겠는가?만일 빌리
그 이엄이옳다면,그들은완 히바보들일것이다.그들은천주교회에머물 어
야했을것이다--과연빌리그 이엄은 도 회들에서믿겠다고앞으로나온모
든 천주교인들을 바로 그 교회로 돌려보낸다.

12)CalvaryContender,15August2000.
13)BereanCall,1May2001;CalvaryContender,1Jun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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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그 이엄은 양에게 경고하지 않음

샌트루이스 디스패치지는 다음과 같은 빌리 그 이엄의 말을 한다:“나는 한

교회의목사가아니다....나의책임은복음을모든사람에게 하고,그들로하여

그들자신의교회를,그것이천주교든지개신교든지헬라정교회든지무엇이든

지선택하도록하는것이다.그리고내가보기에는그것은한개인과교회와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14)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태도와 다르다!

[빌 라잇]

빌 라잇은 은사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을 용납함

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1997년7월14일자는 학생선교회의창설자요총재인

빌 라잇박사에 한 에서“오늘날은사주의자들은 라잇에의해따뜻하게용

납된다”고 말했다.어떤 복음주의자들은 그가 1994년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

과함께’(ECT)라는상호인정과 력의진술서에서명한것때문에그를이단이라

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ECT에 한 그의 입장을 취소하라고 요청했지만,그는

‘천주교인들 가운데 수천만명의 참된 신자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거 했다.15)

빌 라잇의 ‘98년도 식과 기도’집회

1998년의‘식과기도’집회는미션아메리카와 학생선교회의공동후원을받

았다.참석자 에는 빌 매카트니(로미스 키퍼스), 랭클린 그 이엄,돈 아규

(NAE),폴시더, 이아더,빌과보넷 라잇,애드리안로 스,팻로벗슨,토마스

트래스크(하나님의성회),데이빗 라이언트등이포함되어있다.빌리그 이엄과

존퍼킨스와빌 라잇은명 공동회장이다.앞에열거한이들은실행 원회에속

해있다.스티 그린,로벗슨,시더그리고 라잇은한시간을인도한다.다른시간

은 로 스와 매카트니에 의해 인도된다.16)

빌 라잇과 천주교인들

미국필라델피아에소재한 제10장로교회의 목사요‘고백하는복음주의자연맹’

회장인제임스보이스박사는,최근크리스챤뉴스와의인터뷰에서,‘복음주의자들

과천주교인들이함께’(ECT)라는문서의서명자인 학생선교회총재빌 라잇

에 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17)

14)St.LouisDispatch,10October1999;Foundation,May-June2002;Calvary
Contender,August2002.
15)CalvaryContender,1August1997.
16)CalvaryContender,1Octo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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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라잇은단지신학 이지않습니다.그는사업가입니다.나는그가무슨신
학이든지알고있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리고그는단지나가서‘세상을복음
화하고’있습니다.그는그의‘수님’ 화를보고그리스도인이되고있는이수백
만명의사람들을얻었습니다.천주교인들도좋은일들을하고자하므로,빌 라잇
은실제로천주교인들이주님의놀라운 사들이요충성된군사들이라고생각하지
않을아무런이유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그들이 수님을믿습니다.그 지요?
천주교인들은‘사 리’를믿으며그것은빌 라잇에게좋습니다.그래서그는그들
과함께있습니다.그는그것보다더깊이생각하지않습니다.그러나우리를정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ECT에]서명한 제이 아이 패커 같은 사람입니다.

J.I.패커는신학자이지만빌 라잇과같이에큐메니칼 이다.빌 라잇과 학생

선교회는 수년 동안 천주교인들과 가까이 일했고 그들을 간사로 환 했다.18)

빌 라잇은 은사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 사역함

카리스마지2001년10월호는,빌 라잇은병고치는 도자베니힌을‘사랑하는

친구’로여기는 재자라고말한다. 라잇은“나는은사주의자나천주교인이나

헬라 정교인이나 주류 기독교인이나 간에 수를 사랑하는자는 구든지 함께

일한다”라고 말한다.19)

[기타 신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과 로버트 슐러

노만빈센트피일의제자로버트슐러는자신의자기존 의철학에일치시키기

해성경교리들을재해석한자이다.그의그리스도는사람들에게자기존 을주

는 수이다.그의복음은부정 자기개념들을 정 개념들로 치하는것이다.

그에게죄란단순히자기존 의결핍이다.그에게가장큰악은성경 방식으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자기 존 에상처를 입히는 것이

다.슐러는모든사람들이하나님의자녀들임을믿는보편구원론자다.그의목표는

각사람으로하여 이사실을이해하고향유하도록돕는것이다.하지만여러방면

의 유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슐러와 함께 나타나며 그를 칭찬한다.20)

J.I.패커는 근본주의자들을 비평함

17)ChristianNews,7December1998.
18)ChristianNews,8June1998;CalvaryContender,15December1998;1January

1999.
19)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20)DavidCloud,OTimothy;CalvaryContender,15July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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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2천년 문앞에서의에큐메니칼운동”에 한 회에서,J.I.페커는근

본주의자에 해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보수 개신교인들과동방정교회교인들과주류로마카톨릭교인들은내가말
한모든사람들에게증거하기 하여연합할수있는가?구원과정의세부사항들
과그과정에서의교회의 치에 한우리가이미아는그리고계속되는차이 들
에도불구하고,나는우리가연합할수있다고강력히주장하는바이다....확실히,
우리의세 통들내에서근본주의자들은이일에우리와연합할것같지않다.왜
냐하면마치그리스도안에서의하나님의 휼이개념 으로정확한사람들 에
자동 으로 머물며,개념 정확성에 미치지못하는 자들로부터 자동 으로 보류
되는 것처럼,논쟁 정통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근본주의자들의 길이기 때문이
다.21)

포커스언미션즈의회장 이아담스는다음과같이논평한다:“[패커의]욕설어

린 비난은 이 유명한 신학자와 성경강해자를 해 좋은 징조는 아니다.슬 게도,

그는 오류와 분리하라는하나님의 말 의 분명한 교훈을 따르기보다 많은 무리와

함께 행하기를 선택한 것 같다.하나님의 말 에 한 순종은 ‘논쟁 정통주의의

길’이라고 정의될 수 없다.”22)

C.S.루이스가 기독교인인가?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1998년 9월 7일자는 C.S.루이스의 사상의 ‘약한 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

속죄에 한그의개념,그가죄의용서에 해논의할때믿음으로의롭다하심
을얻는다는언 을한 이없다는 ,세례 생론에 한그의환 ,그리고성
경은 무오(無誤)하지않다는그의 감론,거기에덧붙여연옥과 불신자로이
세상을 떠난 일부 사람들의 최종 구원의 가능성에 한 그의 정.

마틴로이드-죤스는C.S.루이스가과연크리스챤이었는지의심하 다.루이스

의가장친한친구들은천주교인들이었다.그는 한몰몬교인들에게좋은 을

받았다.그는 선하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세 시 의 개념을 가르쳤다.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선하게 되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이다.그러나그러한주입된은혜에의한구원은 은혜가아니다.루이스의

신학은 치명 결함이 있다.23)

F.F. 루스가 ‘복음주의자’인가?

1990년에 암으로 사망한 스코틀랜드 신학자 F.F. 루스는 복음주의자로 높이

21)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8.
22)Ibid.
23)ChristianNews,29June1998;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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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을 받았으나,많은 자유주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루스는 신정통주의

의아버지인칼바르트를루터와칼빈과웨슬 와동등하게‘그리스도의종’으로보

았다.그는바르트의하나님이성경의하나님이라고말했다.그는성경의 괴 고

등 비평을 받아들 고,바울이 여성의 지도자 역할들을 제한하지 않았다고말했다.

루스는빌리그 이엄의 도 회들에서보여지는것과같은신복음주의 포용

주의에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그러나 무디 먼슬리 1986년 6월호는F.

F. 루스를 ‘복음주의’지도자로 높여 말했다.24)

로버트 슐러의 자서 에 추천의 을 쓴 이들

크리스웰,조용기,폴크라우취,잭헤이포드,죤윔버등은로버트슐러의자서

에추천사를썼다.그러나로버트슐러는자유주의 이고혼합주의 인물이다.그

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뉴에지의 기독교 일치학교 연례 회에서,문선명의 통일교

행사들에서, 한몰몬교성 에서의종교간조찬기도모임에서주강사로나타났

다.뉴에이지운동가들,몰몬교인들, 천주교인들은그의교회당에서연설했다.그

는오래 에죄에 한바울의교훈과이별을고했고‘그리스도인’이라는말이자

신을힌두교인과이슬람교인과단 시키기때문에그이름으로더이상불리우기를

원치않는다.그는 수그리스도가천국가는유일한길이요기독교가유일한구원

신앙이라고 설교하지 않는다.25)

로버트 슐러 학교의 연사들

1999년1월로버트슐러의‘성공 교회지도자학교’는다음과같은연사들을세

웠다:토니캠폴로,빌 하이벨즈,루이스 팔라우,죤맥스웰, 리엄 베네트(천주교

인),마이클 모인한 신부, 한국의 김선도 감독 등.26)

스토웰이 빌리 그 이엄의 이사회에 들어감

무디성경학교교장죠셉스토웰은1999년11월빌리그 이엄 도 회의이사

회에추가되었다.그는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의자문편집인이다.그는빌리그

이엄 훈련센터에서 강연하 고,그 이엄은 무디 성경학교의 100년 기념행사에서

강연하 다.그는미국복음주의 회의회원이다.슬 게도,그는최근무디성경학

24)CalvaryContender,15November1990;1August1999.
25)ChristianNews,30May1996,p.3;Gist,Spring1996;VantagePoint,Novem-

ber1998;ChristianNews,19July1999;TheDiscerner,June1999;CalvaryContender,
1January1999;15August1999.
26)ChristianityToday,4October1999;CalvaryContender,15Nov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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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신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 안으로 빠르게 인도하 다.27)

슐러의 성공 교회 지도자 학교

2001년로버트슐러의성공 교회지도자학교의강사들가운데복음주의자토

니캠폴로와빌하이벨즈,자유주의 인클락피나크등이포함되어있다.28)슐러는

최근에 그의 수정(水晶) 성 에 ‘무신론자’고르바 를 세웠다.수정 성 은

교회가아니고단지 객의호기심을끄는곳이되었다.로버트슐러는‘이단자’이

며그의신학은성경 신학이아니다.29)그런데어떻게복음주의자들이그런곳에

설 수 있는가?

죤 맥아더는 헤이포드를 칭송함

잭헤이포드의유망한목사들이라는1997년책에서,미국의인기있는 술가요

연사인죤맥아더는은사주의자헤이포드를칭송한다.로버트슐러,빌하이벨즈,척

콜슨,빌 라잇,그 로리등도추천의 들에서그를칭송하 다.헤이포드는

로미스키퍼스운동을장려하고이사회에참여하고그단체의주요행사들에서연

설한다.30)

콜슨과 팔라우가 골든-콘웰 이사가 됨

1999년,척 콜슨과 루이스 팔라우는 골든-콘웰 신학교의 이사들로 선출되었다.

친(親)천주교 교회연합운동가인그들은골든-콘웰의신복음주의 입장에잘맞

을 것이다.빌리 그 이엄은 골든-콘웰의 이사장으로 일해왔고 골든-콘웰은 지난

5년간빌리그 이엄 도 회로부터4백만불의장학 을받았다.골든-콘웰의힐

탑지는죤암스트롱,앨리스테어벡,그리고 이아서등의교회연합운동가들을가

을학기 연사들로 열거한다.지난 여러 해들에 골든-콘웰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극단 자유주의자 제임스 포 즈 등 자유주의 연사들을 단에 세웠었다.31)

팔웰 경내에서의 윙필드 도 회

제리팔웰은최근에스티 윙필드의 도 회천막이오는가을리버티 학교

27)AlabamaBaptists,11November1999;CalvaryContender,15December1999.
28)ChristianNews,24July2000,p.3.
29)ChristianNews,22January2001;CalvaryContender,15November2000;15

February2001.
30)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9.
31)CalvaryContender,15March1991;15Sept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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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편토마스로드침례교회의새부지에처질것이라고 고하 다.윙필드는이

의 리버티 학교 학생으로서 “메노나이트 교회에 출석하는 웨슬리 감리교회

목사”이다.199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즈데일에서의 도 회에 하여,윙필드

는 에큐메니칼 사고방식으로 말하기를,“나는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들을 제쳐놓기

로작정하 다”고하 다.여러교단들로부터의약75개교회들이그 도 회에참

여하 고 그 회에 랩 그룹과 록 그룹이 특별 출 하 다.32)

빌 라잇에 한 제리 팔웰의 평가

세계 도에있어서빌 라잇과 학생선교회의진실한노력에 하여많은

좋은말들을할수있을것이다.그러나 체로이사역은불순종의사역이었다.왜

냐하면언제부터인가빌 라잇은천주교인들과은사주의자들을따뜻하게포용하

고자신을 과다한 에큐메니칼 활동들과 연 시켰기 때문이다.그 지만,2002년

5월11일제리팔웰의리버티 학교는“그들의 목할만한기독교 사”때문에

빌 라잇과그아내보넷 라잇에게명 학 들을수여하 다.졸업생들에게학

를수여하는순서직 에,팔웰은“내견해로는,빌 라잇은사도바울이후가장

한 기독교 선교사이십니다”라고 말했다.33)

헌트와 모리스의 ‘타 ’을 경고함

운데이션지7-8월호는다음과같이쓴다:“창조학회의설립자인헨리모리스와

베 아의외침(BereanCall)지의편집자인데이 헌트가최근에‘원한지혜’사

경회에갈보리채 설립자척스미스와연합하 다는것을보도하는것은실망을

주는일이다.”여러해동안모리스와헌트의유익한경고의사역들을언 하면서,

그 은“이슬 타 은갈보리채 운동의은사주의신학과에큐메니칼노력들에

신임을 다”고말했다. 운데이션지는말하기를,이사람들이,“방언과다른계시

은사들을포용하고은사주의와신복음주의진 에서편안함을느끼는”척스미

스와 함께 사역 노력에 연합했을 때 타 이 일어났다고 했다.헌트와 모리스는

성경 분리 외의 다른 거의 모든 역들에서는 탁월한 분별력을 보인다.34)

단체들/기 들

[미국 복음주의 회(NAE)]

32)NationalLibertyJournal,February2001;CalvaryContender,1November1991;
15February2001.
33)NationalLibertyJournal,2June2002;CalvaryContender,July2002.
34)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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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 빈 매노이아의 입장

1999년미국복음주의 회의연례집회는단지350명이참석했다.새지도자인

자유감리교회 감독 빈매노이아는 경계선을 넓 서 통 복음주의 역 밖에

있는함께갈수견해들을가진자들을포용할때가되었다고생각한다.세계하나님

의교회35)는1997년에미국복음주의 회의회원이되었다.매노이아는말하기를,

복음주의 회는빈야드[죤윔버의단체]같은은사운동들을두려워해서는안된다

고한다.그는 말하기를,많은복음주의 연합감리교인들이복음주의 회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별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벽돌담을 말뚝 울타리로 치해야 한다”고 말한다.36)

은사주의와 천주교회를 포용하기를 원함

미국 복음주의 회의 새 지도자인 자유감리교회의 은사주의자는 자신이 ‘보다

넓은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 간에 일치의 다리를

놓기를원한다고말한다.오순 교인들은1993년에미국복음주의 회회원들

의 80퍼센트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콜슨/뉴하우스의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함께’(ECT)라는문서는신복음주의자들과로마천주교인들간의다

리놓기의한 이다.미국복음주의 회의이 회장인존화이트는‘복음주의자

들과로마천주교인들과함께’라는문서에서명했고천주교인들을복음주의자들가

운데‘가장가까운친구들’이라고불 다.복음주의 회는오래 부터자유주의

인 교단들의지교회들을회원으로받아들여왔고,창립이래최 로미국복음주

의 회의회장돈아규는모슬렘지도자와함께자유주의 인미국교회 의회총

회에서 연설했었다.37)

회장이 포용주의 임

1999년7월미국복음주의 회회장이된 빈매노이아는다음과같이말했다:

‘복음주의자’라는말은보통인정되는것보다더많은사람들에게 용된다.한
편에서는미합 국장로교회등의자유주의 교단들이있다.그다음에은사주
의 인천주교인들과감독교인들이있다.나는그들이다편안하게받아들여지기
를원한다. 로미스키퍼스와웃는부흥을낳은빈야드같은기타단체들도있다.
그들은자신들이복음주의자라고믿지만그 게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고느낀
다....우리는포용 이기를원한다.물론 진리들이있다.우리는성경의

35)TheWorldwideChurchofGod.
36)ChristianityToday,April-May1999;CalvaryContender,15April1999.
37)Charisma,May1999;CalvaryContender,15April1993;15March1994;1March

1998;15May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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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를타 할수없다.그러나나는우리가더많은교회들과지도자들을포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38)

교회 의회에 소속한 교회를 용납함

미국복음주의 회는최근회원교단들이자유주의 교회 의회에이 회원

권을갖지못하게 하는규정을취소하 다.그러자교회 의회에소속한미국개

교회는복음주의 회에회원권을신청하 다.미국복음주의 회의가장최근

의회원교단은은사주의 인빈야드교회 회이다.복음주의 회회장인 빈매

노이아는복음주의 회의존재이유가자유주의를 체하는단체를제공하는것으

로부터교회들을일깨워변 시키는것으로바 었다고말했다.크리스챤뉴스편

집자헤르만오턴은조언하기를,“복음주의 회안에있는참된그리스도인들은이

제복음주의 회가교회 의회교회들을용납하는것을강력히항의해야한다.만

일그단체가그방침을변경하기를거 한다면,그들은그단체를떠나야할것이

다”라고했다.무디성경학교교장죠셉스토웰은몇년 복음주의 회에가입했

었다.39)

자유주의 교회 의회와의 싸움을 포기함

자유주의 교회 의회(NCC)에반응하여조직되었던미국복음주의 회는그

시작 때부터 립주의 단체이었지만 최근에 더욱 명백히 정책을 변경하여 회원

교단이복음주의 회와교회 의회에이 회원이되는것을허용하 다.복음

주의 회의회장 빈매노이아는“계속우리자신을자유주의 단체들과반 되

는것으로정의하는것은자유주의자들의 요성을합법화하는것일뿐만아니라,

우리의정체성을없어져가는한이유에묶어놓는것이다,”“지 은쇠해가는

(를들어,NCC)과의부수 싸움을싸울때가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나자유

주의자들과의 싸움이 단지 ‘부수 ’싸움이라면,우리의 일차 싸움은 무엇인가?

오늘날에는 자유주의자들과 싸울 이유가 없는가?40)

미국 복음주의 회의 회원교단의 문제

38)ReligionToday,21July1999;CalvaryContender,15August1999.
39)Review,June2000;BaptistBulletin,June2000;CalvaryContender,15April

2000;1July2000.
40)ChristianityToday,21May;CalvaryContender,1June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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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음주의 회가 회원들이 교회 의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은

매우슬 일이다.미연합감리교회는미국교회 의회의가장큰후원자이며미합

국장로교회는두번째이다.남침례교회와루터교미주리 회는교회 의회의회

원은 아니지만 오래 부터 연 을 가지고 있었다.교회 의회의 헌법은 교회 의

회의부서들과 연 을 가진 부서들이나 원회들을 가지고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

회 의회의모든 회원들과“그리스도안에서하나”라고 주장해야한다고진술하고

있다.미국 교회 의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고 낙태와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

회들을 포용한다.41)

미국 NAE가 로버트 슐러를 연사로 세움

미국의복음주의 회(NAE)는배교자이며보편구원론자인로버트슐러를 청

하여2004년도 회에서연설하게하게하 다.NAE의신임회장인테드해가드는

다음 회는 형교회를 다룰 것이며 슐러의 수정교회가 그러한 교회라고 말했

다.42)

로버트 슐러와 NAE에 해

미국 기독교회 의회(ACCC)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43)

미국캘리포니아주가든그로우 의크리스탈 성 의목사요180개국이상의
수백의방송국에서2천만명이상의시청자를가진첫번째TV설교자로버트슐러
는2004년3월콜로라도스 링스에서열릴복음주의 회(NAE)제62차연례모
임의강사일것이다.슐러씨의참여는NAE의해로운포용정책을한층더증명한
다.수년동안그단체는그 로그램들을 해많은강사들을 하 지만,내년
은다르다.로버트슐러는거짓선지자,양의옷을입은늑 이다!죄를‘내자신이
나다른사람으로부터자기존 을빼앗는모든것’이라고보는그의잘못된정의
는그로하여 은혜의복음을부정하고왜곡시키게만들었다.사람의가장큰필
요는자기존 이아니고거듭남이다.우리주님은‘거짓선지자들을삼가라.양의
옷을 입고 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 하셨다(마 7:15).
슐러의 가능성 사고는 노만 빈센트 피일의 극 사고와 다르지 않고 그것들은
둘다오류이다(벧후2:1;요일4:1)!...우리는구원이은혜로만오며믿음을통해
서만얻으며그리스도안에만있음을믿는다!우리는한걸음더나아가배교(슐러)
로부터의그리고배교와타 하는자들(NAE)로부터의성경 분리에 한우리의
확신을재확인한다.우리는 한성경을믿는그리스도인들에게NAE의 험,특히
거짓선지자를그연례모임에강사로 청하는이러한최근의타 을상기시키는

41)ChristianNews,17July2000;CalvaryContender,1August2000.
42)CalvaryContender,October2003.
43)CalvaryContender,Decemb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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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ETS)]

‘개방 신론’에 해 의견이 나뉨

2001년,미국복음주의신학회는회원들약70퍼센트의찬성으로‘개방 신론’에

반 하는다음과같은결의문을통과시켰다:“성경은하나님께서자유 도덕 행

자들의미래의모든결정과행 을포함하여과거와 재와미래의모든사건들

에 한완 하고정확하고무오한지식을가지고계시다는것을분명히가르친다

고우리는믿는다.”개방 신론은하나님의미리아심을부정한다.개방 신론의

표 주창자들은죤샌더스(헌 톤 학),그 고리보이드(베델 학),클락피낙

(맥매스터신학 학)이다.44)그러나미국복음주의신학회의약30퍼센트가개방

신론에 해반 하지않았다는것은결코 수롭지않게여길문제가아니다.변질

된 복음주의는 복음주의가 아니다!

클락 피낙(ClarkPinnock)은 개방 신론을 옹호함

1960년 의클락피낙은남침례교의복음주의자이었고성경무오성의옹호자이

었다.그러나근래에그는매우자유주의 이다.피낙은지 ‘개방 신론’을옹호

하고,하나님께서새지식을얻을때때때로생각을바꾸신다고주장한다.그는심

지어 수께서한가지 에서잘못이었으며,미래에 한하나님의제한 지식때

문에그는때때로잘못된 언을하신다고주장한다.그는성취되지않았다고주장

하는 일련의 언들을 인용한다.45)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

타 태도

크리스챠니티투데이1998년9월7일자는 이몬드 라운‘신부’의신약개론을

높이추천했고“그는오늘날탁월한신약학의종합을제공한다”고말했다. 라운

은 수께서 지(全知)하신하나님이아니셨고오류를범하셨다고말한천주교자

유주의신학자이었다.그는성경의무오성을거부했고세계교회 의회에서활동

이었다.그는1971년뉴욕의자유주의 유니온신학교로갔고거기에서첫번째의

종신직천주교교수가되었다.하지만신복음주의 풀러신학교의1984-85년요람

은 라운을근래의풀러신학교강사로열거하 다.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의설립

44)ChristianNews,26November2001;CalvaryContender,1January2002.
45)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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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요이사회의장은빌리그 이엄이며무디성경학교의죠스토웰,워런 어스비,

미국근본주의독립교회(IFCA)의에드답슨은천주교인들과더불어크리스챠니

티투데이의‘자문편집 원들’명단에올라있다.46)신복음주의의근본 문제 은

이단 자유주의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데

있다.그러나 이단과 교제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

C.S.루이스를 칭송함

크리스챠니티 투데이지 2001년 4월 23일자는 “신화 문제들”이라는 논설에서 C.

S.루이스를칭송하 다.그 은그가 와 이후(post-modern)세계와복음

을함께나 방법과언어를우리에게유산으로남겨주었다고말했다.그 은루이

스를“20세기의가장 한기독교변증가”라고불 고그의신화 책들을칭송

하 다.그의나니아의연 기는기독교와이방 통들에서나온이야기들을결합

하며비유들과상징들을혼합한다(를들어,애슬란은‘그리스도의상징’이지만

한진짜사자이다).크리스챠니티투데이지는“애슬란에서그리스도는만질수있고

알수있고실제 이게되었다”고말했다.그잡지는,“루이스는이방종교의뿌리들

을 고들고그뿌리들이기독교의것들과양립할수있는곳을 당히할당하는데

능숙하 다”고말했다.이런것이신복음주의와그 표 한인물의혼란스러운묵

상들의일부이다!루이스는성경의무오성을부정하 고진화론과연옥설을받아들

고자기를“매우카톨릭 이다”라고표 했다.그의가장친한친구들은천주교

인들이었고그는몰몬교인들에게도즐거이환 을받았다.마틴로이드-죤스는심

지어 C.S.루이스가 기독교인인지도 의심하 다.47)

[기독학생회(IVF)]

미국 IVF의 ‘어바나 2000’

미국과캐나다의IVF[기독학생회]가후원하는3년마다모이는2000년12월27일

-31일의집회를 해거의2만명의 학생들과 은성인들이어바나-샴페인의일

리노이 학교에모 다.거기참여한거의90개의교단들은자유주의,에큐메니칼,

신복음주의 은사주의등뒤섞인단체들의일부이었다.학생들은풀러,베델,애즈

베리,고든-콘웰,덴버,비올라,그 이스,그랜드래피즈,무디, 튼,웨스트민스터,

아메리칸뱁티스트,그리고어셈블리즈어 갓등타 단체들의많은학교들을

표하 다.기 들은 감독교회,복음주의 루터교회,미합 국 장로교회,미국장로

46)ChristianNews,14September1998;CalvaryContender,15October1984;15Oc-
tober1998.
47)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8;1Ma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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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침례교회 등을 표하 다. 학생선교회,어린이 도 회,새 종족들(New

Tribes),티임(TEAM)등의 종교 단체들은 청년들을 자기들의 기 들로 모집하려

고애썼다....어떤부분들에서는복음이성경 으로정의되었지만,다른부분들에

서는그핵심으로사회 행동계획들과인종화해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되었다.

토니에반스는한비디오에서말하기를,“백성들이먹을것을공 받지못하는곳에

서부정(不正)의문제에 해말하지않는복음은복음이아니다”라고했다.새개정

표 역(NRSV)성경이모든참석자에게주어졌다. 배 밴드는큰소리의CCM/

록음악을 제공하 다.48)

[한국복음주의 의회(한복 ,KEF)]

빌리 그 이엄 집회를 수용함

1990년11월,한국복음주의 의회는홍콩국립경기장에서개최되는빌리그 이

엄홍콩 도 회의한국 성 계 도 회를실시했는데,그장소는부산수

로교회, 구 서문교회, 앙교회 등 장 합동측 교회들을 포함했다.49)

자유주의 교단의 목사를 강사로 세움

1995년한국복음주의 의회의 복50주년기념국제심포지움의강사들 에기

장측의 조향록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50)

진보와 보수의 통합을 주창함

한국복음주의 의회[KEF]의‘NCC개 어떻게볼것인가’라는주제발표회에서,

홍순우목사는진보 교회와보수 교회가모두자기반성을해야하고한국교회

체 정서에 맞는 연합운동을 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앞으로 NCC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의연합기 이합력하여 통합을이루어야한다”

고제안하 다. 한그발표회에서 호진박사도“보수 에서한국교회의연

합운동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말했다.51)

48)CalvaryContender,15January2001.
49)기독신보,1990.11.3,10쪽.
50)크리스챤신문,1995.8.5,2쪽.
51)기독교보,1996.7.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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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자유주의 교단들(기감,기장)을 받아들이려 함

1991년한국기독교총연합회제2회정기총회는“기감과 기장의가입문제는 일

단 정 인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을거듭밝혔다.”52)이단체는기감과기장이

분명히 자유주의 교단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들을 배제할 의사가 없다.

‘한기총’의 분별력?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1994년 3․1 기념 배 설교를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강원용 목사에게 부탁하 고53)임원 취임 배 설교를 기장측의 조향록 목사에게

부탁하 다.54) 그단체의남북교회 력을 한세미나의강사에강원용목사가

포함되어 있다.55)

지도자들이 기독교회 의회(NCC)와 하나되기를 원함

1996년“한기총은어디로”라는주제의한국복음주의 의회월례발표회에서발

제자한명수목사( 한기총총무,창훈 교회목사,기독신보주필)는진보와보수

는동 의양면과같으며어느한쪽을강조하면기독교의기본진리를완 히충족

시킬수없다고말하면서한기총과교회 [한국교회 의회,NCC]이새로운이름을

가진단체로우뚝서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논찬자로나선정진경목사(신 성결

교회원로목사, 한기총 표총무)역시개신교계 표성을띤연합기 이존재해

야 한다고 지 ,한기총과 교회 의하나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한국복음주의

의회부회장김명 목사(합동신학교교수,강변교회목사)도“한기총 표회장최

훈목사도하나되는소망을갖고일한다”며“양기구는기구 통합을추진해야한

다”고 주장했다.56)

1998년 2월,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지 덕 표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낼수있도록연합하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히면서,특히한국기

독교교회 의회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차이가이제는그다지크지않다고말했

다.57)

52)기독교 연합신문,1991.1.13,15쪽.
53)교회연합신문,1994.2.19,10쪽.
54)기독교보,1994.3.12,7쪽.
55)한국기독공보,1994.4.2,4쪽.
56)기독신보,1996.9.14,19쪽.
57)기독교신문,1998.2.2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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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신인 표회장의 입장

2000년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표회장에 선임된 이만신목사(앙성결교회)는

그동안껄그럽게여겨왔던교회 [NCC]과의 계를 화를통해풀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교회 의 모습은보수권에서 보기에도매우 만족스럽습니다.한국교회의
발 을 해서라면한기총과교회 의통합을반 할이유가없다고생각합니다.
우선한기총과교회 이기구 으로하나되는것을모색하되그것이여의치않다
면 사업 동조를 통해 동반자 인 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58)

그러나자유주의의이단성을알지못하고자유주의와보수주의의연합을가능하다

고 보는 것보다 더 큰 무지와 혼란은 없다.

기독교회 의회(NCC)와 연합 행사들을 행함

한국기독교 교회 의회(회장:이성덕 구세군사령 )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회

장:이만신목사)가공동으로주최하는‘평화통일을 한한국교회특별연합 배’가

2000년6월4일열리는데,교회 의회김동완총무는“이번연합 배를시 로앞으

로도교회 과한기총이좋은 로그램을통해같이 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고,

이만신목사는“[이]연합 배가한국교회가하나되고통일의문을여는계기가되

기를 바란다”고 말했다.59)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한국장로교 의회의 연합 행사

1986년9월8일한국장로교총연합회의 신인한국장로교 의회는새문안교회

당에서노춘경씨수세100주년기념행사로5개장로교단연합성찬 배 강연회

를가졌다.그5개교단은 장통합, 장합동,기장, 장고신, 장 신이었다.

그 행사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150여명이었다.60)

1993년,한국장로교회 일치를 한 특별좌담

1993년 한국장로교회 일치를 한 특별좌담에서, 장 통합 부산진교회 박성원

목사는교회가“과거분열하는과정에서비롯된허 구조즉정통성수호라는미명

아래교인들에게강요해온모든허 구조를과감히떨쳐버리고하나가되기 한

58)기독교 연합신문,2000.2.13,3쪽.
59)교회연합신문,2000.5.14,1쪽.
60)크리스챤 신문,1986.9.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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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때”라고주장하 다. 그는“개인구원,사회구원

을각기외치면서교회가진보,보수로나뉘어지는것은원칙 으로잘못된것”이라

고말하고,한국의진보교회와보수교회가일치하려면‘타 주의’가필요하며, 컨

보수측에서‘성경이유일한계시다’는입장을고수하는한장로교일치는 단히

어렵다고주장했다. 그좌담에서기장신학연구소장김원배박사는교회일치는

진정한 교회 회복 운동인데,교회 일치를 해 도그마[교리 확신]에서 벗어나

사의자세를가져야하며‘교리’만따진다면끝이없다고주장했다.한편, 장 신

총회총무 김재규목사도한국교회가 교리를 따지지말고 선교에 함께 참여함으로

일치를이루자고제의했다.심지어그는“신학에 한고집이곧한국장로교회일치

의 해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과거엔 김재 목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으나 오

늘 보수 신학에선 그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61)

1993년의 공동선언문

1993년한장 소속5개장로교단총회장공동선언문은궁극 으로하나의장로

교회가되기를소원한다고말하면서“우리한국의장로교단은신앙의본질 인항

목들에있어서결코분열될만큼의견의차이를갖고있는것은아닙니다”고진술하

다.62)

1994년의 연합사업 계획

한장 은1994년사업계획에각종강단교류,신학생 배강단교류,세계장로교

와의 교류 등을 포함하 다.63)

[ 한 수교장로회연합회( 장연)]

신년 하례회

2000년1월, 한 수교장로회연합회(표회장:김경희목사)는신년하례회를

가졌다.75개교단지도자170여명이모인이날 배시설교는김의환목사가하

다.이날 표회장에취임한김경희목사는인사말을통해 장연이지향해야할

목표로 연합회를 심으로 신학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등을 제안하 다.64)

그러나 표회장이제안한‘바른신학과신앙의정체성’은자유주의와은사주의

와신복음주의를배격하는것이어야할것이다.그런데이날설교자이었던김의환

61)크리스챤신문,1993.5.1,3쪽.
62)기독교 연합신문,1993.5.30,3쪽.
63)기독교보,1993.12.11,7쪽.
64)교회연합신문,2000.1.30,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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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신복음주의 입장을가진자이다. 장연이바로진행하려면신복음주의

입장을 분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의회(한목 )]

진정한 개 은 어디에서부터?

한 수교장로회(합동측), 한 수교장로회(통합측), 한 수교장로회(고신

측),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측)등장로교4개교단의개 성향의목회자그룹들로

구성된한국장로교목회자 의회(장목 )(회장:옥한흠목사)는1998년6월16일경

기도 주군소망수양 에서수련회를가진후‘교회개 을 한선언문’을발표하

고,교회 도덕 타락 상과 사회 향력 약화 상을 뿌리뽑기 해 목회자

개 과한국교회일치가시 하다고천명하 다.특히,교회의 사회 향력의

약화 상에 해‘한국교회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한국기독교 의회(교

회 )로나눠진것에서연유한다’고말하고‘한국교회일치와연합은늦출수없는

긴박한 과제’라고 진단하 다.65)

그러나이런선언이바른말인가?첫째로,목회자개 에 해,목회자가도덕

으로부패해있다면회개하거나권징을받아야한다는것은의문의여지가없지만,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는단순히 윤리 문제가 아니고일차 으로 교리 문제이

다.기장측과통합측의많은목사들이바른신학에서이탈하여자유주의사상을받

아들이고있다.하나님앞에서목회자의개 은바로이 에서부터시작되어야한

다.자유주의사상은이단이며불신앙이다.그것은하나님앞에서우상숭배와다를

바없는악이다.그러므로교리 ,사상 순수성의회복이오늘날요청되는첫번째

목회자 개 의 과제이다.

둘째로,무분별한한국교회일치와연합의강조는하나님의뜻과반 된다.교회

연합은좋은일이지만,반드시바른진리안에서강조되고실 되어야한다.그것은

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서는안된다.만일그러한포용 교

회연합이이루어진다면,그것은 바벨탑이될것이다.이단과의그러한연합

은하나님앞에서매우가증한일이다.그런데어 하여합동측과고신측같은한국

의 보수교회들의 목사들이 정신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참된 개 은 그런

식으로오지않는다.오히려 재한국교회의문제는자유와보수의선이 더

흐려지고 있다는 데 있다.교회가 진정한 개 을 원한다면,바른 교제의 원리부터

지켜야 한다.

65)기독신문,1998.6.2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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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 ’형성 움직임

한국교회의주요교단에서교회갱신을목표로활동하는목회자 의회들이모

여가칭‘한국기독교목회자 의회’(한목 )을발족한다고한다. 장합동측의교

회갱신을 한목회자 의회(회장:옥한흠목사)를비롯해 장통합,고신, 신,

기장,성공회,기감,기하성, 성,기성,기침,구세군,나사렛등13개교단목회자

의회에서32명의 표들은1998년9월14일사랑의교회(옥한흠목사)에서 표

자모임을갖고한목 을발족키 한 비 원9명을선정했다.이들은비신학 ,

비정치 한도내에서한국교회의일치와연합을도모하며특히성직자와교회의

윤리성회복을통해 사회 향력을강화해나가는데서로 력하고연 키로

했다고한다. 비 원들은김경원목사(합동),김원배목사(기장),김 수목사(기

감),조성기목사(통합)등을포함한다.66)그러나‘비신학 ’교회일치가무엇인가?

교회가신학을 월하여연합할수있는가?결코그 지않다.이런혼란한연합운

동의 청산이 바로 교회 갱신의 첫번째 과제이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의회’발족

한국교회의주요교단들에서교회갱신을목표로활동하고있는목회자 의회

들은11월26일사랑의교회(옥한흠목사)에서‘한국기독교목회자 의회’(한목 )

창립총회를연다.창립총회에참여하는 의회들은다음과같은14개의교단들에

소속해 있다: 장(합동), 장(통합), 장(고신),기장, 장(신), 장(합신),기

감, 성,기성,기침,나사렛,기하성,구세군,성공회.‘한목 ’의설립취지는,비신

학 ,비정치 한도 내에서 한국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며 특히 성직자와

교회의윤리성회복을통해 사회 인 향력을강화해나가는데까지서로 력

하고연 하기 한것이라고한다.총회를 후해서순서를맡을자들 에는이성

구목사(고신정신잇기목회자 의회총무),옥한흠목사(장합동),이동원목사

(침례교),지 덕 목사(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표회장)등이 있다.67)

그러나,‘한목 ’의출범은한국교회의진정한개 과갱신을 해도움이되지

못한다.왜냐하면오늘날교회들의근본 문제는신앙의변질곧신학의변질에서

비롯되었기때문이다.그러므로오늘날한국교회의진정한개 과갱신은교단신

학교들안에들어와있는자유주의신학자들과교단들내에있는자유주의목사들

을찾아내어권징하는데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68)그러므로오늘날교회들안에

있는 사상 변질을 문제삼지 않고 단지 ‘비신학 ’윤리 갱신만을 부르짖는 것은

66)기독신문,1998.9.16,23쪽.
67)기독신문,1998.11.11,23쪽;기독교 연합신문,1998.11.15,1쪽.
68)롬 16:17,18;고후 6:14-16;갈 1:8,9;5:9;딛 3:10;벧후 2:1;요이 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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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하다.이런 연합운동은 교회의 개 과 갱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혼동을 추가시킬 것이다.

한목 ,3 개 과제 천명

기독신문에의하면,한국의13개주요교단갱신그룹 의체인한국기독교목회

자 의회(회장:옥한흠목사)는1999년6월첫번째 국목회자연합수련회를개최

하고 교회 일치,교회 갱신,섬김 등 3 개 과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한다.그러나그단체는오늘날하나님앞에서가장 요한개 과제인

바른신학의재확인에 해서는 심을가지지않는듯하다.바른신학에근거하지

않는교회일치의추구는비성경 연합운동(에큐메니칼운동)에불과하다.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 된다.69)

한목 은 어디로?

[고려신학 학원장을역임한 허순길 교수는기독교보에 의 제목의 을다음

과 같이 실었다.]

△ ‘한목 ’의 정체

한국기독교목회자 의회(이하한목 )는 재 국14개교 에속한목회자

의회들로구성되어있는 교 의단체이다.이 의회는1998년11월26일 수

교장로회(합동)사랑의교회에서13개교 에속한주로40,50 견목회자들이

모여창립하고,교회의일치,갱신,사회책임을내용으로하는창립선언문을발표했

다.이 의회에는여섯장로교단(합동,고신,통합,기장, 신,합신)과성공회,감리

교,하나님의성회,성결교(성,기성),나사렛교,침례교등에속한목회자 의회

들이 포함되어 있다.70)그러니 역사와 신앙고백을 달리하는 교회들의 목회자들로

구성되어있는것이다.이 의회가창립될당시국민일보는이기 을이끄는구성

원들이40,50 견목회자들로서그 에는각교단에서규모도크고 표성도

있는교회를담임하고있는분들이많기때문에정치집단화할가능성이있고,한국

기독교교회 의회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체하려는 하나의세력이될수도

있다는 시각이 교계에 있음을 보도했었다.71)

그런데이런시각은차츰 실화되는것으로보인다.지난5월29일자로발표된

선언문이나,72)이 의회회원들이각종모임에서발언하는내용들이이를잘보여

69)기독신문,1999.6.23,1쪽.
70)창립총회 자료집 참조,1998.11.26.
71)1998.11.26,27.
72)교계 신문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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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있기때문이다.이 의회가표방하고있는여러선한취지와목 에도불구하

고,그지향하는바가참으로한국교회건설에유익을 수있을지우려를갖게한

다.이 의회가“종교개 자들이세운개 되었고항상개 되는 통에서서,‘오

직믿음’,오직말 ‘,오직은혜’로만의역동 신앙을실천해갈것”을다짐하고있

으나,73)개 보다는한국개신교교회일치를 한하나의 명을기도하고있는정

치 압력단체처럼비쳐지고있다.특히이 의회가보수와진보,각교회가가진

역사 인신학과교리의벽을넘어서는교회일치를지향하고있기때문에보수신학

과 신앙을 수해 온 교단들로 하여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 교회분열에 한 양비론 입장

한목 은그창립선언문서언에서“갖가지그럴듯한이유와변명에도한몸인교

회가여러교 로나 어진것을회개해야한다”고하며,일곱가지결의를다짐하

는가운데,첫째로“그어떤이유나변명에도교회의분열은잘못된것이다.왜냐하

면어떠한경우에도우리에게요청되고있는것은‘하나의교회’이기때문이다”라고

한다.이 의회선언문은이유를물을필요없이분열은정죄의 상됨을선언하고

있다.

반세기 하나의교회공동체 던장로교회가 재백여교단으로분열된 실

을고려할때,어느정도이런정죄에 한이해를하게된다.교회분열은매우슬

일이다.그러나 한목 이 분열에 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양비론(兩非論)

입장에서무조건정죄를선언하는것은‘로테스탄트’답지않은일이다.이는어떤

의미에서 신앙과 행 의 표 이 되는 하나님의 말 을 떠나 스스로 심 자로

군림하는 듯 보여진다.수백년 동안 개 교회가 고백해 온 신앙고백은 참 교회가

있고,교회라는이름은가졌으나교회라할수없는거짓교회가있다는것을가르

쳐주고있다.74)이양자는하나가될수없다.참교회란교회의주이신그리스도의

말 과사도 인신앙고백의터 에서있는교회를지칭한다.지난날의교회사

를뒤돌아볼때,“어떤교회는그리스도의교회라하기보다사탄의회가될정도로

타락했었다”.75)지상에서의교회가이 게될가능성이언제나있음을개 주의신

앙고백은경고하고있다.이 게타락한교회는엄 한의미로교회라할수없다.

이럴때개 의필요성이제기되고사도 가르침과신앙을 수하고계승하기

한 운동이 일어나게 될 뿐 아니라 새로운 교회 조직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질

수있다.이새로조직정비된교회공동체가외형상으로는주류로부터분열된작은

공동체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역사 ,사도 인 하나의 거룩한 보편교회(a

73)창립선언문 참조.
74)개 교회 벨직신앙고백 제29조.
75)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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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catho-licChurch)에속해있는참교회인것이다.지난날종교개 시개 자

들도이런사도 신앙에근거한참된교회건설을 해선한싸움을싸우다부패한

로마교회로부터 추방당해 다른 교회조직체를 형성했던 것이다.분열은 죄이다.그

런데이분열의죄는언제나부패타락한교회편에있는것이다.“주의교회는하나”

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 없다.그러나 말 에 불순종을 유도함으로 교회의 괴를

노리는사탄이역사하고있는이역사세계에서는기존의제도 교회가부패할가

능성이 언제나 있으며,사도 인 교회의 승을 해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로

부터벗어나야만할때가있는것이다.이것이종교개 이후에신실한우리의선진

들이 걸어온 길이었다.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분열의 부분이 교회의 왕이신

주님앞에 떳떳하지 못하고,그러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찢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일들이있었을것임에틀림없다.그러나분열에 한책임을양자에게묻는

양비론 입장을취하는것은성경의가르침을좇는태도가아닐뿐아니라,개 주

의 입장의 교회 과 역사 에도 배치된다.교회의 통 인 신학과 신앙과 교리의

수를 한투쟁은이따 불행한분열의결과를가져왔다.한국장로교회의역사

를돌아볼때도이 의회의분열에 한무조건정죄는지난날일제시신사참배로

무 져버린한국교회 개 과 재건을 해 선한싸움을싸우다 부패한 교권의 횡포

로축출당한후개 주의참교회건설을 해교회조직을새로정비해야했던신실

한종들과자유주의에오염되어가는한국교회를정통 개 주의신학의터 에

세우려 선 하다 결과 으로 분열의 슬픔을 겪게 되었던 종들을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 새로운 신학의 추구

한목 은 보수 진보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수립을 원한다.1998년 11월

창립총회시에발표한선언문에는신학문제에있어서다음과같이모호하게표 을

했다.“우리의지평을세계로넓 세계교회의흐름과신학의사조을익히고우리

것으로만들어가는일에있어서게으르지않고,서로를격려하면서한국개신교의

일치된역량을복음의능력으로불타오르게하고자다짐한다”고했다.여기“세계

교회의 흐름과 신학의 사조를 익히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말은 한국 인

새로운신학의생산을시사하는듯들린다.그런데이 의회의창립회원단체들의

각각의 창립 발기문들과창립총회 자료집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 의회가

신학문제에 있어서 어떤 공통 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된다.몇 를

들면 장 통합측‘바른목회실천 의회’는 신학선언에서 지난 한 세기동안 한국교

회에는첫째보수 근본주의신학.둘째진보 진주의신학,셋째문화 자유

주의신학,넷째실용주의 교회성장주의신학이라는네 기흐름이있어왔는데

“이신학들은제각기한국교회의발 에공허한바가 지않았지만많은문제 을

야기시켰다.그러므로여기에바른신학이요청되는것이다”라고한다.76)기독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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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회측‘21세기목회자 의회’는창립취지문에서“열린신학의정신과새로운 의

으로 복음과 상황을 해석하고 응 함으로써 교회의 일치와 성장 그리고 갱신을

추구”한다고 한다.77)그리고 국감리교목회자 의회 창립선언문에는 “특정한 교

리나신학에얽매이지않는자유한성령은우리가진리안에서자유하게되기를바

란다”고한다.78)여기언 한소 ‘바른신학’,‘열린신학’,‘특정교리에매이지않

는신학’,등은모두 통 인신학과역사 인신앙고백들의폐기를의미라는것으

로이해된다.고신측의고목 과합동측의목회자 의회는그창립선언문에서신학

문제에 있어서는 언 을 피하고 있다.이는 교계의 민한 반응을 견한데 있는

것으로추단된다.유의웅목사(당시 장통합총회장)가행한한목 창립총회축하

메시지에서“하나님께서원하시고, 한하나님의온백성들이원하는 로진보와

보수의벽을넘어교회가하나되는데하나의거 한 기가되기바란다”고했다.79)

이모든것은한목 이신학과교리면에서어디를지향해가고있는지잘말해주고

있다.지난5월29일한목 의 표회장인옥한흠외회원목회자일동이름으로선

언한‘한국교회의화합과일치를 한선언’에서신학자들에게‘교회화합과일치를

한신학수립’에나설것을호소했다.이로서한목 은실상신학자들에게보수,진

보의신학,장로교감리교성결교침례교등이가진다양한신학과교리를다포기

하든지, 다양한신학과교리를다수용하여혼합용해하든지하여모든교회가

받을수있는새신학을주조해내라고요구하는것으로이해된다.이를볼때한목

은교회일치를 해신학 인 역에서도하나의 명을일으키고자하는 범한

길에나선것으로보인다. 재의한국교회의분열상이아무리슬 게보여도교회

일치를 한이런 명 기도는성공의가능성도없거니와한국교회의안녕과발

에도움을주게되리라생각되지않는다.명분이뚜렷한교회들은일반 으로신

학교리면에서과거로부터의 통 역사의맥을이어오고있다.교회일치를 해

이역사의맥을단 하고새로운신학과교리를창출하려는 명 운동은교회

에큰불안만을야기하게될것이다.신학은교회의 석이다.한목 은신학의

명을통해교회의터를흔들려하고있다.교회일치란쉬운일이아니다.먼 모든

장로교회교단간의일치를이룬다는사실자체가허상일수밖에없다.신학 으로

출발부터진보입장을취해온기독교장로회와보수 입장을지켜온고신이나합동

측장로교회가어느한편에서자기의신학 입장을포기하지않는한일치에이를

수있는길이있으리라고생각되지않는다.혹교권이나다수의세력을가지고교회

의일치를강행한다고하자.그때는더많은분열이있게될것은명약 화한일이

76) 자료집,64쪽.
77) 자료집,87쪽.
78) 자료집,72쪽.
79) 자료집,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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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회일치를 구못지않게주장해온민경배교수가지난5월29일한국장로교연

합을 한 평신도 청간담회에서 ‘장로교연합운동과 과제’라는 발제강연 “교회

연합운동에있어서인 인일치는의미도없고불가능한일이므로장로교연맹형

태의 조 동 기구의 활성화와 장로교 의회 같은 의체 형태의 연합으로

나아가야한다”고한말은오히려 실 이라할수있다.교회일치를 실성있게

추구하려면신학과신앙고백과신앙이같은교단들끼리의일치운동에나설것이다.

한목 의 일치운동은 무도 명 인 것이다.한목 의 교회일치를 한 새 신학

의 생산을 주장함으로 이상 더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아야 한다.

△ 침묵하는 보수교계

한목 은신학 으로진보 교계를 표하는당시 한기독교교회 의회(NCC)

회장정철범 주교와보수 인교계를 표하는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회장지

덕 목사의 격려 메시지로 축복을 받으면서 창립되었다.80)이로서 진보와 보수 양

연합기구는 정체성과 그 구별된 존재의미를 잃어버렸다.그러기에 한목 은 앞서

언 한5월29일의‘한국교회화합과일치를 한선언’에서“한국의사회와민족을

향하여기독교를 변할수있는단일기구를기다린다”고했다.그런데무엇보다

진보보수교회들의무조건 교회일치를부르짖는한목 의선두주자들이한국장

로교계에서신학 으로가장보수 인입장을견지해온합동과고신측교회에속한

목회자들(목회자 의회)이라는데상당한당혹감을갖게된다.그리고이양교단의

지도자들이지 까지한목 이추구하는보수진보신학을뛰어넘을뿐아니라,칼

빈주의와알미니안주의를뛰어넘는새신학의생산,모든교 를포 하는일치운

동에 해 별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보면서 한국 보수교회의 기 의식을

갖게된다.화해통일을부르짖는한국의 정치 사회 환경속에서교회도화해

와일치라는힘찬물결에맥없이휩쓸려가고있지않는가여겨진다.교회는본직

으로 세상과 다르다.교회는 세상의 거센 흐름 속에서도 주어진 진리를 수하고

참교회로서의모습을굳건히지켜갈때그나라와민족에게복이되는것이다.81)

[기타 사례들]

교단 총무회,교회 연합 지지

한국기독교교단총무회(회장:김상학목사)는3월7일한국교회백주년기념

에서회의를열고교회연합운동에최선을다하기로하고,교회 과한기총의연합

움직임에 극 력하기로의견을모았다.교단총무회는회장에김상학목사(장

80) 자료집,22-25쪽.
81)허순길,“한목 은 어디로?,”기독교보,2000.8.19,6쪽에서 거의 문을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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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회장에서성수목사(장합동),총무심군식목사(장고신),서기한창

목사(장 합동보수),회계 박 규 목사(장 개 합신),감사에 양회 목사(침례

교),이요한 목사(감리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82)

신 원 원우회장단,장로교 회 극 참여 결의

한국장로교총연합회(표회장: 장합동김도빈목사)2000년한국장로교 회

비 원회는 5월 1일 장신 회의실에서가입교단 신학 학원 원우회장제2차

회의를갖고한국장로교회는한형제,자매임을확인하는자리를가졌다고한다.그

회의에서신학 학원원우회장들은한국장로교회의화해와 력,연합과일치를

한계기를마련코자실시되는2000년한국장로교 회에 극참여하기로결의했다.

이 날 참석한 원우회장들은 장 통합측, 장 합동측, 장 고신측,기장측, 장

개 측 등 11개 교단 신학 학원 원우회장들이라고 한다.83)

보수 인 장합동측,고신측,개 측등의순진한신학생원우회장들이이런류

의에큐메니칼운동에분별력없는선배목사들을뒤따라합세하는것은가슴아

일이다.

‘한국 장로교 신 원생 의회’결성

한국장로교단들에속한총회신학 학원,장로회신학 학원,한국신학 학원,고

려신학 학원,합동신학 학원,기독신학 학원,국제신학 학원, 한신학 학원,

앙신학 학원,합동 앙신학 학원,개 신학 학원등11개신학 학원학생들

은2000년9월20일기독신학 학원에모여‘한국장로교신 원생 의회’를결성

하 다.그들은다양한신학 색채를반 하기 해1인 표체제를지양하고총회

신학 학원이재윤,장로회신학 학원고창 ,기독신학 학원김상민등3명을공

동 표로하는복수지도체제를출범시켰다.이단체는한국장로교회의일치와연

합을 한 공동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84)

2000년 장로교 회 선언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9월18일한국교회100주년기념 에서“2000년장로교

회선언문”을발표하고“한국장로교회는만국교회앞에하나”라고천명했다.

한그선언문가운데“하나님의말 에특정시 의인간의교리나세속이념을

두어 온 죄와 교권을 가지고 그것을 구실로 분열해 온 죄를 뉘우치자”는 말이 있

82)기독교연합신문,2000.3.19,1쪽.
83)교회연합신문,2000.5.14,1쪽.
84)기독신문,2000.9.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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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5)그러나한국장로교회안에자유주의신학이없다고생각한다면그것은거짓

말이다. 여기의‘하나님의말 에특정시 의인간의교리를둔다’는말이성

경 ,역사 기독교근본교리들을지키려는보수신학을비난하는자유주의 사상

을 반 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호히 반 해야 한다.

장로교 신학회의 잘못된 출발

2002년 6월, 장통합, 장합동,기장 등 21개 교단 신학자들로 구성된 장로교

신학회가창립 회를열었다고한다. 회장에선출된이종윤목사는취임소감에

서“장로교가수많은교 로분열된것은한국교회의부끄러운 실 인자화상이

다”며“이번장로교신학회의창립을통해장로교가분열을극복하고선교 기처

럼 하나가 되어 새시 에 복음 에 주역이 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86)

이종윤목사가 장합동측에소속했다가 장통합측으로옮긴것부터가이해

할수없는일이지만,30여명의신학자들이참석한창립 회에서선출된임원진

에황창기고신 학교총장,오덕교합동신학 학원교수,김인환총신 학교교수

등이섞여있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 장통합,합동,기장등이모여무슨

공통 장로교신학을추구할수있단말인가?자유주의신학을알만한보수교단

의신학자들이자유주의자들과함께연합하여무슨토론을하자는것인가?자유주

의신학은이단이므로이단자들과더불어무엇을토론하는것자체가하나님앞에

서 옳지 않은 일이다.

교회 단일 연합체를 향해

2002년,한국교회연합을 한교단장 의회가각교단에게제안했던‘한국교회

의통일된연합체구성추진’헌의안이23개회원교단 15개교단의총회에서통

과되었다.통과시킨총회는 장합동, 장통합,기장, 장고신, 장개 (주),

장개 (국제), 장 신, 장합신, 장합동정통,기성, 성,기침,기하성,그

리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하나님의 교회 등이다.나머지 8개 교단 ,구세군,

수교 복음교회,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의회,나세렛 성결교회는 임원회 등에서

결의되어총회인 만남겨두고있고,기감,기독교 한복음교회,기독교한국루터

회, 장 순장은 불명확하나 무난히 통과될 망이라고 한다.87)

그러나이것은결코성경 으로인정받을만한일이아니다.왜냐하면이런류의

85)기독신문,2000.9.20,1쪽;크리스챤 신문,2000.9.25,1쪽.
86)크리스챤 신문,2002.7.1,14쪽.
87)“‘단일 연합체’구성--각 교단 총회 통과,”기독신문,2002.10.2,1쪽;“15개 교단

통과 ‘한걸음 성큼,’기독교연합신문,2002.10.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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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신은 성경이 가르치는 연합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성경은

참된교회가이단을포용치말라고분명히가르쳤고,성경의명백한교훈을무시하

고규모없이행하는자들도포용치말라고엄히경계하 다.오늘날가장 괴 인

이단은 수 그리스도의 기본 사실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이것이 바

로기장,기감, 장통합등에서가르쳐지고있는신학이다.그러므로자유주의신

학을 배제하지 않는 교회연합운동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반 된다.

학교들

[풀러신학교]

이몬드 라운을 강사에 포함함

1984-1985년풀러신학교요람은천주교 이몬드 라운신부를강사로열거하

다.88)그러나 라운은 성경의 무오성을 거부했고 수께서 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셨고잘못을범하셨다고말한자유주의신학자이다.그는1971년미국뉴욕의

자유주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최 로 종신직 천주교 교수가 되었다.89)

풀러신학교의 복음주의

복음주의 인풀러신학교는한때하나님의말 의무오성을옹호했었다.이학

교는이교리를거부한후은사운동을조장하기시작했다.풀러신학교는이제여자

목사들과여성안수를강하게지지하고있다.90)풀러신학교의사상 변질은신복

음주의의 결과이며 처음부터 견된 바이었다.오류의 포용은 오래가지 아니하여

타 과 변질을 가져온다.

풀러신학교 방문자의 보고

아더후크박사는 1999년7월 27일풀러신학교를방문하고신학부의인기있는

죤골딘게이(JohnGoldingay)교수의강의실에참석했는데,그는그교수가“여리고

성이있었고그성벽들이무 져내렸다는고고학 증거는없다....아마이것은

비유일것이다”라고말하는것을들었다.분명히,성경에 한불신앙과부정이여

히 풀러신학교에 우세하다.

88)CalvaryContender,15October1984.
89)ChristianNews,14September1998.
90)ChristianNews,29June1998;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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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서스터가 안식교 세미나에서 설교함

펀더멘탈다이제스트1999년7-8월호는다음과같이보도했다:“풀러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요 교사요 여성 성직자요 학자요 술가’인 마가렛 서스터

(MargaretSuster)는1999년4월20일안식교가후원한 성생 계‘화식세미나’

를 한 청 설교자들 의 한 사람이었다.”91)

풀러신학교의 문제들

풀러신학교의포커스(Focus)지는한천주교수녀의풀러신학교학생으로서의경

험에 해인터뷰를하 다.그녀는말하기를,“나는풀러가여성으로서심각히목

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천주교 여성이 공부하기에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죠지마스든은,풀러신학교가100개이상의신학 통들을포용하며“복음

주의 에큐메니칼성격에 한놀라운성취”에있어서유명하다고말한다.풀러신

학교는성경의무오성(無誤性)같은교리들을더이상주장하지않는다.92)그학교

는 여자 목사들을 권장하며 은사운동에 해 개방 이다.93)

[달라스 신학교]

자유주의자 루스 메츠거가 강연함

린스턴신학교교수인 루스메츠거는1992년2월4일부터7일까지달라스신

학교에서강연했는데,메츠거는성경이신화와거짓말로가득하다고주장하고성경

의 역사성,기 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자이다.94)

클립 성경번역회와 력함

달라스신학교는 클립성경번역회(WycliffeBibleTranslators)와 력하고있

는데, 클립성경번역회는오래 부터로마천주교인들,자유주의교회들,신복음

주의자들과 친근하다.95)

달라스 신학교의 신복음주의 연

빌리 그 이엄 도 회와 계하여 31년간 사했고 세계 복음화 로잔 원회

명 평생회장인 이턴포드는1997년5월달라스신학교졸업식연사이었다.크리

91)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9.
92)ChristianNews,7October2002.
93)CalvaryContender,November2002.
94)CalvaryContender,1September1992.
95)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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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챠니티투데이지 력편집자앨리스터맥그 이스는1997년경건회에서그리피

스토마스기념강연을하 다.달라스신학교교장척스 돌은1997년10월의한

서신에서테 사수녀를‘주목할만한여인’이라고불 다.사람들을잘못된종교체

제로인도하는자를‘주목할만한자’라고칭송해야하는가?달라스신학교교수들

은1997년에 로미스키퍼스집회에서그리고휫튼 학,무디성경학교 라이

언 학에서강연했다.달라스신학교가신복음주의 궤도안에있다는것을오늘

날 의심할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96)

달라스 신학교 럴 보크 교수의 잘못된 사상

2001년 12월,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회장인 달라스 신학교 교수 럴 보크는

‘열린유신론’(opentheism)의교리를거부해야할지에 한토론동안에행한복음

주의신학회앞에서의한연설에서“복음주의운동을 해날카로운경계선들이그

어져서는안된다”고말했고그 신“복음주의는경계선들에의해서보다 심에의

해서더정의되는‘원 의마을’에비교될수있다”고주장했다.‘열린유신론’은

하나님께서미래에일어날모든일들을다아시는것은아니라고말하는잘못된사

상이다.비록미국복음주의신학회가열린유신론을정죄하는구속력없는결의문

을 채택했지만,보크는 그것을 반 하 다.97)

[리버티 신학교]

리버티 신학교의 에큐메니칼 연사들

네쇼 리버티 1998년4월호는다음과같이썼다:“리버티침례교신학교는,

게리콜린스,[‘성경으로돌아가자’ 로의]우드로크롤,죤맥스웰,스티 올포드,

제리바인즈 죤월보어드와더불어,[하워드]핸드릭스박사가우리의훌륭한방

문교수명단에들게된것을자랑스럽게생각한다.”팔웰은 이아더와다른이들

과함께‘수2000성지순례단’을 한연사로서사진보도되었다.그의1998년

집회연사들은달라스신학교교장척스 돌과죤맥스웰(로버트슐러연사)을포

함한다.이사람들은다에큐메니칼 으로강단을교류하는목사들이다.98)리버티

학교와신학교 제리팔웰박사는한국에서건 한입장을가진것처럼소개되

고 있다.99)그러나 그들의 입장은 성경 으로 건 하지 않다.

리버티 신학교가 남침례교단에 가입함

96)CalvaryContender,1February1998.
97)DavidW.Cloud;CalvaryContender,1January2002.
98)CalvaryContender,15April1998.
99)김의환, 신학개설,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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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학교는 1999년 11월 15일 버지니아 남침례교 보수주의자 모임에 공식

으로 가입함으로써 남침례교단과 공식 계를 맺었다.이 새로운 계는 남침

례교회 학생들로 하여 리버티 학교에 다니도록 격려하고 47,000개의 남침례교

회들로 하여 그 학교에 한 재정 후원을 가능하게 만든다.남침례교회 총회장

페이지패터슨은리버티 학교의남침례교회가입이우리모두의기도의응답이라

고 말했다.100)그러나 남침례교단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섞여 있는 교단이다.

[무디 성경학교]

무디 성경학교 교장의 일치 개념

무디성경학교교장이며 로미스키퍼스집회의연사이기도했던조스토웰은

1996년5월1일미국워싱턴D.C.부근에서모인 국 도 의회에참석하 다.보

도에의하면,그는“참석자들에게하나님께서는역사상당신의몸이연합될때만움

직이셨음을상기시켰다.”당시회장이었던조앨드리히는연합이모든 질병을

한보편 치료약이라고주장한다.그러나하나님의말 은연합을진리보다높

이지 않는다.오류 안에서 연합하는 것보다 진리에 의해 나뉘는 것이 더 낫다.101)

무디 성경학교 교장의 포용 행보

무디 동창회보(MoodyAlumni)에 의하면,무디 성경학교 교장 죠셉 스토웰의

1999년9월부터2000년2월까지의순회설교일정은, 로미스키퍼스,빌하이벨즈

의 로우크릭공동체교회,빌리그 이엄의더코우 ,미국종교방송 회,달라

스신학교,생명의말 사,시다빌 학(정규침례교회총 의회인 ), 루이지애

나 침례교 회 등을 포함한다.그의 걸음은 포용 이다.102)

[베델 신학교]

베델 신학교 그 고리 보이드의 열린 신 (神觀)

미국의베델 학 신학교의신학교수이며우드랜드힐즈침례교회의목사인

그 고리보이드박사는하나님의 지(豫知)와 지(全知)에의문을던지는열린

유신론논쟁의핵심에있다.보이드는다음과같이말했다고오하이오바이블펠로

우쉽비지터지8월2일자에인용되었다:“우리는무엇을결정함으로써우리의결정

들의실재를창조한다.그리고우리가그 게하기까지,그것들은존재하지않는다.

100)ReligionToday,17November1999;CalvaryContender,15December1999.
101)ThomasIce,Voice,May-June1998;CalvaryContender,15July1998.
102)CalvaryContender,15Nov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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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무엇을알수있도록그것을결정하기까지알수있는아무것도단순히

존재하지않는것이다.이와같이하나님께서는사람들을창조하시고그다음에그

들이그들의결정들을창조하기까지그가창조하시는사람들의선하거나악한결정

들을 미리 아실 수 없다.”우리는 이러한 비성경 인 가르침을 거 해야 한다.103)

[비손 신학부]

비손 신학부의 에큐메니칼 태(狂態)

샘포드(Samford) 학교의 비손 신학부(BeesonDivinitySchool)와 옥스포드의

클립홀은2003년10월미국알라바마주버 햄에서“성삼 일체하나님:신앙과

기독교생활에 한 회”라는에큐메니칼 회를후원하고있다.비손의학장인티

모시 죠지는 다음과 같이 쓴다:

이 회는로마천주교회,정교회,그리고복음주의그리스도인들을모아성경
신앙의 가장 근본 인실재,즉 거룩과사랑의 한하나님,성부와 성자와성령을
찬양하려는것이다.과거의자유주의신학들에서,삼 일체는빈번히 성이나
재의 교회 생활에 별로 응성이 없는 낡은 교의로 간주되었다.

연사들은죠지,애버리카디날둘 스[로마천주교회 수회],J.I.패커,코넬리어스

란틴가 2세[칼빈 신학교 총장],앨리스 맥그 이드, 데리카 매튜에스-그린

[NPR]등을포함한다.죠지는이 회가,도움이되는에큐메니칼사역을격려하기

를소망한다.비손신학부는미국복음주의 회(NAE)의회원기 이며샘포드

학교의 일부이다.샘포드 학교는 최근까지 남침례교단의 학교이었다.104)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본래의 입장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기설립자들은근본주의라는용어를좋아하지는않은

것같다.그이유는그용어가개 주의보다축소주의의기분이들고 근본주의가

알미니우스주의와 세 주의를 포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그러나 그들의

정신은근본주의 이었다.즉메이천을비롯하여반틸과죤머리와에드워드 등

은 배교와의 분리를 분명히 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 다.

그러나오늘날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입장은불투명하다.그학교의교장이었던

에드몬드클라우니는신복음주의의 표자빌리그 이엄을지지했다고알려진다.

그 학교의 운 이사들은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와 기독교개

교회(CRC)소속인사들로구성되었는데,미국장로교회는신복음주의 단체인미

103)CalvaryContender,October2002.
104)CalvaryContender,Augus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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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복음주의 회(NAE)에 가입되어 있고 기독교개 교회는 진화론이나 여성안수

등 신학 ,윤리 문제가 많은 것 같다.오늘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교수들이

복음주의교계에서올바른목소리를내고있는가?그들이분명하고분별력있는목

소리로 교회의배교와타 에 해,특히신복음주의에 해비 하고있는가?

그 지 않고 오히려 신복음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잘못된 교제

2002년6월크리스챤신문과의인터뷰에서,미국의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행정

부총장스탠포드카슨은자유주의 린스톤신학교와의 계에 해“내년학기

에우리교수한사람이 린스톤에서가르치기로했다”며“상호교류가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고 했다.105)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그 학교의 행정 부총장이 린스톤 신학교와의

활발한상호교류를 정 이고고무 이게소개한것은매우슬 일이며그것은

오늘날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방향이어떠함을나타내고있다. 린스톤신학교와

미국 북장로교단 총회는1920년 후반 분명히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방침을

택했었고그러한방침에 항했던자들이1929년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설립했었

다.1920년 후반두신학교는자유주의혹은포용주의와보수주의라는분명히다

른입장과방향을가지고있었고그이후오늘날까지그 게진행되어왔다.그런데

오늘날두신학교의활발한상호교류라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린스톤신학

교가성경 인입장으로돌아왔다는뜻인가?아니다.오히려웨스트민스터신학교

가 창기교수들의입장을버린것이분명하다.이것은그동안웨스트민스터신학

교가취하여온미지근한태도가가져온결과이다.신복음주의는자유주의와교제

하는유화 정책을취하다가마침내자유화되고만다.그것은미지근한타 주의

자들의말로이다.우리나라에는웨스트민스터신학교출신들이많다.그들은이타

주의에 해통탄하고있는지,아니면그들자신이이런타 주의를좋아하고있

는지스스로생각해보아야한다.오늘시 에가장 요한것은바른분별력이며

성경 분리의 교훈에 한 깨달음과 순종이다.

105)“21세기 웨스트민스터,목회자 양성-- 장 바탕으로 한 실천 사역에 심,”
크리스챤 신문,2002.6.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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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 학]

칼빈 학의 변질

허순길목사는“북미개 교회가직 하는칼빈 학 실”이라는 에서, 통

개 주의가르침에 한칼빈 학의열심은사라져가고있는것처럼보이며기원,

여성신학,동성애등의문제에서성경에서멀리벗어나있다고말한다.20여년 에

‘기원’문제에 있어서 이미 진화론과의 싸움이 단되었고 유신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허락되었다.북미개 교회에서는10여년 에여자목사,여자장로제도가도

입되었다.동성애문제는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캠퍼스에자리잡았다.2001년 학

교가공개 인여성동성애가수들(IndigoGirls)을캠퍼스에 청하여콘서트를가

졌을때상당한반 를받았으나지난해다시여성동성애가수들이칼빈 에와서

콘서트를가졌을때는어떤논쟁도없었다.교무담당카펜터는동성성교가죄이지

동성애는죄가아니라는것이학교의입장이라고말한다.2002년이후칼빈 학은

‘리본주간’을지켜오는데,이주간에는동성애학생들이서로를분별하여자기짝을

택할 수 있게 하기 해 리본을 단다고 한다.106)

[합동신학교]

합동신학교의 개교 15주년 찬양축제

합동신학교학우회는1995년개교15주년기념찬양축제에총신 ,장신 신

원학우를 청하 는데,그자리에서동신학교의김명 교수는이 게말했다고

해진다.“그동안분리에분리를거듭했던총신과장신,그리고합신의학생들이

한자리에모여마음을모으고목소리를합해하나님을찬양하는모습을보니감격

스러울뿐...역사는종종 은이들의순수한헌신에의해이루어지는데한국교회

안에 이미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 없다.”107)

합동신학교가 신 원 학생 표자 에 참여

1995년11월23일,감신,성공회,연 신,이화,장신,한신, 성신등8개신학

학원학생들의연합단체가결성되어각교단청년신학도간의교류와한국교회의

일치등을다짐했다.이단체의출범선언문에는“비본질 이고비생산 인경쟁과

신학 립을 지양하고 다양한 신학 입장을 존 하면서 ...궁극 으로 한국

신학과 교회를 갱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진술되어 있다.108)

106)기독교보,2004.1.17,2쪽.
107)기독신보,1995.11.18,17쪽.
108)“신학 학원 학생 표자 출범,”기독신보,1995.12.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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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합동측의1979년주류,비주류논쟁의한결과로한국장로교의존경받는보

수 지도자박윤선박사와 장합동측신학교의여러교수들에의해세워졌고오

늘날한국내에보수 신학교로꼽히는합동신학교의교수들과신학생들의입장이

무엇인가?그들에게이배교 이고혼란한시 를분별하는 분별력이있는것

인가?그들은어 하여자유주의 신학교들의문제를인식하지못하고있는가?그

들은어 하여성경이가르치는교제의바른원리를따르지않는가?성도들의교제

는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자유주의 단체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

시는것이아닌가?어 하여오늘날주의종들이배교 자유주의사상에 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단하는가?

교단들

[ 한 수교장로회 합동측]

박형룡 신학의 의의

1997년5월30일, 장합동측총신양지캠퍼스에서고(故)박형룡박사의신학

을평가하는‘제1회죽산세미나’가열렸다.박형룡박사가소천한지19년만에있은

일이었다.그보도에의하면,아세아연합신학 학교총장한철하박사는박형룡박

사의신학을기독교의정통 교리사상을 승한‘사도 신학,’‘바른신학’이라고

평가하 다. 총신 학교총장김의환박사는“박박사는선교사들이 수한신학

을보다체계화하고한국교회의 장에서보수신학을수호하고 수했으며메이천

의‘교회론 취약 ’을극복,결과 으로우리교단[합동측교단]을만들고지켜왔

다”고 평가하 다.109)

그러나“메이천의 ‘교회론 취약 ’”이라는 김의환 박사의 표 은무엇을말하

는것인가?박형룡박사는‘한국의메이천’이라고불리웠다.그까닭은그가메이천

박사처럼자유주의를철 하게비평하고역사 기독교신앙을보수하고변호하

기때문이었다.메이천이나박형룡의사상을아는자라면그들에게있어서교회론

은어느분야보다 요하 다.박형룡박사는메이천처럼자유주의에 한비평뿐

아니라 신복음주의의 타 입장에 해서도 날카롭게 비평하 다.110)그러므로

박형룡 신학에 한 평가는 그가 매우 요하게 여긴 이러한 을 바르게 다루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오늘날 장 합동측과 그 신학교에서는 그의

분별력있는바른입장이사라져가고있다.박형룡박사를논하는자들과그교단과

그신학교가박형룡박사가그토록조심하기를원하며경고하고경계했던바로그

109)기독신문,1997.6.4,7,21쪽.
110)박형룡,신복음주의 비평 (보수신학 서 간행회,1971),2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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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음주의 오류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 통합측과 연합 배를 드림

장합동측기 지기독신보는 장합동측총회임원회가 장통합측과함께

1995년8․15연합 배를드리기로했다고보도하면서“우선양교단이화합을도모

해...교단교류와 련해총회정서를고려단회 행사임을분명히밝히고”라고

부언하 다.111) 동(同)신문은두교단이37년만에한국기독교연합회 강당

에서함께 배드렸음을보도하면서,“양교단의우호증진은물론한국교회연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고 말하 다.112)

그러나앞에서지 했듯이, 장통합측은분명히자유주의 교단이다.그러므

로 장 합동측 같은 보수교단들이 장 통합측과 교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도바울은,“형제들아,우리주 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 희를명하노니규모

없이[무질서하게]행하고우리에게받은유 로행하지아니하는모든형제에게

서 떠나라”고 말했다(살후 3:6).

장로교 평신도들의 무지

장고신측, 장합동측, 장통합측3개교단의 국남 도회혹은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은 구 수성 호텔에서 제4차 연석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로사랑할것을다짐하면서첫번째내용으로교단간의화합과일치운동에앞장설

것을다짐했다.113)우리는그들평신도들의신앙이비교 순수하고성경 일것이

라고인정하면서도그들이각교단의지도 장로들로서오늘날기독교계의배교와

타 의문제를알지못하고있다는 에 하여큰슬픔과탄식을가지고있다.만

일그들이그런문제 을느끼고있다면,그들은당연히 장통합측의신학 문제

와갱신의필요성을 요하게언 했을것이며단순히‘교단간의화합과일치’를주

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수 목사들에게 분별력 필요함

장합동측‘교회갱신을 한목회자 의회’(회장:옥한흠목사)를비롯하여

장통합측‘바른목회실천 의회’(회장:손인웅목사), 장고신측‘고신정신잇기

목회자 의회’(회장:윤희구목사),기장측‘21세기목회자 의회’(회장: 병 목

사)등 장로교단들 표 인 네 교단의 목회자 의회들이 1997년 11월 3,4일

111)기독신보,1995.7.29,1쪽.
112)기독신보,1995.8.19,1쪽.
113)기독교보,1997.7.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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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문화회 에서‘미래한국교회를 한장로교 목회자모임’을갖는다고하

다.동신문은 한,그모임에서선언문도발표할 정인데,“그선언문에는장로

교라는같은뿌리를갖고있으면서도서로분열된모습을보인것을참회하는한편

한국교회의미래를 해목회자들이일치와연합된모습을보이도록최선을다한다

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진다”고 보도하 다.114)

그러나교회갱신은성경 복음진리에입각해야한다.오늘날자유주의신학이

신학교들속에많이들어와있는상황에서자유주의이단의추방이없는교회갱신

은무의미하며 선 이다.교회의갱신은성경 인바른신학을재확인하고보수

하는데서부터시작되어야한다.잘못된분열의죄를인식한다고해서,곧무분별하

게교회일치를말하는것은교회를혼란시킬뿐이다.하나님은잘못된분열을정죄

하시지만(갈5:20), 한교리 ,윤리 오류들로부터의성별과분리를명백히명령

하신다(롬 16:17;딛 3:10).배교와의 타 은 분열 못지 않은 큰 죄악이다.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지덕 표회장은기자회견에서한국교회가한목소리

를낼수있도록연합하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히면서,특히한국기독교교

회 의회(NCC)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차이가이제는그다지크지않

다고지 하 다.115)교회 의회가자유주의교단들로구성되어있다는것은주지

의 사실이다.그런데 한국의 보수 교회들의 연합체로 알려져 왔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의 표회장이그두단체의차이가‘그다지크지않다’고말하니놀라울

뿐이다.한국의보수교회들은정신을차려야한다.자유주의는죽지않았다.자유주

의교단들은자유주의신학을포기하지않았다.보수주의와자유주의의사상 차

이는바른교훈과이단의차이이다.하나님의참된목사들과교회들은하나님이인

정치 않으시는 잘못된 연합활동을 즉시 단해야 한다.

장 통합과 가까와짐

장합동(총회장길자연목사)과 장통합(총회장유의웅목사)이1999년9월

제84차총회시개회 배를함께드리고성찬식을합동으로거행할 망이다. 한

양교단은이에앞서양교단화해와연합의상징으로내년 구국기도회를공동으

로개최한다.양교단임원진은이외에도합동,통합의신학교류를 해‘총신 -장

신 신학포럼’을열자는데의견을같이하고이의실 을 해소속교단에서서로

노력키로했으며,1999년1월에개최되는양교단의신년하례회에는상 방총회장

114)기독신문,1997.10.29,22쪽.
115)기독교 신문,1998.2.22,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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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하여축사를하도록했다.116)그러나 장통합측은불신앙 이고 괴 인

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정도가아니라그교단소속다수의목사들은그런신학

입장에서있다.그러므로 장합동측목사들은바른분별력을가져야한다.무분

별한 교제는 보수교단의 순수성을 변질시키고 말 것이다.

장 통합과의 연합의 서곡

장통합측총회(총회장:유의웅목사)는1999년1월4일오 한국교회백주년

기념 소강당에서 장합동측총회장길자연목사(왕성교회)를 청한가운데신

년하례회를가졌다.3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진행된이날하례회에서총회장유의

웅목사는설교에서“우리가하나되는것은믿음과사랑을녹여연합과일치로모일

때만가능하다”면서“앞으로합동측과함께하는여름구국기도회와가을총회개회

배를 통해 한국 장로교 일치와 연합에 도움이 되며 세계 선교와 사에 헌신할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한편축사에나선 장합동측길자연총회장은“하례회

청에감사하고장족의발 이있기를바란다”면서“통합과합동이이심 심으로

장로교 연합과 일치 운동을 벌여 올해는 하나로 되어가는 분기 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17)그러나 장 합동측 총회장의 이런 발언과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시키는매우잘못된것이다.교회연합과일치는바른진리 에서만이루어져

야 한다.

장 통합과의 교류 증진

장합동측과통합측총회장들은1998년12월말간담회에서1999년3월경총신

학교와 장신 학교 교수들이 참여하는 신학 포럼을 열고,7월에는 교단 지도부

뿐만아니라일선교회목회자들까지포함하는연합구국기도회를열기로합의했

다.이것은 두 교단의 분열 이후 40년 만에 처음 마련되는 일이다.118)신학자들이

토론회를 가지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본다.그러나 연합 구국 기도회의

계획은옳지않다.성경은,“규모없이행하고우리에게받은유 (遺傳)로행하지

아니하는모든형제에게서떠나라”라고분명히명령했다(살후3:6).오늘날이단

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교단들은명백히‘규모없이’행하는자들이다.참된교회

들은 그런 교단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

장 합동측의 분별력과 입장

116)기독교보,1998.12.26,2쪽.
117)기독교연합신문,1999.1.10,15쪽.
118)기독교연합신문,1999.1.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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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장 총회 제83회기 총 를 상으로 한 화설문조사 결과,응답자의

80%이상이 장통합과의강단교류와신학교류,연합사업을찬성하는것으로나

타났고, 64%가통합측과의 교단 통합에 해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9)

장합동측총회총 들의분별력과입장은매우실망스럽다. 장통합측은1959년

장합동측과분리된이후계속자유주의신학에 해배격하지않고포용하는입

장을 취해 왔다.

승동교회와 락교회의 강단교류

장 합동측의 승동교회(박상훈 목사)와 장 통합측의 락교회(이철신 목사)

간의강단교류가1999년6월27일주일오후 배때양교단의분열40년만에승동

교회에서이루어졌다. 락교회의이철신목사와장로30여명과성가 원100여명

이 승동교회의 오후 3시 배에 참석하여 배를 인도하 다.오는 8월 22일에는,

승동교회가 락교회를방문하고 배를인도한다고한다.120)우리는통합측총회

안에진실한많은성도들과목사들이있다는것을의심하고싶지않다.그러나그

총회의신학교가역사 기독교신앙을보수하지않고자유주의신학에 해포용

이라고하는것은상식에해당한다.그러므로 장통합측이신학 학의입장을

바로가지지않는한, 장합동측총회나그산하의목사들과교회들은 장통합

측과 교제나 강단교류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총신․장신 교직원 체육 회

1997년5월3일,총신 학교(총장:김의환목사)와장신 학교(총장:서정운목사)

교직원친선체육 회가장신 에서열려학교간친선을도모하는시간을가졌다고

한다.121)그러나 이런 행사는 성경의 교훈과 역행하는 잘못된 행사이다.

김경원 목사의 교회 일치 (觀)

장합동측의김경원목사는“한국교회의일치와연합”이라는제목의 에서,

한국교회의연합의필요성에 해말하기를,“한국교회가연합과일치를이루어야

함은우선 정부 인 표성을가진단체가없어한목소리를내지못하고있기에

기독교의소리를하나로하는것이 필요하기때문이며사회선교나특히앞으

로북한선교를앞둔시 에서‘하나의한국교회’를 필요로하고있기때문이

다”라고하 다. 그는한국교회의분열원인에 하여인간우상화와신학을원

119)기독신문,1999.3.3,1쪽.
120)기독신문,1999.6.30,19쪽.
121)기독신문,1997.5.1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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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보는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한,교회 연합을 한 바람직한 방향에 해

그는말하기를,“교단장들이나교계지도 인사들이교제를나 며연합을 해뜻

을모으고특히가까운교단끼리는상호인정하고교류 력하는운동이필요하다.

나아가서는궁극 으로 KNCC와한기총이통폐합하여모든한국교회를총 하

는하나의연합체를만들어내어야한다”고하 다.그는그의 을“요한복음17장

에서 수님이제자들에게지 하신것과같이하나가되라는이명제를한국교회

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는 말로 맺었다.122)

한국교회들의일치와연합에 한그의열망은순수하여보이며그러한순수한

소원자체를비평할수는없을것이다.그러나오랫동안자유와보수의 립 인

견해가있어왔던문제이기때문에,우리는교회의일치와연합에 해신 히생각

하고 성경 으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교회의일치와연합의필요성에 해생각해보자.한국교회들이 정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회 일치를 해 그 게 필수 이유가 되는가?

물론,모든교회들이진리안에서하나가되어있다면그런일치된목소리가힘이

있을것이다.그러나신학 으로자유주의와보수주의의 격한차이를가지고있

는오늘날의상황에서교회들이한목소리를낸다는것은불가능하며따라서그런

바램은사실상허상에불과하다.구약의역사나교회사를볼때,진리의증거는오

히려다수의교회들이나교인들에의해이루어지지않았다.하나님의바른길은때

때로소수의오해받고따돌림당하고핍박받는자들에의해선포되고증거되었다.

정부 목소리나북한선교를 한다면,차라리자유와보수의선을분명히나

는 것이 하나님을 해서 그리고 남한 교회나 북한 교회의 건 한 장래를 해서

더 필요하고 유익할 것이다.

둘째로,교회분열의원인에 해생각해보자.김목사가인간우상화를교회분

열의원인으로공감한다는것은고신총회가한상동목사의우상화때문에생겼고

합동측총회가박형룡박사의우상화때문에생겼다는것을암시하는것같다.물론

그는그의 에서단지‘한모목사,박모목사’라고만표 하 다.그러나만일그의

이 의인물들을의미하는것이라면,우리는그의신앙사상과입장에 해심한

의혹을 느낀다.그가 인간 우상화를 교회 분열의 원인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해싸우고간신앙의용사들과그들을진심으로존경하며따랐던수많은

신앙의선진들을단순히인간우상숭배자들로몰아버린셈이아닌가?바른보수신

앙을가진사람이라면이런입장을취할수없을것이다.한국의보수교회들이교

회일치운동을경계해온것은자유주의신학때문이었다.에큐메니칼운동은 창

기부터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 다.그 기때문에그런포용 입장에반 하는

122)기독교연합신문,2001.7.22,4쪽.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38-

운동들이 일어났었다.기독교인들의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이어야 한다.오늘

날많은교회들이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어 바른교리들

의 강조 없이 교회 일치만을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

셋째로,교회 연합의 바람직한 방향에 해 생각해보자.김 목사는 “궁극 으로

KNCC와 한기총이 통폐합하여 모든 한국 교회를 총 하는 하나의 연합체를 만

들어내어야한다”고말했다.그의발언속에는오늘날교회들안에 리들어와있

는자유주의신학에 한심각한문제의식이 보이지않는다.그의말은 에에

큐메니칼 지도자들이 하던 말과 같다.이단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회들 안에서

결코물러서지않을것이다. 은 룩은온덩이에퍼지는법이다.한국기독교회

의회(KNCC)가과거여러해동안자유주의 입장에서활동해왔던것은모두가주

지하는 바이다.그러므로 KNCC와 한기총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진리와 오류를

섞는일을추구하는것에불과하다.이런혼합 인일치운동은성경을진실히믿는

모든 신자들이 가장 반 해야 할 바이다.

김상복 목사의 신복음주의 (觀)

기독교보 2002년 1월 19일자(11쪽)에 의하면,한국복음주의 의회(회장:김명

목사)의월례조찬기도회 발표회에서김상복목사(할 루야교회)는“복음주의운

동의활성화”라는제목의주제발표에서“신정통주의가신학 자유주의에 한최

근의표 이라면,신복음주의는 정통주의에 한최신의 옷이다.신복음주의는근

본주의가 기피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겠다는 의도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다르다.

개인 복음과 사회 복음 사이에 이원론의 필요가 없다.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연 개인의구원경험과사회 철학이다.교리와사회윤리는둘다기독교

학문이다.근본주의가리더십과사회라는 역에서의책임을포기하고사회를변

하거나사회 문제들을해결하기에는무능해졌다.신복음주의는근본주의가믿는

모든 통 교리를 신 하거나[신 하나?]사회 철학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

다.

만일김목사의발표내용이그신문에보도된 로라면,그는신복음주의를정통

기독교교리의신 과 극 사회 철학을가진최신의정통주의로정의한셈이

다.그러나만일그것이그의사상이라면,그는신복음주의나근본주의에 한바른

개념을가지지못하고있고 사회문제에 한그리스도인개개인의책임과교회

의단체 책임을구분하지못하고있다.신복음주의는그 게아름답게묘사될그

런입장이아니다.신복음주의의보다본질 내용은자유주의를포용하거나자유

주의화된교단들로부터의분리를거 하고그안에머물고자유주의자들과교제하

고그들과 력하는입장이다.그것은성경에교훈된이단과의분리의명령을어기

는 타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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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문제에 한 책임에 하여, 통 개 교회나 근본주의가 공통 으

로 주장하고 확신했던 바는 교회가 공 으로 사회 ,정치 문제들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개 교회의 표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31:4에는“[교

회의] 회들과 의회들은교회 문제외에는아무것도다루거나결정해서는안

되며;비상한 경우들에 겸비한 청원의 방식으로나;국가의 정자들로부터 요구된

경우에양심의만족을 해충고의방식으로외에는,국가와 계되는세속 사건

들에 간섭할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되어 있다.

개 교회는 통 으로지교회 으로나교단 으로나간에사회 ,정치 문제

들에 직 여하지 않는 것이 성경 으로 옳다고 믿어 왔다.그래서 교회가 직

학교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 하지 않았다.물론 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주신은사를따라정치가나교육가나자선사업가등이있을수있고 교회가정신

으로그들을측면에서후원할수있을것이지만,교회가직 그런일을경 하거

나 여하는 것은 교회의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버린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서 복음을 하는 것이다.이것은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 이었고(막 1:38) 그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특별한 임무이었다.123)

물론교회는교회에속한교인들가운데가난한자나병든자를돌아보았고그것

은사랑의당연한표 이었다(행2:45;갈2:10). 교회밖의가난하고병든자들을

돌아보는것은언제나선한일이긴하다.그러나교회의제한된시간과힘과물질을

가지고교회는힘써야할사명을주께로부터받았다.그것은 혼을구원하는 도

의일이다.주께서는그의 능을가지시고도병고치는일을주로하신것이아니었

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일을 주로 하셨다(마 9:13).

근본주의가사회문제에 해무 심하다는것은바른말이아니다.근본주의가

주로 심을가지는것은교회들이자유주의이단신학을포용하는것에 한것이

다.오히려 재세계 인근본주의지도자 한사람인북아일랜드의이안페이슬

리는목사로서유럽의회의국회의원이며북아일랜드내에서카톨릭세력에 항하

여싸우는개신교지도자로서그 구보다도 도와사회문제에 극 이다.우리

는그의활동을북아일랜드의특수상황이라고이해하려하지만,여하튼그것은근

본주의자가사회문제에무 심하다는잘못된비난에 한충분한반박의 가될

것이다.단지근본주의나 통 개 교회가확신하는바는하나의단체로서의교

회가 사회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한국의소 교회지도자들은신복음주의와근본주의에 한바른개념을가지고

활동해야 할 것이며 그것들이 심을 두는 문제들을 바르게 직시하고 성경 으로

단하고평가해야할것이다.특히신복음주의의타 죄악을어떤말이나 로

123)마 28:19;막 16:15;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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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지가리우려고하는것은하나님앞에서큰죄악임을깨달아야할것이다.자유주

의이단사상들이없어지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자유주의신학들을포용하거나자

유주의 혹은 포용 교단들과교제하는 것은하나님앞에서 불신실 혹은배신이

다. 은 룩은온덩이에퍼진다.교제의작은오류는마침내온기독교계를부패

시키고말것이다.유다왕여호사밧자신은경건하 을지라도이스라엘왕아합과의

그의 잘못된 교제는 마침내 유다 왕국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부패시키고 말았다는

성경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건 한 화합인가?

1950년 말에큐메니칼운동에따른 장교단의분열의여 로1961년분열의

아픔을맛보게되었던서문교회와제이교회는40년만에설립90주년첫강단교류를

하 다고한다.서문교회의이성헌목사와이상민목사,그리고제이교회의강홍

목사는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 부둥켜안고 함께 찬양을 드리기도 했다고

한다.이를계기로서문교회와제이교회는더이상남남의교회가아니라형제교회

가되기를약속했고,이들교회는올해연합체육 회와성가 교류등을실시하기

로했으며, 재교육 을건축하고있는제이교회를 해서문교회는헌 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 다.124)

그러나이것은오늘날 장합동측교회들의잘못된강단교류의 하나의 가

되었다. 장 합동측과 장 통합측의 분열은 이유가 있는 분열이었고 그 이유는

여 히해소되지않았고오히려더분명해졌다. 장합동측은 어도보수신학과

신앙을 지켜오기 해 애써왔다.그것은 고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의 수고의

결실이기도하 다.그러나 장통합측은그노선이달랐다.그들은자유주의 인

신정통주의신학을용납했고성경유오설과모세오경의문서설등을용납하 다.

그들은미국의자유주의 장로교단인미합 국장로교단과의교류를계속해왔다.

우리는 장통합측교단이이단이라고정죄하려는것이아니다.그러나 어도그

교단은자유주의를포용하는불건 한교단이라는것을말해야할것이다.거기에

우리의분열의이유가있었고우리의교제나강단교류가불가능했던이유가있었

다.그런데오늘날그런이유가여 히존재함에도불구하고서로교제하고강단교

류를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교단의 지도 교회,지도 인사가 그런 일을

앞서행하는것이바른가?이런 한일을잘못행함으로써 되는교단의

격한해이에 한책임을 가질것인가? 장합동측의깨어있는목사들은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단하고 처해야 할 것이다.

124)“40년 분열의 담 허물다,”기독신문,2002.6.2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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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력선교 개념

기독신문‘교단활성화기획--(4)올바른미래선교 비’라는 에서,노충헌기

자는 21세기의 선교 방향을 (1)미 도종족 선교,(2)평신도 문인 선교사 양육,

(3) 력선교라고요약한다.특히그는 력선교에 하여논하면서다음과같이말

했다:“아쉽게도국내에서도해외에서도 력사역에는인색하다.한 로선교사자

녀수련회가 있다.최근 장 통합 선교부에서 장총회측과 선교사 자녀수련회를

합동으로열자고제안한바있다.그러나특별한이유없이거 했다.선교사자녀

수련회를교단의특색에맞취따로할필요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선교사자녀

수련회를독자 으로열수있는단체가국내에거의없다는실정을감안할때수련

회 상을 좀더 개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125)

그러나우선, 장합동측교단신문에서,그것도 요한주제를다루는논설의지

면에서,교단의책임있는직책을가진인물이아닌일개의기자가교단의방향에

계되는 한문제에 해논하 다는것은합당하지않은일이라고생각된다.

력선교에는분명한원리가있어야한다.그원리는무엇보다선교를포함하여교

회의 모든 활동이 신학 건 성의 기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를

들어 장통합측과의교류문제는그교단이신학 으로건 한가라는문제에달

려있다.통합측은1959년합동측과분리된이후미국의자유주의장로교단인미합

국장로교회(PCUSA)와계속교류를가져왔고,성경유오설,문서설,바르트의신

정통주의등의자유주의신학사상을용납해왔다.그러므로통합측은신학 으로건

한 교단이 아니다.그 기 때문에 통합측과의 교제나 연합 활동 반에 문제가

있다.그러므로그교단과의 력선교는물론,선교사자녀수련회등도옳지않다.

교단신문의역할과 향은참으로 하다.교단신문은하나님의뜻에맞는바른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그 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연합’인가?

장합동측교단신문인기독신문2002년1월23일자(1쪽)는미국의개신교9개

교단이‘그리스도안에서연합하는교회’(CUIC)라는명칭의단체를형성한일을보

도하면서‘아름다운연합’이라는큰 자의제목을붙여보도하 다.그9개교단속

에는미합 국장로교회,미국연합감리교회,미국성공회등이포함되어있다.이것

은40년 에조직된‘연합하는교회 의회’(COCU)라는단체가좀더발 형태를

취한것이라고한다.그러나이런연합이‘아름다운연합’인가?물론이 을쓴김

지연기자는신학 분별력이없는평신도기자이기때문에그 게잘못생각할수

있을지모르겠다.그러나교단신문의편집국이그것이아름다운연합인지,배교자

125)기독신문,2002.6.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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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연합인지구별하지못하고신문이라는막 한 향력을가진매체를취 하는

가?이것이 개 신앙의 보수라는 사시(社是)에 맞는 일인가?기독교 신문이 제 역

할을 하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큰 악을 행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그9개교단의연합은아름다운연합이아니다.거기에는보수 교단이하나

도없다.그것은하나님께서결코인정하지않으실배교자들의연합에불과하다.그

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환에 불과하다.

정말 ‘사람의 생각’이었나?

구서문교회와제이교회의‘강단교류’에 해한신문의보도에의하면,제이

교회를방문했던서문교회이성헌원로목사는‘하나님의뜻을아는법’이라는제목

의설교에서“만약종교개 자마틴루터가지 온다면종교개 을일으키지않았

을것이다”라는어느신부의말을인용하면서“43년 우리가나 어진것은하나

님의뜻이아니요사람의생각이었음을고백하고이제는하나님의뜻을깨달아교

회 일치를 향하여 가자”고 역설했다고 한다.126)

정말1959년의합동과통합의분열이사람의생각이었는가?물론우리는하나님

께서교회의분열을원치않으시고온 한일치를원하시는 안다.그러나참된

일치는신앙사상과입장에있어서의일치이어야하고거기에는용납할수있는것

과용납할수없는것이있다.합동과통합의분열당시에는에큐메니칼운동에

한, 한좀더깊이들어가면자유주의신학에 한,사상과입장의첨 한차이와

립이있었다.세계교회는이미자유주의와보수주의에 한첨 한차이와 립

을경험하고있었던터이었다.이논쟁은미국에서는이미1930년 에겪어야했던

논쟁이었고 우리 나라에서는 뒤늦게 그런 싸움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이두상이한신앙색깔은화합할수없었고 재도이후에도 원히화합할수

없을것이다.성경을무오한하나님의말 으로믿고역사 기독교의근본교리들

을믿는자들은그것들을부정하는자들을용납하는에큐메니칼운동을용납할수

없었다.어느쪽이분열의실제 원인자이었든지간에,합동과통합의분열은불필

요했던인간 싸움이아니라불가피했던진리의싸움이었고갈등이었다.그러므로

그것을단지인간의생각으로돌려버리는것은당시의자유주의 입장과보수주의

입장의갈등의정당성을부정하는뉘앙스가있다.만일오늘날고박형룡박사가

살아계셨더라면 그는 참으로 통분하며 이런 발언을 반박하셨을 것이다.

합동측교단을세웠던보수 선진들의그노력과수고가과연인간 생각을

한 일들이었단 말인가?오늘날 합동측 교단의 지도자 인사들이 왜 이런 변질된

신앙입장을보이고있는가?합동측은정신을차리고깨어야한다. 장통합측은

126)기독교 연합신문,2002.7.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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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부터교단신학교(장로회신학교)에서자유주의신학을용납해왔다.이미그

교단의상당수목사들은자유주의신학을받아들이고있는 안다.문제는자유주

의 신학이 기독교의 용납할 만한 표 양식인가,아니면 기독교의 지극히

변질되고 악화된 하나의 이단인가에 달려 있다.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면 자유

주의를 용납하는 장 통합측 교단은 교제와 일치의 상이 되기에 합당치 않다.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이단이다.그러므로 통합측

교단에 한 무분별한 용납은 매우 심각한 오류이다.

장 합동 총회장의 통합,기장과의 교제

한 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총회직원들의 2003년도 신년하례회 시무

배를 해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병 목사를청하여설교하게하 고 한

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한명수 목사로 축사하게 하 다.그들은 올해 본격화 될

한국교회의일치와 연합에 란불을켜자고강조했다고 한다.한편,한국기독교장

로회시무 배에 청받은 한 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최병곤목사는설교에서

“기장교단은숫자는작지만 향력은큰교단이다”고강조한뒤,“기장교단은특히

과거어두운시 한국교회와사회를향해 언자 목소리와제사장 역할과소

임에 충실히 감당,타교단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127)

오늘날한국교회는분별력이없는혼란그자체이다.한국기독교장로회는김재

씨의자유주의사상을옹호함으로시작된교단이다. 장통합측은1959년합동측

과의분열이후계속자유주의신학을가르쳐왔다.아무도통합측이신정통주의

임을부정하지못할것이다.기장과통합은그 다하더라도,합동은왜이 게변

했는가?왜이 게정신이없는가?이것이합동측의신학 기둥이었던고(故)박

형룡박사의입장이었는가?한국에자유주의신학이다죽었는가? 장통합과기

장은건 한교단들이되었는가?합동측은경성해야한다.합동측은신앙의순수성

을지켜야한다.그 게하려면먼 교제의원리를잘지켜야한다.잘못된교제는

신앙의 분별력과 입장을 흐트러뜨린다.

합동,통합,기장의 비성경 강단 교류

장 합동측 기독신문 2003년 4월 2일자(18쪽)는 “3개 교단 총회장 강단교류가

시작 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 다.

장총회총회장한명수목사와 장통합총회장최병곤목사,기장총회장 병
목사는3월30일최병곤목사가시무하는청주동산교회에서‘한국장로교일치를
한 총회장 청 배’를 드리고 한국 장로교 연합과 일치를 기원했다.

127)크리스챤신문,2003.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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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교단의성례복을갖춰입은한명수목사,최병곤목사, 병 목사가차례로
입장하며 시작된 이날 배는 최병곤 목사가 인도하고,한명수 목사가 설교했다.

동산교회교인들의환 속에‘하나가되게하옵소서’제하설교한한목사는“교
를 월한교회연합과일치는그리스도의간곡한가르침”이라며“보수 인신앙
을견지하면서도배타성과독선을버리고어려운이웃을돕는일에힘을모으는교
회연합운동이일어나야한다”고강조했다. 배는설교후교단장환 인사와 병
목사의 축도 등으로 마무리 다.

한국장로교역사상처음으로 장총회와 장통합,기장3개교단총회장이교류
한이날 배는시종일 일치와 력을강조하는화기애애한분 기속에서진행
으며,3개교단장은“각교단의다양성을인정하며민족통일과교회의선교과제를
이루기 해 력하는일치운동을 개해나가겠다”는공동성명서를발표,강단교류
의취지를밝혔다.교단장들은 “합동과통합,기장교단장의강단교류가한국장
로교회 체 연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같은강단교류는4월13일 병 목사가시무하는강남교회와5월4일한명수
목사가시무하는수원창훈 교회로이어질 정이며,교단장 의회등연합운동기
구를 통해 일치를 한 논의와 실천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과연그의말 로‘교 를 월한교회연합과일치는그리스도의간곡한가르침’

인가?만일그것이사실이라면, 장합동측은1959년통합측과나뉘인이후43년이

넘도록‘그리스도의간곡한가르침’에불순종한교단이될것이다.여하튼합동측총

회장의이발언은합동측의신앙선배들의반(反)에큐메니칼정신과입장을단숨에

짓밟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그의말은확실히비성경 이다.교회의연합과일치는‘바른신앙의기 ’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신앙의 일치가 없는 교회 연합은 오히려 성경의 교훈에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 세계교회는 역사상 가장 이단 인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치명 도 과갈등을겪고있다.이런때에아무런조건을달지않은채‘교

를 월한 교회 연합과 일치는 그리스도의 간곡한 가르침’이라니 그 무슨 망언(妄

)인가?더욱이 그가 자유주의 신학을 공공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장 통합측과

기장측총회장과더불어 배하면서그런발언을했으니그것은통합측과기장측과

의연합과일치를포함하는뜻으로이해될것이다.그 기때문에그의말은확실히

잘못인 것이다.

진정한교회연합은신앙과신학의일치가없는단순한외형 ,기구 연합이나,

그의표 로 단지 ‘어려운 이웃을돕는 일에 힘을 모으는’정도의 연합이아니다.

진정한교회연합은하나님아버지와아들 수께서하나가되는것과같은연합(요

17장),곧정신 ,사상 ,신학 일치를가진연합이어야한다.사상의일치가없는

외형 일치는 일치가 아니다.교회 연합을 해서는 어도 공통 신학 사상의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러므로 장 통합측과 기장측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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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포용하는것이분명한한 그들교회와의 연합과일치는 있을수 없다.그들과

의연합을논하기 에먼 그들교단의신학 정화를논하라. 장합동측총회

장의 발언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한국교회도 배도에 동승할 것인가?

장 합동측 총신 학 신학 학원의 서철원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을 썼다:128)

자유주의는 성경비평으로 시작하여 기독교의 완 부정에로 결말하 다.

자유주의자들의 본래 목표가 기독교의 해체이었는데 20세기 반에 완 히 그
뜻을이루게되었다.교회들이기독교를기독교되게하는모든교리를다버리므
로교회이기를그치게되었다.우리합동교회와총신은평양신학교에서시작된
통 역사 기독교의신학을지키므로바른교회로남기로작정하므로시작하
다.그러나그동안교수를 입할때아무런심리없이 입하므로우리도배도를
완료한신학들을가르치게되었다.성경이창작이라는문학비평,정치신학,종교다
원주의, 틸리히의 신학 등을 가르쳤다.

이런 신학들을 교정하고 통 인 역사 개 신학을 보존하고 가르치기 해
서이사회에서일부교수들을교정하는일을결정하고시행하 다.그런데큰목사
님들 다섯 분이 이 모든 것을 번복하여 통 인 신학과 최첨단 신학 곧 배도를
완료한 신학들을 함께가르치도록 총회의 결정을유도하 다.화합이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게 하 다.

북과 목포의 교회연합운동

지난일이지만,1999년9월6일 주서문교회(장합동측)에서결성된 북장로

교회연합회는12월12일익산실내체육 에서창립기념 배 찬양축제를연바가

있었다. 북장로교회연합회는 라북도내의 장합동, 장통합, 장개 ,기

장등7개장로교단소속교회들의연합체이다.이날 배는연합회공동의장인정

복량 목사(주 성교회)사회로 공동회장 김종석 목사(군산개복교회)기도,기장

총회장이 표목사설교, 장통합총회장이규호목사와 장개 총회장고병

학목사격려사, 장고려총회장양문화목사선언문낭독,공동회장서은선목사

(주서문교회)축도로 진행되었다고 한다.한편목포지역에서는 1999년 12월 6일

보수교회를 표하는목포시기독교연합회와진보진 이모인목포시기독교교회

의회가 통합하여 목포시 기독교교회 의회를 결성했다.129)

자유주의신학이죽지않았음에불구하고,한국교회내의자유주의와보수

주의의구별은 더흐려지고있다.한국의보수교회는분별력을잃었다.이것

128)서철원,“한국교회도 세계 인배도에동승할것인가?”신학지남,2002겨울호,
4,8-9,10쪽.
129)기독신문,1999.12.1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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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각한 어두움과 혼란이다.

[ 한 수교장로회 고신측]

고신 교단에 분별력이 있는가?

기독교보1997년7월5일자(3쪽)에고신총무심군식목사는“연합운동의자세와

방향”이라는 에서사회 문제와사이비이단이 치는 실에서한국교회는보

수와진보의두성향을구별하여힘을약화시키지말고일치단합된연합운동과사

업으로 실에 처해야한다고강조하 다.그러나심군식목사는2천년교회역사

상 무한 자유주의교회들의사상 변 과혼란을알면서하는말인가?사

회문제를 해서는배교자들과도연합할수있는가?더욱이오늘날교회안의가장

심각한사이비가자유주의신학임을아는가?성경은이단자들과교제하지말고물

리치라고교훈한다(롬16:17;유3).고신교단은 기에가졌던바른분별력을회복

해야 한다.

고신 총회,2000년 장로교 회에 참가하기로

기독교보2000년4월1일자(1쪽)에의하면, 장고신총회임원회(총회장조 천

목사)는 2000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될 한국 장로교 회에 교단 으로 참가하기로

했고한국의장로교가함께하는연합행사에교단이 극참여하여장로교연합과

성장에이바지하기로하 다고한다.그러나고신총회임원회의이러한결정은비

(非)성경 에큐메니칼운동의입장이다.고신총회는자유주의신학을배격하는본

래의 순수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

고신 교단신문의 잘못된 연합정신

장고신총회의교단신문인기독교보2002년1월12일자사설에서“연합운동에

서 고신의 상”이라는 제목의 을 쓴 이는 작년 12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표회장선거에서고신의후보가패배한것과 련하여다음과같이썼

다:“우리는이번선거를통하여고신이연합운동에서해야할일과한계를분명자

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신은 신학 으로 다른 보수교회처럼 교회의 연합

인식이부족하다는 이다.이것이 단히심각한문제인것은,신학 으로우리의

교회 은 교부들의 신학 통을 그 로 계승한다.교부들의 신앙고백은 우리는

하나의거룩한사도 공교회를믿는다고고백한다.이고백속에교회 의핵심이

담겨있다.교단은많으나 으로하나님의교회는하나이다.우리는‘분열주의자’

도‘분열주의 ’도 아니라는것을말로할 것이아니라 행동으로보여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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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아직도고신목사 에연합에인색한자들이있다고말하는데,이것은개선

해야한다....우리는연합운동에내놓을만한리더십[지도력]도돈도없다는데참

으로 안타까움을 치 못한다”(3쪽).

나는 의 을읽고연합에 한고신교단신문의정신이잘못되었음을느끼며

심히 통탄한 마음을 가진다.우리 나라의 진실한 많은 목사들은 총신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고신만은성경교훈에바로 선좁은 길을걷기를바라고있을것이다.나

도 그 의 한 사람이다.그러나 종종 고신의 목사들이 잘못된 연합운동에 련된

것을볼때에실망 이었으며이제이런교단신문의사설을읽게되니더욱실망이

크다.

고신교단에게참으로필요한것은연합 인식혹은연합정신의부족이아니고

잘못된 연합정신을버리고바른연합정신을 가지는것이다.사설을쓴이는오늘

날교회들이하나되는것이바른교회 이라고믿는것같다.그러나그것은잘못

된 교회 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천주교회의 배교 사상보다 더배교 이다.

자유주의는 교회가 통 으로 믿어왔던 성경의 신 권 , 수 그리스도의 동정

녀 탄생, 속(代贖),육체 부활,승천,재림,마지막 심 과 지옥,죽은 자들의 부

활등을믿지않는명백한이단이다.천주교회로부터의분리가단순히‘분열주의’가

아니듯이,자유주의신학을고의 으로포용하는배교 교단들로부터의분리는이

시 요청이다.바른 연합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제한 연합이다.

장 통합측은 자유주의신학을고의 으로 포용하는 교단이다.그 교단은 건

한 교단이 아니다.그런데 고신교단은 어 하여 그런 교단과의 교제를 문제 있는

교제로 보지않고오히려간 히사모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인정을받기를원하는

것인가?고신교단은어 하여‘분열주의’라는잘못된생각때문에자유주의교단들

과의교제의단 을오히려악으로간주하는것인가?고신의 기선교사들은소

메이천 선교사들이라고불리웠다.메이천은 기독교와자유주의의분리는시

요청이라고 확신하 었다.

오늘날고신교단에게진정필요한것은잘못된교제를청산하고한국교계안에

서자유주의신학을배제한교단들간의교제를주도하는것이다.한기총은한국의

보수교단들의연합체가아니다.그것이한국의보수교단들의연합체가되려면 장

통합측을배제해야한다.그러나그지도자들은그것을배제할생각이 없어보

이며오히려오래 부터기장과기감 같은 자유주의교단들까지 받아들이려는 생

각을보여왔다.이런한기총이어 보수교단들의연합체가되겠는가?고신교단은

한기총을갱신하든지참신한보수교단들의 의체를만드는일에 심이되어야한

다.

고신 교단 총무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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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총무 호진 목사는기독교보의교단설립50주년기획특집의“외국교회

와고신”이라는제목의 에서130)그의신앙사상과입장을나타내었다.첫째로,그

는 교회의연합운동과오순 운동의문제 에 한비평 인식을보이지않

고있다.그는20세기기독교회의주요한특징과 상을선교운동과,연합운동혹은

에큐메니칼운동과,오순 운동등세가지로요약하면서,“그런데복음 개 주

의기독교는선교운동은나름 로발 시키지만신학 정통성을강조한나머지연

합운동에인색하 고오순 운동을멀리하 다”고말했다.그러나20세기의특징

으로서의연합운동혹은에큐메니칼운동은자유주의자들을포용하는넓은운동으

로진행되어왔으며그것은건 한성경 연합운동이아니다.그러므로보수 교

회들이그런류의연합운동에 해경계하는것은당연한의무이었다. 한오순

운동도성령의역사에 한건 한이해에기 했다고보기어렵다는것이개 교

회의바른입장이다.그런데보수 교회의바른입장을‘연합운동에인색하 고오

순 운동을 멀리하 다’는 말로 표 할 수 있는 것인가?

둘째로,그는국제기독교 의회(ICCC)를신학 으로편 하다고평가한다.그는

“ICCC는 무지나친신학 편 성으로인하여 지지를얻는데문제가많

았다”고말한다.그러나나는그가도 체국제기독교 의회의신조나강령을알고

있는지의문스럽다.국제기독교 의회의신조와강령은지극히성경 이고정통

이다.거기에어떤‘무지나친신학 편 성’이있다는것은자유주의자나신복음

주의자가아니고서는할수없는표 이다.그것이그의말 로‘ 지지를얻

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분 으로는 엘리야나 미가야가 그러했듯이 의 사상이

넓고해이해져있었기때문이고,부분 으로는그지도자칼매킨타이어개인의부

족때문일것이다.그러나국제기독교 의회의입장을‘무지나친신학 편 성’

이라고평가하는것은옳지않다.성경 기독교회는성경 근본교리들을보수하

고자유주의자들로부터분리해야한다고주장하는근본주의자들의주장에 으

로 동감해야 한다.

셋째로,그는진리운동의규모에 해인간 축감을보인다.그는고신총회

가국제개 교회 회(ICRC)에가입한것에 해자부심을보이기보다는“그런

데ICRC는 무나 은개 교회의 회인지라세계 연합기구라하기에는

무나미흡한것도사실이다”라고말한다.그는세계의기독교계의 실을보는 을

가져야할것같다.세계기독교회는지 배교와혼란의와 에있다.많은교회들

이이미역사 기독교신앙을 버렸다.자유주의이단사상은역사 신학교들에

침입해들어와있고그신학교들을주장하고있는실정이다.이런상황속에서작은

연합기구라할지라도바른정신,바른입장에서있는기구라면그것은하나님앞에

130)기독교보,2002.8.31,6쪽.



5. 신복음주의

-249-

서 심히 귀한 것이다.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진리 운동은 수와 규모에

있지않았다.그러므로작은것을귀히여기는태도가필요하다.그 지못할때악

을 포용하고 악과 타 하는 인본주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다.

넷째로,그는미국의자유주의신학자를교회활동의한모범으로제시한다.그는

말하기를,“50년 미국 린스톤신학교교장을30여년간 사한존매카이박사는

명 박사를 무려 25개나 받았는데,그는 세계 신학자로,선교학자로 나아가서는

WCC를조직하는데도큰역할을하 다.앞으로는고신교단도세계 안목을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 다.50년 의 린스톤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교

이며존매카이는자유주의신학자이다. WCC는자유주의를포용하는불건 한

단체이다.어떻게 한국의 표 보수 교단의 총무가 자유주의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자를 모범으로 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보수 교회들에 인재가 없으면

없는 로 가야 한다.자유주의 교회들에게서 모범을 찾을 필요가 없고 찾아서도

안된다.하나님앞에서는세계 활동가가필요한것이아니고바르고신실한지도

자가 필요하다.

고신교단은정신을차려야한다.교단지도자들과특히교단총무는고신교단의

보수 신앙입장을바르게이해하고 지킬만한자가되어야 한다.만일그 지못

하다면,고신교단의순교자 뿌리는무의미해지고말것이다.고신측은본래그런

교단이 아니다.그러나 오늘날 고신측은 실망 인 일이 많다.아직도 허순길 박사

같은분이있기는하지만,그의주장과입장이고신에얼마나 향을미치고있는지

모르겠다.고신은 본래의 정신과 분별력과 입장을 회복해야 한다.

이성구 교수의 연합주의

고신측 기 지인 기독교보의 교단 설립 50주년 기획 특집에서 고려신학 학원

교수인이성구목사는“한국교회연합운동과고신”이라는 에서연합운동에 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노출하 다.131)그러나 그의 견해는 비성경 이다.

우선,그는한국의 선교사들의교 확신을무시하고매우불필요한것들

이한국에이식된것처럼생각한다.그는한국교회가여러교 로나뉘인것을억울

하게생각하면서“서방의교회 통이일방 으로우리에게옮겨졌을따름이다.얼

마든지 하나의 ‘한국기독교회’가 탄생할수 있었으나이미여러갈래로나 어진 .

..루터교,장로교,감리교등의달라져있던 통의교회들을받아들이게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그의말은마치우리가교 차이가없는시 에살고있는것처럼들

린다.교 차이는 역사상 불가피하 다.교 차이 들을극복하려는 노력은

131)기독교보,2002.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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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필요하지만,그것들을무시하고한교회가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생각은천

진난만한 생각에 불과하다.왜냐하면 교리 통일성이 없이 하나되는 것은 겉보기

의 하나에 불과하고 내면 갈등은 여 할 것이기 때문이다.교 가 나뉘거나 새

교 가형성되는것은단순히인간 연약때문이아니었다. 어도루터교,장로교,

감리교,침례교,순복음등의교 는분명한교리 확신의차이때문에생겼다.신

학교수가그런교 확신을 요하게여기지않고어떻게그런발언을할수있

는지 매우 의아스럽기만 하다.

그는 장 합동측과 통합측의분열을 교회 정치혹은 교권 장악을 한 싸움

의결과라고본다.그는말하기를,“고신과기장이떼 려나가고남은장로교가다

시승동측과연동측으로분열된것을두고흔히교회정치와 련된것으로설명한

다.WCC에의가담여부가분열의원인이라는것이밖으로알려진분열의이유이다.

그러나‘총신90년사’를쓴김요나는승동측(합동)과연동측(통합)의분열의이유를

네가지로들고있고,그 에WCC와의 계문제가없는것은아니지만,인간 인

계략을 동원하여 교권을장악하기 한싸움의결과일어난분열이라는 것을 부정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주의 안목을 가졌거나 흐려진 보수주의 안목을 가진 자

의발언과같다.자유주의자들은WCC문제가문제될것이없기때문에그것을문제

삼은 보수주의 합동측 인사들의 주장에 결정 요성과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은 무나당연하다. 오늘날분별력없는보수주의자들도WCC에큐메니칼운

동을수용하는 방향으로나아가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WCC가 분열의 정당한 명

분이 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고신의 입장이었는가?보수주의의 본질은

교리의 순수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다.고신의 보수 입장은 어디로 갔는가?

어 하여보수주의 교단의신학교수가교회의순결성을지키기 해투쟁했던선

진들의 투쟁의 요성을 과소평가하는가?

그다음,더욱본격 으로,이교수는자신의연합의생각을피력한다.그는최근

고신의 인사들이 연합운동에 극 참여함에 해 매우 정 인 평가를 내리고 있

다.그는말하기를,“최근들어우리고신은한기총,한장연(한국장로연합회)등에서

상당히목소리를높이고있다....최해일목사가사상처음으로한기총 표회장에

출마하고,여러교회들이회장에당선되면활동을후원하기로합의하면서연합운동

에 핵심 인 역할을 감당하려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인 상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오히려고신이연합운동의주류에서멀리있는것을안타갑게생각한다.그

는 말하기를,“ 한성서공회가 ‘개역개정 성경’과 ‘표 새번역’을 발간할 당시 우

리교회에서 송한오병세박사를 원장으로세우기도했지만,여 히KNCC비

가맹교단인고신은소 한국교회의주류 흐름과상 이없다고말해도크게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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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100주년기념사업회의사무총장을맡았던김경래장로,한국시민운동

의 부격인 손 호교수,‘한국기독교회사를정리하고민족통일에 한건 한 기

독교 인 이론을 집성해 가는 데 결정 인 역할을 한’이만열 교수 등 연합운동에

기여한개별 인고신인들의활동을칭찬한다. 나아가,2001년11월한목 을통

해 창설된 22개 교단장 연합기구와,그 기구를 통해 시작된 ‘한국교회 표기구 단

일화’운동에고신의 은목회자들이많이참여하고있는것, 각지역에서고신

의 목회자들이 지역교회 연합운동,연합사업에 활발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 인 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만일이교수의사상이오늘날고신의사상이라면,그것은성경 으로비

평받아야마땅하다.연합운동에는원리가있어야한다.오늘날의가장큰문제는자

유주의 신학의 문제이다.자유주의는 교회 역사상 무한 가장 괴 인 이단사상

이다.자유주의신학은세계 으로역사 교단들속에심각히침입해들어와있

다.자유주의신학을포용하는에큐메니칼운동이비성경 이라고강력히비평하

던 것이 성경 인 보수교회들의 입장이었고 고신의 입장도 그러하 다.그런데 자

유주의신학이죽었는가?교회들이자유주의이단을제거하고새로워졌는가?어떻

게 보수교단의 인사들과 신학교수가 정신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고신의 강단 교류가 넓어짐

2003년9월의 장고신총회는경기노회가청원한“타교단과의강단교류에

한건”은“당회에맡기기로”결정하 다고한다.“고신신학을하고헌법을알고신

조를안다면당회가알아서하는데아무런문제가없을것이라는것”이그주요이

유라고 한다.132)

그러나이것은고신총회가지교회들의강단교류에 해분명한지침을주어야

할 직무를 고의 으로 회피한 것이 아닌가?오늘날 교회의 실은 무분별한 연합

활동으로인해자유와보수의선이흐려지고있다.이런때에이런 요한문제를

지교회의당회에맡긴다고하는것은총회가지교회들의잘못된강단교류에 해

통제할의지가없음을나타낼뿐이다.이것은하나님앞에서올바르고충성된태도

가 아니다.

고신의 이성구 교수의 자유주의 신학 문

2003년9월 장고신총회에서는고려신학 학원이성구교수의신학사상이논

쟁되었다고한다.총회의신학교육부는이교수가“아모스 언에나타난선택과윤

132)기독교보,2003.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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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는학 논문에서아모스의 언을그이 의독립된다양한 통들이결합되

어 형성된 것으로 으로써 그것이 신 감을받은하나님의 계시임을 부정하며

모세오경의단일 작성을부인한다고보고하 다.총회는찬반토론후투표를

실시해 가 197표,부 135표,기권 3표로 신학부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 다.그러나

신학 원장이 청원한 이성구 교수의 고려신학 학원 교수직 수행이 부 하다는

건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교육부에서는 기각하기로”가결했다고 한다.133)

신학교육부가 연구하여 보고한 로 이성구 교수의 사상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지 되고제재되어야할것이다.그런데총 들가운데상당수가이교수를옹호하

려한것은무슨까닭인가?고신은선배들이가졌던바른신학의보수에 해열심

과충성심을버렸는가?이것은매우실망스러운사실이다.더욱이신학 원장이청

원한건에 한총회의결정이정확히무엇인지불분명하지만,만일그를교수직에

그 로 둔 것이라면 그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라고 본다.마땅히 그것에 해서도

조치가있었어야할것이다.고신은한국교회의보수신학의남은보루와같은사명

을 느끼며 충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장로교회(PCA)]

미국 장로교회:창조론, 투에서의 여성 문제

가장 성장하는미국장로교회는미국에서두번째로큰장로교단이다.그교단

은1973년자유주의 인합 국장로교회(남장로교회)로부터의분열로시작되었고,

1986년신복음주의 인미국복음주의 회(NAE)에가입하 다.미국장로교회는

지난7월연례회의에서군 에서의여성들의역활에 해서와,창조기사가문자

24시간의6일로구성되었는지를결정하기 한연구 원회를조직하 다.그교단

은 한 십년 만에 처음으로 새 서기를 선출하 다.134)

한통계에의하면,미국장로교회는1995년에1,299교회와21만세례교인을가지

고있는것으로나와있다.이교단은미국에서장로교단으로서는자유주의 인미

합 국 장로교회(PCUSA,1995년에 11,361교회,세례 교인 266만)다음으로 크다.

이교단은한국장로교회들에많은 향을끼치는웨스트민스터신학교,카버

트신학교,리폼드신학교등과연 되어있다(웨스트민스터신학교이사들은개인

자격으로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음).우리는이보수 인,복음주의 인

미국장로교회가건 한입장을취하고건 한방향으로진행해주기를바라지만,

1986년신복음주의 인NAE에가입한이후그방향이더욱포용 이게되고있다

고느껴왔다.그교단의지도자들은더이상빌리그 이엄의포용 도방법을

133)기독교보,2003.10.4,6쪽.
134)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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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승인하고 거기에 동참하여 왔다.

[미국 남침례교(SBC)]

남침례교회의 리메이슨 문제

수천명의 남침례교회 목사들과 수십만명의 남침례교회 평신도들은 리메이슨

(Freemason)의 회원들이라고 한다. 리메이슨은 반(反)기독교 인 비 조직체라

고알려져있다.남침례교단은그목사들에게 리메이슨을떠나라고요구해야한

다.한편,남침례교단의‘보수주의자들’은남침례교자유주의자들과‘공통분모’를

해 화를하고있다.135)그러나이단에속한사람은한두번훈계한후에멀리해야

한다(딛 3:10).

침례교세계연맹(BWA)의 웅들

남침례교회는침례교세계연맹의주요회원교단이다.데스몬드투투는1998년침

례교세계연맹모임에서연설했다.침례교세계연맹의1999년10월-12월호뱁티스트

월드는빌리그 이엄을“세기의가장 한 도자”라고높여말한 을실었

고,본훼퍼와마틴루터킹과오스카로메로와같은이들을“20세기의선지자들”이

라고 불 다.136)

미국 남침례교인들의 연합 활동

보수주의자들이인도하는남침례교단의문제 들이슬픔가운데계속보도되고

있다.어떤남침례교단의친구들은더시간과인내가필요하다고말하지만,타 을

향한경향은늘어나고있고 어들고있는것같지않다.주목되는최근의한사건

은6월11일버 햄에서열린‘오순 2000’행사이었다.7월13일앨러배머뱁티스

트는이에큐메니칼사건에 해다음과같이썼다:“그것은한신앙가족으로서하

나님을 찬양하기 해 모인 많은 교단들의 가수들,무용수들 기타 연주자들을

포함했다.버 햄침례교회 회와기타몇지역의침례교회들이참여했다.”버 햄

의사우스사이드침례교회의양육담당부목사인페기샌더포드는,“우리는신앙체

제들이다르지만우리의하나님에 한우리의신앙에서연합되어있다”고말했다.

참여자들은 침례교인들,천주교인들,그리스도의 교회, 자유주의 교단들의

표자들을포함했다.워터버가트신부는말하기를,“교리는분리시키나 사는연

합한다.우리가 감히 경쟁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 다.137)

135)ChristianNews,1June1998;CalvaryContender,15July1998
136)CalvaryContender,15December1999.
137)CalvaryContender,1Augus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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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문제들

[잘못된 사상들의 포용]

세계 하나님의 교회(WorldwideChurchofGod)의 두 얼굴

세계 하나님의교회가허버트암스트롱의어떤이단 교리들을버렸고이제

삼 일체신앙을가진다는것은칭찬할일이다.그교회는여러방면에서복음주의

으로보이며최근에는미국복음주의 회의회원으로받아들여졌다.그러나그

교회는여 히 원한지옥형벌의교리를거 하고,유 교 안식일 수를고집

하고,죽은후의구원의두번째기회에 한비성경 가르침을받아들인다.지옥

에 한그들의결함있는교리는크리스챠니티투데이1997년8월12일자에서그

교회의 한 목사 교육 이사에게서 나타난다.138)

복음주의와 진화론의 향

크리스챤뉴스1998년7월6일자는신비주의(occult)에 한데이 헌트의최근

의책을여러곳인용하면서,로마천주교회,교황,크리스챠니티투데이,빌리그

이엄, 로미스키퍼스등기타많은교회단체들이오늘날진화론(進化論)과함께

나아감을보여 다.오늘날6일창조를옹호하는자들은거의없다.제임스답슨같

은복음주의자조차도유신론 진화론을 해문을활짝열어놓은휴로스의책들

을선 하여왔다.139)진화론이온세계와세계교회들에끼치는 향은참으로큰

것같다.많은복음주의 인사들과단체들이어느정도진화론을받아들이는타

태도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진화론은 성경 진리와 배치되는 사상이다.성경은

하나님께서 말 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밝히 증거한다.

지옥의 불에 해 의문하는 자들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2000년1월31일자에의하면,빌리그 이엄은지

옥의불에 해의문을품었다.클라크피나크는지옥형벌에 해“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아무리 그의 피조물들이 죄악될지라도 그들에게 원한 고통을 부과하는

그런잔인하고보복 인신을고안할수있을까?”라고말한다.피나크는 그런일

을하는하나님은“하나님보다는사탄에더가깝다”고한다.죤스토트는성경 비

유인불의주된기능은멸망시키는것이며,지옥의불이 원하고꺼지지않을지라

도“만일거기에던져진것이멸망치않는다고 명된다면매우이상할것이다”라

138)FundamentalDigest,October1997;CalvaryContender,1November1997.
139)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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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그러나 지옥은 원한 불의 고통이 있는 실제 장소이다.140)

“회복할 수 없게 배교 인”장로교회

미합 국장로교회는교회내의보수주의자들에의해“회복할수없게배교 이

다”라고표 되었다.다섯명의미합 국장로교목사들은“고백과회개를요청함”

이라는문서를최근에 터키주루이즈빌의장로교센터입구의벽에붙 고그

에그문서를 정하는100명의장로교인들의서명이있는다른하나의종이를붙

다.141)그문서는“[교단내의]갱신에 한이야기는별의미가없다”고말하고

미합 국장로교회는“짐승의배가썩어가고있고죽어가고있으며”“재의행정

체제하에서는회복할수없게배교 이다”라고부언(附 )하 다.여러해동안,그

교단은동성애자의안수나, 수그리스도께서하나님께로나아가는유일한길인지

아닌지 같은 문제들로 씨름하 다.

하지만이보수주의자들은미합 국장로교회로부터떠나기를거 하고자신들

을이“회복할수없게배교 인”교단과동일시하기를택한다.미합 국뉴스에의

하면,그 문서는 “장로교인들이 그 교단 내에 머물 것과 ‘하나님의 뜻에 반 되는’

모든일을후원하지말것을 구한다.”그러나그러한생각은비성경 일뿐만아

니라 비논리 이다.하나님의 말 은 잘못된 교리와의 모든 동일시로부터 분리할

것을요구하는데,미합 국장로교회나활동에조 이라도시간과돈을바치는자

들은 그 교회의 모든 비성경 활동을 돕고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142)

[선교와 사회사업에 한 생각]

복음주의자들의 ‘넓어진 선교 개념’

1974년복음주의로잔언약은교회의선교에서 도가일차 이라고표 하지만,

도와사회정치활동의불가결의연 성을강조함으로써선교속에두요소를포

함시키는경향을이미보 다.로잔선교 회의지도 인물이었던죤스토트는고

백하기를,“수님의마지막부탁[마28:19]의결과들뿐만 아니라그실제의부탁

자체가 도의책임뿐아니라 한사회 책임도포함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함

을 나는 지 더 분명하게 본다”고 했다.143)

RES의 폴 슈로텐보어의 선교 개념

140)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141)PCUSANews,28October2002.
142)Foundation,November-December2002,p.45.
143)TheLausanneCovenant,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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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주의 에큐메니칼 의회(RES)총무 폴 슈로텐보어는 진술하기를,“ 도는

일차 이지만 한 비 이다. 도는그리스도의이름으로개인 회심과구조

개 을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144)그는 도에 한 ‘총체 (holistic)개념’을 주

장한 것이다.

미국 NAE인사의 자유주의 ‘도’개념

미국복음주의 회(NAE)의세계구제기구(WorldRelief)회장클리 캘버는말

하기를,“내가나의생명을 수그리스도께드린것은한 도자가한설교때문이

아니고그가산삶의방식때문이었다”라고했다.이스턴신학교의란사이더는말

하기를,만일 우리가 배고 자들을 먹이지 않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지 않는다면,

우리는지옥에갈것이라고하 다.미국침례교회의신문크리스챤시티즌5쪽의

한 은 도에 해쓰기를,“도는우리마음에생각되는모든것을설교하는것

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 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능력을 가지고 그 왕국의 임함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했다.성경 복음(고 15:1-4;롬 1:16)을 포함하지 않는 그

어떠한 도도 성경 도가 아니고 무력(無力)한 ‘사회 복음’이다.145)

사회복지사업이 교회의 임무인가?

장합동측의기독신문에의하면,총회의 사업의하나로총회산하에총회

사회복지 원회가창립되었고그 회장에사랑의교회의옥한흠목사가추 되

었다고한다.그신문에의하면,총회사회복지사업추진 원회주 으로교단산하

목회자장로사회복지 문가등6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창립 배에서참석자

들은“새로운목회의패러다임이요구되는시 에사회복지는교회의가장기본

인 ‘임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 다”고 한다.146)

사회복지사업이교회의‘임무,’그것도‘가장기본 인임무’인가?만일그러하다

면, 통 교회들은가장기본 임무를망각하고소홀히한심히불성실한교회들

이 될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그 지 않다.사회복지사업은 교회의 임무가 아니며

가장기본 인임무는더더욱아니다.이문제는매우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우리나라의 표 보수교단의활동과지도 인물들의생각과교단신문의논조

가사회복지사업을 교회의 가장 기본 임무로보고있다면보통큰 일이 아니다.

그러한생각이옳다면,교회들은이제까지매우잘못되었고지 도다수의교회들

은 매우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144)InternationalBulletinofMissionaryResearch,6(1982),152.
145)Charisma,December1998;CalvaryContender,15December1998.
146)기독신문,2001.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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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이란, 를들면,버려진어린아이들,독거노인들,소년소녀가장들

을 돌아보는 사업,고아원 사업,양노원 사업,어린이집이나 탁아소 사업,가정폭력

문제,노숙자 문제,정신박약아들,지체장애인들 등을 한 사업 등 사회의 정신 ,

신체 ,물질 어려움을 덜어주기 한 사업을 일컬을 것이다.이런 사업들은 다

선하고좋은일들이며오늘사회에서매우필요한일들이다.그러나문제는,교회가

이런일들에 여해야하는가하는것이며, 여해야한다면얼마나그리고어떻

게 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 에 있어서 매우 근본 인 문제이다.

통 으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하여 3 임무를 말해왔다.첫째는 하나님께 한

배의 임무요,둘째는 자체를 향한 성장 혹은 양육의 임무요,셋째는 세상을

향한 도의임무이다.가난한자들의구제나병자들의방문은교회안의성도들을

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교회로부터 이루어져왔지만147),세상 사람들을 해

서는결코교회의일차 혹은독립 일로행해지지않았다.교회는세상사람들을

해 혼구원의 도에 심 력하 고그과정에서필요를따라구제하고병자

들을 돌아보았을 뿐이었다.

이것은 수님의사역의면모이기도하 다.주께서는결코 도와별개의사회

복지사업을행하신일이없다.그는심지어자신의오신목 이사회복지사업이라

고말 하신 도없다.그는자신이 도하기 해혹은죄인을불러회개시키기

해왔다고분명히말 하셨다(막1:38; 5:32).그가병자를고치신것도 부분

그를믿는자들을고치신것이었고그가떡기 을행하신것도그의말 을듣기

해여러날동안그를따라왔던무리를불 히여기셔서부득이행하신행 이었

다(마 14:15-21;15:32-38).

사도행 에밝히나타나있는 로, 교회는 수님의명령과모범을따라오

직 혼 구원의 도에 심 력하 다.그들이 성도를 구제한 것은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사랑의실천행 이었다.그들은 도와별개로사회복지사업을생각하지

않았다.개 교회들을포함한 통 교회들은이런성경 생각을따라행해왔다.

그들은 배와 성장과 도를 교회의 3 임무로 믿고 그 일들에 힘써왔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자유주의 향을 받은 단체들, 컨 YMCA나

YWCA같은것들은달랐다.그것들은사회복지사업에힘썼다.사실자유주의자들

에게는 혼구원의 도가별의미가없다.왜냐하면그들은죄사함과칭의,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오늘날많은복음주의교회들이자유주의의생각에 향을받아교회의

임무에 한바른생각을버리고변질된생각을하고있다.그들은마치사회복지사

147)행 2:44,45;4:34;11:29;고후 8:4;9:1;갈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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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교회가그동안매우큰실수로소홀히하 던일인것처럼말하고있고심지

어 사회복지사업을 ‘교회의 가장 기본 인 임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이것은 성경 이지도 않고 역사 이지도 않다.

도의 한 방편으로서의 구제나 사가 아닌 구제나 사는,비록 그 자체가 선한

일일지라도,주께서 교회에 명하신 임무가 아니다.물론 교회는 그런 일을 기회가

있을때에어느정도할수있다. 신자개인은얼마든지힘있는 로그런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인 단체로서의 교회는

주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임무와 사명이 있다.그것은 앞에 말한 로 배와

성장과 도의임무이다.특히주 수께서는제자들에게,즉교회에게세계복음화

의 임무를명하셨다(마28:19;행1:8).그러므로땅끝까지복음을 하는 도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지는 특수한 임무,곧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mission)인 것이다.

그러므로하나님의신실한종들은성경을바로알고교회의임무와사명을바로

깨달아바른목회,바른교회활동을해야할것이다.사회복지사업은‘이시 에요

구되는목회패러다임’이아니고,목회가무엇인지,교회가무슨일에 념해야하는

지를알지도못하는자들의잘못된목회패러다임이다.주의종들과교회들은정신

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른 일들을 해야 한다.

잘못된 력선교 개념

기독신문‘교단활성화기획--(4)올바른미래선교 비’라는 에서,노충헌기

자는 21세기의 선교 방향을 (1)미 도종족 선교,(2)평신도 문인 선교사 양육,

(3) 력선교라고요약한다.특히그는 력선교에 하여논하면서다음과같이말

했다:“아쉽게도국내에서도해외에서도 력사역에는인색하다.한 로선교사자

녀수련회가 있다.최근 장통합 선교부에서 장총회측과 선교사 자녀 수련회를

합동으로열자고제안한바있다.그러나특별한이유없이거 했다.선교사자녀

수련회를교단의특색에맞취따로할필요도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선교사자녀

수련회를독자 으로열수있는단체가국내에거의없다는실정을감안할때수련

회 상을 좀더 개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148)

그러나우선, 장합동측교단신문에서,그것도 요한주제를다루는논설의지

면에서,교단의책임있는직책을가진인물이아닌일개의기자가교단의방향에

계되는 한문제에 해논하 다는것은합당하지않은일이라고생각된다.

력선교에는분명한원리가있어야한다.그원리는무엇보다선교를포함하여교

회의 모든 활동이 신학 건 성의 기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를

148)기독신문,2002.6.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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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장 통합측과의 교류 문제는 그 교단이신학 으로 건 한가라는 문제에 달

려있다.통합측은1959년합동측과분리된이후미국의자유주의 장로교단인미

합 국장로교회(PCUSA)와계속교류를가졌고,성경유오설,문서설,바르트의신

정통주의등의자유주의신학사상을용납해왔다.그러므로통합측은신학 으로건

한 교단이 아니다.그 기 때문에 통합측과의 교제나 연합 활동 반에 문제가

있다.그러므로그교단과의 력선교는물론,선교사자녀수련회도옳지않다.교

단신문의역할과 향은참으로 하다.교단신문은하나님의뜻에맞는바른방

향을 지시해야 한다.그 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

인류에의 사가 배인가?

한 수교총회(통합)의 표 교회의 하나인 연동교회의 이성희 목사는 교회

연합신문에기고한“하나님께 한최 배는인류에의 사”라는제목의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썼다.149)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을 극 화해야 교회인 것이다.

교회의본질 사명의세 가지는 리그마와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이다...
.교회의 사는크게두가지로분류한다.하나는하나님께 한섬김즉 사이다.
...다른하나는사람에 한윤리 사이다.사람을섬기는수평 사는하나
님을섬기는수직 사의결과이며 가이다.그래서웨슬 (JohnWesley)는‘하
나님께 한 최 의 배는 인류에의 사’라고 하 다.

미래교회는완 히사회에 하여개방 기구로다가갈것이다.사회의변화에
하여둔감한교회의태도가결국한국교회의쇠퇴라는결과를가지고오게하
으며 사회 책임에 한 소홀함이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 사를 심으로교회의구조를 환해야특징 이며효과 인사회 사가
가능하다.

교회가이세상에존재하는 것도세상을섬기기 함이다.교회는세상을섬길
때에비로소세상의교회가될수있을것이며세상이인정하는교회가될것이다.
사회로부터외면당하는교회는참교회가아니며사회가인정하는교회가세상에
필요한교회이다.미래사회에교회가교회되기 하여남은한가지일이있다면
그것은사회 사일것이고교회는신속히섬김의구조로교회의구조를조정하여
야 할 것이다.

과연 사회 책임과 사가 교회의 본질 사명이며 사회 사를 통해 세상에서

인정을받는것이교회의당면한과제인가? 교회는사회 사를 한체제로신

속히구조조정을해야하는것인가?필자는 와같은이성희목사의사상은교회

의 세속화 발상이며 으로 비성경 이고 비역사 이라고 본다. 수께서 이

세상에오신것은단순히사회 사를 해서가아니고죄인들을구원하시기 해서

149)교회연합신문,2003.3.30,5쪽.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60-

이었다. 한 그는 제자들에게 사회 사를 명하지 않으셨고 단지 세계복음화의

도를명하셨다.교회는역사 으로교회의사명곧미션(mission)을 도로바르게

이해해왔고수행해왔다. 사와섬김은제한 으로주로교회내에서수행되어왔

다.

[천주교회에 한 생각]

가 천주교인들에게 도할 것인가?

오늘날 가복음을가지고천주교인들[로마카톨릭교인들]에게갈것인가?많

은선교기 들과교회밖의단체들이이제타 된,무력(無力)한복음을가지고세

계에 복음을 하기 해 천주교인들과 연합하여 일한다.복음 (Proclaiming

theGos-pel)지1997년6월호는다음과같이보도하 다:“천주교회는이제빌리

그 이엄의 도 회들에 참여하고있다. 도 회를 선 , 진시키고천주교상

담자들을사용하는댓가로,그 이엄은믿음을고백하며앞으로나오는모든천주

교인들을그들의천주교회들로돌려보내겠다고지역의주교와약속한다.”그리스도

안에있는이어린아이들은이와같이성경 복음과그것을 하는자들을정죄

하는이리들에게로의탁된다.촬스콜슨,빌 라잇,제이아이패커 다른복음주

의자들,곧 도보다일치를 해더바쳐진 들은1994년기본 으로서로의양무

리를‘개종시키지’않기로천주교인들과합의하여‘복음주의자들과천주교인들과함

께’(ECT)라는문서에서명하 다.이와같이많은복음주의자들이천주교인들에게

도하기를 단하고그들을동반자로여겨그들과함께일하기를선택한다.그러

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입장과 태도에항거하며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천주교인들에게도 할 것이다.150)

테 사 수녀는 기독교인인가?

천주교의테 사수녀가1996년9월별세하 다.그는인도의극빈자들을섬기는

‘많은놀라운일들’을하 다.그는노벨상수상자이다.그러나그는,우리모두가하

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믿는 보편구원론자이었다.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에게든지당신이평안하게느끼는신에게기도하시오”라고말했다. ,그는에이

즈 환자들에 해 “그들 각 사람은 고통 당하는 자로 장된 수다”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를 강하게 반 하 으나 말하기를,“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멸할

때,우리는하나님을멸한다”고했다.그러나그의이런사상들은비성경 이다.무

엇보다,그가충실한천주교인이라는사실은그가참된기독교인이아니라는것을

150)CalvaryContender,15 June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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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한다.그러나빌리그 이엄이나촬스콜슨같은복음주의자들은그를아낌없

이칭송하 다.촬스콜슨은그를‘ 한그리스도인’이요‘그리스도안에서의자매’

라고불 다.이것은진리를혼란시키는발언들이다.정통천주교인들은복음진리

를 부정하는 이단자들이요 마리아를 그릇되이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다.151)

교황 비디오 고

신복음주의 인크리스챠니티투데이1998년4월6일자에는‘여섯개의 감있

는비디오세트’에 한 면 고가실렸고,그 의하나는‘교황요한바오로2세’

라는제목이다.이것에 한 고문은다음과같다:“이 감을주는비디오선집은

가장 사랑받는 종교지도자들 의 한 사람과 연합하도록 여러분을 청한다.”152)

복음주의잡지에이런 고가실려도되는가?교황요한바오로2세가 시 에참

된기독교에가장혼돈을주는인물 의한사람이라는것을믿는자들에게는이런

류의 고를허용하는것은나쁜일이라고생각된다.참된복음주의는하나님의진

리에 성실해야 한다.그것은 악을 포용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미국을 구하기 해 천주교인들과 연합?

오늘날여러교회들과단체들에서유행하는많은이상한교훈들과경험들이있

다.어떤곳에서는,어떤심각한주제가설교되고있을때,사람들은개들과같이짖

고,사자들과같이으르 고,웃는발작증세를보이며마루에넘어진다.다른한편

에서는,개신교종교개 자들의후 이며참으로개 주의 이라고주장하는자들

이미국을구하기 해로마카톨릭교인들과함께 력하는것을옹호한다.개신교

종교개 자들의후 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이국가를구하기 해로마천주교회

와 력하는것을옹호할수있다는것은 으로놀랄일이다.‘혼의양식’이라

는란에서,“잃은땅을다시얻기”라는제목아래--부제목은“천주교인들과개신교

인들은사회문제들에 해서연합할수있다”인데--월드지기고자매트다니엘즈

는이런‘이상한’혼합을제시한다. 크빌 학의학장로날드쿡박사는 의사

실을언 하면서천주교회의거짓된교훈들을반박하고개 로자처하는재건주

의자들이얼마나천주교의 수회회원들과비슷한지보여 다.그는말하기를,사

회를정화시키기 해일하는자는 구든지우상숭배를우리가 강처리하지말

고공격해야할가장큰악들 의하나라고보아야한다고했다.153)우리는선을

이루기 하여악과 력할수없다.하나님의일은반드시하나님의방법으로이루

151)CalvaryContender,15November1996;1April1997;1October1997.
152)CalvaryContender,15April1998.
153)CalvaryContender,15Apri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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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교황 칭송자,반 임페

최근에미국의부흥사잭반임페는교황요한바오로2세를하나님의사람이라

고변호하는데그의 체방송을사용했다고한다.그는다음번교황이요한계시록

의거짓선지자일수있을것이라는생각에반 하며“우리는그리스도안의형제

자매들로서 결합되었다”고 말했다.154)

국제 교도소 의회 회장 마이클 티미스(MichaelTimmis)

미국디트로이트의사업가마이클티미스는설립자척콜슨을이어서국제교도

소 의회의회장으로지명되었다.척콜슨은명 회장으로이사회에머물러있다.

티미스는 로마 천주교인이며 로미스 키퍼스 이사회에서도 섬겼고,1997년 10월

4일미국워싱턴D.C.에서의 로미스키퍼스집회에서연설했다.155)주의신실한

종들은 주의 일을 하되 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

척 콜슨과 천주교인들

제임스 보이스 박사는 크리스챤 뉴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 게 말했다:“척

콜슨은하나님을 해 한무슨일을하려고하는...정력 인큰활동가요운동

가이다.그것은굉장한일이다.그는천주교인아내를가지고있다.그의가장친한친

구들이나 어도그가그의책들에서존경하는사람들은천주교인들이다. 컨 ,테

사수녀는매우높게평가되고,말콤머거리지등.나는그가천주교회에 해높은

견해를가지는경향이있다고참으로생각한다.그러나나는만일그의수입이개신교

인들로부터오지않는다면그가천주교회로 향하 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항상말

해왔다....그것이 내가 그에게서받은인상이다.”156)

촬스 콜슨과 천주교인들

“[미국]남침례교인인촬스콜슨은미국에서로마천주교회를 한가장효과

인선 자이다.”트리니티리뷰지에서죤W.로빈스는그 게말한다.로빈스는33

가지이유들을열거한다.157)콜슨은교황을칭송하 고자주천주교인들과함께활

동했다.그는한천주교인을선택하여교도소선교회의인도자로자신을 신하도

154)ChristianityToday,2March1998;CalvaryContender,15March1998.
155)Moody,August1998;CalvaryContender,1September1997;15July1998.
156)CalvaryContender,1January1999.
157)ChristianNews,16Octo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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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했다.158)

척 콜슨(ChuckColson)을 후원치 말아야 할 이유

척 콜슨은,“오늘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희망 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나왔다”고 말했다.159)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는 척 콜슨과

그의 교도소 선교회를 후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 다:160)

1.콜슨 씨의 천주교회와 교황에 한 높은 견해

2.그의 들과 말들에서 천주교인들을 기독교인으로 포함함

3.‘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 함께’라는 정 문서들에 서명함

4.교도소 선교회의 지도자들 속에 로마 천주교인들을 포함함

5.교도소선교회의신앙진술의당혹 함[‘칭의’가천주교인들에게받아들여지
도록 고안됨].

커버 트 학과 로마 천주교회

1999년8월,미국성경장로교회는다음과같은결의안을통과시켰다:“미국장로

교회(PCA)총회가이사회를선출하는커버 트 학은한합창단을동부유럽으로

보냈다.그합창단은거기에서두차례로마천주교회들의 배에서노래하 다.한

번은미사를하는동안노래하 다.”161)보수 인장로교회 학의학생들이이런

분별력 없는 행동들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회

세계교회 의회 지도자들은 수십년 동안 로마 교황이 연합된 교회의 자연스런

우두머리라고 선언해왔다.유명한 복음주의자들에 의한 최근의 성명서들(를 들

어,ECT1과ECT2)은로마천주교인들을그리스도인들로인정하 다.잭반임페

는 한층 더 나아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근본주의자라고 극 으로 선언했다

(빌잭슨박사).다른개신교지도자들도더근래에비슷한견해들을말했다.1999년

7월5-8일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그린빌에서모인세계근본주의자 회는로

마 천주교회의 배교를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162)

최근소 개신교회지도자들이로마천주교회교황을세계교회의우두머리로

158)CalvaryContender,15 November2000.
159)ProclaimingtheGospel,January-February.
160)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161)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9.
162)CalvaryContender,1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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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를제안하는성명서들이있어왔기때문에,그리고교황의권 를모든
교회들에 주신 ‘은사’로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비가,로마 천주교회는 분명히 그
해로운 교리들,그 우상숭배 인 행 들이나그 신성모독 인 배들을 변경시킨
이없기때문에교회라고자처하는교회들이얼마나속임을당하게되었는가를
나타내기때문에,이 회의 표자들은이배교를통탄하며,강탈자요속이는자인
교황을거 하고주 수그리스도께서교회의참되신유일한우두머리이심을재
천명한다.우리의충성은그에 한것이며우리는오직그에게만순종하기를원한
다.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의 혼란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1)’(ECT-1),‘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

함께(2)’(ECT-2)라는문서에이어,‘수그리스도의복음:복음주의 축하물’이라

는제목의새선언서가나온다.163)이문서는성경 복음을분명히정의하기 해

지도 복음주의자들에의해승인,서명되었다.그러나그문서는로마천주교회의

구원방법이거짓됨을(그것의이름을언 함이없이)강력하게증거한다고T.A.

맥메이언은말한다.164)그는부언하기를,“하지만15명의서명자들은 한로마천

주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과 자매들’로 용납하고 복음을 확산하기

해로마와의동반자 계를제안하는‘복음주의자들과천주교인들과함께(1)’와‘복

음주의자들과천주교인들과함께(2)’라는문서들 의하나에혹은둘다에서명하

다.그들의사역들 의일부, 컨 , 로미스키퍼스운동,교도소선교회, 학

생 선교회 등은 로마 천주교인 간사들을 지도 치에 둔다.165)

복음주의자들의 천주교회

왜척콜슨의교도소선교회의목사들의70페센트이상이천주교인들인가?왜천

주교회 신부 죤 뉴하우스와 함께 ‘복음주의자들과 천주교인들과함께’라는 운동의

력 개자인콜슨은최근에교도소선교회의책임을 재천주교인인마이클티

미스에게넘겨주는것을허락했는가?왜달라스신학교는‘미국을 한천주교캠페

인’의설립이사인 리엄베네트를1999년9월의주강사로세웠는가?166)빌리그

이엄,빌 라잇,로벗슨,답슨 기타복음주의자들은천주교회지도자들을형제

들로간주한다.그들과제리팔웰과잭반임페는교황에게찬사를보냈고 도 회

들과기타행사들에서천주교회지도자들과더불어활동한다.가련하고미혹된천

163)CalvaryContender,15July1999.
164)BereanCall,July1999.
165)CalvaryContender,15August1999.
166)BereanCall,Octo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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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이단들을불 히여기라!그들의지도자들이 도동반자들로간주될때,그들

이 어떻게 도될 수 있으며 거짓 복음의 굴 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이단들은

도의 상이며 도자들의 동료가 아니다.어떤 천주교 평신도들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만일 그 다면 그들은 천주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167)

테 사 수녀와 복음주의자들

교황이테 사수녀를성자로추앙할때,그여자는여 히복음주의자들의존경

을받을것인가?그가마리아를그리스도인들의 력구속자요 력 보자요보혜

사(언자)로높이며‘캘커타의성테 사’를칭송할때,잭반임페와척콜슨과제

임스 답슨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그들은 다 테 사 수녀를

참된 신자라고 믿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168)

빌 매카트니(BillMcCartney)의 천주교회

로미스키퍼스창설자빌매카트니는나이트리더뉴스서비스의리챠드쉐이

닌(RichardScheinin)과의 화인터뷰에서‘당신은천주교회를합법 인기독교회

라고간주합니까?’라는질문에 하여‘물론이죠’라고 답변하 다.169)데이빗클라

우드는“매카트니가로마천주교회가거짓된복음을 한다는것을믿지않는것

이 분명하다”고 논평했다.170)

톨키엔,C.S.루이스,천주교회

질 사운더스는 카나디안 리바이발리스트 3-4월호에서 J.R.R.톨키엔(Tolkien)

의경건한로마천주교회신앙에 해많은증거가있다고말한다.그의아들마이

클에게보낸편지에서,톨키엔은“매우좌 되었던나의삶의어두움속에서,나는

땅에서사랑할만한하나의 한것을네앞에둔다.그것은복된성례식[미사]이

다”라고말했다.톨키엔의아내는그들이결혼한다음에천주교회로 향해야했고

그들의 아들 죤은 임직받은 사제가 되었다.사운더스는 다음과 같이 부언한다:

C.S.루이스가톨키엔을통해기독교로 향하 다는것은흥미있는일이다.
그들은거의평생친한친구이었고매주옥스포드선술집에모여술을마시고담배
를피우며서로의이야기들을나 었던‘더잉클링스’라고부르는문학모임에속해
있었다.루이스는 국교회교인이었지만,연옥과미사의교리를포함하여어떤천
주교견해들을가지고있었다.그는 한임종시에로마천주교회의‘임종의식’을
요청하 다.

167)CalvaryContender,15November1999.
168)C.E.C.Journal,May2000;CalvaryContender,15June2000.
169)DailyOklahoman,15September2001.
170)CalvaryContender,1Octo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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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키엔의 반지의 주님이라는 책은 기본 으로 천주교 인 작품이다.171)

[종교다원주의의 향]

김 한 교수의 ‘변 주의’의 오류

숭실 학교의김 한교수는1993년한국복음주의 의회에서“종교다원주의와

그리스도의유일성”이라는제목으로강연하 다.그는그강연에서타종교들을우

상숭배요미신이라고보는근본주의신학의배타주의 태도를반 하면서자유주

의 신학이 가지고있는 기독교와 타종교의 공통 과 연속성을 취하는 연속주의

태도를취해야할것을말했고,비록종교다원주의는수용하지않지만,타종교와의

만남과 화를 극수용하고“타종교의경건성과도덕성을진지하게배우며타종

교의종교 확신을무시하지않고존 ”하는변 주의 개 신학을추구해야한

다고 주장했다.172)

그러나성경은,비록우리가모든믿지않는자들과같이타종교인들도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로 여겨 그들을 불 히 여겨야 하지만,타종교 사상 자체는

하나님의뜻에서멀리떠난우상숭배 이요미신 이고부도덕한것이라고말하며

그들에게서무엇을배우려하지말아야할것을분명히가르친다.시편96:5,“만방

의모든신은헛것이요여호와께서는하늘을지으셨음이로다.”신명기12:30,“는

스스로삼가서네앞에서멸망한그들의자취를밟아올무에들지말라. 그들의

신을탐구하여이르기를이민족들은그신들을어떻게 하 는고?나도그와같

이하겠다하지말라.” 미야10:2,3,“여호와께서이같이말 하시되열방의길

을배우지말라.열방인은하늘의징조를두려워하거니와 희는그것을두려워말

라.”타종교인들은기독교인들이불 히여기며복음을가지고 근해야할 도

상자들이다.

노만 빈센트 피일(NormanVincentPeale)100주년 기념 축하

1998년6월,미국에서는약2천명의 배자들이1993년95세로사망한노만빈센

트피일의100주년기념을축하했다.피일은1984년필도나웨 로그램에서이 게

말했다:“거듭나는것은필요치않습니다.여러분은하나님께로가는여러분의길을

가지고있고나는나의길을가지고있습니다.나는한신도교사당에서 원한평

화를발견했습니다....그리스도는그[여러]길들 의하나입니다.하나님은어느

곳에나계십니다.”173)피일은1980년한몰몬교총회장생일축하모임의주연사이

171)CalvaryContender,July2003.
172)기독교 연합신문,1993.8.1,9쪽.
173)ChristianNews,8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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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몰몬교 지도자들을 칭찬하 다.그는 리메이슨 회원이며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신성, 부활을부정했다.그러나그는빌리그 이엄과기타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칭찬을 받았다.174)

캠폴로와 수님의 유일성

제릴팔웰과함께한CNN의크로스 이어시간에,신복음주의자토니캠폴로는

수께서천국가는유일한길이라고말하기를거 했다. 그는“나는 수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 속에만 살아계신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75)

신복음주의에 한 평가

박형룡의 비평

고(故)박형룡 박사는 신복음주의에 해 다음의 요 들을 비평하 다.176)

1.성경 무오,창조,그리스도의 처녀성탄,지옥 등의 교리에 해 불확실하다.

2.자유주의자들과 우호 화를 나 며 특히 도에 동한다.

3.WCC에큐메니칼 운동과 우호 계를 가지며 사회복음운동을 따라간다.

4.결론 으로,잘못 아는 형제들이거나 열렬하지 않은 이단자들이다.

신복음주의자는 진실하지만 잘못이다

잭 스티 스는 오하이오 바이블 펠로쉽 비지터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내가신복음주의자의마음가짐을이해할수있다고생각한다.그는복음으
로 세상을 하는데 심을가지며,그것은 더빠를수록 더좋다.그리고그는
그것을하기 해그밖의거의모든것을희생하려한다.그러나그 게함에있어
서,그는 무지나치게 많은 것을포기하며,그가 진 시키려하는 바로그것을
괴한다.그는외 인성공을가지며참으로형통하는것처럼보인다....그는
그가 바르다고 생각한다.그는 형제이다.그러나 그는 매우 잘못이다.177)

신복음주의:거 한 오염자

죤 애쉬 룩 목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날근본주의를공격하는거 한오염세력은신복음주의즉안으로부터의

174)CalvaryContender,15July1998.
175)CalvaryContender,15August1999.
176)박형룡,신복음주의 비평 (보수신학서 간행회,1971),25-47쪽.
177)CalvaryContender,1March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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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이다....신자와불신자를연합하는에큐메니칼 인 도가있다.은사주의와
비은사주의의혼합이있다.개신교인과천주교인의연합에 한제안이있다. 교
회 구도자운동이 있다.복음에 한심리학 근이 있다. 기독교음악
운동이있다.천국과지옥의문자 이해에 한공격이있다.하나님에 한개방
견해가있다.이모든슬 경이근본주의안에서‘제자들을끌어...어그러

진말을하는사람들’이일어남으로생겼다.우리는우리가신복음주의자들과친구
가되고그런책들을읽고그런 회들에참석하고그런연사들의말을들으나그
런어그러짐속으로이끌려들어가지않을수있다고생각할때치명 잘못을범
한다.178)

신복음주의가 치명 인 이유들

촬스 우드부릿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복음주의는가장치명 인신학 ,도덕 타 이다.그입장은하나님의말
에 한교활한공격이다.개신교종교개 이후,그리스도의교회가이보다더간
교한 에직면한 은없다....그입장은몇가지이유에서치명 이다.첫째
로,그것은신학 부패의한형태로서복음주의진 들밖에서시작한것이아니
고 그진 들밖으로부터가아닌안으로부터의공격이기때문이다.둘째로,그
것은 어떤경우들에서수년동안성경을믿는 복음주의자로알려진자들에의해
옹호되기때문이다.이들 어떤이들은참으로한때신앙의변호자들이었다.그
들은무리들의신임을얻었기때문에 들은그들의견해들이바 었다는것을믿
으려하지않을것이며그들을따라그들의타 들에동참하게될것이다.셋째로,
그것은성경을믿는신자들이명확히반박할수있는분명하게정의된다른신학
체계가아니기때문이다.그것의음흉한성격을찾아내기 해서는분별력이필요
하다.넷째로,그것은교리를희생시키면서사랑을강조하고복음의사회 측면들
을강조하기때문이다.그것의거짓된가르침을반 하는정통신자들은사랑이없
거나반(反)사회 이라고간주될 험이있다....다섯째로,그것은자유주의진
의신학 지식층의비 를맞추고요구를만족시키며,자기의견해들을가지지않
는자들은 (前)근 이라고암시하기때문이다.정식 인학구 훈련을조 밖
에받지못한목사들은이것이낙심시키는일로생각될것이다.여섯째로,많은그
리스도인들은그것의잘못된그러나그럴듯한견해들로세뇌되고있기때문이다.
그결과로,교리 윤리 쇠퇴가교회생활의여러 역들에서보여진다.일곱째
로,신복음주의라는낙타의코는이미기독교천막속에있기때문이다.낙타는그
체를 차지하려고 힘써 고 들어오고 있다.179)

극단 립

사람들은극우(極右)와극좌(極左)에 해말한다.그러나우리가지극히거짓되

178)OBFVisitor,November-December2000;CalvaryContender,1February2001.
179)GospelStandard,October2001;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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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극히 불순종 이며지극히 험하다고 폭로할 필요가있는 것은 바로극단

립이다. 에W.B.라일리박사는“ 도 인물은20세기의신학 이다”

고 말했다.진리와 오류 간의 싸움에서 립성은 덕이 아니다.180)

신복음주의의 평가

신복음주의의 문제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신복음주의는 성경의 근본 진리들에 한 확신이 없다.

2.신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한 바른 인식이 없다.

3.신복음주의는 진리를 해 싸우려는 거룩한 의지와 열성이 없다.

4.신복음주의는 교제와 분리에 한 성경 교훈에 한 순종이 없다.

6.근본주의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개념

커솝 이크의 정의

자유주의자커솝 이크는,“근본주의를하나의새롭고이상한사상형태라고상

상하는것은잘못이다.그것은그런류의것이아니다.그것은한때모든기독교인

이 보편 으로 주장했던 신학의 잔존물이다”라고 말했다.1)

넷 라투렛의 정의

일 학교의교회사학자 넷라투렛은,“1914년얼마 에[자유주의,사회복

음,성경의 고등 비평,진화론 등에]반 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이라고생각하는것들을보수하는것때문에자신들을‘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 고 다른 이들로부터도 그 게 불리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2)

죠지 마스든의 정의

죠지마스든은,“미국의근본주의는 투 으로반(反) 주의 인복음주의

개신교 운동으로 가장 잘 정의된다”고 서술했다.3)

180)CalvaryContender,May2002.
1)KirsoppLake,TheReligionofYesterdayandTomorrow(1925),pp.61,62.
2)KennethS.Latourette,AHistoryofChristianity,vol.2,p.1264.
3)GeorgeM.Marsden,“Fundamentalism,”Eerdmans'HandbooktoChristianityin

America,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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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룡 박사의 정의

한국 장로교회의 보수 지도자이었던 고(故)박형룡 박사는 이 게 말했다:

근본주의는별다른것아니라,정통주의요정통 기독교다.한걸음더나아가
서,근본주의는기독교의역사 통 정통 신앙을그 로믿고지키는것,즉
정통신앙과동일한것이니만치,이것은곧기독교자체라고단언하는것이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이다.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4)

세계 근본주의자 회의 신조

세계근본주의자 회들(WorldCongressofFundamentalists)는다음과같이선

언했다:

근본주의자란주 수그리스도안에서 생(重生)한신자로서다음과같은자
라고 우리는 믿는다.

1.무오(無誤)하며 자까지 감된 성경에 해 확고한 충성심을 가지는 자.

2.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그러하다고 믿는 자.

3.성경에 의해 모든 것을 단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단을 받는 자.

4.다음과 같은 역사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들을 확언(確 )하는 자.

-삼 일체의 교리

-주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처녀 탄생, 리 속죄,육체 부활과

스런 승천, 재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새 출생

-성도들의 부활과 생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 심 과 원한 죽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5.이러한 신앙에 한 충성을 실천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하려고

애쓰는 자.

6.이러한 신앙에 한 모든 교회 부인과,오류와의 타 과,진리로부터의

배교(背敎)를 폭로하며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자.

7.단번에 주신 믿음을 해 힘써 싸우는 자.

1976년,1980년,1983년,1986년,1990년

세계 근본주의자 회(WorldCongressofFundamentalists)

4)박형룡,“근본주의,”신학지남,25권 1호 (1960),16쪽.



6. 근본주의

-271-

우리는세계 근본주의자 회가선언한 의 내용에 으로 동의한다.그것은

역사 성경 기독교의 기본 개요를 포함한다. 배교 이고 타 인 오늘날

의상황을인식할때,‘배교를폭로하며그것에서떠나단번에주신믿음을 해힘

써싸워야한다’는입장은성경 으로완 히옳다.성경은이단과오류로부터의분

리를분명히가르쳤다(롬16:17;살후3:6,14).세계근본주의자 회의입장은성경

이고 순수한 보수신앙의 입장이다.

북미 독립침례교 의회의 선언

북미 독립침례교 의회(IndependentBaptistFellowshipofNorthAmerica)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근본주의자들은(1)성경무오를포함하여역사 기독교의근본 진리들을주
장하고(2)교회의배교와,타 개인과단체를폭로하고그들로부터분리하는
자이다.5)

미국 기독교회 의회(ACCC)의 선언

미국 기독교회 의회(ACCC)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된근본주의 기독교인은--비록오늘날신문에서반 로묘사되지만--그리
스도 안에서 생한신자이며하나님의 감되고무오한 말 을굳게믿고모든
일을성경의잣 로 단하는자이다.근본주의자는역사 기독교신앙의근본
진리들을주장한다....참된근본주의자를확인할수있는다른한 요한표는--
사실그것은근본주의자와신복음주의자를실제로구별짓는표인데--교회의배교
를폭로하고그것으로부터분리하며 성경 분리를실천치않는타 하는개인
과단체를폭로하고그들로부터분리하는것이다....근본주의의 들은자유주의,
연합운동,로마천주교회,은사운동,인본주의,신복음주의이다.성경에 한복종
은 근본주의자들의 표어이며 구주께 한 우리의 사랑의 참된 증거이다.6)

신복음주의와 근본주의

1998년 10월 27-29일 미국 미주리 주 모넷에서 모인 미국 기독교회 의회

(ACCC)57차 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7)

신복음주의자들은자신들을세상의여러표 들에 응시킴으로써그리스도를
배신하 다.그들은근본주의자들을‘바리새인들,사랑없는자들,분열을조장하는
자들등’으로표 한다.그들은,사람이하나님의일에성공하기 해배교 교회
와 력하여 일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그들은 성경의 무오(無誤),진화론,심지어

5)CalvaryContender,15July1993.
6)CalvaryContender,1December1993.
7)CalvaryContender,15Nov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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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사명을재검토하는데개방되어있다.그러나성경만이오늘과내일의일들
을 해 충족하다고 가르치는 신실한 근본주의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신복음주의-- 립주의

페이스복음주의루터교신학교의데오도르슈 겔교수는신복음주의를‘치명

악’이라고 언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8)

근본 문제는...교회내에서오류와잘못된가르침을어떻게취 할것인가
이다.옛방식은...오류에빠진사람을책망하고그를교정하는것이다.만일그가
그의잘못된가르침을고집하면,우리는그가회개하고그의길의잘못으로부터돌
아서기까지그를우리로부터,혹은우리자신을그로부터분리시킨다.이것이성경
방법이다....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분리의 방침을 내버리고 그 신

오류를 포용하는 침투라는 방침을 취했다.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침례교회세계선교회선교사인로코피서치아(RoccoPiserchia)는다음과같이

썼다:9)

오늘날의근본주의는성경 분리의교리와실천으로정의된다. 체로말해,보
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차이는 분리의 문제이다.오늘날의 근본주의는 복음
주의보다윤리 ,교회 (혹은교리 )분리에 한좀더엄격한견해를주장한다.
보수 복음주의 진 의많은 지도자들은배교자들과로마천주교인들로부
터의분리를실천하기를원하지만,실제로아무도죄악된교리나죄악된행 를고
집하는동료신자들로부터의분리를실천하기를원하지않을것이다.많은경우어
떤보수 복음주의자들은잘못된교리에 해서 극 으로가르침으로써그것을
반 하기를 원하지만,잘못된 교리를 고집하는동료 신자들로부터 극 으로 분
리하기를원하는자는거의없을것이다.역사는분리의근본주의 견해를변호하
다.즉어떤교리 입장도분리의실천없이는계속유지될수없다....1950년
경에시작된신복음주의는신학 자유주의의사회 양심과사회 행동들을근
본주의의보수 신학과결합시키려했던신학 운동이었다.신복음주의는그지
성 건립자들이 자유주의의 사회 행동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직 결과라는
것을깨닫지못했다는 에서치명 잘못이있었다.‘사회복음’이라는표 은이
복음이 신약성경의 복음과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었다.신복음주의는 개신교 배교
자들로부터의 분리를 강하게 거부했다.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체로 교회
분리의교리와실천을거부한다.왜냐하면그들의운동은신복음주의에의해형성
되었기때문이다.오늘날의복음주의자뿐만아니라 한1세 의신복음주의자편

8)ChristianNews,31May1999;CalvaryContender,1July1999.
9)CalvaryContender,15Februar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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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성경 분리의거부는성경에근거한것이아니고실용주의(實用主義)에근
거한 것이다.

근본주의의 지도력

미국디트로이트침례교신학교의롤랜드맥퀸(RollandMcCune)박사는다음과

같이 썼다.10)

최근십년혹은이십년사이근본주의의어떤인정된지도자들의은퇴나죽음으
로인하여 체 으로그들의 치를 신할지도력의쇠퇴가왔다.더최근의세
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면에서 일종의 공백을 경험했다.다른 말로 표 하자면,
근래의 지도 인 근본주의 후배들은 덜 강력하고 덜 확정 이며,덜 투 이고,
논쟁에매우가깝게 근하려는마음이덜하다.어떤이는신복음주의의환심을사
기 시작했다.많은 이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근본주의 선배들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두기를열망한다. 다른이들은,아직‘상황이변화되지않았다’고선언하기는하
지만,더 조용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다.

성경 근본주의

성경 근본주의는하나님의말 을그것이말하는모든 역에서완 하게권
있는것으로인정하면서신학 정통주의에바쳐진사람들과사역들의운동이

며 한 불신앙과 신학 ,교회 ,사역 타 에 한 경멸의 태도이다.그런
태도는(하나님의말 인성경에완 하게기록되어있는)단번에주신믿음에
한 투 옹호와,그에부수되는바불신앙이나타 을품는자들로부터의분리에
서나타난다.성경 근본주의는(1)거짓된교리를선 하는불신앙자들이나심지
어형제들로부터의교회 분리와,(2)하나님의말 에계시된 진리의옹
호에 의해 항상 특징지어진다.”11)

근본주의의 필요성,기 ,요소,임무

1.근본주의의 필요성은 교회들의 배교 때문이다.

2.근본주의의 기 는 성경이며 특히 교제와 분리에 한 성경의 교훈이다.

3.근본주의의 요한요소는세가지인데,(1)교리 정통성,(2)배교와타 으

로부터의 분리,(3)인격과 삶의 건 함(를 들어,겸손,사랑,거룩 등).

4.근본주의 임무는 교회들의 개 과 재건이다.

근본주의의 장 과 약

1.근본주의의 장 은 다음과 같다.

10)CalvaryContender,1January1991;15September2001.
11)“22TermstoKnowinthe21stCentury,"Foundation,September-October;

CalvaryContender,Januar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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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회의 교리 순결성에 한 강조

(2)교제와 분리에 한 성경 교훈에 한 순종

2.그러나 근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약 을 조심해야 한다.

(1)단순히 원리에 한 강조나 비평보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사랑과 덕,

그리고 도에 한 한 혹은 더 많은 강조의 결핍

(2)주 수님보다 인간 지도자들이나 단체들을 강조할 험성

(3)겸손을 유지하기보다 교만에 떨어지기 쉬운 험성

(4)이해와 용과 인내의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열들

용의 잘못

용에 하여

토 (A.W.Tozer)는 ‘용에 하여’다음과 같은 을 남겼다:

오늘날유행은우리가도량이좁다는평 을얻지않으려고무엇이든지 용하
는것이다.부드러운마음을가진성도들은[하나님께서죽이라고명령하셨던아말
의왕]아각이죽임을당하는것을참아볼수없으며(삼상15장),그래서그들은
오히려오류와악을용납함으로써오는시 를 해교회의건강을희생하는길을
택하며,이것을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나]우리는모든악의자리들을소란시킬의무가있으며,이것이하나님과
사람들을 한신실한사랑에서행해지는곳에큰유익이따를것이다.하나님의
참된일은성령충만한사람들이기도하면서하는심사(審査)때문에손해를입지
는않을것이다.사랑을가장한소심함때문에,많은교회에서쓸데없는형식들과
비성경 행 들이계속되도록허용되었고,그것들은마침내 교회의생명을
질식시켰고교회를황폐하게만들었다.우리는그리스도인의정신으로...[교회
문제들을]심사하기를두려워해서는안된다.결 을찾는자가되지않고서는결
을찾기가어렵다....그러나만일우리가악한시 에하나님의일이순수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 게 해야 한다.12)

여러가지문제들로혼란한오늘날교계의 실에사랑과 용만을부르짖는것은

오직하나님의원수들을이롭게하는것뿐이다!교회내의오류들은지 되고제거

되어야 한다.

잘못된 용

G.캠벨 몰간 목사는 이 게 말했다:

배신행 인 용이있다.마비상태를낳는화평이있다.교회가일을할때타
에근거한교제를요청하는자들에게‘아니오’라고말해야할때들이있다.그

12)A.W.Tozer,BereanCall,July1998;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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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떨어져서있는것은추방과핍박을낳을지도모르지만,그것은능력과 향력
을유지할것이다....오늘날교회는타 에의하여그자신의 향력을 괴시켰
다.13)

오류와의 연합--희미한 빛

오늘날그리스도인들은이 의무가있다.즉‘땅의소 ’이되는것과‘세상의
빛’이되는것이다.많은신복음주의자들은낙태,동성애,음란물,그리고다른악들
과의싸움에서우리로하여 천주교인들과힘을합치기를원한다.우리는개인
으로는다른이들과함께연합할수있지만,거짓된종교지도자들과함께기도하
고 종교 방식으로 함께 행진하고 사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불신자들과멍에를같이함으로써우리의‘빛’의역할을 충하고혼란
하는 댓가를치루면서‘소 ’의역할을 강화시키려는 험을본다.하나님의일은,
그의 복을 받으려면,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 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일이 아니다.

스펄젼은,“오류에연루되는것은가장훌륭한사람들로부터그오류에 한어
떤 성공 항을 할 능력을 취하여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신학 차이 들을
제쳐놓고’거짓 복음을 조장하는 천주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고 배할 때,
우리가어떻게그들에게구원이필요하다고말할수있겠는가?우리의행 는‘빛
을 말 아래 감추는’격이다.14)

순결을 희생한 평화

참된기독교 일치는공통 으로믿는고정된성경진리들을믿고주의하는것
을포함한다.오늘날교회연합운동의거짓된일치는‘다양성속의일치,’다원주의,
깨끗한것과더러운것을섞는것이다.그러나 로부터난지혜는‘첫째성결하고
다음에화평하다’(약3:17).“외 일치와복음진리사이에양자선택을해야한다
면,진리를 해일치를양보해야한다.오류안에서연합하는것보다진리에의해
나뉘는 것이 더 낫다.”그러한 분열의 책임은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있다.A.W.
토 는말하기를,“타 은압박을제거할것이다.사탄은싸우기를 지한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지의 댓가는 평화로운 침체의 삶일 것이다”라고
했다.15)

용이 타 이 될 때

테리 아놀드(TerryArnold)는 다음과 같이 쓴다:

오늘날‘용’이라는말은새사고방식으로찬미를받고있다.기독교세계에서

13)CalvaryContender,15August1998.
14)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8.
15)CalvaryContender,1April1999.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76-

와기독교교리에서 용에 한 더많은요구가있다.그 지만,실제로의미
한 바와 성취된 바는 흔히 용이라기보다 타 이다....하나님의 율법과 그의
말 을타 하는것은죄이다! 요한교리들과타 하는것도 한죄이다!거짓
교사들과,사람들을건 한교리로부터떠나게하는자들과타 하는것은죄이다.
성경은 때때로일치보다분리에 해말한다.... 수께서는 부분의사람들에
해 용하셨지만결코타 하지는않으셨다.사실그는흔히논쟁에휘말리셨다!
...나는,그들이뒤에더큰것들에 해타 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지 작은
것들에 해타 하는소 ‘화평 하는자들’을주의한다.많은목사들은사람들
이나그들자신의지 나인기를잃어버릴까 두려워서어떤문제들에 한입장
을취하지않을것이다....진리를희생하는 용은타 에이른다.타 은항상
본래의표 을낮춘다.진리는경계선을가지고있지만,오류는그것이없다.불행
하게도 타 은 이제 덕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감정 상하는 일이 되었다.16)

이단과 배교(背敎)

톤 죤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교(背敎)는진리의거부이며,이단은진리의왜곡이다.그둘 에,이단은여
러면에서더 험하다....왜냐하면그것은탐지하기더어렵기때문이다.이단은
그본질상배교보다진리에더가깝다. 조품이진짜에더가깝게될수록,그것은
더교활하게된다.참된신자는배교를받아들이도록유혹을받지않을것이지만,
많은사람들은이단의 에굴복하 다.바로이이유때문에,하나님께서는우
리에게 회개치 않은 이단을 거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다.17)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거 하라]”(딛 3:10).

교회가 어떻게 배교에 떨어지는가?

다음의내용은 와같은제목의질문에 한클 이나털(ClayNuttal)의 에서

발취한 것이다.

역사는배교(背敎)가한시 에걸쳐일어나고하룻밤에일어나는것이아님을
증명한다.여러분은“교회가단지두명의목사가이어지면자유주의가될수있다”
는말을들었을것이다.첫번째목사는그교회를부드럽게하고그다음은그것을
배교로인도한다.자유주의로향해움직이는교회들을확인하는길들이많이있지
만,그길에있는자들은친구들로부터의경고를듣기를원하지않는다.그들이이
와같이배교를향해움직이는것은그들이거기로가기를원하기때문이다.사람
들은심지어여러분이그들에게그들의교단이장소 천국이나불붙는지옥이없
다고하는자유주의교리를믿고있다는사실을보여 때에라도그명백한사실에

16)Diakrisis,March1999;CalvaryContender,15April1999.
17)CalvaryContender,15August1989;1Octo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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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하려하지않는다.그들은충성된경고자들을향하여그들이거짓교리를취
한다기보다개인 문제를논하고있다고본다.그들은우리를‘사랑이없다,천박
한 정신을 가졌다’고 부른다.사람이 어떻게 배교에 도달하는가?사사기 2:10에는
“그후에일어난다른세 는여호와를알지못하며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 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 더라”고 기록되어 있다.18)

속임:‘무엇이 쥐를 죽 는가?’

쥐를죽인것은98퍼센트짜리의햄버거이었다.오직혼합물의2퍼센트만독약이
었지만쥐는죽었다.진리와거짓의혼합물은,격리되고분간될수있는순수한거
짓보다보통훨씬더치명 이다.하지만오늘날,그리스도인들은“그러나그안에
좋은 이매우많다”고흔히말한다.모든거짓사상체계들은진리의요소들을담
고있다.사실상,더많은진리가치명 오류와섞여있을수록,그것은속임을 해
더많이 험하다.효력이있으려면,속임수는본질 으로참되게보여야한다.목
표 지 을 향해 달되는 내용의 90퍼센트 이상은 참되어야 한다.심지어 미혹의
시 에서도,그리스도인들은 속임 당함에 해 핑계할 수 없다.하나님의 말 과
성령은 우리 시 의 오류나 오류자들을 폭로하기에 충분하다(사 8:20).19)

용은 이제 립성을 의미한다

다원주의는강요된 립성이되었다.거기에서는아무도다른이의마음을상하
게할수있는어떠한생각도표 해서는안된다.어떤목사는 배하는이들에게
구도자들의마음을상하게하지않도록성경책들을교회에가져오지말라고요청
하 다.이것은 도를 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많은
죄인들의마음을상하게할것이기때문이다.(‘선교청년’을포함하여)많은선교
단체들은 새로운 근방식을 시험하고있는데,거기에서는 회심자들이 그들의 문
화안에있는다른이들의마음을상하지않게하기 하여옛날의종교 신념들
과행 들을지니도록허용된다.와이더블유에이엠(YWAM)은이런 념을‘메
시아를 믿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실험하고 있다.20)

배교의 길

종교 연합의 역사에서 결코 어떤 단체도 배교나 주의나 자유주의로부터
나온 이없으며결국그리로돌아가지않은 도없다.어떤단체들은좀더시간
이걸렸고다른단체들은그과정에있을것이지만,역사 기록이증거하는바는,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옛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늦추거나 지연하는

18)Shepherd'sStaff,8January2000;CalvaryContender,1February2000.
19)GospelStandard;CalvaryContender,15March2000.
20)BaptistBanner,May2000;Foundation,June2000;CalvaryContender,15Jun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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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이라는것이다.슬 게도이것은 한교육기 들과선교회들과교회들에서도
그러하다.그들의 운명의씨앗들은 자유주의로부터의 그들의출생 속에 존재하는
것이나타난다.“다리들을불태우며벽들을세움”이라는이 의 에서,나는안
의요소를유지하기 해돌아감을허용하는것은아무것도남길수없다고말했
다.어떤기구 유 계도계속되도록남겨질수없다. 원히자유주의를떠나
기 해서,우리는‘부수고불태우는’방침,즉돌아갈모든가능한수단을 괴하는
방침을추구해야한다.배교를떠날단순한벙법은없다.1920년 의옛자유주의
와배교를떠날때,복음주의자들은이시험들에실패했다.그들의‘포용주의’의방
침은 주의 근본으로돌아가는것이분명하도록기존하는다리들을남겨두었
다.슬 게도,‘분리주의자들’이라고조롱을받았던어떤단체들은자유주의로돌아
갈다리들을재건립하고있다.그들의오류는단 했어야할유 계들을그 로
내버려둔 데있었다.이것은 약속의땅으로돌아갈 때의이스라엘의큰 죄이었다.
그들은이방인들을진멸하고쫓아내지못했고불순종의댓가를지불했다.이다리
들이그들로하여 우상숭배로나아가게하 다.역사기록이증거하는바는,한
번돌아가기시작하면아무것도그것을뒤바꿀수없다는것이다.미국의남침례
교단을돌아감의 로사용하지말라.그교단은이상의원리의아주좋은 이다.
비록 약간의지연이 일어났지만,그 열차는배교와 불신앙을향해달려가고 있다.
여러분이 불신앙자들을 ‘자유주의자들’로, 자유주의자들을 ‘온건한 자
들’(moderates)로, 는온건한자들을‘보수주의자들’로부를때,어떤이들은속임
을당할지모르지만,명칭을바꾼다고해서한때배교로부터나왔으나지 오랫
토록 그것을 용해온 자들의 두려운 종착지는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21)

옛 복음과 새 복음

개리길 이 목사는 말하기를,새복음은 결함이 있는철학(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시함)과 잘못된 방법론(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몰려 따라감)에 기 하
며그것은결국자기존 (self-esteem)과개인 성취의변이된복음으로구체화
된다고말한다.그는다음과같이덧붙여말한다.옛복음은노하신하나님에 한
것이었으나,새복음은상처입은우리에 한것이다.옛복음은죄에 한것이었
으나,새복음은필요한것들에 한것이다.옛복음은의(義)에 한우리의필요
에 한것이었으나,새복음은성취에 한우리의필요에 한것이다.옛복음은
멸망하는자들에게거슬리는것이지만,새복음은그들에게매력 인것이다.많은
사람들이 새 복음에 모여들고 있지만,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실제로 구원을
받고있는지는매우의문이다.우리가우리의교회들에서필요로하는것은이시
의정신을반 하는변질된치유 복음이아니고,십자가의어리석은것을
함으로써 죄인들에게 바른 해답이 되는 용기이다.22)

21)Dr.ClayNuttall;CalvaryContender,1July2000.
22)Voice,September-October2000;CalvaryContender,15Novem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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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용해야 하는가?

“경찰이범죄를 용해야하는가,의사들이질병을 용해야하는가,법 들이거

짓증언을 용해야하는가?그러나기타다른맥락에서는미치 이짓일 용이

문제들에서는 명령된다.”23)

극단 립

사람들은극우(極右)와극좌(極左)에 해말한다.그러나우리가지극히거짓되
고지극히불순종 이며지극히 험하다고폭로할필요가있는것은바로극단
립이다. 에W.B.라일리박사는“도 인물은20세기의신학 이다”
라고말했다.진리와오류[즉선과악]사이의싸움에서 립성(혹은온건함)은덕
이 아니다.24)

오류는 지 되어야

침묵의 죄

스스로 기독교 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정통 기독교의 역사 성
경 교리들로부터심각하게떠날때,우리는게으르게침묵함으로서있어서는안
된다.말하지않는것은하나님께욕을돌리는것이며그오류의 자들과그것
을듣는자들을사랑하지않는일일것이다.침묵하는 수꾼은없는것보다더
험하다.왜냐하면사람들은 수군이의무를다하고있다고생각하고안심하기때
문이다.하나님께서는유다나라의목자들을‘ 먼 수꾼들’이라고부르셨고그들
을‘벙어리개요능히짖지못하는자’라고말 하셨다(사56:10).그는그들의그릇
된교리를비난하지않으셨고,오직그들이경고했어야할때잠자고있었음을비
난하셨다.25)

교회 문제들은 지 되어야 함

미국의한보수 교단(GARBC)이인 한침례교성경 학 신학교의교장인

로톰슨박사가그교단의최근연례 회에서캘버리컨텐더같은 교회문제

들을지 하는소식지들을‘(남을비난하는)문제의종이들’(scandalsheets)이라고

표 하고그것들을목욕시킬필요가있다고느낀다고말했다.거기에 하여,캘버

리 컨텐더 편집자 제리 허 만(JerryHuffman)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보도되고있는‘타 ’이그것을보도하는것보다‘목욕’시킬필요가더있
다고느껴야한다.보기를원치않는자들처럼 먼자들은없다!그 다.캘버리

23)DaveHunt,TheBereanCall,May2000;CalvaryContender,1January2002.
24)CalvaryContender,May2002.
25)VantagePoint,July1998;CalvaryContender,1September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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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더지는하나님의백성이속임을피하기 해알필요가있는‘문제들’을보도하
거나 폭로한다는 의미에서 ‘문제의 종이’이다.우리 시 의 가장 수치스런 문제들
의 하나는‘근본주의자들’[보수주의자들]이신복음주의의궤도 안으로집단 으
로변 하는것이다.많은보수주의자들이에큐메니칼자유주의자들이나포용주의
자들과교제하고강단교류를한다.이런류의타 이야말로20세기말의가장큰
‘문제들’ 의하나이다.하나님께서힘주시는 로,우리는심지어개인 조롱을
직면할지라도 계속 진리를 해 서서 이러한 ‘문제들’의 나타남들을 보도할 것이
다.26)

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드는가?

어떤이들은말하기를,‘교훈들을비평하고,교훈하는자들을비평하지는말라’고

하지만,우리는그둘을항상분리시킬수없다.밴가드(Vanguard)1999년6월호의

한 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

1.사람들의이름들을드는것은성경 이다.바울은 정 으로사역들을추천
하기 해그 게하 고27),부정 으로사역들을경고하기 해그 게하 다(딤
1장;딤후 4장).요한도 한 구체 으로 이름을 들었다(요삼 9,10).

2.만일우리가사람들을 정 으로칭찬하기를기뻐한다면(를들어,루터와
스펄 과웨슬리의 기들),부정 으로사람들의이름들을드는것은논리일 하
다.하나님을 하는도구가되는사람들에 하여분명하게말하는것은 같이
정당하지않는가?그리고우리가 을쓸때,우리는여러분이그들을미워하라고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여러분이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다
(딤후 4:15).

3.사람들의이름을드는것은실제 이다.슬 게도,사람들은흔히설교보다설
교자들[유명한인물들]을따른다.[그러므로그러한사람들에게경고하기 해,우
리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어야 한다.]

4.사람들의이름들을드는것은역사 이다.교회역사를통해볼때,사람들은
그들이반 하는내용에 해서뿐아니라인물에 해서도분명하게진술하기를
겁내지 않았다.그러나 우리 시 에는,‘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흔히 더 요하게 보인다.

오류를 취 하기를 지체치 말라

촬스스펄젼은이 게말했다:“오류가확립되었음을내가보았거나내가보았다

고생각하자마자,나는심사숙고하지않았고,즉시그단체와결별했습니다.그때

이후 나의 한가지 조언은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28)

26)CalvaryContender,1August1998.
27)고 16장;빌 2:25;골 4장.
28)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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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성경을 한 싸움”

21세기에 성경을 한 싸움은 미국의 R.L.히머스2세(Hymers,Jr.)박사가쓴

최근의책의제목이다.미국의보수 남침례교단의지도자들은남침례교단의지배

를 한싸움은끝났고그들이이겼다고주장한다.그러나그런가?그들이이겼는

가?히머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쓴다:29)

나는 그 게 생각하지 않는다.본서는 남침례교단을 구하기 한 싸움이 아직
끝나기에는거리가멀다는것을증명하기 해 술되었다.확실히,교단의지도층
과6개의남침례교단신학교들에서성경에 한보수 입장을향해 진 움직
임이있었으나,이것은그조류가남침례교단의교회들과교단 미래에 향을미
치는방식으로움직 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우리는,교단안에54개의자
유주의 학교들이있고단지12,748명의학생들을가진6개의보수 학교들이있
을뿐이라는사실을기억해야한다.자유주의자들은같은시간에113,581명의학생
들을훈련시키고있다.이와같이,남침례교단의학생들의90퍼센트는자유주의학
교 기 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책은60개의학교들의이름과학생수를열거한다.히머스는머서 학교총장

R.커비 갓세이 같은 어떤 남침례교단의 학교의 총장들의 극단 자유주의 사상

들을 인용 열거한다.데이빗 비일은,“이 책은 구체 으로는 남침례교단 내의 그리

고 체 으로는좀더넓은복음주의운동의핵심 문제들에 한가장최근의진

술”이라고 말했다.30)

왜 그 게 부정 인가?

어떤잘못된교리나교사나타 지도자에 해사람들을경고하려고애쓸때
“왜그 게항상부정 인가?”라는말을듣는다....그러나만일어떤사람이여러
분을 무부정 이라고 말한다면,그는 바로그 말로여러분을향해 부정 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무 부정 이고 사랑이 없다고 우리를 말로 찢고 빻으면서
우리에게 심히 부정 이고 사랑이 없었을 때 우리는 흔히 놀라운 마음으로 그의
을읽거나그의말을들었다....한밤 에이웃의집에불이났을때그를깨우
는것이 무부정 이고사랑이없는일인가?어떤이는우리에게양을삼키려는
양의 옷을 입은 늑 들을 향해 부정 이지 말라고 하지만,그들 자신은 양무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경고자들’에게 부정 이려 한다.31)

29)BattlefortheBibleinthe21thCentury,p.35.
30)CalvaryContender,1May2001.
31)Foundation;ChristianNews,10December2002;CalvaryContender,15Feb-

ruar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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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를 해 싸우라

“만일우리가단기간의 향을 해오늘진리를희생한다면,우리는내일우리

의행 가어떠할지보증할수없을것이다.싸워야할날이연기될때싸울의지가

우리에게서 떠날지도 모른다.”32)

공 인 오류는 공 으로 교정되어야 함

데이 헌트는 독자의 질문에 이 게 답한다:

그것은‘잘못들’을지 하는문제가아니고비성경 교리와행 를바르게하는
문제이다.공 으로가르쳐진교리 오류는그것으로잘못인도함을받은자들을
해공 으로바르게되어야한다.사실,바르게함은하나님의말 을가지고하
는모든가르침의주된목 이어야한다.바울은디모데에게성경의목 이‘교훈
과 책망과바르게함과의로교육함을 한’것이라고말한다(딤후3:16).참으로
22권의서신들의 부분은바르게함에 한것이다!잘못된것에 해경고함이
없이바른교리를가르치고의로교육하는것은불가능하다.따라서바울은‘말
을 하기 해’범사에오래참음과가르침으로경책하며경계하며권해야한다
고말한다(딤후4:2).그리고책망과바르게함은잘못된말을한자들의이름을언
하지않고서는미완성 이다.이 에있어서오늘날인기있는기독교지도자들
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하나님의말 에참되게행하고있는가?그것은오늘
날수많은사람들이‘바른교훈을받기를원치아니하는’이유를 어도부분 으로
설명하는,교회 안에 없는 한 주된 요소가 아닌가33)

인기 있는 자들의 에큐메니칼 정신

마크시드웰은나 는선(TheDividingLine)이라는그의책에서제리팔웰과잭

반임페의‘신근본주의’에 해경고한다. 그는성경무오를옹호하며(린젤),신학

타 에항거하며(쉐퍼,웰즈)은사주의를경계하고(죤매카더)천주교회를경계

하는(스 라울)인기있는복음주의자들에 해서도경고했다.근본주의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의비평서들을읽고큰유익을얻을수있겠지만이 자들이분리에

해서는여 히근본주의자들과생각이다르다는것을깨달아야한다고말하면서,

그는 이 게 썼다:34)

그들은여 히거짓된교훈과잘못된실천의 용을용납하고 진하는기 들
과 연맹들에 연계되어 있다.어떤 험에 한 공통 반 가 근본주의 그리고
비근본주의 복음주의자들사이의일치를 한근거가된다고추정하는것이신
근본주의 오류의한부분이었다.그러나일치의근거는오류에 한공통 반

32)IainMurray,EvangelicalismDivided;CalvaryContender,1August2001.
33)TheBereanCall,1August2001;CalvaryContender,1September2001.
34)CalvaryContender,1Nov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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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성경 진리와 성경 실천에 한 공통 신념이어야 한다.

오류를 반 하지 않는 자들의 변명

이안 머 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류와 결치않는것에 해복음주의자들이흔히하는설명은가혹한 투성
이유익보다더해가되었다는것이다.그리스도인들로서우리는 무자주신앙에
손상을 귀에거슬리는논쟁에참여하기를원하지않는다고한다.빌리그 이엄
박사는흔히‘근본주의자들’을이런잘못때문에비난하 다.그러나신약성경이사
랑에 해말하는바가무시되었다는사실이오류에 한그것의명령들이순종되
지않아야할이유는아니다.어떤이들이이명령들을논쟁 정신으로따랐다는
것이다른이들이그것들을 따르지않아야할구실은아니다.오류에 한성
경 싸움은사랑과완 히조화된다.참으로그것은그것을필요로하는사람들의
혼을 한사랑이다.믿음을 해싸우라는명령은어떤이들이사랑안에서진
리를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되지는 않는다.35)

헌트와 모리스의 ‘타 ’을 경고함

운데이션지7-8월호는다음과같이쓴다:“창조연구소의설립자인헨리모리
스와베 아의외침(BereanCall)지의편집자인데이 헌트가최근에‘원한지
혜’사경회에 갈보리 교회 설립자 척 스미스와 연합하 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실망을주는일이다.”여러해동안모리스와헌트의유익한경고의사역들을언
하면서,그 은“이슬 타 은갈보리채 운동의은사주의신학과에큐메니칼
활동에신임을 다”고말했다. 운데이션지는말하기를,이사람들이,“방언과다
른계시 은사들을포용하고은사주의와신복음주의진 에서편안함을느끼는”
척스미스와함께활동할때타 이일어났다고했다.헌트와모리스는성경 분
리 외의 거의 모든 다른 역들에서는 탁월한 분별력을 보인다.36)

매킨타이어 박사가 때 늦은 사과를 받음

칼매킨타이어박사는공산주의와종교 자유주의의지칠 모르는 수이었

다.그는흔히자유주의자들에의해서와많은신복음주의자들에의해서심한비난

을받았으나,2002년3월매킨타이어의죽음이후풀러신학교교장리차드모우는

솔직하게매킨타이어를더호의 이게논평하 다.그는매킨타이어에 해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미국교회 의회와세계교회 의회의에큐메니칼지도자들이소련진 의
정교회들로부터온방문자들을따뜻하게 했을때원수에게도움과 로를주
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여러분,이들은공산주의정부의공작원들입니다!’라고

35)IainMurray,EvangelicalismDivided;CalvaryContender,1July2001.
36)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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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려했다....에큐메니칼지도자들과같이,나도그의비난들을 신 폭언
들이라고물리쳤다....[그러나]우리는지 러시아정교회지도자들의다수가
참으로그들의마르크스주의정부의지식있는지도자들임을알고있다....내가
아는한,에큐메니칼개신교계에서아무도그의비난들을물리쳤던태도에 해사
과하지 않았다.나는비록 한사람이지만우리가 그에게사과해야한다고 믿었다.
...매킨타이어 박사,당신이 옳았다!37)

투성과 분리

감리교회의 보수주의자들

미국감리교회의일부보수주의자들은“우리는그리스도인의양심으로더이상

연합감리교회의회원으로머물러있을수없다”고말한다.월드지1998년7월25일

자의한기사는“신자들은신앙의기본 사실들을 정하지않는자들과 동반

자들일수없다,”“우리는본교단에서연합될수없는두개의다른믿음들을가지고

있다”고말한다. 분열에 한존웨슬리의다음과같은말도인용되어있다:“불

경건과배교가우세한교회들안에서,분열의악은교회안에머무는것을불가능하

게만드는자들에게있다.”최근의많은논쟁은감리교회목사지미크리치의두여

성동성애자를 한‘언약’결합식집례와,미국뉴욕시의악명높은리버사이드교회

의‘동성애자주일’ 배에서의그의‘설교’때문에기인하 다. 미국샌 란시스

코 라이드 기념연합감리교 목사 시실 리암스는 자신의 정박소가 ‘해방의 신

학’38)이며“규칙들과교리들은 요하지않다.인간 계가 요하다”고말했다.

그는 30년 이상 동안 동성애자들을 한 결합 언약식을 집행해 왔다고 말했다.39)

배교 교단에서보수 목사들이취할태도는오직두가지이다.그들은 런자유

주의자들을축출하고교단을정화시키든지,아니면거기서떠나건 한교단을새

로만들든지해야한다.아무조처없이그런교단에머물러있는것은악에타 하

는 것이요 주께 한 불성실이다.

공 으로 타 하는 형제들로부터의 분리

마크시드웰은나 는선:성경 분리를이해하고 용하기라는그의새 서에

서 다음과 같이 바르게 말했다:

공 인인물이범하는공 인죄는,속임을당하는자들을 해공 으로책망되
어야한다. 를들면,배교(背敎)와의교제를옹호하고,거짓교사들과불신자들과

37)ChristianityToday,21May2002;CalvaryContender,September2003.
38)해방의 신학이란,민 들을 정치 ,경제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일 이다.
39)CalvaryContender,15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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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 으로 도 한 죄가 있다.그가 잘못 인도하고
있는자들을 해, 는만일성경 경고를 하게받지못한다면그에의해잘
못인도함을받을수있는자들을 해,그리스도의충성된목사는,비록그사람이
복음을 하는체하고 혹어느정도그러할지몰라도,그에 해경고해야한
다.기껏해야,이것은불순종하는그리스도인이거짓교사처럼행동하고있는상황
이다.사람들이입장들과연 되어있다는것은불행스럽다.우리가오직입장에만
집 하고 성경 불순종이나 타 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좋겠다.그러나 어떤
사람이비성경 입장의주된선동자요 진자요옹호자일때,우리는그가 진하
고 있는 그 죄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폭로해야만 한다.40)

다리들을 불태우고 벽들을 쌓기

오늘날은타 의시 이다.명료성을주는단순함보다혼란을주는복잡함이있

다.오늘날은 재(仲裁)와수용(受容)의시 이며,어떤장벽들은목 이있다고여

히믿는‘옛방호물’에 한격렬한반작용의시 이다.어떤이들은배교가 멀

리있는한진정한 은없다고믿는다.나는목회하는어떤친구들이,우리는‘옛

자유주의’를 두려워할것이없다,그것은힘없는옛흔 이라고말한것을기

억한다.그들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충돌을 옛날 문제로 보았다.지 그들

다수가 자유주의 교리를 그들 속에 품었거나 그것에 해 그들의 을 감았다.

이사람들 다수는자신들을근본주의자라고부를것이다.그 지만그들의행

들은배교의요소들을포함한다.어떻게이런일이일어날수있었는가?...그

답은매우분명하다.그들은그들을돌아가게허용할다리들을 괴하지못했기

때문에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사실,그들은그 다리들의일부를 황폐 했으나,

지 그것들은재건되고있다.그 다,우리의선조들에의해건립된어떤장벽들이

있었다.그러나그장벽들은인기가없고‘에큐메니칼복음주의’에장애물이되어있

다.그것들은 괴되고말것이다.장벽들은미움을받고조롱을받고멸시를받는

다.다리들은‘신자유주의’를옛자유주의와 같은 멸로인도한다는사실에도불

구하고 인기가 있다.41)

거 함이 복 받은 표시는 아님

존 E.애쉬 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복음주의의불문의기본 제들 의하나는거 함이복의표시이며타 이
성장 략이라는것이다.그러나성장을 해원리를희생하는 략은하나님의뜻

40)MarkSidwell,TheDividingLine:UnderstandingandApplyingBiblical
Separation;CalvaryContender,1November1998.
41)CalvaryContender,1Sept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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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령이 아니고 오직 사탄의 략이다.타 을 성장 략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근본주의의 다른 한 장 은 일반 과 다르다는 데 있다.42)

스펄젼의 성경 분리에 한 사상

스펄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43)

오류에연루되는것은아무리좋은사람이라도그것을성공 으로 항할힘을
잃게할것이다....우리의엄숙한확신은,진정한 교제가있을수없는곳에
는교제가있는것같은모양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알려진치명 오류와
의교제는죄에동참하는것이다....오류가확고히자리잡았다고내가보았거나
내가 보았다고 생각하자마자,나는 심사숙고할 것도 없이 그 단체와 즉시 계를
끊었다.그때이후나의조언은‘그들로부터나오라’는것이었다.나는알려진악
으로부터의명백한분리와비교할만한항거는없다고느 다....나는나의증거
를무의미하게하지않기 해신앙으로부터탈선하는자들로부터그리고심지어
그들과교제하는자들로부터내자신을분명하게단 시켰다....자신들을하나님
의진리로부터분리시키는자들로부터우리자신들을분리시키는것은,어떤댓가
를 치룬다 할지라도,우리의 자유일 뿐 아니라,우리의 의무이다.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배교 교회연합가들은“만일우리가양우리를넓히고양이든늑 든다청하여

들어오게하면,우리의문제들은해결될것이다”라고말한다.타 복음주의자들

은“양우리를넓히고거기에든자가양인지늑 인지 단치말라.단지그들을다

사랑하라”고말한다.반성경 은사주의자들은“양우리에 해염려하지말라.양이

든염소이든단지‘성령으로세례를받았는지’확인하라”고말한다.44)그러나이것

은 다 잘못된 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이다.

천주교인들에게 도해야 하는가?

미국의성경장로교회65회 회는 의제목아래다음과같은내용의결의안을

채택하 다.45)

우리가천주교인들에게 도해야하는지하지말아야하는지에 해혼란과
증 무 심이있어왔다.촬스콜슨과J.I.패커같은유명한신복음주의 변인들
은개신교인들이신학의많은 역에서천주교인들과공통분모를찾을수있다고
말했다.ECTI과II의 표자로자처하는이들은칭의(稱義)의 역에서천주교신

42)CalvaryContender,1April2001.
43)CalvaryContender,1June2001.
44)Foundation;CalvaryContender,1August2001.
45)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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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충하 으나,천주교회는그 통 교훈을떠나지않았고종교개 진리들
에더가까이오지도않았다.오히려, 의요리문답에나와있는천주교회의공
식입장은여 히트 트회의의오류들그 로이다.성경을믿는 혼을지옥불로
했던16세기의정죄와 주때문에,천주교국가들에서많은개신교지도자들

이화형을당하 다.우리는성경을믿는자들이천주교인들을하나님의은혜의구
원메시지가필요한잃어버린죄인들로보아야한다는것을인정하며선언한다.천
주교회안에믿는자들이있을지모르지만,그런자들은그 그리스도 체제에서
나오라고 청을 받아야 한다.

투성 안에서 비열함을 피하라

펀더멘탈다이제스트지2001년7-8월호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실렸다.싸우는

근본주의자들은 투 이면서 비열함이 없이 한 입장과 정신을유지할 수 있

다. 한싸움들에서,우리는때때로사랑하는형제들과친구들의감정을상하게

하고그들과멀어질수밖에없지만,그것은항상우리의용감한입장때문이고우리

의 잔인한 성향 때문이 아닐 것이다.죤 로크(JohnBrock)박사는 론틀라인

(Frontline)지 7-8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부분의근본주의 침례교설교자들과사람들은불친 하거나생각이없거나
사랑이없거나율법주의자들이아니다.그것은,근본주의입장을가지는소수의사
람들이감정의 제가없거나불친 하기때문에,우리로하여 성경 교훈[분리
의 원리]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말이다.46)

근본주의 침례교 의회의 한 결의문

근본주의침례교 의회47)는근본주의진 안의신복음주의에 해다음과같

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근본주의자라고말하는자들가운데상당수가계속신복음주의에빠진다는것
을알면서,우리는성경 분리를이 게떠나는것을탄식하며, 흔들리지말고
진리를담 히, 투 이게옹호하기를호소한다.근본주의자로서우리는오류를
기꺼이지 하고그것을정직하게다루어야하며, 필요하다면,근본주의인척하
는신복음주의와분리해야한다.우리는교회 분리와개인 분리에 한우리의
신념들과실천들을재확인하며,성경 사랑,지 인정직함,근면한연구,성경
설교, 한토론,성령을의존함,기쁨으로참음,순결한인격, 심령의온유를
본보이기를결심하지만, 선, 하기어려움,성 함,반작용 태도,말다툼함,
말을 듣지 않음을 슬퍼하며 버린다.48)

46)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47)FundamentalBaptistFellowship=FBF.
48)CalvaryContender,August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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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 근본주의자들

이 의정규침례교총회 국 표이었던고(故)폴탯설(PaulN.Tassell)박사는

능력의 길이라는 그의 1983년의 책(142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미국에는기본 으로두종류의근본주의가있다.하나는내가편의주의
근본주의라고부르는것이다.다른하나를나는순종 근본주의라고일컫는다.

편의주의 근본주의는신앙의근본 인내용들을믿지만,진리를 한싸움에참
여하기를원치않는다.그들은근본주의 과수원들에서열매를따는데 심이있
지만,그 과수원들에 조용히 침입한 원수들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탯설은계속해서배교와“타 복음주의자들”로부터분리해야할우리의책임에

해경고하 다.그러나그와그자신의정규침례교총회가그의선한충고를얼마

나 빨리 버렸는가를 보는 것은 슬 일이다.49)

자유주의 교회나 천주교회를 떠나야

복음 지 2003년 5-6월호에서,마이크 젠드론은 한 질문에 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하나님의말 에순종하려면,여러분은다른복음을 하는교회를떠나야하
고그 배의식들에참여치말아야한다.로마천주교회는사도들이 한것과
반 되는복음을 하기때문에 주를받는다(갈1:6-9).천주교의미사는 수
께서생명없는떡에육체 으로존재하신다고선포함으로써 한그를하나님의
진노를가라앉히기 한희생제물로제공함으로써날마다그를수치스럽게한다.
거듭난자들은하나님의말 진리에의해거룩하게구별되도록부르심을받았다
(요 17:17).50)

성경 분리

제 리 쿠는 성경 분리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51)

성경 분리는기독교신앙의근본교리이지,단지한교 특징이아니다.구
약과신약성경은분리에 한교훈들로가득하다.성경 분리는어떤선택사항
이아니고한명령이다.이명령에 한복종의실패는우리의교회들이해를입고
결국 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그것은 한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될것이다.우리가주님을사랑하는가?그리스도우리구주께서욕을당할때,우리
는앉아서아무일도생기지않은것처럼처신하는가?부모가공격을받을때아들

49)CalvaryContender,November2002.
50)CalvaryContender,July2003.
51)JeffreyKhoo,BiblicalSeparation:DoctrineofChurchPurificationandPreser-

vation(Singapore:FarEasternBibleCollegePress,1999);ChristianNews,10January
2000,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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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들을옹호하거나보호하지않는것은아주부자연스런일이다.우리는하나님
의 자녀들이 아닌가?우리는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 분리는오늘날교회가무시해서는안될기독교신학의한측면이다.잘못
된신학들과운동들의침입이실제로모든개신교단에 향을주었다.강한분리주
의 입장을취하는싱가포르성경장로교회조차도 외는아니었다.잘못된‘주의
들’에 한선언된입장을취하는교회들이나교단들은하나님의은혜로공격들을
더잘 항할수있다.그러나역사가보여 바와같이,분리의입장을취하지않
고말세에 험한교회 상황을향해무 심한교회들은마귀의많은직 이고
교묘한 공격들을 받기가 아주 쉽다.

‘신앙이 건 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때때로‘우리들의 다수는여 히신앙이건 하다’는말을듣는다.‘신
앙이건 하다’는표 은무엇을의미하는가?단순히하나님의말 의근본 교리
들을부정하지않는자는‘신앙이건 한가’?‘믿음을 해힘써싸우라’(유3)는하
나님의명령을복종하기를거 하는자를‘신앙이건 하다’고말할수있는가?결
코그 지않다.그러한사람은 으로병든자이다.그는자기나라를 해충성
을공언한후에원수와싸우기를거 하는군인과같다.그러한‘건 함’과그러한
‘충성’은속임이요수치이다!52)속이는자들에 하여,디도서1:13은“네가 희를
엄히꾸짖으라.이는 희로하여 믿음을온 [하려함이라]”고말 했다.물
론 이것은 사랑과 바른 정신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53)

투 근본주의자

개리 리엘은 이 게 말했다.54)

투 근본주의자는,오류를주장하는사람을단체나교회로부터쫓아냄으로써
든지 혹은 오류가 용되고 그 단체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이 그 문제를 고치기를
원치 않을 때 스스로 떠남으로써 단순히 불신앙과 타 을 용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다.다른 말로 하면, 투 근본주의자는 생하지 못한 자들이나 진리를
타 하는자들과종교 활동을함께하기를원치않는자이다.그는불신앙자들이
나성경의분리의명령을순종하기를원치않는타 자들이학교나기 을지배함
에분노감을가지며,그결과오류를가르치거나실행하는자들을쫓아내거나성경
에 충실하려는 자의 양심상 그 사역을 떠나는 것이다.

52)F.G.Huling,Foundation,September-October2003.
53)CalvaryContender,December2003.
54)GaryFreel,Foundation,January-February2004.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90-



7. 타

-291-

7.기타

천주교회

[반개신교 ]

교황이 개신교에 한 쟁을 구함

로마교의숫 손실에놀란교황요한바울2세는,그의최근의멕시코방문에서,

천주교에충성된자들에게그가‘진실치못한이념’이라고부른개신교에 항하여

싸우라고요청했다.커네이디언리바이벌리스트의편집자 랭크맥클 란드는말

하기를,“소 개신교회들의머뭇거림속에서그의에큐메니칼동료들을보는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고 하 다.1)

천주교회의 유일성 자주장(自主張)

천주교회교리를수호하는기 인바티칸의신앙교리성은2000년9월5일‘도미

스 수스’(DominusIesus)선언문에서“합법 인사도계승권과성례 신비의

참되고완 한본질을보존하고있지않은교회 공동체는진정한의미에서교회

가 아니다”라고 선언했고,개신교회의 세계 단체들(세계루터교회연맹,세계개

교회연맹등)은이번선언을교회일치정신을역행하는매우실망스러운것으로평

가했다.2) 9월에한이탈리아잡지에소개된천주교인들을 한 다른하나의

신앙교리문서는천주교회주교들이개신교회들을부를때‘자매교회’라는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3)

천주교회의이러한선언과명령은천주교회가개신교회들을교회로인정하지않

는다는것을잘나타낸다.사실상천주교회의근본교리들은변함이없었고그들의

입장은 옛날부터 항상 그러하 다.변한 것은 자유주의 개신교회들의 천주교회에

한입장이다.이것은종교개 의유산을뒤엎는일이며하나님께 한배신이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는 조화될 수 없는 두 사상체계이다.

죤 매카더의 천주교회

마이크 젠드론은 죤 매카더(JohnMacArthur)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천주교회는잘못된 체계이다.그것은 그리스도의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1)CalvaryContender,15April1999.
2)기독신문,2000.9.20,8쪽.
3)크리스챤신문,2000.9.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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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이다.여러분이천주교신학을따르면지옥으로갈것이다.내가이 게말하
는것은불친 하기 해서가아니고진실하기 해서다.진실한것이친 한유일
한길이다.사람들은그체계로부터나올필요가있다.그것은마리아를높이는체
계이며 그것은 이방사상과 거짓 기독교가 혼합된 체계이다.4)

[마리아 숭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마리아 숭배

로마천주교회의마리아숭배는마리아를성경이계시하는수 이상으로본다.

교황요한바오로2세는로마에서무장괴한에게공격을받았을때마리아가자기

목숨을구해주었다고했다.5)그는마리아에게지극한헌신을보 고“마리아여,나

는온 히당신의것이니이다”라고말했다.오늘날천주교내에서는마리아를신의

지 로올리려는움직임이있다.그것은뉴욕의추기경죤오컨 (JohnO'Connor)

의조용한지지를얻었다.그것은삼 일체를확장하여새로운‘거룩한사 일체(四

位一體,Quartet)를형성하도록요청하는데,거기에서마리아는하나님아버지의딸

이며성령의배우자로서그리고 수의어머니로서인정될것이다.6)옹호자들은그

계획을 해430만명의서명을수집하 다.7)그러나천주교의이런사상과그사상

의 노골 표 인 근래의 움직임은 명백히 비성경 이고 우상숭배 인 오류이다.

마리아는결코천주교회가말하며드리는그런존경과숭앙을받아서는안된다.그

는 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마리아에게 바쳐진 교황

교황요한바오로2세의개인 좌우명은,‘마리아여, 는온 히당신의것이니

이다’이다.그는1984년지구 체를마리아에게바쳤다.그는유럽에서의공산주의

의몰락을마리아의개입때문이라고돌렸고1981년의암살시도에서자기목숨을

구해 것도마리아의덕분이라고했다.8)그는이와같이마리아에게신 속성들

을돌리는교황들의긴 열에서있고마리아에 한헌신을새로운고지(高地)에

올려놓았다.9)카톨릭새요리문답은마리아에게‘력구속자’(co-redeemer),‘보

자’(media-trix),‘보혜사’(변호자,advocate)의 속성들을 부여한다.

그러나,마리아 자신은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 가복음

4)CalvaryContender,February2004.
5)CanadianRevivalist,August1997.
6)ChristianNews& Views,October1997.
7)CalvaryContender,1November1997.
8)CalvaryContender,15July1991
9)ProclaimingtheGospel,May-June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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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마리아가 가로되,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 음은.”10)마리아는결코천주교교황이나교인들이숭상하듯이신 속성

들을가지고있지도않고구속자, 보자,보혜사로추앙을받아서도안된다.마리아

에 한 그러한 추앙은 명백한 우상숭배다.

마리아와 카톨릭 신자들

다음의인용문들은카톨릭교인들이출 하는 디마크루세이더1998년여름호

에서 한 것이다:

[마리아의]무죄잉태는우리의구원의첫걸음이다....하나님께서는 혼들이
마리아의무죄한마음에 한헌신을통해구원을받을수있도록작정하셨다.분
명히 혼들은신앙의 상으로서마리아의무죄한마음을먼 믿어야한다.
...마리아는모든사람들을그리스도와연합시키는가장확실하고가장쉬운수단
이다.

카리스마1998년8월호는천주교인들이마리아에 해신 하는네개의공식

교의들을열거한다:1)마리아는‘하나님의어머니’이시다.2)마리아는그의평생처

녀로계셨다.3)마리아는죄없이출생하셨다.4)마리아는죽지않고하늘로승천

하셨다.그러나성경은마리아를그 게높이지않는다.성경은그여자를,복되지만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제시한다( 1:47).11)

교황은 ‘체 교회’를 마리아에게 맡김

2001년6월3일,교황요한바오로2세는‘체교회’를마리아의 보에맡겼고

“세계의평화와정의의기 들을그의손에두었다.”그는마리아를‘하늘의여왕’이

라고불 다.그교황은마리아가작고한교황요한23세를그의지상여행에서“보

호하고동행하 다”고말함으로써교황요한23세의마리아숭배를칭찬하 다.교

황요한바오로2세는그의말을다음과같이끝맺었다:“우리는그리스도의모친이

시며성령의장막이신분과의우리의 계를깊게하자.그리고새로운열심을받아,

확신을가지고그에게간구하자.”이사람이바로빌리그 이엄과잭반임페와빌

라잇과 척 콜슨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찬사를 받은 그 교황이다.12)

[이방 종교들에 한 태도]

교황은 회교도들이 같은 신을 섬긴다고 말함

10)CalvaryContender,15June1998.
11)CalvaryContender,1September1998.
12)DavidW.Cloud;CalvaryContender,1July2001.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94-

1985년모로코방문에서,교황요한바오로2세는아 라함을 로들면서,메카

를향하는회교도순례자들에게“우리는같은하나님,유일하시고살아계신하나님

을믿습니다”고말했다.13)지미카터와다른이들도비슷한주장을했다.그러나회

교도들의신은주 수그리스도의아버지가아니시다.회교도들은삼 일체를부

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사역을 부정한다.삼 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그리스도인들은그분께경배한다.회교도들은유일신알라에게경배

한다고 하지만 그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이다(사 44:8;43:10).14)

교황이 이슬람교 경 인 코오란에 입맞춤

천주교교황요한바오로2세는이슬람교인들과유 교인들과기타비기독교인

들이참된하나님을 배하고 수님의공로를믿는구원 믿음이없이도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듭거듭 반복해 말했다.교황은 이슬람교 경 코오란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배하는사시고참되신하나님과동일하다고본다.1999년5월바

티칸에서3명의이슬람교인들과의면담동안,교황요한바오로2세는코오란에

하고 그것에 입맞추었다.15)

김수환 추기경이 고유제에서 함

한국천주교회김수환추기경은2000년5월24일서울수유리심산김창숙선생

묘소에서제13회심산상수상을알리는고유제(告由祭)16)를올릴때두번큰 을

했다.그는 “심산 선생은 민족의 스승과같은 분”이라며“돌아가신 분께하느님의

은총이가득하기를바라는뜻에서큰 을올린것”이라고말했다.천주교회는1939

년 제사 령을 철회한 뒤 제례를 허용하고 있지만,추기경이 공식석상에서 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17)

사도바울은고린도 서10:20에서“이방인의제사하는것은귀신에게하는것이

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말했다.천주교회추기경의고유제제사와큰 은천주교회가얼마

나 성경 교훈에서 이탈했는가를 보여 다.천주교회는 참 기독교가 아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가?

13)ChristianNews,25January1999;CalvaryContender,15July1988.
14)CalvaryContender,15February1999.
15)ChristianNews,18October1999.
16)큰일을치르고자할때신주나신명에게고하는제사로서죽은자의혼을신으로

모시는 것이다.
17)조선일보,2000.5.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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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바오로2세는유 교인들과이슬람교인들과기타비기독교인들은기독교인

들이 배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 배드린다고 수년 동안 말해왔다.2001

년9월,교황은기독교인들과이슬람교인들이연합하기를요청하며말하기를,“나는

기독교인들과이슬람교인들이한분 능하신하나님께간 한기도를올리기를요

청한다.우리 모두는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하 다.그는 천주교회가 ‘진정한 이슬

람교인’에 하여오직존경심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교황은기독교가유일한구

원 신앙이며 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18)

그는2000년12월에는심지어말하기를,불신자들이의로운삶을산다면구원을받

을 것이라고 했다.19)

교황의 아싯시 평화 기도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2002년 1월 24일 이태리 아싯시에서의 역사상가장 큰

‘기독교’모임에서 천주교인들,침례교인들,루터교인들,궤이커교인들,메노나이트

교인들, 헬라정교인들,그리고유 교인들,이슬람교인들,힌두교인들,시크교인

들,불교인들,신도교인들,유교인들 부족원시종교인들을포함하는11개의기타

종교 단체들을 함께 모았다.약 200명이 순례의 행진을 했고 화를 한 요청과,

경제 으로더정의로운[공산주의 ]세계를창조할필요성에 해들었다.20)교황

은“인간은어떤종교 목 을 해서라도인간에 해폭력을쓸수없다”고말했

다.21)

하나님께서이런류의종교간연합기도회를인정하실까?참된세계평화가이런

종교간연합의노력으로올까? 과연평화를노래하면서합법 혹은정당방

쟁을부정하는반 주의가옳은일일까?우리는이모든질문에 해부정 이다.

교회는하나님께서명하신 도의사명에충실해야하며,사회정의를 한노력은

종교 색깔을띨필요가없다.종교연합 노력은오히려종교다원주의혹은혼합

주의의 악 향을 가질 뿐이다.

[기타 교리들]

천주교회는 여 히 교황의 권 를 주장함

18)ChristianNews,1October2001.
19)CalvaryContender,1January2001;CalvaryContender,15October2001.
20)HuntsvilleTimes,24January2002.
21)CalvaryContender,15February2002.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296-

교황청은,최근 ‘도미 스 수스’라는문서에서 천주교회가 구원에 이르는유일

한 길이며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교황들]은 수께로부터 교회를 다스리라는 사명

을받았다고선언하 다.22) 아무도“[천주]교회의 통과교훈권밖에서성경을

해석”할수없다고말하 다.주교들이성경을해석할유일한권 를가지고있다고

선언함으로써,바티칸은 하나님의 권 를 그 자신의 권 로 치시킨다.23)

천주교회 교황의 구원

2000년 12월 6일,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의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비록

그들이 수그리스도와천주교회를믿지않을지라도구원을얻을것이라고말하

다.그는말하기를,“복음은우리에게팔복에일치하게사는자들즉심령이가난한

자들과,마음이청결한자들과,생활의고난을사랑으로견디는자들은하나님의나

라에들어갈것이라고가르친다”고하 다.24)그는말하기를,사람이선한한천국

은모든사람에게열려있다고했다.이것은 수께서천국에이르는유일한길이라

는(요 14:6)진리와 모순되는 잘못된 복음이다.25)

가장 한 천주교 신학자 칼 라 의 불신앙

많은사람들은천주교신부칼라 (KarlRahner)를‘세기의가장 한신학

자’라고불 다.그는자신이삼 일체를믿는다고주장했지만,그의삼 일체와그

의그리스도는성경의삼 일체와그리스도가아니다.26)그는다른교리들도부정

했고 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는다.27)

교황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임

로마천주교회는더이상창세기의창조기사의역사성을받아들이지않는다.교

황이추천했던카톨릭교회의새요리문답은자유주의성경비평가들의 괴 이

론들의일부를받아들인다.28)교황은오래 부터유신론 (有神論的)진화론을받

아들여 왔다.29)유신론 (有神論的)진화론이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진화(進化)의방법을사용하셨다는견해이다.그것은창조론도진화론도아닌괴

22)ProclaimingtheGospel,December2000.
23)CalvaryContender,1December2000.
24)ChristianNews,18December2000.
25)CalvaryContender,1January2001.
26)ChristianNews,31January2000.
27)CalvaryContender,1March2000.
28)ChristianNews,8June1998.
29)CalvaryContender,1August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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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잡종이다.성경을 믿는 신자들은 결코 그러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우리

는 성경의 증거 로 태 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교황은 지옥이란 사람이 스스로에게 부과한 것이라고 말함

교황요한바오로2세는지옥은실재(實在)이며 원한 주란인간이스스로자

신에게부과한형벌이라고말했다.30)그는말하기를,“지옥이란외 으로하나님에

의해부과된형벌이아니고,사람들이이생에서채택한태도들과행 들로부터결

과하는상태이다”라고했다.그는덧붙여“지옥은존재한다.[그러나]장소로서가아

니다”라고했다.이것 어떤 은빌리그 이엄의견해와비슷한것같다.그러나

성경은지옥이꺼지지않는 원한불과고통의두려운장소이며하나님께서그것

을그의구원과,그의아들에의해 비된은혜와 휼의제공을거 하는자들을

한 형벌로서 부과하신다고 가르친다.31)

지옥은 장소가 아닌가?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1월31일자는바티칸교황청과가까운 계를가

진한 수회잡지에서“지옥이란‘장소’가아니고‘상태’즉사람이하나님의결핍으

로인해고통을당하는사람의‘존재의상태’이다”라는말을인용했다.교황요한바

오로2세는바티칸의청 에게“지옥은장소가아니고자신들을하나님으로부터자

유로이그리고명확히분리시키는자들의상태를가리킨다”고말했다.그는지옥이

“하나님에의해외부 으로부과되는형벌이아니고”하나님을떠나살겠다는회개

치 않는 죄인의 선택의 자연 결과라고 말했다.32)

교황은 거짓 교사들과 그 교훈들을 포용함

크리스챤뉴스지에의하면,교황요한바오로2세는 수그리스도의공로를믿

음으로만의롭다하심을받는다는교리를거 한다는것을종종말했다.그러나그

교리는 성경 교리이다. 한 교황은 유 교인들과 이슬람교인들과,부두교인들

(voodoo-ists)을포함한모든비기독교인들이 수그리스도에 한구원 신앙이

없이천국에갈수있다고주장한다. 그는진화론이성경과반 되지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신성과 부활을 포함하는 기독교

신앙의기본교리들을부정하는많은천주교신학자들과주교들에 해어떤징계

도하지않았다.이교황의재임기간동안,크리스챤뉴스지는천주교회내에서포

30)HuntsvilleTimes,31July1999.
31)CalvaryContender,1September1999.
32)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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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신학 자유주의에 해 종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 다. 교황은 신부로

직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을제거하는 아무런 실제 조치를취하지않았다.33)그

러나 일부 개신교 잡지들과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그를 높이 칭찬하 다.34)

[윤리 문제들]

동성애

데이빗 클라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도덕 타락의정신이기독교의배교 분자[교회혹은단체] 체에걸
쳐서명백함을본다.그것은,강요된악한‘독신생활’을가진로마천주교회에서항
상명백하 다.로마천주교회의역사는소돔과고모라의연 기의어떤것과같다.
심지어다수의교황들이도덕 으로타락하 고,셀수없이많은카톨릭신부들이
동성애에빠졌다.심지어로마천주교의역사들도그것을인정하지만,그것들은‘모
교회’의도덕 실패에 하여보통덜솔직하다. 리퍼진타락은오늘시 에까
지 계속된다.

미국의천주교회는동성애신부들에 항해승소한소송사건들때문에벌 으
로수억달러를지불하 다.1989년11월13일자타임(Time)지는‘동성애성직자에
한 쟁’이라는제목의 을실었는데,그 은미국에서만약10,000명의천주교
동성애 신부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 다.

호주에서는,최근 천주교신부들이어린 아이들과홀로있는 것을 지하는한
행 규정이추천되었다.그곳의천주교회는신부들이수백명의어린아이들을[성
으로]학 하 음을시인하 다.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발행된올해의한보고
서는‘성직자’가운데서의동성애문제를주요내용으로다루었다.그보고서는말
하기를,많은신부들은‘그들의독신서약이단지이성 (異性的)성 계에 한것
이고소년들이나청년기의남자들과의단정치않은[음란한]행 들에 한것이아
니다’고생각했다고했다.35)다시말해,그들은자신들이여자와결혼하는것이
지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소년들과성 계를 가지는 것이 지되었다고는
이해하지않았다!카톨릭신부들가운데서의도덕 타락의 들은다른나라들에
서도 들 수 있을 것이다.36)

천주교회는 성 문제 사건으로 10억 달러를

복음 (ProclaimingtheGospel)지에의하면,1년남짓한동안3차례나,성문

제로 천주교회 고 성직자들이 해임되었고 천주교 미국 구는 피해자들에게 약

10억달러를지불하 다.1993년에미국뉴멕시코주의산타페 주교와1998년오

33)ChristianNews,3November2003.
34)World,25October2003;4October1997;CalvaryContender,December2003.
35)RNS,25September1997.
36)ChristianNews,27October1997,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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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아의 추기경이 그러했다.그리고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로자의 주

교는 지난 10년 동안 성 부정행 때문에 고 직을 떠난 여덟번째 사람이 되었

다.37)

천주교 성직자의 반이 ‘동성연애자’이다?

크리스챤 뉴스 1999년 9월 27일자는 다음과 같이 천주교 출 물을 인용한다:38)

신부들을상담하는,산타클래러 학교의심리학부교수인토마스 랜트는,비
록 ‘그들이 다 활동 이지는 않다 할지라도’천주교회 성직자의 50퍼센트가 남성
동성애자라고주장한다.아마,이것은과장된주장일것이다.그러나,신부들의스
캔들의수효가계속증가하는것을볼때,우리는놀라움을 할수없다.미국안
에있는가장자유주의 신학교들의일부가동성애의온상이라고오래 부터소
문이 들려왔던 것은 더 이상 은 한 일이 아니다.

천주교 신부들의 에이즈 사망률이 매우 높다

미국에서천주교신부들은에이즈(AIDS)에 계된질병들로사망하는비율이일

반사람들보다4배나높으며그원인은그들의사망진단서에서흔히감추어진다.39)

1980년 반 이후 수백명이 사망했고 수백명이 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살고있다.에이즈를가진 부분의신부들은동성애 계를통해그병에걸렸다.

천주교회는신부들의이성결혼을 한다.그러나‘혼인을 하는것’은‘귀신의가

르침’과 계된다(딤 4:1-3).고린도 서7:1-9에서바울은음행을피하기 해사

람이 스스로 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쳤다.40)

천주교는 신부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숨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2000년 2월 14일자는 이 게 보도했다:

1980년 반이후,미국내의천주교신부들 의수백명이에이즈로사망했다고
보도되었으며그것은일반인들의에이즈사망에4배에해당한다...지난주캔사
스시티스타지에의해 리알려진그보도는그문제를따져보기보다덮는데더
여념이 없는 교회성직단에게서 불안한 정신을 일으켰다.

로마천주교회에서성문제를연구하며30년이상을보낸이 의신부A.W.리

차드사이 는 국 으로약750명의신부들이그러한병으로죽었다고생각한다.

37)CalvaryContender,15October1999.
38)CalvaryContender,1November1999.
39)HuntsvilleTimes,31January2000.
40)CalvaryContender,15Februar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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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반인들의 에이즈 련 사망 비율의 8배를 의미한다.41)미국뉴 지주정

신과의사이며에이즈 문가인죠셉배로운은죽은미국신부들의수를1,000명으

로 보는데,그것은 일반인들의 비율보다 거의 11배에 해당한다.42)

수녀들에 한 신부들의 성 학

바티칸 당국은 어떤 신부들,주로 아 리카의 신부들이 창녀들로부터의 에이즈

감염을두려워하여정규 으로수녀들과강제로성 계를가졌다는주장들에 해

결정을내리고있다고확인하 다.43)어떤경우들에서는,신부들이수녀들을임신

하고난다음강제로낙태 하 다고한다.한수녀는주장하기를,한수녀원장

은지역주교에게그의수녀들 29명이임신하 다고항의하 을때,그주교는

그문제를해결하는 신그를교체시켰다고했다.“결혼을 하는”(딤 4:3)로마

천주교회의 비성경 가르침이 그런 성 학 를 가져온다.44)

천주교회 주교가 인정함

미국 스컨신주 워키의천주교회 주교인렘버트 크랜드는2002년5월23

일인정하기를,신부가1979년과1980년에자기에게반복해서성 근을했다고

주장하는한사람을조용하게하기 해그가45만불을지불했다고했다. 크랜드

는1977년이후 주교로있어왔다.4년 마쿡스를조용하게하기 해지불했던

돈은교회기 에서나왔다.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2002년6월3일자는

크랜드와마쿡스의 계는아마“오랫동안동성애사건”이었을것이라고보도한다.

미국천주교회는성 학 사건들로 어도8600만불을지불하 지만,이제아마

수십억불의소송료와손해배상을내야할법정소송들의쇄도를직면하고있다.45)

폭력 동성연애자들

천주교회내의어린이성폭력의가증한범죄들을 지르는자들은,‘어린이에

한이상성욕을가진신부들’이아니고신부들로가장한강압 동성애자들이다.46)

천주교 사제직이 제2바티칸 회의 이후 ‘남자 동성애 직업’처럼 되었다는 주장에는

어느정도진실이있다.47)타임지는“지구상에서가장큰그기독교 의최고 직

41)ChristianNews,7February2000.
42)CalvaryContender,15March2000.
43)ChristianNews,26March2001.
44)CalvaryContender,15April2001.
45)DavidW.Cloud,FridayChurchNewsNotes[FundamentalBaptistInformation

Service],7June2002;ChristianNews,17June2002,p.2.
46)NewAmerican,6Ma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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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미성년자들을보호함에있어서]세속형법이가지는것보다더낮은표 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48)

수만명의 수녀들이 성 학 를 당했는가?

샌트루이스포스트-디스패취2003년1월5일자의한논설에의하면,1966년에완

성되었으나의도 으로미발표된미국의한설문지는 어도3만4천명의천주교회

수녀들즉미국내의모든수녀들의약40퍼센트가어떤형태의성 상처를입었다

고추산한다.그보고서는그러한성 학 나착취나괴롭힘의일부가교회내의

신부들과동료수녀들로부터왔다고말한다.천주교회는신부들과미성년자들이

련된 오래된 성 학 추문으로 이미 요동되었다.49)

천주교 신부들의 동성애 경향

로마천주교회와 다수의개신교회들은이제실제 동성애자들을포함하여동

성애자들이성직자로일하는것을허용한다.천주교당국은이제천주교신학생들

과신부들의약 반이동성애자라고말한다.50)미국의로마천주교회에서신부들

의성스캔달은1960년 에신학교들이동성애자들을처음으로용납하기 에는거

의 없었다.신부들 동성애자들은 이제 30～60퍼센트로 추산된다고 한다.51)

[테 사 수녀]

테 사 수녀는 기독교인인가?

천주교의테 사수녀는1996년9월별세하 다.그는인도의극빈자들을섬기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 다.그는 노벨상 수상자이다.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자녀들이다”고믿는보편구원론자이었다.그는죽어가는사람들에게“어

떤신에게든지당신이평안하게느끼는신에게기도하시오”라고말했다. 그는에

이즈환자들에 해“그들각사람은고통당하는자로 장된 수다”라고말했다.

그는낙태를강하게반 하 으나,“우리는태어나지않은아이를멸할때하나님을

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그의이런사상들은비성경 이다.무엇보다,그가충실한천주교인이라

는사실은그가참된기독교인이아니라는것을증거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빌리

47)ChristianNews,22April2002.
48)ChristianNews,6May2002;CalvaryContender,June2002.
49)CalvaryContender,February2003.
50)ChristianNews,14April2003.
51)ChristianNews,Novemb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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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엄이나촬스콜슨같은복음주의자들은그를아낌없이칭송하 다.촬스콜

슨은 그를 ‘ 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라고 불 다.이것은

진리를혼돈시키는잘못된말이다.천주교인들은복음진리를부정하는이단자들이

요 마리아를 그릇되이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다.52)

테 사 수녀와 선행

선행은좋다.그러나선행은사탄이이용할수있는가장 리한 조품의하나일

수있다.제임스답슨박사는고(故)테 사수녀를그리스도인으로인정하 는데,

그것은“그가그의생애에서성령의열매를나타내었기때문이다”라고하 다.잭

반임페는이‘상냥한40킬로그램숙녀’가구원을받지못한자일지도모른다고생

각하는 자들을 꾸짖는다.53)그러나 빌 잭슨은 바르게 논평한다:54)

나는어떤개인의구원을 단하기를원하지않지만,그자신의입술로부터그의
혼의 상태에 한 어두움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온다.그는 구와 사진을 을
때마다 혼이연옥을떠나기를기도했다.그는성찬떡에 한사제의축복이아니
라면 수님을소유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공공연히교황에게간청하기를마리
아를 ‘그리스도인의 력 구속자(Co-Redeemer), 력 보자(Co-Mediatrix)
보혜사(Advocate)’라고 부르라고 하 다.

[천주교 세계]

이태리의 천주교인들은 마술과 신앙을 혼합함

인구의84퍼센트가천주교인인이태리에는 쟁이들,운수보는자들,손 보는

자들, 문 으로꿈꾸는자들, 성술자들,무당들과마술사들이번창한다.55)4만

명의마술사들과신비가들의거 한지하공동체는일년의1억불의수입을자랑한

다.이태리 사람들은 천주교인들이지만,그들은 한 윤회(輪廻)를 믿고 무당들을

방문하고‘악한 ’의불운의마술사를찾는다.천주교지도자들은공식 으로마술

의 혼잡을 비난한다.56)

천주교 은사주의자들과 강신술(降神術)

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 천주교 나라이지만,실상은 강신술의 나라이

다.57)그나라는,2억명의천주교인들이있다고추정됨에도불구하고세계에서제

52)CalvaryContender,15November1996;1April1997;1October1997.
53)C.E.C.Journal,February1998.
54)CalvaryContender,1March1998.
55)Charisma,29February1999.
56)CalvaryContender,1 March1999.
57)CalvaryContender,15Decem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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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강신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이 라질 사람들의 3분의 2는 강신술자들

(Spiritualists)이거나그와가까운자들이라고추정된다.58)그들은 체 으로 의

생명과 의숭배에 한조직 인종 집회들을가지고있는종교 은사주의

자들이다.59)

교황은 기독교 일치를 다시 요청함

교황요한바오로 2세는성베드로와바울에게바쳐진교회 기를구별하면서

2000년6월29일24명의새메트로폴리탄 주교들에게 (領帶,pallium)를수여

하는성베드로성당계단에서가진 녁미사에서,새천년이시작되는때에기

독교일치가“더욱더긴 하다”고말하 다.그는콘스탄티노 의에큐메니칼총

주교바돌로메오1세가 례 으로보낸헬라정교회고 성직자사 단에게문

안하면서일치를 한그의요청을다시새롭게하 다.그사 단 표는헬리우폴

리스와 데이라의 메트로폴리탄 아다나시오스이었다.60)

이단종 들/이방종교들

이단종 들의 선교 활동이 활발함

캘버리 컨텐더지에 의하면,이단종 인 몰몬교는 5만 5천명의 임 선교사들을

가지고있고,여호와의증인은약27만명을가지고있는데,기독교회의선교사들은

다 합해도 단지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61)

[안식교]

안식교가 엘 화이트를 재확인함

안식교는2000년7월총회에서엘 G.화이트의 언들에 한지지를재확인하

다.총 들은“엘 G.화이트의사역을통한 언의은사에 해모든교인들특

히청년들에게알리려는노력들을강화시키기로”결의하 다.62)안식교는변한것

이 없다.그런데 오늘날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안식교를 포용하고 있다.

58)ChristianNews.2April2001.
59)CalvaryContender,1May2001.
60)ChristianNews,17July2000,p.18.
61)WatchmanLee-expositor,November1997;CalvaryContender,1January1998.
62)DavidCloud,ChristianNews,16October2000;CalvaryContender,15Novem-

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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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몬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

몰몬교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종교들 의하나이다.그것은기독교

라고스스로주장하지만,기독교가아니다.몰몬교도들은다른 수,다른 ,그리

고다른복음을믿는다.63)그창시자이며자칭선지자이었던죠셉스미스는잘못된

신비주의에 여되어있었다.그가받았다고주장했던112가지의계시들 에,88가

지는재정문제에 한것이었다.64)몰몬교는성경말 을사용하지만다른의미들

로사용하기때문에혼란을주고있다.몰몬경에언 된어떤몰몬도시들도발견되

지않았다.어떤히 리어비문도인디안폐허들에서발견되지않았다.몰몬경의어

떤 고 사본들도 발견된 이 없다.역사 사실들은 몰몬경과 충돌한다.이 에

몰몬교도이었던한사람은일부다처(一夫多妻)제도가유타주와서부에서실제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65)

몰몬교 제국

어떤이들은말하기를몰몬교가 다음 세 의세계종교일것이라고 한다.55,000

명의선교사들이160개국에서사역하고있고1981년이후배갑 이된것과더불어,

몰몬교는 지 1000만명 이상의 교인수를 가지고 있다.각 몰몬교 선교사는 평균

매년 약 6명씩 몰몬교로 인도하고 있다.66)몰몬교는 한 해에 약 59억불의 수입을

내고300억불이상의자산을가지고있다.몰몬교는많은성 들과집회소들,16개

의라디오방송국들,한개의텔 비젼방송국,일간(日刊)솔트 이크시신문,한

개의서 회사,8억5천8백만불의가치가있는올란도부근의목장,그리고유타주

에서가장큰백화 체인을소유하고있다.이모든것들이몰몬교를미국내에서

로마 천주교회 외에 가장 큰 종교 -경제 기업이 되게 한다.67)

몰몬경은 사기(詐欺)

크리스챤뉴스2003년7월21일자는다음과같이말한다:“몰몬경은기독교문서

가 아니다.그것은 허구(虛構)에 근거하며 거짓말하는 간음자 죠셉 스미스에 의해

조작되었다.몰몬교는 삼 일체의교리나, 수그리스도의 공로안에서믿음으로

63)MoodyMonthly,September1997.
64)Time,4August1997.
65)ChristianNews,14July1997;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7.
66)OnMission,1998.
67)CalvaryContender,1July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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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받는 칭의(稱義)같은 기독교 기본 교리들을 거부한다.그것은 행 의 의(義)를

하는이단종 이다.”몰몬경은허구와모순들로가득하다.그런데,이슬람교다음

으로 몰몬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이다.68)

[ 트니스 리(WitnessLee)]

트니스 리의 지방교회

1997년에죽은 트니스리는지방교회(LocalChurch)운동을인도했다.워치만

회의크 이그 랜취는말하기를,리(Lee)는특히“하나님과사람을섞는신비

교리”에있어서그의선생워치만니를극단 으로따랐다고한다.69)그는말하기

를,15만명의 교인을 가진 지방교회는 비(非)통 인 삼 일체 견해를 가르치고,

자신을 어떤 도시에서의 유일한 참 교회라고 선 하고, 세례가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고 구원에 필수 이라고 가르친다고 한다.70)

지방교회에 하여

지방교회는 국인윗트니스리가미국로스앤젤리스에서시작한종 로서‘회복

교회’라고도 한다.윗트니스리(WitnessLee)는 국인 지도자이었던 워치만

니(WatchmanNee)의주요동역자이었다.그러나그는후에그의사상에서떠나독

자 인 를 형성하 다.한국의 지방교회는 윗트니스 리와는 직 련이 없이

1966년워치만니의제자라고자칭한왕 생(한국명,권익원)씨의지도하에시작되

었으나 1980년 부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서울 서 동에 서울교회 집회소가

있다.

지방교회의교리상의문제 하나는신인합일주의이다.윗트니스리는하나님이

사람을창조한목 이하나님자신을사람에게넣어서하나님과같게되게하기

함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삼 일체 하나님을 세 인격이 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며세인격이하나로발 되었다고말한다.이것은삼 의구별을부정하

는생각이다. 윗트니스리는워치만니와같이인간이 ,혼,육의세요소로구

성되었는소 삼분설을취한다. 인간은육 으로만타락하 고 은타락하지

않았다고말한다.특별히지방교회는기존교회들에 해“천주교는마귀 이며개

신교는그리스도가없다”고말하며기성교회를타락해서죽은교회요바벨론혹은

음녀라고간주하고기성교회의목사들과 배등을부정한다.이러한사상은권신

찬의구원 등에 향을주었다.1991년 한 수교장로회통합측의제76회총회

68)CalvaryContender,September2003.
69)Charisma,March1999.
70)CalvaryContender,1March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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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윗트니스 리의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 다.71)

[한국 교회의 이단 사이비 종 들]

기독신문 1999년 5월 12일자(5쪽)에 의하면, 장 합동측과 통합측 총회에서

결의된 이단 내지 사이비 단체들의 명단과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합동측 총회( 창기부터)의 결의 연도 내용

1915년,안식교 지지자를 면직 제명하기로 함

1933년,이용도,백남주,한 명,이호빈은 이단임

1955년,나운몽 용문산 기도원은 이단임

1956년,나운몽,박태선,동방교는 이단임

1977년,한국복음신보,주간종교,주간기독교는 이단집단 언론임

1991년,김기동(베뢰아)은 이단임

1994년, 태해는 불건 한 신비주의자임

1995년,무료신학원(이만희)은 신학 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집단임

1996년,할 루야 기도원(김계화)은 불건 한 집단임

류 수,이재록,유복종은 이단임

1997년,빈야드 운동은 불건 한 운동임

1998년,말 보존학회(이송호)는 이단임

장 통합측 총회의 결의 연도 내용

1971년,문선명(통일교)은 사이비종교임

1974년,구원 (권신찬,소천섭)제명 강단집회 지

1979년,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님

1983년 구원 는 사이비 집단임

1990년,이선아(밤빌리아 추수꾼)는 이단임

1991년,박윤식(성교회, 평강제일교회)은 이단임

박명호(엘리야 복음선교원,안식교 계열)는 이단임

이장림(다미선교회)은 이단임

이 석(한국 루살렘교회,김기동 계열)은 이단임

윗트니스 리(지방교회)는 이단임

1992년,구원 (권신찬,이요한,박옥수)는 이단임

71) 종교,1992.9-11월호;기독신문,1999.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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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베뢰아)은 이단임

이명범(마선교회)은 이단임

1993년,김한식(한사랑선교회)에 해 재정 력 지

서달석(강서 앙교회)은 이단임

할 루야 기도원(김계화)은 비성경 ,비기독교 임

복기도원(황 )은 사이비 집단임

태백기도원( 소원의 항구,이옥희)은 비성경 임

1994년,김기동은 이단임(재확인)

이만희(무료선경신학원)는 이단임

안식교는 이단임

트 스디아스는 불건 함

1995년,다락방 도운동(류 수)은 사이비 운동임

[통일교]

통일교 활동, 련 상품 조심

문선명의 통일교는 이단이므로,기독교인들은 통일교의 활동들,시설물들, 련

상품들을 알고 참여하지 말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다.

1.통일교는 200억원의 산을 들여 2003년 7월 15일부터 8일간 세계 명문 7개

축구단을 청하여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등 국주요월드컵경기장에서‘월드

피스킹컵’경기를 가진다.‘월드피스킹’(세계평화의 왕)은 문선명을 가리키는 말이

다.

2.통일교는 2003년 2월 12일 용평리조트를 용으로부터 인수하 다고 한다.

3.통일교는2003년3월10일통일교재단인리틀엔젤스 술회 에서문선명부

부를 심으로 평화통일가정당 창당 회를 가졌다.천주평화통일가정당은 통일교

조직인 국민연합,훈독회,참가정실천운동본부,순결운동본부,충효사상본부 등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다고 한다.

4.통일교 련상품 시설물들--세계일보,주식회사일화(삼정톤, 정약수,맥

콜,천연사이다),일성종합건설,한국와콤 자,워싱턴타임스,이천설 온천,세일

여행사,일상농원,UPI통신,용인국제연수원,제주국제연수원,일성콘도체인,선화

술 고등학교,천안 선문 학 등.72)

통일교 단체,기업 상품 조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참가정 실천운동본부,세계평화여성연합,세계평화청년

72)기독신문,2003.5.21,20쪽.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08-

연합,남북통일 국민연합,국제승공연합,국제승공여성연합,세계평화교수 의회,

교 기독교 회, 한 수교장로회 연합총회,세계일보,세계선교본부,종교신문

사,종교 의회,(사)자원 사 애원,국제연수원,용인 앙노동경제연구원, 앙수

련원,선문 학(천안,아산),선화 술 고등학교,경복 등학교,선정여 고등학교,

청평 천성왕림궁 ,역사편찬 원회,충의애 ,통일세계,리틀엔젤스,유니버셜발

단,향토학교,세계평화 종교 국가연합,재단본부, 국 학원리연구회,설

호텔(이천),(주)세일로,(주)세일여행사,한국디타늄,통일 공업,(주)일화(제약제

품,인삼차,삼정톤, 정약수,천연사이다,맥콜,각종 음료),일성종합건설,일성

산업,일성부곡콘도,일성설악콘도,지리산콘도,여주콘도,일식석재,일흥수산,일

화천마축구단(성남),정진화학,제주국제연수원,해피월드,한국와콤 자,(주)평화

자동차,국제축구유학원,월드메탈(주),(주)애생,(주)선원건설,통일항공(주),피스

월드메디칼(주),(주)우리몰,훈독회,천주평화통일가정당(일명가정당),세계평화정

상회의,워싱턴타임스,UPI통신,멘화탄스튜디오,용평리조트(스키콘도체인),국제

강산그룹,평양가정교회(문선명 우상화 궁 ),정주평화공원 등.73)

[하나님의 교회,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에 하여

안상홍증인회의교주안상홍은1918년 1월13일 북장수에서태어나1947년

안식교에입교했다.그는1962년3월24일23명의신도들과함께안식교를탈퇴하여

1964년 4월28일부산해운 에‘하나님의교회 수 증인회’를설립하 고,그후

국에 여러 개의 지교회들을 설립하 다.그가 1985년 2월 25일 사망한 후,그의

추종자들은3월22일서울로총회본부를옮겼고,같은해6월22일‘하나님의교회

안상홍증인회’로교단이름을바꾸었다.안상홍증인회는하나님의교회,혹은멜기

세덱 성경연구원으로도 불리운다.74)

그들은1985년2월25일사망한안상홍씨가3년뒤재림한다고주장했고기 했

으나실패하 다.안상홍은야생마꿈을꾼후장길자여인을‘하늘어머니’로지목

하 고자기후계자로내세웠었다.75)장길자여인은‘하나님의신부,’‘하나님의아

내’라고불리웠다.76)안상홍증인회는체계 인집 교리교육(도훈련)을시

키는데, 3단계, 2단계,고 2단계 등 총 7단계로 되어 있다.77)

73)“박 철목사가폭로한통일교 련행사 기업,단체,”기독교보,2003.7.5,6쪽.
74)박경복,“비상!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활개,” 종교,1997.6;진용식,

“안상홍이 하나님인가?,”교회와 신앙,1997.11.
75)박경복,같은 .
76)진용식,같은 .
77)박경복,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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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안상홍에 한 잘못된 신앙

안상홍증인회는성부하나님이여호와시며성자하나님이 수이시며성령하

나님이안상홍이라고믿는다.그들에의하면,안상홍은성령시 의보혜사이며하

나님의 새 이름이다.안상홍은 성경에 언된 재림주이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하나님이라는것이다.안상홍증인회에의하면,사람이 수로구원얻는것이아니

고보혜사성령인안상홍의이름으로구원을얻는다.그러므로그들은사람들이그

를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8)

이것은명백히신성모독 인이단사상이다. 수님은많은기 들을행하심으로

하나님의아들이신확실한증거를보이셨다.그러나안상홍은그 지않다. 성경

은분명히 수님의재림이 으로볼수있게, 스럽게이루어질것을 언하

다.79)마태복음24:30,“그때에인자의징조가하늘에서보이겠고그때에땅의모

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더욱이,성경은우리를구원할이름은 수밖에없다고분명히증거하 다

(요14:6;행4:12;딤 2:5).보혜사성령은오직우리의유일한구주 수그리스도

를 증거하실 뿐이다(요 15:26;고 12:3).

안식일과 유월 교리에 하여

안산홍증인회는로마의콘스탄틴황제이후기독교회가안식일을토요일 신

태양신을섬기는일요일로변질시켰으므로성령이교회를떠났고교회에는악령이

가득차 있다고 주장한다.그들은 안식일과 유월 이 원하며(출 31:13;겔 20:20)

그것들을지켜야구원을얻는다고말한다.그들은유월 이 생의길이며유월

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다고 한다.80)

구약시 의토요일안식일이신약시 에일요일로바 것은주후321년로마

의콘스탄틴황제의칙령이후가아니다.주일은콘스탄틴황제가만든날이아니고

하나님께서섭리가운데신약교회에주신날이다.일요일은주 수께서부활하신

날이며성령께서강림하신날이었다.사도요한은‘주의날’이라는표 을처음사용

했는데,그것은일요일을가리킨다(계1:10).그리스도인들은이미사도시 에주께

서부활하신 날인안식후첫날 곧일요일에모이기를 시작하 다.사도행 20:7,

“안식후첫날에우리가떡을떼려하여모 더니.”고린도 서16:2,“매주일첫날

78)한춘근,같은 ;진용식,같은 .
79)마 24:30;행 1:9-11;살 4:16,17;살후 1:7-10;계 1:7.
80)박경복,같은 ;한춘근,“안상홍하나님의교회에 한비 ,” 종교,1997.6;

진용식,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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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희 각사람이이(利)를 얻은 로 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시 가끝나고주후100년부터200년사이에쓰여진 들에도그리스도인들

이 일요일에 공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증거되어 있다.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바나바서신은“우리는주님이부활하신주일을지킨다”고썼고,주후107년경의익

나시우스는“괴상한교훈에속지말라.새소망에이른자는안식일을더이상지키

지않고주일을지킨다”고썼다. 주후150년경에쓴 에서순교자 스틴은“일

요일에 모든도시의사람들은한곳에모여사도들의 을읽으라.이날은주님께

서 부활하신 날이다”고 말했다.

사실상,구약의제사와 기의규례들인소 의식법(式法)은 수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속죄 사역을 표(豫表)하 고 그가 오심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구약의 의식법은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골로새서 2:16,17,“그러므로

먹고마시는것과 기나월삭이나안식일을인하여 구든지 희를폄론[단]하

지 못하게 하라.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그러

므로정통 인개 교회의신앙고백인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다음과같이진술

한다:

보통도덕법이라고불리우는이법외에,하나님께서는미성년의교회로서의이
스라엘백성에게몇가지모형 규례들을담고있는의식법(式法)들을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그것들은부분 으로그리스도와그의은혜들,행 들,고난들,은택
들을 시(豫示)하는 배에 한것들과;부분 으로도덕 의무들에 한여러
가지교훈들을제시하는것들이다.이모든의식법들은이제신약아래서폐지되었
다.81)

우리는구약의 기들을지킴으로구원받는것이아니고오직 수그리스도의십

자가 속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원 ]

구원 박옥수 목사의 오류

박옥수목사는지난5월주요일간신문과방송,서울시내육교의 수막과 단

지등다양한매체를사용하여 고하면서잠실실내체육 에서‘서울시민을 한

박옥수목사성경세미나’를열었다.그는홍보물들에서기성교회들이다잘못된것

처럼다음과같이표 한다.“내가증거하는복음을듣고거듭난자들마다기성교회

와 목사들이 성경 이지않고 올바른 진리가 없는 실상을 보고 마음을 옮기며‘..

.그동안내가속았다’는고백을했다,”“한국교회는서울의큰교회에서부터논두

81)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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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두 교회까지다썩었습니다.”그는이번세미나에서“(한국교회)목사님들이

원죄는 수님이사하시고자범죄는사람들이자백해서사한다고하는데이는미친

소리요,사탄의 소리”라고 비 했고,“성경은 우리 죄가 씻어져 처럼 희어졌다고

하는데 한국교회는‘주님,이죄인이’라고 고백하는등거꾸로뒤집어져 있는상태”

라며 “나는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는 성경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다”고

말했다고 한다.82)

박옥수목사의오류에 해다음몇가지를지 할수있다.첫째로,그는성도가

의롭다하심을받은후자신을‘죄인’이라고표 하며죄를회개하는것은구원받지

못한증거라고주장하는데,그것은잘못된주장이다.바울사도는“미쁘다,모든사

람이받을만한이말이여,그리스도 수께서죄인을구원하시려고세상에임하셨

다하 도다.죄인 에내가괴수니라”고고백했다(딤 1:15).성도는,비록 수

그리스도를믿음으로그의피로죄씻음과의롭다하심을받았지만,때때로죄를짓

는다는 에서자신을죄인이라고고백할수있고그죄를고백하고미워하고거기

에서 돌이키려고 힘써야 한다.

둘째로,박목사는성도가자신의구원받은날짜를알아야구원받은것이라고주

장하는데,그것은잘못이다.구원받은성도라할지라도자신의구원받은날짜를모

를수있다.사람이 수그리스도를구주로확실히믿는다면그는구원받은자이다.

특히믿는가정에서태어나서어릴때부터믿음의교훈속에서자란사람은구원받

은날짜를알지못할수있고어떤사람은서서히심령이열리고변화되면서 수님

을믿는경우도있을것이다.구원에있어서는날짜가 요한것이아니고참된회

개와 수 그리스도에 한 바른 신앙고백,그리고 거기에 일치하는 순종의 삶이

요하다.

셋째로,박목사는성도가구원받은후에는죄를지어도죄가아닌것처럼주장하

는데,그것은잘못이다.죄는언제나죄이다.바울은믿는성도가짓는죄에 해말

하면서,“이제는이것을행하는자가내가아니요내속에거하는죄니라”라고했다

(롬7:17). 그는계속말하기를,“내속사람으로는하나님의법을즐거워하되내

지체속에서한다른법이내마음의법과싸워내지체속에있는죄의법아래로

나를사로잡아오는것을보는도다.오호라나는곤고한사람이로다.이사망의몸

에서 가나를건져내랴.우리주 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하나님께감사하리로

다.그런즉내자신이마음으로는하나님의법을,육신으로는죄의법을섬기노라”

고했다(롬7:22-25).구원받는신자가범하는죄도죄이며우리는그러한죄를죄로

인식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통회자복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로,이러한오류들과더불어,박목사는기성교회 반에 해무차별 으로

82)교회와 신앙,2004.5.1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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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죄하는 태도를 보이는데,그것도 지 않은 잘못이다.비록 실 교회들 속에 오

류들이 많이 있을지라도,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들 비평하기를 조심해야 한다.우리는 하나님을 한다고 생

각하면서하나님의아들 수그리스도와성도들을핍박했던바울의실수를기억해

야 한다.칭의의 복음을 성실히 증거하지 못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정죄해서는 안될 것이다.잘못된 비평은 그 자체가 죄가

된다.

[뉴에이지 운동]

뉴에지 운동

뉴에지 운동은 수많은 비기독교 신념들의 잡동사니이지만,다음과 같은 공통

내용이있다:①모든것이신이다.②인간은신 이다.③인간의근본 결함은

자신의 신 가능성에 한 무지이다.④ 인간의 최 의 필요는 개인 변형이다.

⑤모든종교는참되다.⑥인간의완 해방을 하여지구 체의종교 연합이

있어야한다.⑦해방은여성신을통해올것이다.⑧도덕은상 이다.⑨기독교

성경의 하나님은 남성 구성물이며 인간 고안물이다.83)

[ 리메이슨]

리메이슨(Freemasonry)은 거짓 종교

국교회의캔터베리 주교로완 리암스는자신이“리메이슨사상과기독

교신앙이양립할지에 해실제로불안”을품고있으며 리메이슨을고 성직에

임명하기를원치않는다고말했다.그러나소요가있자,그는“걱정”(distress)를일

으킨데 해사과하 다.그러나호주의시드니성공회 회는그교단산하의교

인들에게 리메이슨과교회 양자택일을하라고요청했고회 들에게 리메이

슨이그들의시설물들을사용하게하지말라고말했다.84)그 회는 리메이슨이

“거짓된 종교 , 신념들의 체계를 가르치고 주장한다”고 말했다.85)

[종교연합]

종교연합이 오고 있다!

감독교회감독 리엄스윙은1993년이후종교연합(UnitedReligions)발기인회

83)ChristianNews,18November2002.
84)ChristianityToday,3December2003.
85)CalvaryContender,Januar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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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창립을 해 주요 매자 역할을 했다.86)여러나라들에서많은모임들이있은

후,종교연합발기인회의헌장 안이수정되었고 리회람되었다. 스컨신리포

트 1999년 2월11일자는 국제연합(UN)의 포용 ‘ 동반자’인종교연합(UR)을

한이꿈에 한한상태보고를하 다.종교연합발기인회헌장 안은지 부

터2000년6월까지계속 발 되고수정될 것이며,그때온 세상에있는사람들이

그것에서명하고종교연합을탄생시킬것이다.그러나근본주의자들은그런배교

그리스도 세계교회에 결코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다.87)

종교연합 발기인 헌장이 서명됨

2000년6월26일세계44개나라들과39개종교들로부터온수백명의 표자들은

종교연합(UnitedReligions)발기인회헌장에서명하기 해미국피츠버그에서모

다.88)이것은국제연합(UN)에상응하는것으로연합된세계종교를 한시작과

기 이었다.종교연합발기인회(URI)헌장은이런말로시작된다:“온세계의다양

한 종교들과 표 들과 토착 통들의 사람들인우리들은 이로써 속 인

매일의 종교간 력을 증진시키고 종교 동기의 폭력을 종식시키고 지구와 모든

생명체들을 한평화와정의와치료의문화들을창조하기 해종교연합발기인회

를설립한다.”종교연합발기인회(URI)는배아상태의 그리스도의 세계종교이

지 않겠는가?89)

윤리 문제,질병,세속 문화

[술/담배/마약]

학생의 살해범

미국의1,200만 학생들이 한주간에 마시는 맥주의양은약 2,270만리터이며

과도한음주(飮酒)가연간수천의학생사망사건들과 계된다고한다.90) 학행

정당국자들의한설문조사에의하면,학사문제들의38퍼센트는술과 련이있고,

그 29퍼센트가낙제이다.그조사는말하기를,술은독(毒),흔히즐겁지만무서

운독이라고했다.술은싸움을증가시키고, 단을손상시키고,폭력범죄들의25퍼

센트와 야만 행동들의 약 60퍼센트에 계된다.91)

86)CalvaryContender,1September1997.
87)CalvaryContender,1April1999.
88)CalvaryContender,1June2000.
89)CalvaryContender,15August2000.
90)Reader'sDigest,November1998.
91)CalvaryContender,1Decem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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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독에 빠진 학생들

한국 학생 알코올문제 방 회(회장 최 숙 상지 교수)는 최근 국 14개

학학생 2,496명을 상으로 ‘학생의 음주 문화’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

과,남학생의 94.3퍼센트,여학생의 91.4퍼센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혔다고 한다.92)이는 미국 학생의 음주 비율(86퍼센트)은 물론 우리 나

라 성인 음주 비율(63.1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한다.

술,마약,담배

미국에서매일,8,000명의 은이들은처음으로불법 마약을시도하고,18세이

하의3,300명은매일담배를피우는자가될것이다.평균,아주신실한기독교청소

년들의8퍼센트는성인이되기 에담배를피우기시작하며,13퍼센트는마리화나

를시도하며,19퍼센트는술을시도할것이다.그숫자는교회에자주출석하지않

는 자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높다.93)

흡연으로 인한 사망

세계보건기구(WHO)는매년 세계에서400여만명이흡연 련질병으로사망

한다고 보고하 다.그것은 8 에 한 명씩 죽는 것이 된다.94)

[낙태]

1980년 미국의 낙태 통계

알란구트마허연구소(AlanGuttmacherInstitute)의보고서에의하면,1980년미

국에서합법 으로행해진낙태건수는약150만건이며그 약79%는미혼자들에

의한 것이며 약 30%는 십 들에 의한 것이고 약 1%는 15세 미만자에 의한 것이

다.95)

지극히 두려운 죄(重罪)

1990년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낙태문제”라는 주제로 ‘새생명 사랑회’가 주최한

92)국민일보,1999.2.23,15쪽.
93)CalvaryContender,1April1999.
94)조선일보,1999.10.27,9쪽.
95)HavenBradfordGow,"IsAbortioninAmericaLiketheHolocaust?"Christian

News,24June1985,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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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장병숙간사는“낙태실태에 한보고”에서“ 세계 으로인공유산은

매년5천5백만건에이르고있는데이 소련이가장많아연간650만건이고미

국이150만건에달한다”고보고하면서“진짜놀라운것은한국이150만건(1985년)

에달하고있어인구비례로따지면세계최고”라고주장했다.특히이통계는1960

년도의10만건에비해25년만에15배나 속하게증거한것이라고한다.96)그러나

이것은 심히 두려운 죄(重罪)이다.낙태는 명백히 살인 행 이다.

우리 나라의 한 낙태 통계

우리나라에서한아기가태어날때약2.5명의태아가낙태로죽어간다.한해에

60만명이태어나고150만명이낙태당한다.이것은세계제2 의낙태율이다.한해

에150만건,하루에4,000건,20 당1건이다.기혼여성의59.3%가낙태를경험했

고18세이상여성의38.8%가낙태를경험했다.낙태의이유는태아의건강문제는

2.7%에 불과했고 피임 실패나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부분이다. 체 낙태 건수의

30%는미혼여성의경우이고이들 50%는2회이상낙태경험을가진자들이고

85%는10 이다.97)이것은놀라운통계이다.그러나낙태는명백히살인행 이다.

피임약 RU-486은 ‘아기 독약’임

미국식품의약 회는2000년9월28일RU-486피임약을승인하 다.이것은낙

태를더부주의하고일반 이게만들것이다.미국뉴 지의한국회의원은말하기

를,“RU-486은단지아기들에게독약일뿐아니라,그것을먹는엄마들에게독약이

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98)그는 그것이연장된출 과심각한경련들을일으

킬 수 있다고 말했다.99)

낙태는 흑인들 가운데서 주된 사망의 원인

매일천명이상의흑인아기들이낙태로죽임을당하며,그것은흑인들을 한

주된 사망의 원인이 된다.3건의 낙태 수술 의 하나는 흑인 여자에게 행해져서

흑인아이를죽인다.미국역사에서일 기잘못된형이가해졌던것보다더많은

흑인들이 형 인3일기간에죽임을당한다.100)하지만,흑인들은낙태찬성입법

96)기독신보,1990.6.16,7쪽.한국 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 의한 통계도
동일하다(크리스챤 신문,1990.11.3,5쪽).
97)교회연합신문,1995.11.19,9쪽;기독신보,1990.11.3,3쪽.
98)HuntsvilleTimes,29September2000.
99)CalvaryContender,15October2000.
100)AgapePress,11October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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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해 많이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101)

낙태약 RU-486은 산모에도 험함

2년 미국식품의약품국이승인한이래,두명의여성이미페 리스톤이라고

불리우는피임약혹은정확히말해낙태약인RU-486를복용한후에죽었다.한낙

태반 자는“우리는이약이가게에서제거되기를원한다.왜냐하면그것은인간을,

아주빈번히태아를죽이기때문이다”라고말한다.그것은 액의응고를지연시키

고심각한경련을일으킨다.RU-486은단지‘아기독약’만이아니다.그것은그것을

복용하는 어머니들에게 독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102)

[안락사(安樂死)]

화란의 안락사

리더스다이제스트(Reader'sDigest)1997년9월호에의하면,화란은가망없는

환자를 한안락사로부터만성 환자를 한안락사로,신체 질병을 한안락

사로부터심리 고통을 한안락사로,그리고자발 안락사로부터비자발 안

락사로움직여왔다.일단어떤경우들에있어서죽이는것이허용되면,의사들이보

다더 단하기어려운경우들로그선을넘는것이더쉽다.환자의‘죽을권리’가

교묘하게 환자의 ‘죽을 의무’와 의사의 ‘죽일 면허증’이 된다.‘죽음의 의사’(Dr.

Death)라는별명이있는잭 보키안(JackKevorkian)은 어도45건의‘자살’을도

왔다.그 많은이들은최종 으로아 상태가아니었고몇경우는질병의아무

런징후도보이지않았다.매스컴은 보키안을의사라고부름으로써그의행 들

을 정당화하지만,그의 의사면허증이 1991년에 지되었음을 말하지 않는다.103)

화란에서 아 지 말라

의료윤리지(JournalofMedicalEthics)1999년2월호의한보고서는화란에서

남의도움을받은자살의다섯사건 하나는환자의동의없이일어나고있다고

말했다.104)그조사는 한1995년에화란에서의안락사(安樂死)의거의3분의2가

법이요구하는 로보고되지않았음을보여주었다.의사들은환자를죽이는 험

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105)

101)CalvaryContender,November2002.
102)CalvaryContender,November2003.
103)CalvaryContender,15September1997.
104)World,13March1999.
105)CalvaryContender,1Apri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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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란은 안락사를 더 완화함

화란은수십년동안안락사(安樂死,euthanasia)를허용하 으나이제새법은화

란의의사들로하여 그것을합법 으로행하게한다.그것은단지임종 질병의

경우에서가아니고,“끝이없고견딜수없는고통”의경우들에서안락사,혹은의사의

도움을얻는자살을허용한다.106)그법은 한부모가12세부터16세사이의자녀들

을 한안락사를선택할수있도록허용하는한편,16세와17세는부모와상의하는

한자신의결정을내릴수있도록허용한다.107)그러나사람의생명은부모도,의사

도,다른 구도, 자기 스스로도 죽일 권한이 없다.

안락사:좋은 의도,나쁜 결과

화란에서30년간안락사가진행된상황을보라.화란의사들은“안락사를요청하

는죽어가는사람들,그것을요청하는만성질병자들,그것을요청하는장애인들,그

것을요청하는빈민자들,그부모가그것을요청하는장애유아들에게죽이는약을

주사한다.”108)그과정은자원함을넘어서서“요청혹은동의없이목숨을끝내는

것”으로 나아갔다.109)

[인간 복제]

인간 복제를 반 하라

여섯개가량의회사들이 재여러동물들의복제를하고있다.인간배아를복

제하는과학은 재비교 바로앞에있다.110)과학은이일에있어서 험한 역

에있다.인간복제는단지‘하나님놀이를하는것’(playingGod)이아니고하나님

이 되려 하는 것이다.111)

인간 복제술은 살인을 포함함

생명공학의발달로,생명보호는인간복제와배아 괴 기세포연구에 한

반 를필요로하게되었다.112)복제에의해만들어진배아를 괴하는것은도덕

으로인간생명을취하는것과동등한일이다.113)“인간복제는생명의창시자이

106)World,26January2002.
107)CalvaryContender,15February2002.
108)NewAmericans,30December2002.
109)CalvaryContender,February2003.
110)World,16June2001.
111)CalvaryContender,1July2001.
112)World,4May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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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나님께 한 한공격이요생명의주인이신그에 한모독이다.인간복제

는 그것들의 기세포들을 해그것들을 괴하기 한 배아들의복제는그 공포

를 증가시킨다.”114)

[음란]

청소년들의 성 의식 문제

기독교연합신문2000년2월6일자(9쪽)는MBC가1999년10월25일부터11월4

일까지 국의 고생 1,500명을 무작 로 선정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은

‘2000MBC청소년백서’의내용을보도했다.보도된내용에의하면, 고생의5.3%

가성경험이있으며84%가사랑한다면성 계를가져도무방하다고응답했다.성

계경험이있는학생들가운데첫경험의시기에 해16-18세가59.5%,13-15세

가34.2%,12세이하가6.3%이었다. 성 계의이유에 해강제 인상황이아닌

방간의동의 다는응답자가 체의92.9%이었고성 계의 상도73.4%가이성

친구이었다.

비록 탈선하는 학생들이 극소수이긴 하지만,성 계에 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크게잘못되어가고있다.하나님께서는십계명에서‘간음하지말라’고명령하셨다.

성경은결혼 계이외의성행 는음행이라고규정한다.이성간에서로사랑한다

면 성 계를 가져도 무방한 것이 아니다.남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먼

결혼해야한다.결혼할수없는 계라면결코성 계를가져서는안된다.그러므로

아직결혼연령에이르지않은청소년들이나청년들은이성교제에 해극히조심

해야한다.그들은성 자극을 수있고받을수있는환경을피해야한다.특히

오늘날개인컴퓨터나핸드폰,비디오방과PC방을통한음란물 속과음란한채

을 삼가야 한다.하나님께서는 음란한 개인과 사회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매매춘 24조원의 나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우리나라에서한해성매매 으로오간돈이24조원

이라고 발표했다고 한다.이 액은 국내 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고 한

다.115)한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험 수

하이패 리(사랑의가정연구소)가발간한성매매실태에 한보고자료집에의

113)AlabamaBaptist,9May2002.
114)CalvaryContender,1January2002;CalvaryContender,July2002.
115)조선일보,2003.2.7.A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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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연간 24조원에 이르고,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여성만

최소33만명,경제규모로따지면성산업이우리나라농림과어업을합한규모와맞

먹는정도다.유사매매춘업소나윤락알선업소등을포함하면그 규모는더클것

이다.원조교제를 한 의로 신상이 공개된 남성들과 성매수 상청소년 414명의

진술서를 분석,지난해 12월 청소년보호 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성매수 청

소년의나이는15세가21.7%,16세가25.4%,17세22%로서 고등학생시기가가장

많았으며 13세 이하도 3.9%나 되었다.성매수 상청소년의 가족 계는친부모가

정도54.2%나되었고성매매시비가출상태도46.4%로서청소년성매매는소 결

손가정이나가출상태가아닌경우도많았다. 성매매의이유로서용돈이나유흥

비 마련이 51.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성매수 남성의 연령은 20 가 30.1%,30

가42.2%,40 가15.9%등이었다.116)우리나라의청소년성매매는사회와국가

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만일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이런

부도덕한풍조를고치지못한다면우리사회는하나님께서내리실큰재앙을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음란물]

피해자 없는 범죄인가?

미국에서 음란물은연간 100억불의산업이며조직 범죄로인한세번째로큰

세입의 원천이다.그것은 여성들과 아이들을 이용하고 학 하며 남성들을 탐닉

한다.117)유죄 결을받은강간범들가운데놀랍게도86퍼센트가음란물을정규

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다.118)

인터넷 음란물이 심각함

인터넷온라인상에7천5백만명의성인들과2천5백만명의자녀들이있기때문

에,인터넷음란물은굉장한 객을가진거 한사업이다. 재인터넷상에는1백

만개이상의쉽게찾을수있는음란물웹사이트가있다고한다.119)음란물 독은

특히남자들과청년들가운데 더커지는문제이며,‘차단’소 트웨어는단지

부분 해결책일 뿐이다.욕망이나 유혹의 힘이 그 근원이다.120)

116)크리스챤신문,2003.4.21.10쪽.
117)NationalLibertyJournal,June1999.
118)CalvaryContender,1July1999.
119)Charisma,March2000.
120)CalvaryContender,15Marc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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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문제

연구자들은말하기를,미국에서 어도20만명이인터넷음란물에 독되어꼼짝

없이사로잡 있으며수백만명의자녀들과청소년들이그 험에처해있다고한

다.121) 재,쉽게찾을수있는음란물웹사이트가백만개이상이있다.122)7만2천

개내지10만개나 근가능한성인오락사이트들은인터넷상에서세번째로큰

매분야이다.매일올라오는3,900개의새로운인터넷사이트들가운데, 어도85개

는 음란물을 매한다고 한다.123)

한국어 유해사이트 세계 2

음란,도박,자살등 세계인터넷 유해정보사이트가운데는한 로만들어진

사이트가 어다음으로많다고한다.KT는27일자사통신망 리지원단을통해

각종 유해사이트 황을 집계한 결과,67만 5천여개에 달하는 유해사이트 가운데

한 로된 사이트가9.5%(6만4천여개)를차지, 어에이어2 에올랐다고밝혔

다.일본어사이트는2.2%(1만5천여개),독일어는1.3%, 랑스어는0.6%순이라고

한다.유해사이트 음란사이트는 98.9%(66만 8천여개)라고 한다.124)

이통계는한국이세계 으로 어권다음으로인터넷음란물보 에앞장서고

있음을나타낸다.특히 어권은 세계를 상으로하지만,한국의음란사이트는

한 을 사용하는 자들,주로 한국 사람들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음란물 보 의

정도는매우심각한것이다.우리의많은청년들과청소년들이음란물에노출되어

있다.이것은심각한도덕 문제이며큰재앙을불러올사실이다.모든그리스도인

들은이일에 극 처하고인터넷을사용하는모든가정들은반드시음란물차단

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화란이 지구 이 지향하고 있는 곳인가?

9시이후의화란의텔 비젼에는완 히벌거벗은사람들이보통이다.주말에는

음란성 화들이텔 비젼에방 된다.마약류들이소 ‘커피 문 들’에서공공

연히소모된다.동성결혼이화란에서는합법 이다.안락사가최근에합법화되었

다.낙태는크게성행하고 있다.125)이혼은 화란인의60퍼센트가정상 인 것으로

받아들인다.슈퍼마켓에 진열된 잡지는 벌거벗은 여인들의 사진을 겉표지에 싣고

121)USN&WR,27March2000.
122)CalvaryContender,15March2000.
123)CalvaryContender,15April2000.
124)조선일보,2003.4.28,A8쪽.
125)FocusontheFamily,June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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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근친상간의사고가높은것도 한충격 이다.이모든도덕 부패의근본

에는 하나님께 한 믿음의 쇠퇴가 있다.126)

외설물이 사회의 주된 이다

“외설물의 독은수백만명의사람들의정신 건강을훼손시키고있다.그것은

에이즈(AIDS)와기타질병들의확산의명백한원인이다.127)외설물은악이다.그것

은여성들과아이들을이용하고착취한다.어린이치한들과성폭행자들은피해자들

에게외설물을보여 으로써그들의 항력을약화시킨다.미국은노골 인외설물

의 물에휩쓸려들어가고있다.약2천5백만명의미국인들이일주일에1시간내지

10시간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들을 방문한다.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들의

약60퍼센트는성격상성 (性的)이다.”128)이러한진단과통계는한국에도해당될

것이다.성도들은외설물들을끊어야한다.만일그것이잘되지않는다면,차라리

인터넷직통선을끊어야한다.실상,상당한필요성이없는인터넷직통선의개설은

돈 낭비와 시간 낭비이며 그보다 더욱 음란 마귀의 밥이 될 극히 험한 일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터넷의 험에 해 엄히 교훈하고 그들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감시해야한다.그 지못하면,우리자녀들은사탄이인터넷을통해주는

음란의 독주에 취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좋은 질문들

월드(World)잡지 2000년 11월 11일자 우편함에는 이런 이 있다.“‘크리스챤

‘미(美)의여왕’?어떻게그들이잠옷과비키니수 복차림으로자기살을상품처럼

드러내놓으면서순결함과정숙함에 해올바른얼굴로말할수있겠는가? 왜

크리스챤들은 이런쓰 기를 시청하며변호하는가?”129)우리는 쓴이의지 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음란사이트 아르바이트 성행

유료‘포르노’[음란]사이트의‘트 회원’들이부업으로성행 장면등이담긴

배 고를유포시키면서인터넷이온통‘포르노’으로오염되고있다.포르노사

이트의‘트 회원’을수사한서울동부지청 계자는“국내포르노사이트는수

126)CalvaryContender,1July2001.
127)NationalLibertyJournal,September2001.
128)CalvaryContender,15September2001.
129)CalvaryContender,1December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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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개정도지만10만여명에달하는‘트 회원’들이무차별 포르노 고를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이메일이 포르노로 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130)

부모들은인터넷사용법에 한약간의지식만가져도음란물차단 로그램의

설치를통해자녀들이깨끗하고건 하게인터넷을사용할수있도록선도할수있

다.성도들은 이 일을 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처해야 한다.

번창하는 외설 산업

미국에서더러운외설산업은오늘날연간100억불의이익에 근한다고추정된

다.미국에서는약2만5천개의비디오가게들이노골 인음란물을 여하고 매

한다.131)미국은매주약211개정도의비율로새제목의노골 인음란물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하니 세계의 선두 음란물 공장이다.132)

의 음란 문화

“통계는 오늘날[미국에서]음란물의완 한문화 승리를나타낸다.헐리우드

는매년400개의 화를만들어내지만,음란물산업은매달700개의 화를만들어

낸다!음란물은최소한일년에100억달러의사업이다.133)그리고인터넷성(性)독

은 더 이상 단지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미국의 성인사이트 방문자의 거의 3분의

1이 여성이다.”134)

[동성애]

캐나다,동성애 배우자 인정

최근캐나다 법원의 결은동성애 트 를‘배우자’에포함하는것으로변경

하 다.135)

캐나다는 동성애자들을 가족 단 로 확정함

캐나다 법원은최근에두여자동성애자들을가족단 로확인했다.즉동성애

트 를‘배우자’에포함한것이다.커네이디언리바이발리스트1999년6월호에서

랭크맥클 란드박사는가족단 의주목 은자녀출산이라고강조한다.동성

애자들은자녀를출산할수없으며그특징이후손에게 달될수없다.동성애는

130)조선일보,2003.7.16.A7쪽.
131)NewAmerican,2June2003.
132)CalvaryContender,August2003.
133)ChristianityToday,3December2003.
134)CalvaryContender,January2004.
135)AlabamaBaptists,17June1999;CalvaryContender,15July1999.



7. 타

-323-

선천 으로 타고난 행 가 아니고 주로 후천 으로 배운 행 이다.동성애 습

은 비성경 일 뿐만 아니라 한 비본성 이며,성경의 교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습에 의해서도 정죄를 받는다.‘게이’(gay;‘쾌활하다’는 뜻으로 남자 동성애자를

가리킴)라는말은잘못된용어이다.왜냐하면“남자동성애자들의98퍼센트가 망

이게 불행하기”때문이다.136)

동성애에 한 큰 거짓말

동성애에 해거듭반복되는가장근본 거짓말은동성애자들은그런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다.동성애가 유 이라는 과학 증거는 없다.137)

동성애가 학교에서 가르쳐짐

미국의제임스답슨은그의2001년3월20일포커스언더패 리(Focusonthe

Family)라디오방송에서“미국 국의학교들의동성애화(同性愛化)”가오고있다

고경고하 다.138)그는부모들에게“친(親)동성애 학교교과과정을포함시키려

는최근의압력”에 항해조치를취할것을요청하 다.그는그것이“곧거의모

든 아이들을 험에 빠뜨릴 국 인 노력”이라고 믿는다.139)

화란에서의 최 의 동성 ‘결혼식’

화란의새로운동성결혼법아래서두명의동성애자는최 로결혼하게될것이

다.140)이새법은단지화란의부패에 한 하나의추가 표시일뿐이다.화란

은마약과매춘과안락사를합법화한나라이다.그러므로동성‘결혼’이이제그목

록에 첨가되는 것은 충격 인 일은 아니다.141)

동성애 계의 평균 지속기간

동성애 계에 한 화란에서의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동성애 계는 평균

1년반지속한다.그와 조하여,미국에서이성결혼자들가운데서는처음결혼들

의67퍼센트는 어도10년간지속한다.화란의그연구는동성애 계의남자들은

평균 그들의 계 외에 일년에 8명의 상 들을 가진다.142)결혼의 요한 목 의

136)AlabamaBaptists,17June1999;CalvaryContender,15July1999;1September
1999.
137)NationalLibertyJournal,September1999;CalvaryContender,1October1999.
138)ChristianNews,2April2001.
139)CalvaryContender,1May2001.
140)World,14April.
141)CalvaryContender,1May2001.
142)ChristianNews,28Jul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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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자녀출산과인류의 존속이지만동성애 계는그런목 을완 히무시한

다.143)

미국의 동성애 경향

“[미국의]샌 란시스코시는2000년주(州)법이동성애결혼을 했음에도불구

하고최근[2004년]2월12일이후약1,700명의동성짝들이결혼을했다.이와같이

매사추세츠주도 년 5월 에 동성 결혼허가증을 발 할 것이다.”144)

동성애의 사실들

1988년에미국인들의74.9퍼센트는동성간의성행 는잘못이라고생각했다.그

러나 1998년에는 54.6퍼센트만 그 게 생각했다.달라스의 소망 성 은 교인이

3,000명인데세계에서가장큰동성애교회라고주장한다.하비 크고등학교는최

의동성애공립학교로서뉴욕에서올가을에열것이다.평균 사망연령에 해,

동성애 남자는 42세,에이즈를 가진 동성애 남자는39세,이성애 남자는 75세이며,

동성애 여자는 45세,이성애 여자는 79세라고 한다.145)

[도박]

건강에 해롭다

제임스답슨은2년동안‘국도박의 향연구 원회’에 사했는데,결론내리

기를,“도박은생명들을 멸시키고가정들을깨뜨리는 괴자이다.[많은]증거는

문제의 병 도박과 이혼,어린이 학 ,가정 내의 폭력, 산,범행 자살 간의

직 연 성을보인다”고했다.미국내에서1,540만명이상의사람들이그런

문 기 의 병에 해당한다고 한다.146)

도박은 자살과 이혼과 가난의 원인임

미국의도박의 심지네바다주는미국의50개의주들 에서도박 독과자살

과이혼의비율들이가장높다(LifeLight).돈이우선순 에있어서가장높은곳

에서삶은질에있어서가장빈약하다.가정의1년수입이만불(1,200만원)이하인

사람들은1년수입이5만불(6,000만원)이상인사람들보다거의3배나더많게복권

에 돈을 건다.147)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이나 투기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143)CalvaryContender,November2003.
144)CalvaryContender,March2004.
145)CalvaryContender,July2004.
146)CalvaryContender,1Sept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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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에이즈(AIDS,후천 면역결핍증)는 여 히 치명 임

얼마동안혼합약이에이즈의죽음을극 으로감소시켰지만,지 은미국의새

환자들의수가매년4만명에서정지상태이다.148)에이즈로인한죽음들이1996년

부터1997년에는42퍼센트가 격히 었지만,1997년부터1998년에는단지20퍼센

트만 었다.새로운 약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받고있지만,약에 한 항성과부수 결과들때문에다른이들은투약을

할 수가 없다.에이즈는 재 25세부터 44세까지의 흑인들 가운데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다.149)

에이즈(AIDS)로 인한 사망자수

세계인구의10퍼센트를가진아 리카는에이즈바이러스(HIV)에감염된세계

의4천만명 에서70퍼센트를가지고있다. 코드(Record)지1999년가을호에의

하면,아 리카는에이즈(AIDS) 련사망자장례식이매일5,500건이나있다.올해

560만명이에이즈바이러스에새로이감염될것이고,260만명이에이즈병의결과

로죽을것이다.150)에이즈는세계 으로매20건의죽음들가운데하나의원인이

된다.151)

에이즈 염병이 아 리카 륙을 강타함

1999년에에이즈(AIDS)는아 리카의모든내 들로인해사망한숫자보다10배

나많은220만명의목숨을빼앗아감으로써사하라사막이남의아 리카에서최고

의살인자가되었다.152)에이즈는세계 으로네번째로 요한사망원인이다.개

발도상국가들에서,그것은성인들의죽음의가장빠른증가원인이며이것은네배

로늘어날 망이다.153)잠비아의루사카에서는250명의학생들 반이에이즈

고아들이다.154)

147)CalvaryContender,1October2000.
148)U.S.News& WorldReport,13September1999.
149)CalvaryContender,1October1999.
150)HuntsvilleTimes,28November1999.
151)CalvaryContender,1December1999.
152)U.S.News& WorldReport,14February2000.
153)ChristianityToday,7February2000.
154)CalvaryContender,1March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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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리카의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

에이즈(AIDS)로 인한 사망은 1,350만 아 리카의 어린이들을 고아로 만들었다.

150만명의 미국인들에 비해,2,200만명 이상의 아 리카인들이 에이즈 바이러스

(HIV)에감염되어있다.155)남아 리카 은이들의 반이감염되어있다.에이즈

질병은 체로죄악된생활방식에기인한 방할수있는비극이다.156)에이즈는

세계 인 재앙이 되고 있다.

에이즈는 재앙

세계 에이즈(AIDS)감염자는 재 약 4,000만(3,400만～4,600만)명으로 추산

된다고 유엔 에이즈퇴치계획(UNAIDS)이2003년11월25일밝혔다.2003년하루

평균14,000명이에이즈에새로감염되고있으며올해신규감염자500만명 성인

이420만명,15세이하의어린이는70만명이며,올해에이즈로인한사망자300만명

에는성인이250만명,어린이가50만명인것으로추정된다고한다.지역별로는사

하라이남아 리카지역이 체감염자2,500만～2,820만명,사망자220만～240만

명으로가장심각하다고한다. 국,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등동유럽과 앙

아시아지역이에이즈감염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2002년말 재에이즈에감

염된 은여성비 이1년 24%에서33%로 격히높아졌다고한다.157)우리는

에이즈가 사회의음란과성 부도덕에 한하나님의재앙임을깨달아야할

것이다.

아시아의 에이즈 상황

유엔에이즈퇴치계획(UNAIDS)에의하면,2003년 재 세계의에이즈감염

자 황은다음과같다.서유럽52만～68만명,동유럽- 앙아시아120만～180만명,

북아 리카- 동 47～73만명, 남부 아 리카 2,500～2,820만명,남부 아시아 46

0～820만명,동아시아-태평양70～130만명,호주-뉴질랜드1만2천～1만8천명,북

미79만～120만명, 미-카리 해35～59만명,남미130만～190만명으로 세계에

약4,000만명이라고한다.2003년새로운감염자는500만명이고에이즈로인한사망

자는 300만명이라고 한다.

특히한국과교류가많은 국의경우에이즈감염자가약100만명이넘을것이

라고한다. 국 시성(廣西省)지역을 상으로조사한자료에의하면,2000년이

지역성매매종사자의에이즈감염률은약11퍼센트,즉10명 1명이에이즈감염

155)World,9September2000.
156)CalvaryContender,1October2000.
157)조선일보,2003.11.27,A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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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셈이다.이것은 1998년에 약 2.5퍼센트에 비해 2년 사이에 4배 증가한 것이라

고한다. 베트남의경우2001년베트남호치민시의성매매종사자의에이즈감염

률은 약 22퍼센트이었다고 한다.우리 나라는 2003년 9월 말 재 새로운 감염자

398명을 포함하여 에이즈 감염자 총수는 2,405명이며 보건원은 새로 감염된 이들

가운데역학조사를마친242명 97.9퍼센트인237명이성 에의한것으로드러

났다.158)

[세속음악]

록 콘서트 폭력

수천명이매년록콘서트들에서부상을입는다.1998년도에만 어도5,711명이

그러했다.159)새로유행하는‘랩록’장르에서의정력 인행 들은주로남성군

들을열 시킨다.강한여성 오증이록음악에서일어나는것같다.랩록가사들

은 여자들을 강간하고 때리고 자르는 것을 묘사한다.160)

[텔 비젼]

텔 비젼의 독 인 힘

베넷 죤스는 이 게 말했다.161)

세상에서 텔 비젼보다 더 큰 시간 도둑이 있는가?그것의 극 인 제공물들은
역겹다.그것의뉴스보도는주제넘게편향 이지만수많은그리스도인여성

들이그것의 독 인힘에굴하고있다.텔 비젼의 향력은 진 이다.여러분
이더많이볼수록,여러분은더많이보기를원할것이다.여러분이더많이보기
를원할수록,여러분은더많이 용하게될것이다.여러분이더많이 용할수록,
여러분은더많이모방할것이다.결국,텔 비젼은시간이상의많은것을취하여
갈 것이다.

공산주의/독재정권

공산주의의 살인 통계

캘버리컨텐더의보도에의하면,공산주의는1917년이후지구의4 륙에서8천

158)조선일보,2003.12.1,A25쪽.
159)U.S.News& WorldReport,6September1999.
160)CalvaryContender,1October1999.
161)BenethJones,CanadianRevivalist;CalvaryContender,1May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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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내지 1억만명의 생명들을 빼앗아갔다.162)미국의무역최 혜택국가인

공은7천2백만명의많은희생자들을낸나라로서그목록의제1 이다.옛소련에

서는,약2천만명이숙청,굶주림,집단추방,그리고강제노역장들로죽어갔다.캄

보디아에서는,독재자폴포트가집단추방,굶주림,강제노역을사용하여자기동

족 130만명 내지 230만명을 죽게 하 다.163)

소련 비 경찰(KGB)과 세계교회 의회

이 의소련통신사인타스통신은공산당비 경찰요원들과동독의비 경찰이

유럽교회들의 회와세계교회 의회(WCC)에침투했으며1984년에에 리오카

스트로의세계교회 의회총무선출에 향을끼쳤다고보도했다.164)3,000명이나

되는많은교직자들이공산주의자들을 한정보제공자들로행동했을것이다.일부

의러시아정교회신부들과지도자들은 험을면하며그들의일들을하기 해다

른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그들의 성직자의 복장을 사용했다.165)세계교회 의회는

1961년이후공산주의교회와러시아KGB(국가보안 원회=비 경찰)성직자회원

들을가지고있었고마르크스주의테러단체들에게자 을지원하 다.166)1986년

-1987년 미국 연방수사국(FBI)보고서에 의하면,소련 사람들은 미국교회 의회

(NCC)나세계교회 의회(WCC)를그들의선 목 들에사용하 고공산주의정

부의통제아래있는러시아정교회는이것을조정하 다.유에스뉴스앤드월드

리포트지1992년3월2일자는보도하기를,러시아정교회는공산주의아래의정부

의도구이며“어떤정교회신부들은단순히KGB의 력자들로서가아니고실제

요원들로서 활동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167)

게하르트베지에르,아르민보이엔스,게하르트린데만등의독일학자들은수년

간의연구끝에최근에1,074쪽짜리의책을썼는데,그제목은국내개신교와에큐

메니칼운동:냉 기간동안의교회의활동들168)이다.이책은1992년에공개된러

시아KGB의자료들에근거한것이다.이책의내용들은,냉 의 정에서세계교회

의회가동유럽의정보기 들에의해침투를당했고이 회장들 의한사람인

메트로폴리탄 니코딤(MetropolitanNikodim)이 KGB요원이었음을 확증한다.169)

162)HoustonTimes,3December1997.
163)CalvaryContender,1January1998.
164)MoodyMonthly,April1992.
165)ChristianNews,16March1992.
166)CalvaryContender,1July1988.
167)CalvaryContender,15April2000.
168)GerhardBesier,ArminBoyens,andGerhardLindemann,NationalProtest-

antismandtheEcumenicalMovement:ChurchActivitiesDuringtheColdWar.
169)ChristianNews,20March2000;CalvaryContender,15April2000;1May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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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굶주리는 군사 국인 북한

북한은세계에서다섯째로큰군 를가지고있다.북한은미사일기술을이란이

나시리아나기타잠재 불량국가들에게 매함으로써 쟁무기의비용을충당

하고있다.170)기근이주민들의다수를황폐 하 다.1995년이후, 어도2백만명

의북한사람들이굶주림으로죽었다고한다.국제연합은식량재정의30퍼센트이

상을북한에사용하고있다.미국은가장큰식량제공자이며북한에매년50만톤의

곡식을보내고있다.메노나이트 등여러교회단체들이수많은원조를보내지만,

그 많은부분은군인들을먹이고러시아로부터새무기를구입하는것등에사용

되며 주민들은 여 히 굶주리고 있다.171)

북한에 해 바르게 이해하자

황장엽씨는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172)는제목의그의책에

서다음과같이썼다.이북의주체사상을정립한사람이이런사상입장을가지고

있다는것은놀랍기도하고오늘날이념문제로혼란한우리사회에사는그리스도

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173))

◇ 남북통일에 해

우리민족의운명에결정 의의를가지는것은첫째도둘째도두체제간의모
순을 제거하는 문제,즉 북한의 수령 주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에 해

김정일의조선민족제일주의는곧조선수령제일주의다.그는조선민족을‘김일
성민족’이라고하며자기가곧‘조국’이라고까지노래하게하고있다.이 게민족
을 자기의 소유물같이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민족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김정일이자기민족을사랑하는사람이아니라는사실은북한인민들에 한태
도에서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북한의수백만명의인민들이굶어죽고있는데도
자기아버지의시신궁 을꾸미는데막 한자 과자재를낭비하는사람이과연
북한인민을동정하고사랑한다고볼수있겠는가.가까운사람도사랑할 모르는
사람에게서어떻게멀리떨어져있는남한동포들에 한민족애를기 할수있겠
는가.

그들은지 자기의체제 기를구원할수있는유일한출로가남한경제를이용

170)World,26May2001.
171)CalvaryContender,15June2001.
172)월간 조선사,2001.
173)eMailClub,NK리포트,2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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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출발하여 남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해 열렬한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남한에 근하고 있다.

◇ 북한 '자주'주장의 허구에 해

북한은6.25 쟁을통하여민족통일문제를해결할수있었는데미국이유엔의
모자를쓰고개입하 기때문에실패로끝났다고하면서계속미국을원망하고있
다.그러면6.25 쟁을통하여북한이승리하여우리민족이북한의수령 주의
독재 에통일되었다면,이것을자주 인통일이라고볼수있겠는가하는것이다.

우리민족의자주 통일을도와주려는벗들을배척하고통일문제를북한과남
한이단독으로해결하자는주장은남한과북한의자주 인 계를 괴하려는의
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로 허용될 수 없다.

◇ 북 경제원조 방법에 해

정부차원에서도북한독재체제를강화하는데도움이되는원조는주지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의입장과우리의민족 입장의차이를고려하지않고주변4
국이다같이지지하는것은다우리의 북통일정책에도맞는것처럼생각해서도
안 된다.

◇ 북한의 '변화'를 보는 기 에 해

북한이진짜변하 는가변하지않았는가를확정하기 해서는정치사상 변
화와군사 면에서의변화를기 으로해서보아야할것이다. 컨 수령에
한우상화선 을그만두고이와 련하여왜곡하고날조한역사를바로잡으며수
령의지 를세습제도나종신제로하지말고민주주의나라들에서볼수있는것처
럼임기제로하여선거하도록변화했는가를보아야한다.군 수를 으로
이고 군 복무연한도 단축하며 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하고 생화학무기 지
조약에 참가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미국'을 보는 시각에 해

미국을한국의자주성을 하는외세인것처럼주장하는것은흑백을 도한
완 한기만이다.실지로한반도의평화와한국의자주성을 하여온것은 구
인가.그것은 북한이다.

북한통치자들은남북간의화해가이루어졌기때문에한국에 한미국의지원
이 더는 필요없게 되었다는 국제 여론이 환기되는 시기를 기다리는 한편,한국
내의반미경향이더욱강화되어한국스스로미국의지원이필요없다는것을선포
하게 만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의 핵심

김일성은연방제와 련하여핵심간부들에게다음과같은내용을강조하 다:
“연방제에서는국가수반을한번은북측에서담당하고다음번에는남측에서담당
하는식으로교 할수있다.우리(북한)헌법에는국가수반이인민군 총사령
으로서일체국가무력을장악하게되어있다.그러므로연방국가수반이남측에서
나올때에는우리무력의통수권도남측출신의연방국가수반에게넘어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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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실시하여도무력에 한통수권은우리가장악하고있어야한다.그래야
필요할때에는우리가무력을쓸수있다.이번에국방 원장이총사령 을겸하도
록 헌법을 고친 것은 그 때문이다.국방 원장은 노동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국가
수반과는 계가 없다.”

◇ 북한내 항운동의 어려움에 해

그들은 남한에서 이인모가 40년간 장기수로서 향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고
크게내세우는동시에남한이그를40년동안가두어두었다고하여남한에민주주
의가없는것처럼비방하고있다.그러나만일북한에서반체제인사가자기의반
체제 입장을 밝힌다면 40년이 아니라 40분 이내에 체포되어 총살당하고 만다.

◇ '냉 은 끝났다'는 견해에 해

실을외면하고외국사람들이즐겨말하는탈냉 시 니뭐니하는따 의술
어를써가면서탁상공론에매달리고있는사람들의주장이진짜옳은가,그른가를
신 히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세계 으로는냉 이끝났지만북한은확실히냉
시 의유물이며우리나라에서냉 상태는끝나지않았다는것이우리의견해이
다.

남과북사이에 이한두체제의 립이엄연히존재하는것을무시하고체제
간의경쟁이끝난것처럼주장하며투쟁을부정하고화해일면만을강조하는사람
들이야말로냉 을극복한사람들처럼사고하는것이아니라냉 속에서도냉
을 볼 모르는 철없고 분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민주화의 과제에 해

북한의독재체제를붕괴시킬수있는가장믿음직한방법은북한인민들을인권
사상으로 각성시켜 북한 통치자들에게 으로부터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인간의운명을개척하는데는쉬운지름길이란없다.원칙 인길이가장지름길
이다.북한 인민들을수령우상화 사상에서 해방하고민주주의 인권사상으로 각
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북한을 개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

북한교회의 실상에 한 한 보고

조선일보2002년1월30일자(55쪽)는다음과같은내용의북한교회의실상에

한 한 보고를 실었다:

평양에 있는 수교회(1988년)와 칠골교회(1992년)는목사,부목사, 도사,장
로,권사,집사,성가 ,부인 도회등갖출것은다갖추고있다.그러나이들을
순수종교인으로믿는북한주민은거의없다.종교조직이나교회는 외행사기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평양에교회와성당이처음생겼을때도놀라는주민이거의없었다.남한을비
롯한바깥에서오히려의아해했을뿐이다.교회를찾았던외국인들도“수령님배려
로오늘 배를드리게 다”는북한목사의설교를듣고나서야뭔가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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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방문했던 남한의 성직자와 신도들에 따르면 가끔씩 등
장하는‘수령님은혜’운운하는설교만빼면 배과정은남한교회의그것과크게
다르지않다.조선그리스도교연맹건물에인민과함께하는수령의사진이걸리는
것은북한주민에겐당연한상식이지만외국인이나남한사람들에게는이해하기힘
든 일이다.장충성당에는 신부가 없는 게 특징이다.

평양에 수교회나칠골교회,장충성당은‘행사’가없으면조용하다.이때는지나
가는사람들이호기심으로교회안 을기웃거려도별로통제하지않는다.하지만
외국인이나남한에서손님이찾아오면상황은달라진다.행사때는근처에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생소한 음악소리가 흘러나와호기심으로 기웃거리던 주민들이
보 부에 끌려가기도 한다.

목사나 도사등은그리스도연맹소속이고월 도그곳서받는다.하지만그리
스도교연맹은노동당 앙 원회소속 남부서가운데하나인통일 선부제6과
에서 할하고 있다.조선카톨릭교 회나 나머지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탈북자김희성(가명‧45)씨는 친한후배가인민군에서제 하여그리스도교연
맹에배치된것을축하해 이있다고한다.주 사람들은그의‘출세’를부러워
했고집안식구들도아주좋아했다고한다.그리스도교연맹이라는곳이 남 련기
구이기때문에잘하면해외에나갈수있고달러도만질수있는‘요직’이기때문이
다.그는연맹에들어가기 에당원증을조직에맡기고“그어떤바람에도흔들리
지 않고 끝까지 당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평소성경책은비 도서로분류돼열람이 지된다.성경과찬송가책은교회내
에비치되고밖으로가지고나갈수없다.성경은 국연길에서인쇄한것이많다
고 한다.

종교인들의동원행사가잦아지면서98년에‘신도’들을길러내기 한단기강습
코스(1~3개월)도 생겼다.주로 그리스도교연맹 건물에서 교육이 실시되는데 학
의철학과교수들이담당한다.종교의진정한의미보다는종교의허구성이나해악
에 한교육을집 으로시키며더욱철 한반종교 의식을갖도록요구한다
고 한다.외국인들이방문하게 되는 가정 배소는교육받은 신도들이 그리스도교
연맹의지시에따라행사때만모이는곳이다.평소가정 배소는존재할수없다.

‘신도’가되려면노동당당원이어야한다.통일 선부소속기독교단체에서근무
하는직원의가족이우선선발되며보 부나인민보안성(경찰)에서제 한사람들
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성가 원들은 음악을 공한사람으로서 사상성이 투철
해야 하며,학생성가 는 창조로 유명한 수고등 학교 음악소조가 문 출연
한다.공식행사에나오는‘신도’들은워낙사상이투철한사람들이어서자신도모르
게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산속의 도다를게없다.진짜스님은존재하지않고사찰과문화재 리자가
스님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주민들은 이들을 ‘출퇴근 ’이라고 부른다.

보 부에근무했던한탈북자는“보 부에서는상당수의진짜신자들이비 리
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색출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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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의 비장한 충고

[김경래장로께서북한의김일성 학교총장이었고최고인민회의의장이었던황

장엽씨와면담후쓴 로서고신총회기 지인기독교보2003년3월8일자(4쪽)

에 게재됨.]

(앞부분약간생략)그는[황장엽씨는]97년 북을탈출하여 국과필리핀을
거쳐 한민국으로들어왔을때밝 몇가지사실을모두가잊어버린것같다고
우려했다.건망증을오히려부추기는분 기가5년을지배해왔다고탄식했다.첫째,
북한김정일은제네바합의를헌신짝처럼내던지고비 리에핵개발을하고있다
고말했었다.둘째,북한의김일성,김정일은오래 부터땅굴작 을펴고있다고
경고하 었다.셋째,남한내에는친북좌익세력이요소요소에침투해있으며그명
단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말했었다.

황장엽씨는오늘의 상을‘기’라고단정했다.“오늘날한반도에서평화와민
주주의를 하는주된 이 구인가?김정일은수백만북한주민들을무참히
굶겨죽이고북한땅을하나의큰감옥으로만든 미문의독재자가아닌가?김
정일은시 착오 인군국주의를공공연히내세우고인민들의피땀을무자비하게
짜내며비법 으로핵과 량살상무기를개발하여민주주의국가인민들을
공갈하고있다.그는국제사회의안 을 하는‘악의축’의 표자이며평화의원
수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황장엽씨는“한국의일부지도층이김정일독재집단의범죄활동을견제하기
한미국의민주주의 제재조치를반 하고김정일범죄집단의부당한요구에
한타 과양보를설교하고있다”고비 했다.그는이어“김정일독재집단과공조
하여평화를유지하려고한다는것은평화의원수에의거하여평화를유지해야한
다는주장이나다름없으며그것은평화의간 을내걸고침략자들앞에서인민들
을 정신 으로 무장해제 시키려는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황장엽씨는 한민국이제2의월남처럼패망하지않으려면네가지원칙 입장
을견지해야한다고비장한어조로충고했다.첫째,김정일독재집단과독재의희
생자인북한인민들을갈라보아야한다.둘째,독재자김정일이남침 쟁을일으키
지못하도록한국의국방력을더욱강화하고미국군 와긴 한 조로 쟁억제
력을유지해야한다.셋째,한국에서친북,반미세력들의책동을견제함과동시에
북이 남공작(화통일)을집요하게실시하여왔다는사실을결코과소평가해서
는안된다.넷째,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고한-미-일3국의공조체제를더욱공고
히 발 시키는 노력을 진지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김정일의 진실

[일본에서 발간되는북한연구 문지 코리아 리포터 창간편집자 변진일 선생174)

174)크리스챤 뉴스 크지에 의하면,변진일 선생은 1948년 동경 출생으로 명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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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쓴김정일의진실이라는책의내용일부를크리스챤뉴스 크지2003년3월15

일자 5쪽에 실린 로 소개한다.]

왜 김정일은 량살상무기를 놓지 않는가?

한국과미국과일본,세나라는 화에의한평화 수단으로북한의김정일에게
량살상무기개발포기를설득하려고하고있다.그러나김정일은 량살상무기를
그리간단히단념하거나포기하지는않을것이다.그것은자기나름 로의 험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계산은개발하는것과안하는것과를 울에달아볼때개발하는쪽이장기
으로훨씬더이익이있다는 단이다.왜냐하면 량살상무기는무엇보다도
정권에게 정치,군사,외교,경제 모든 분야에서 유효한 카드가 되기 때문이다.

첫째, 량살상무기는정치 으로강력한구심력이되고있다.그것은김정일최
고사령 의 권 를 높일 수 있고,김정일 체제 공화국의 력을 과시할 수 있고,
국가의 목표인 강성 국을 실 할 수 있고,국민의 단결을 고무하고 인민 기나
폭동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량살상무기는군사 으로만능의무기이다.그것은조선반도유사시미
국의핵선제사용을막을수있고,미국과일본에 한억제력이되며,한국에 해
군사 우 를확보하고,구식화된군사력의약 을보충할수있고,군사비를삭감
할 수 있고,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카드가 된다.

셋째, 량살상무기는외교 으로일조이석의카드가된다.그것은미국의양보
를 끌어내고 체제보장을 받아내며,한-미-일 삼국에게 기를 박을 수 있다.

넷째, 량살상무기는경제 으로는황 알을낳는도구가된다.그것은경수로
와 유를 얻어내고, 동에 수출하여 귀 한 외화를 벌 수 있고,북조선에 한
미국의 경제제제를 푸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결론 으로말하면,김정일은핵과미사일,생화학무기의카드를선 함으로미
국의 심을 끌고 정치군사외교경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일은핵개발포기의조건으로미국의부시정권에게다음과같은다섯가지
를요구하고있다.첫째,악의축이라는이름을벗겨 것.둘째,테러지원국의목
록에서제외할것.셋째,경제제제를해제할것.넷째,선제공격이나핵을사용하지
않는다고보장할것.다섯째,불가침 정이나평화 정을맺음으로체제를보장할
것 등이다.

김정일의 쟁 수행 능력

북조선의총병력은2002년 재약117만,총인구2,300만으로 서5%가 역
군인으로추정된다.나토의병력을다합친수보다40만이많고,게다가117만정규

문학과를 졸업.신문기자를 거쳐 1982년 조선반도 문제 문지 코리아 리포터를
창간하 고 각종 미디아의 자문 원으로 활약 이다. 요한 서로는 일 즉발의
삼팔선,조선반도의 표리(겉과 속),김정일의 연명공작,북조선망명,731다큐멘트
등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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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외에 600만의 비역이 있다.

북조선은 쟁이발발할경우,평시체제를그 로 시체제로 용하는 시용
국가 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그 기본은 격 략이다.

김정일은 쟁시에는 격 에의한단기 결 을 비하고있다.한국에망명
한황장엽 노동당서기는망명후기자회견에서조선반도에서 쟁이일어나면
북조선은삼일만에부산을 령한다고말하여한국국민을놀라게한일이있었다.

북조선군의배치는지상병력의3분의1을비무장지 근방100킬로미터이내에
방배치하고 있다.80만을 방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거리사정 화력포, 를 들어 240미리 다연발로 트는 사정거리 70킬로,
170미리자주포는사정거리약50킬로인데다서울에도달한다.이 방배치로한
국에 한기습공격이가능하게된다.모든장비는거의자주식이고,거의모든무
기가100%북한에서생산되고해리미사일고사포도 으로생산되고있다.이
화력은한국을세번폐허화시킬수있는것으로장담하고있다.기습공격은밤에
이루어질 것이며,그 에 특수부 의 침투는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국공격작 을시나리오로생각한다면,먼 일만기를보유하고있는미사일
로공격한다. 은미군의공군기지와한국군의공군기지일것이다. 쟁 공
군기지를궤멸하여제공권을잡으려는작 이될것이다.미사일발사와동시에
방에 배치하고 있는 240미리 다연발 로 트포나 170미리 자주포 등 장거리포,
12,500의장거리야포로한국군의진지와수도서울을총공격할것이다.당연히서
울은 기개스 폭발로도처에화재가발생하고수라장이될것이다.통신라인도,
군의 통제도 불능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어서,북조선은IL28 거리폭격기로폭격을가할것이다.공군력으로는 투
기가790 ,폭격기가80 ,AN2비행기가300 ,지원기가520 ,헬기가320 이
다.신형미그기가40 ,김 이보내 돈으로최근에도입한것이20 정도된
다.미그기 무기 을 지불하면서, 키스탄에서 핵개발자료가 비 리에 도입
다.10억 달러 가까이 보냈다....그러니까 계속 달러만 달라고 했다.목사들이
갈때도달러만달라고했다.미그23이46 ,미그21이130 ,미그23에는AA7
공 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게릴라 을 통해서 침투한 특수조가 한국공군기지 폭 ,교량들과 탄약고들과
연료 장고들을 괴할 것이며,AA2수송기는 시속160킬로로 공비행하여
이더 추 을 피하면서 특공 를 투입시킬 것이다.밤에 보이지도 않는데,이것을
방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

특수여단 경보병부 는 땅굴을 통해서 사 에 침투하여 기하고 있다가 일시
에 지상으로 나와 한국의 군사기지들을 장악할 것이다.

1군단에서5군단이선 군단으로,1군단은동쪽의강원도에,2군단은개성에,4
군단은해주에,5군단은철원을 심하여포진하고있다.서울을침공하는루트는
제2군단이 개성문산으로,이 경우 제4군단의 반 이상은 2군단에 합류할 것이다.

제1군단은태백산맥으로해서동해안으로남진(南進)할것이다.제5군단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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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1군단이서울방어를 해서쪽으로이동하는경우이를차단하는임무를가
질것이다.제4군단은남침에참가하지않고미해병 가서해안으로상륙하여배후
에서공격하는것을막기 하여해안방어작 에들어갈것이다.해주로가면그
게 된다.

선 군단의침공이끝나면폭격기의지원을받아4개기계화군단이참가할것
이다.그것은 차여단,자주포여단,장거리고사포여단이직속되어배치되어있는
별도의 선 군단을 말한다.기계화 군 의 력은 차가 3,700 이며,장갑차가
2,300 인데,매우 최신의 차라고 한다.

해안으로부터의공격도시작될것이다.해군은 군인이6만명,함정은730척,잠
수함이35척,소형잠수정이60척,어뢰정은인간어뢰즉자폭어뢰로서미항공모함
격침용으로쓰여질것이다.소형잠수정이있다.이것은한사람이타고거기에고
성능폭탄을 싣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미항공모함을 부수겠다는 것이다. 동에서
실제로 미국 함이 테러 공격을 받았다.이것이 삼일작 이다.

북조선의강석주외무부제1차 이겔리미국무부차 보에게자신들에게핵무
기이상의강력한무기가있다고암시한것은생화학무기를가리킨다.북조선은유
독성개스,질식성개스,신경성개스5천톤가량을보유하고있으며,생물학병기
로는13종류의무서운세균을보유하고있고두곳의실험실에서연구개발하고있
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북한의 쟁 성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남북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하

지말아야하고항상 비하는자세가필요하다.물론,우리는개인의삶과죽음,행

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같이,국가의 쟁과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한다.하나님은 주권 섭리자이시다.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게 살기만을

힘써야할것이다.그가지켜주시고막아주실때만우리나라의안정과평화가있을

것이다.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북한은 험한 국가이다

미국상원외교분과 문 원 리엄트리 릿 2세는불량배국가(RogueState)

라는그의책에서세명의 국고 리가사실은소련의간첩이었으며이들이스

탈린을부추겨6․25 쟁을일으켰다는이야기로시작하여,1969년4월미군정찰

기EC-121이공해상공에서북한미그기에격추돼미군31명이사망한일,1976년

여름비무장지 에서북한군이무장도하지않은미군장교2명을도끼로 어죽

인일,아웅산테러사건, 구미문화원 김포공항폭 , 한항공폭 등을열거

하 다.그외에도북한은마약과 조달러를수출해서돈을벌고있다.그는북한

의정치범수용소의참상과김정일일가와고 층의사치스런삶에 해서도상세하

게설명한다.북한에보낸구호물자는군 에우선 으로공 고특히공산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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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고 층으로흘러들어갔는데,그한증거로지난1997년동해에좌 되었던북한

잠수함에는미국의교회자선단체가보낸캔음식이남아있었다.그는1995-1998년

북한에 식량을 보낸것이바로 북한정권을 멸에서구해내어 오늘날 세계 기

상황을 래했다고 지 한다. 자는 클린턴 행정부의 북 정책이 북한을 오히려

강하고기고만장하게만들었다고본다. 키스탄은그들의핵기술을북한이개발한

미사일과 맞바꾸었다.1998년 여름,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했는데,

그미사일은일본을넘어태평양에떨어졌다.미국과일본은경악했지만정작한국

은 태연했다고 그는 말한다.175)이런 실 속에서 북한을 돕기만 하는 것은 정신

없는 일이 아닌가?

북한의 테러 행 들

1974년이후북한이 외 으로감행한주요테러사건들은1974년8월15일박정

희 통령 격사건(육 수여사피격),1983년10월9일버마아웅산묘소폭 사

건,1987년11월29일 한항공(KAL)858기공 폭 사건,1997년2월15일김정일

처조카 이한 피살사건 등이 있다.특히 1997년 경기도 분당에서 발생한 이한

피살사건은 이 씨가 국내언론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공식인터뷰를 가진 지 정확히

1년만에발생한사건으로자신을반 하는자에 한김정일의 형 테러수법이

라고한다.김정일을오랫동안가까이에서보아온황장엽씨는“김정일은테러의명

수다”라고말했다.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테러지원국’ 는‘깡패국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1987년 KAL기 폭 사건 이후 16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올려놓고있다.2003년4월발표된‘세계테러리즘의유형’정례

보고서에서는북한을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등과함께세계7

테러지원국으로지정했다.지정이유는북한의 테러국제 정 의정서의무불

이행,테러단체에 한무기수출지속,일본 군 등테러리스트들에 한은신처

제공 등이었다.176)

김정일 제거 략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는 2004년 3월25일 극동포럼이주최한 세미나에서

‘북․ 동맹과한반도문제’를주제로강연했으며26일하얏트호텔에서열린국제

로타리클럽지구 회에서도같은주제로연설했다.다음은27일북한민주화포럼에

서 강연한 내용이다.김범수 기자 정리.]

북한 김정일 독재체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175)미래한국,2004.4.10,10쪽.
176)미래한국,2004.4.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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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는 것만이 북한문제의 해결책이다.

그 다면 어떻게 김정일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그것은 민주 인 방법으로
되야한다.폭력의사용을무조건반 하자는것은아니다.경찰은무장하고범죄
자는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북한에 한무력사용은이라크 과비교되지않을정도로아군의피해가클것
이다.북한은 쟁이시작되면 국이나러시아의지원없이도6개월에서1년을버
틸수있다.북한의모든군사시설은이미6․25이후반원자 진지로조성되었
다.

북한과의 쟁은이겨도후유증이클것이다.승리해도진것이될수있다.그것
은 세계의 민주주의 실 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일부군사시설에 해부분 인공격을해도문제가된다.그것은북한이
발악할수있는빌미를주는것이다.북한은이미생화학무기를 량갖고있는데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도 그 공격의 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김정일제거에 한 실한결심과희생에 한각오가있으면 쟁없
이도 김정일을 제거할 수 있다.여기에 국이라는 변수가 들어온다.

자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법이 없는 국이 정치․경제 인 부담을 감수하면
서 김정일과 동맹 계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01년 국공산당 8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정부는 “미래에는 공산주의
가승리한다”고보고했다. 국공산당은마르크스주의를국가철학으로세우고피
를흘리며싸웠다. 재도그들은 념론보다유물론을,형이상학보다변증법을분
명히 고수하고 있다.

소련식사회주의가망했다고계 투쟁이끝난것이아니다.세계는지 도집단
주의와개인주의와의 립 계에있다.세계사 으로볼때결국 재의국제 계
는 미국와 국의 문제인 것이다.

국의 근본이익은 고도성장이며 미국보다 경제 으로 앞서는 것이다.혹자는
국이한국보다더자본주의 이라고도하지만 국에자본주의는목 이아니라
수단이다. 국의 경쟁 상자는 미국이고 동양에서는 일본이다.

북한의핵개발결과는남한에서가장분명하게나타나고있다. 한이제는일본
에서도비슷한효과가나타나고있다.그것은 쟁공포증,평화주의를가장한나약
성그리고“우리가더힘이강하니까괜찮다”는자기합리화이다. 한친북반미세
력과 친 세력이 최근 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10년뒤는어떻게될까.인구가많고 속한경제성장을이루고있는 국과세
계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러시아가 북한을 지속 으로 지원하게 되면 한국 내
친북반미세력은 얼마나 장성하겠는가.

그때는미국도한국이나일본에서떨어져나갈수있다.그 게되면남한이북
한문제를 푸는게아니라,북한이남한 문제를해결해야 하는지경에이를 것이다.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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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이 국에붙으면 세계가 국쪽으로기울게된다.구라 도미국에
서떨어져나가게된다.지 도후진국,독재경향의국가들일수록반미를하며
국에 기 를 걸고 있지 않은가.

결국북한문제해결은미국의 운명과연 이된다.이 사실을미국이인식해야
한다.그러므로 미국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북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김정일
정권의제거는미국의반테러정책의궁극 인승리를말한다. 국이민주주의편
에 서서 미국과 합작하면 김정일 뿐 아니라 세계 으로 테러가 없어진다.

미국과의 력과김정일제거는 국을 해서도옳은길이다.더나아가 국의
발 ,미국의 발 ,세계의 민주화를 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러한방향으로 국을인도하기 해서는 국에도이익을주어야한다.북한
에서김정일독재를끝내고 국식으로개 을유도하라고양보해야한다.김정일
이없어지면미국과일본은북한과수교할것이고북한은국제사회의일원으로엄
청난지원을받게될것이며한국도더욱친 으로될것이라고설득해야한다.

만약설득이되지않으면 만,일본,한국을핵무장시켜서방어해야한다고말
할수있다.미국이이러한방향으로강경하게명분을세워나가면 국은결국기
형 인 김정일에 한 지원을 끊을 것이다.

한편김정일은수령체제를유지하는한도내에서 차경제개 을해나갈것이
다.그것은독재를강화시키는방향으로진행되겠지만결국내부 인와해를몰고
올 것이다.

북한에는정규군만170만명이있다.이들을먹이고유지하기가무척힘들다.김
정일이군을우 한다고하지만그것은엘리트군과간부들일뿐가장비참한생활
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일반 군인들이다.이들은 13년 군 생활을 마치면 집으로 못
가고탄 으로보내져집단노동을하고집단결혼을한다.집으로돌아가면불평세
력이되기때문이다.사람의인생을송두리째뺏는것이다.세계최 의인권유린
이다.

따라서 국만 떨어져 나가면 북한의 군 가 가장 먼 나설 것이다.이들이
제일 고생했고 무기를 쓸 도 알기 때문이다.

그때미국의평화유지군이들어가면된다. 한탈북자들과교포들이함께들어
가면 북한내부에서일어나는혼란을 막을수있다.통일비용도크게들지 않는다.
우선 양곡 200만t정도 주고,서서히 자본과 기술을 들여보내면 된다.

이를이루기 해서는첫째,한미동맹을강화하고한국사회내에서자유민주주
의수호에역량을집 시켜야한다.반미친북세력이창궐하고있지만아직은우리
에게 정당성과 여력이 있다.우리는 단결해야 한다.177)

6․25남침 확실한 증거 많다

2004년6월23일부산에있는한큰교회에서장로들을 상으로집회를했는데
그 지역 어떤 장로가 내게 와서 “장로님 큰 일입니다. 희 교회 청년들이 6.25를

177)미래한국,2004.4.3,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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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42%가북침이라고합니다.남침이란의견은30%고그나머지는잘모르겠다
는것입니다”라고말했다....6.25 쟁이남침이라는확실한증거는 무나도많
다.우선1971년10월에김일성자신이남침한사실을인정했다.두번째는스탈린
의고백이다.그 한회고록에서북한의남침을주도하고도운사실을밝혔다.셋
째는 국백과사 에‘조선 쟁’이란부분에모택동이스탈린과함께조선에 쟁
을일으켰다고쓰여있다. 당시남한의군인들은 스 티등을하며술에취해
있었다.탈북난민들이그 게남침을증언했다.유엔안보리에는‘북한이남한을
령했다’고 결의문에 나와 있다.178)

[ 국]

국의 성도들을 해 기도하자

카리스마(Charisma)지1997년7월호에따르면, 국의공산당의최고지도자는

최근에말하기를,“우리의 (敵)은총을가진자들이아니고성경을가진선교사들

이다”고하 다.179)월드(World)지1997년8월2일자에의하면, 국교회의약10

퍼센트는공산정부가“삼자(三自)애국운동”이라고부르는일종의정신 통제아

래등록된교회이지만,신자들의90퍼센트는가정교회들에서 배드리며많은이

들은 국가를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한다.180)

200개의 가정교회를 폐쇄시킴

크리스챤 뉴스 1997년 12월 1일자(3쪽)는 컴퍼스 디 트(CompassDirect)지를

다음과같이인용,보도하 다. 국정부 리들은,비공식 교회들을정부에강제

등록시키는 일이 강화되었던 1997년 이후,남부 장(Zhejiang)성의 원조우

(Wen-zhou)시에서200개의교회들을폐쇄혹은 괴시켰다.남부 장성은 국

에서가장높은비율의기독교인들을가지고있다는 에서남부후난(Hunan)성과

막상막하이다.물론4천만인구의 장성은1억천만인구의후난성보다훨씬작다.

많은신자들은그들의집들에붉은십자가를그리고어떤이들은심지어그들의

포들 에‘임마 엘’과‘에벤에셀’같은 자들을큰 색 씨로써놓기도한다.종

지아(JongJia)군같은곳들에는매킬로미터마다교회가있다고한다.신앙의자유

를가지고있는우리들은하나님께감사하며신앙생활에분발하면서 국성도들을

해 기도하자.

178)김경래,“6․25남침 확실한 증거 많다,”미래한국,2004.7.3,4쪽.[필자는
국제기드온 회 국제이사임.]
179)CalvaryContender,1August1997.
180)CalvaryContender,15August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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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 국은 종교를 제한함

국정부는종교를엄격히제한한다:1) 배장소들은등록되어야하며,그것은

정상 으로다섯개의공식승인된종교 회들 하나에가입하는것을수반한다.

2)성경들과 종교 내용들의 출 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등록된 교회

목사들이나평신도지도자들을 한신학교나기타종교훈련의입학허가는지역

당국의허가를요한다.4)신자들은등록된교회에서성경을사고 수증을받을때

신분증을제시하는것이요구될것이다.5)공산당원들은종교 신념들을표 하

는것이 지되어있으므로,오직무신론자들만종교를규제하는정부기 들의우

두머리가되도록허용된다.6)정부 리들은어떤종교 신념들이이단 이며따

라서비합법 인지결정한다.7) 국밖에있는어떤종교단체도어떤 국의종

교 단체나 종교 일들에 해 통제하거나,독립 운 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

다.181)어느 때든지 공산 정권은 들어와 교회에게 등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182)

은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기독교를 매도함

국의은퇴한애국 삼자운동개신교지도자인K.H. 주교는최근 국의

한공산당정부기 지에서복음주의신학을비평했다.그는“사회주의는인류역사

에나타난가장좋은사회제도이다”라고말했고“사회주의와맞지않는[어떤신학

도]설교되어서는안된다”고암시하 다. 국공산주의자들은교회건물들을소유

하고교회건물밖에서의 도활동들을허락하지않는다.183)그러나루터교평신

도연맹,루터교미주리 회(LCMS),남침례교회,그리고빌리그 이엄( 그의아

들 넷 그 이엄)은 과 그의 후임자 같은 공산주의 앞잡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보냈다.184)

모택동은 역사상 가장 악한 집단 살인자

20년 세계기록기네스북(GuinnessBookofWorldRecords)에의하면,역사

상가장큰집단학살은1949년부터1965년5월사이의 국의모택동(마오체-퉁)

의통치기간에이루어진2,630만명의 국인학살이다.미국의한상원의원에의하

면,1971년의워커보고서(WalkerReport)는다른더학구 인연구들과더일치하

게그죽은숫자를3,225만명내지6,170만명사이로보았다.그러나연합통신(AP)

의한기자는모택동을변화를 한 정 세력이며‘ 한’인물로묘사한다.185)

181)ChristianityToday,13July1998.
182)CalvaryContender,1August1998.
183)ChristianNews,19July1999.
184)CalvaryContender,15August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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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그리스도인들이가정들에서모이는것을 하고정해진장소들에서모이는

것만허용한다. 공 인 도를 하고정부를교회의머리로인정하도록요구한

다.186)공식 으로인정된삼자교회(TSPMchurch)를 해,정부는최종 권 를

가지며,이‘교회’는마르크스주의의가르침들을믿고조장하겠다고동의해야만한

다.187)

국에서의 핍박

“여섯명의가정교회담당지도자들이 국에서강제노동수용소들에보내졌다.

그사람들은8월에약40명의가정교회지도자들의모임에서체포되었다.그여섯은

‘악한 이단’을 사용하여 법을 괴시켰다는 죄로 1년 내지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188)

공산주의자들이 통제하는 국 기독교 의회

크리스챤뉴스(ChristianNews)는공식 으로승인된 국기독교 의회(CCC)

와삼자(三自,Three-Self)운동지도자들인웬자오한과 주교가공산주의자들을

한 변자이며심지어마오체퉁(모택동)같은 량학살을행한공산주의지도자

들을옹호했다고거듭거듭증명했다.189)그들은공산주의 국의살인 인‘한가

정한자녀’의낙태정책을승인한다.그들은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조장하고

그리스도께서천국으로가는유일한길이며기독교가유일한구원 신앙이라는것

을 믿지 않는다.그러나 미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칭찬한다.190)

국은 가정교회를 괴함

국내소식통에의하면 공은가정교회운동을 괴하고있다. 공은비등록

교회들을 정치 복자들로 간주한다.개신교회들은 국기독교 의회와 그것이

련된삼자(三自)애국운동을통해서만등록할수있다.그두단체는다공산정권

과 히 력하는데,그정권은국가가후원하는공식 ‘애국 ’종교단체들밖에

서의 배를 한다.191) 배는오직정부가감시하는교회들과사찰들과사원들에

185)NewAmericans,8November1999.
186)ChristianNews,1November1999.
187)CalvaryContender,1December1999.
188)CharismaNewsService,27December1999;ChristianNews,7February2000,

p.3.
189)ChristianNews,17July2000.
190)CalvaryContender,1August2000.
191)ChristianityToday,4Januar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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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허용된다.2003년 8월 순부터 두 달 동안 국 당국은 한 마을에서 100개

이상의 교회들을 폐쇄시켰다.192)오늘날 국에서는약1,500만명의개신교인들과

1,000만명의천주교인들이공식 교회들에서 배드리고있고그외에수백만명이

비공식 가정교회들에 속해 있다고 한다.193)

[베트남]

베트남에서 핍박이 심각함

1975년남베트남이공산주의자들에게넘어간후,북과남이연합되었고수백개의

교회건물들은압수되었거나 괴되었다.공산주의정부의기독교를취 하는 략

은 완 제거이었다.목사들은 살해되었거나 투옥되었다.선교사들은 추방되었

다.194)그러나이제공산주의자들은“종교 자유”가있다고선 하며,공식 으로

그들이통제하는약간의교회들을인정한다.비공식 가정교회들의성장을통제

하기 해,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로 하여 ‘기독교를 믿는 회개 의식’에서

짐승제물의피와막걸리를섞어마시게함으로써강제로그들의신앙을부정하게”

한다.195)우리는공산세계속에서의기독교회의변질을주목해야한다.그것은마치

일제시 에일본이기독교인들에게신사참배를강요함으로써기독교를변질시키

려 했던 것과 같다.이것은 베트남뿐 아니라,이북과 국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의 기독교 탄압

2004년부활 기간베트남 부고원지 인몬타나드에거주하는한소수민족

사람들은 부활 감사기도회를 드렸는데,베트남 당국은 이 기도회를 지하려고

폭력과총격과돌투척을행했고400여명의기독교인들이살해당했고많은사람들

이골 등의 상을입었고160명의기독교인들은종교탄압을피해그곳을탈출

하여인근국가인캄보디아로도피하 다고 해진다.베트남이공산화된후기독

교의신앙활동은여 히탄압과통제를당하고있다.196)만일남한이공산화된다면

제일 먼 탄압을 받을 자들은 기독교인들일 것이다.

192)HuntsvilleTimes,23December2003.
193)CalvaryContender,February2004.
194)Charisma,January2002.
195)CalvaryContender,1February2002.
196)크리스챤 신문,2004.5.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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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이라크인들에 한 한 여론조사

2003년10월 순부터한달동안 국의옥스퍼드리서치인터내셔 (ORI)과옥

스퍼드 학 사회학과가 공동으로 이라크 역의 주민 3,244명을 상으로 실시한

한설문조사에의하면,사담후세인 통령이축출된것을슬퍼한다고답한사람

은1퍼센트도안되었고,응답자의42퍼센트가지난1년동안가장좋았던일로후세

인정권의붕괴를들었다.그러나다른한편응답자의35퍼센트는가장나빴던일로

이라크 쟁의패배를꼽았다. 응답자의57퍼센트는미국주도의연합군을

신뢰하지않으면22퍼센트는거의신뢰하지않는다고답했고, 응답자의거의70

퍼센트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197)

이라크 쟁 1년 후의 변화

이라크 쟁이1년이지난지 이라크에는여 히사회 안정이없으나후세인

정권때와는달리많은변화가일어나고있다고한다.고신기 지인기독교보2004

년 3월 27일자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 동의주변국가에미친 정 결과는시리아,이란,사우디,리비아에는
민주화바람이불고있으며인권에 한 심이더높아졌고여성에 한지 가
하게향상되고있다는것이다....이라크도인공 성방송청취를 한 시

안테나가네가정가운데하나정도로 성장,외국뉴스를마음껏 하고있다고
한다.국내의여론은아주 정 으로나타나고있다.이라크인들을 상으로한
여론조사에의하면이라크국민들의56.3%가일년 보다생활상황이더좋아졌다
고응답하 고반면나빠졌다고응답하는자는18.6%이다.71%의여론은앞으로
도더좋아질것으로본다는것이다....선교 차원에서도엄청난변화가일어났
다.과거에이라크에는외국선교사는엄두도못내었다.그러나한국을 시한많
은선교사들이들어가서은 하게활동하고새교회들도등장하며미국의두선교
단체가 각각 신학교를 시작하 고 한국교회도 비 이다.

[박해와 쟁]

콜럼비아에서의 박해

1995년 이후,약 50명의 목사들이 콜럼비아에서 살해되었다--25명의 복음주의

목사들은지난6개월동안게릴라들에의해살해되었다고하고,약300개의복음주

의교회들은강제로폐쇄되었다.198)월드(World)지1999년10월2일자는이보다더

197)조선일보,2003.12.3,A16쪽.
198)ChristianityToday,4Octo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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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숫자를 언 하며 말하기를,콜럼비아 복음주의자들이 게릴라들과 그와 같은

군인들에의해공격을받고있다고하지만,교인들에 한공격의소식은마약과의

쟁에 한 헤드라인 뉴스들에 의해 가리워져 있다.199)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 박해 상황

기독교보2000년11월4일자(7쪽)에의하면,오 도어선교회는세계에서기독교

인을박해하는국가로 그박해 정도에따라다음과같이30개국가를 열거하 다:

사우디아라비아,아 카니스탄, 국,체첸, 멘,북한,몰디 ,이란,모로코,튀니

지,코모로섬,리비아,베트남,수단,이집트,투르메니스탄, 키스탄,소말리아,라오

스,부탄,콜롬비아, 루나이,콰타르,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북부),

멕시코(남부),아제르바이잔,인도,버어마. 의신문은그 에서박해지수상

10개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 다.

(1)사우디아라비아-- 구든지그리스도인이라고고백하면자동 으로사형에

처해진다.

(2)아 가니스탄--25년동안구소련과의 쟁으로수백만명이죽었고7백만명

의피난민들이주변국가로흩어졌다.1992년공산주의가무 지고탈리반이이슬람

의엄격한사리아법으로나라를통치하고있어기독교는용납되지않는다. 한여

자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 없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다.

(3) 국--가정교회기독교인들이늘어나는혹독한박해에직면해있으며많은

기독교인들이 투옥된 상태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

(4)체첸--1999년9월부터시작된러시아와의 쟁으로인해납치와살해,폭력

이난무하고있다. 통 으로이슬람지역인체첸은1989년소련통치시 까지는

모스크(이슬람교사원)가하나도없었지만그이후6백개이상의모스크가세워졌

고 사우디 계열의 엄격한 와하비 이슬람교가 세력을 떨치고 있다.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없다.

(5) 멘-- 멘은세계에서가장복음화가되지않은나라 의하나이다.기독

교인들은 가족들과 정부 당국으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다.그들 에 많은

사람들이 비 리에 살해당하고 있다.

(6)북한--북한에있는성도들은 세계에있는기독교인들과의 이없이고

립되어 있다.교회가 극심한 억압 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

(7)몰디 --몰디 정부는몰디 를이슬람국가로선포했다. 지로잘알려

진 몰디 는 심지어 여행자들조차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것이 허락되지 않는

다. 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이며 토착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199)CalvaryContender,1Novembe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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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8)이란--공개 인 도활동이허락되지않고기독교인에 한박해가심해지

고 있다.

(9)모로코--기독교인들은 가족이나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다. 도하

는 자들은 체포당하게 된다.

(10)튀니지--토착기독교인들은소외되고두려움을느끼고있다.믿음이견고하

지못한자들이많이있고소수의기독교인들만자신의신앙을담 히드러내고있

다.세계복음주의 의회종교자유 원회죤캔덜린 원장은“오늘날 세계60개

국이상에서2천3백만명에달하는기독교인들이그들의신앙으로인해고통을당하

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신앙의자유를감사하면서하나님을믿고섬기는일에성실해야하며,

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의 성도들을 해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

테러 국가들에 의한 세균 쟁

국,인도, 키스탄,북한,이라크,이란,이스라엘,유고슬라비아, 큐바는천

연두바이러스의표본을은 히가지기를원하든지혹은이미가지고있는국가들

에속한다.이러한알려진테러후원자들은생물학무기제조계획을가지기를원한

다.200)10미터떨어져있는사람들을감염시킬수있는그것의잠재력을생각한다

면,천연두바이러스는즉각 이고 범 한살인자이다.세균 자살테러범은그

질병을 비행기로나 스포츠 경기장에 가져가서 하루에 수천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것이다.201)

인도에서의 기독교 박해

인도에서지난5년동안성경 매는배갑 이되었지만,박해도놀랄만큼증가

하 다.노방 도와 도지 배포는,특히 북부에서, 체로 단되었다.202)네 개

주의‘종교자유’법안들은기독교개종을비합법화시키든지혹은엄격히통제한다.

5월에폐지될때까지,개종때문에사람들은그들의가족과사회에배신자가되었

다. 도자들과목사들을괴롭히는일들은일반 이다.박해와노골 인폭행이빈

번히 일어난다.203)

200)World,2June2001.
201)CalvaryContender,1July2001.
202)ChristianityToday,May2004.
203)CalvaryContender,Jul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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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 이념

한총련,실체부터 공개하라

김용철 변호사는 조선일보,2003년 4월 29일자 A27쪽에서 이 게 썼다.

필자는검사로재직할때한총련핵심간부를수사한 이있다.한총련은의장
등공개된간부들이주도하는것이아니다.특별기구인조국통일 원회, 앙집행
원회산하정책 원회,조직 원회,투쟁국간부등이한총련의노선을좌지우지
하고 있다.이들은 학 재학생이 아니라 부분 졸업생들이다.

조국통일 원회정책실에서북한통일 선부산하인범청학련북측본부와팩스,
인터넷통신을통해범청학련북측본부로부터투쟁지침을 달받아한총련의노
선을정하는것으로 악 다.조국통일 원회정책실,정책 원회,조직 원회구
성원의인 사항은극비사항이며,한총련의장도그구체 인내용을잘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총련이진정으로변화하고자한다면한총련의장은한총련의실체를솔직하
게공개하고,앞으로이부분을어떻게변화시킬것인지국민들을납득시켜야할
것이다.[간 생략]

결론은간단하다.한총련이이 (利敵)단체로계속남을것이냐,아니면건 한
학생회조직으로환골탈태할수있느냐는한총련의몫이지정부에요청할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총련의실체에 한 솔직하고 충분한공개,그리고진정한 변화가 없고서는
한총련을이 단체에서철회한다는것은있을수도없고있어서도안된다.지 은
한총련이국민들앞에솔직하게 답할때이지정부가,법무부가,검찰이먼 나서
풀어주겠다고 나설 때가 아니다.

남북통일과 반공(反共)

오늘날우리사회는남북통일과반공(反共)의이념문제로인해매우혼란한것

같다.오랫동안우리나라는반공이념이분명한나라이었다.그러나근래에는통

일에 한염원과더불어이념문제가 속히혼란에빠지는것같다.그러나이런

요한문제에 해우리는분명한생각을가져야할것이다.이것은단지세속 ,

정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생활,교회 생활에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 다.

우선,우리는남한과북한이이념 으로매우다른상황에있다는것을인식해야

한다.남한은해방이후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켜왔고그동안군사정권들이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주주의가성장해왔다.비록 완 하지는않더라도,언론

의자유,집회의자유,거주(居住)의자유,시장(場)의자유,교육의자유,특히종

교와 신앙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북한은이런 들에서극히통제되어있다는것은아무도부정할수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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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많은이산가족들이소원해왔던상 이몇차례이루어진것은기쁜일이지

만,그것들은매우제한 이었고불만족스러웠다.북한정권은,많은인민들이굶주

리고굶주림을참지못해탈북사태가계속됨에도불구하고,아직도잠수함과 투

기구입,핵개발,미사일발사등군사력강화에막 한돈을쓰고있다.우리는북

한 체제와 정권에서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 하고세계 평화를 사랑하는증거를

찾을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남북통일이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 지 않다.남북의

이념 차이는 무크다.우리는통일을원하지만,오직자유민주주의에입각한통

일을 원한다.자유민주주의만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존 하고 특히 종교의 자유

를보장하는체제이기때문이다.동등한경제분배라는공산주의의이상은결코인

권과 자유보다 우선될 수 없다.그러나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공산주의의 이념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오기는 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심각한것은,오늘날남한에서의이념의혼란이다.오늘날사회일각에서

통일은선이고반공(反共)은악인양선 된다.그러나통일보다더 요한것은자

유민주주의이다.우리는심지어통일이없어도자유세계를원한다.자유없는통일

은무서운공포사회일뿐이다.그러므로우리는확고한자유민주주의의이념과견

고한국방력을가지지않은남북 화와교류가남한을정신 으로더욱혼란내지

무력화(無力化)시키고결국안보까지 태하게만들것을심히우려한다.우리는이

념 으로나무력 (武力的)으로나우리나라의공산주의화를결코용납해서는안된

다.

나라의 장래를 해 기도하자

제17 국회의원들 에는국가보안법폐지,한총련합법화등을주장했던자들

과, 북한의 남 명노선과궤를같이해온 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국연

합), (국 학생 표자 의회)간부출신 과거국가보안법 반사범들,소

좌 성향의인사들이상당수(40여명)있다고한다.우리는이런친북성향과운

동권출신인물들이 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와평안을 태롭게하지않을까우려

한다.우리는 우리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1991년설립된 국연합은우리사회를미제국주의식민지로규정하면서국가보

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북한식1민족1국가2정부의연방제통일을일 되게주

장해왔다고한다. 에 해서,1992년 법원은 결문에서“ 의노선을

결정하는정책 원회와자주평화통일학생추진 원회는북한이주장해온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명(NLPDR)에따라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 식민지로,우리정권

을친미 속 쇼정권으로규정하는 제하에,반 과반핵,미 사 폐지,미군철

수, 스피리트훈련의 구폐기,국가보안법철폐, 정권타도,평화 정체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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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 단체(利敵團體)임”을 밝혔다고 한다.

후신인한총련에 해서도,2003년 법원은“한총련은우리사회를미제국

주의식민지로,우리정권을친미 속 쇼정권으로규정한뒤북한이주장해온민

족해방인민민주주의 명(NLPDR)을추종하는이 단체임”을재확인하 다고한

다.204)그리스도인들은우리나라의장래와신앙의자유를 해많이기도하며하

나님께 의탁해야 하며 바른 사회정치이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를 때려잡자?

[오늘날 격히좌경화되는듯한이사회의과격한풍조에 한우려와고발의

목소리로 진성호씨의 다음과 같은 을 소개한다.]

“미친놈은때려잡는것이과거의상식...조선일보가제자리를찾으면좋겠지
만 그러기엔시간이많이걸리기때문에정신건강과 사회 비용차원에서옛날
방식이맞다”,“한나라당이나조선일보를지지한다는사람이 낮에활개하는세상
이더이상아니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국민의힘’등이21일낮서울시의회
앞에서개최한안티조선집회에서KBS김 삼노조 원장이내뱉은말이다....
공정성과 립성이생명인공 방송사종사자라면굳이노조 원장이아니라일선
기자,PD라도공개 인자리에서언 하기엔지나치게부 하고편향 인발언
이다.

이자리에서한국PD연합회의이강택회장은“조선일보는요괴”라고말했다.그
는“조선과동아는상생을얘기하지만,범죄자와상생이가능한가.범죄자는격리
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그는 KBS의 시사교양 로그램 제작 PD이다.일부
KBS 로그램이편 시비를받는것과 련해많은것을생각하게만드는 목
이다. 국언론노조의신학림 원장은“우리는조선을신문이라고하지않고범죄
집단이라고한다”고말했다. 화배우명계남씨도참석해“조선일보는사악하고교
활한사익추구집단”,“조선박멸에힘을쏟아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집회장에서
참가자들은“조선일보는요괴다”,“조선일보는악마다”라는구호를외쳐댔다....
물론조선일보기사에잘못이있을수있고,비 을받을수도있다.그러나비 에
도 최소한의 의는 있어야 하는 법이다.205)

확실히,그들의말은공산사회에서나있을법하지만,민주사회에서는매우합당

치 않은 말이다.

한미동맹의 붕괴?

[미래한국,2004년 6월 12일자는 의 제목의 다음과 같은 사설을 썼다.]

한미동맹이 속하게 붕괴되고 있다.동맹이 유지된다는 수사(修辭)는 있지만

204)미래한국,2004.4.3,1-3쪽.
205)조선일보,2004.4.23,A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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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실질 근간인주한미군이 격히감축,철수가추진되고있기때문이
다.미국은내년까지1만2,500명의미군을철수시키겠다고통보했다.3만7,000명이
던주한미군의1/3이빠져나가는것이다.아직어떤종류의병력이감축될것인지
구체 으로 밝 지지 않았지만 육군 주의 감축일 것이 확실해 보이며 이는 그
동안 한반도의 쟁억지력으로 작동했던 군사력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군은더이상한반도에서억지기능을담당하지않으리라는의미다.남아있는
미군은동북아시아와세계를상 하는군사력일것이며이는방어가본질인억지
력이아니라보다공격력태세를취할수있는군사력이된다.이제북한을억지하
는 기능은 으로 한국군이 담당할 몫으로 바 고 있다.

한국정부는 상외로빠른 미국의철수조치에당황해 하는모습이다.그러나
이 같은 상황의 래는 미국의 일방 인 결정 때문만은 아니다.

동맹이란우리가생각하듯‘친한나라들’사이에맺어지는것이아니다.동맹
이란‘공통의 ’을가진나라들이맺는것이다.그공통의 에 해힘을합쳐
항하여 군사 으로 력하자고 맺는 것이다.

공통의 이있는나라들은비우호 일경우에도동맹을맺는다.2차 당시
미국과소련은더골치아 인나치독일과함께싸운동맹국이었다.미국과소
련은 나치 독일이 궤멸되자 곧 계로 돌입했다.

재한미동맹에나타나는문제의본질은북한에 한인식에서나온다.미국은
테러 쟁시 를맞이하여북한을더욱 험한 국으로간주하고있는데한국은
북한을오히려우호국처럼 하고있다.미국은북한이라는 에 처하는데동맹
국인 한국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미국의수순은한반도에서 리핸드(freehands,자유행동)를가지는쪽으로나
가고있다.북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지않는동맹은있으나마나라고생
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한국은어떻게해야할것인가?주한미군과한미동맹은북한이라는차원을
넘어일본, 국,러시아등한반도주변의강 국구조를안정화시키는역할도동
시에담당했었는데이제한국은스스로의능력으로이엄청난일을하겠다는것인
가?206)

한국, 과 내통하며 동맹을 내쫓고 있다

[ 유엔주재미 사인 아델만(KenAdelman)은폭스뉴스(FoxNews)2004

년 6월 2일자에서 다음과 같은 을 썼다.]

나는최근한국을방문해DMZ에서북한땅을바라보며섬뜩한느낌이들었다.
그러나요즈음북한은남한에게짜릿함(thrills)의 상인듯하다.놀라운것은미국
인들이 한국에 염증을 느끼자 한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반기고 있다는 이다.

206)미래한국,2004.6.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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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객 사실들을토 로 도북한은지구상에존재하는가장최악의국가
임이분명하다.▲북한은DMZ근방에그들이보유한엄청난양의군사력을집
시켜놓고있다.▲생 에‘ 한수령’이라는이상한호칭을가졌던김일성은그
의죽음과함께그의악명높은아들김정일에게정권을물려줬다.▲북한은‘핵확
산 지조약’(NPT)을탈퇴한최 의국가로서 재까지비 리에핵개발 로그램
을진행시키고있다.▲얼마 리비아의핵물질이북한에서생산된것으로 명됨
에 따라 그들이 ‘깡패국가’들에 핵물질을 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북한이
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도염려스러운일인데만일핵물질을리비아
보다더지독한알카에다와같은테러조직에 매한다면이것은정말끔 한일일
것이다.물론 이러한감정은 미국인들에게만 국한되며한국인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외교 들의 경우 북한의 괴상한 지도자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을 상 해야 하는
것도버겁다.그런데이는한국의경우도 외가아닌듯하다.한국인들은굶주림
에시달리는수백만의북한동포들에 한염려는왜하지않는가?엄청난크기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을받고있는사람들에 한분노는왜없는
가?북한에의해납치되어여태껏풀려나지않고있는사람들그리고이들을붙들
고 있는북한에 한 분노를왜하지 않는가?이러한 상을어떻게설명해야 할
까?

미국은6․25 쟁에서수만명에이르는장병들이피를흘려한국을구했으며
한국인들은알아주지않지만3만7,000여명에이르는주한미군은여태껏한반도의
평화와번 을가져오는 추 역할을담당해왔다.이사실에 해한국인들은감
사의마음은커녕오히려배아 하고있다.이들의분노는미국에의존하고있다는
수치심에서나온것으로보인다.이들에게는남한이북한보다GDP가25배나높다
는 사실이 요하지 않다.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은 휴 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3%조차 할당하지 않고 있다.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미군의 주둔에 분개하고 있다.

25년 쯤에미국은 한국에1990년,혹은2000년 즈음한국에서 미군을철수할
것이라고밝혔어야한다.충분한경고를통해한국의자유로운시민들에게북한이
얼마나남한사람들의자유를 하는지그리고국방력이얼마나소 한지인식
시켰어야 한다.물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얼마나 소 한지 알게 을
것이다.

한미 계가불 화음을나타낸이후더이상한국인들은미군의철수로인해야
기될문제를고려하지않고있다.30년 DMZ를방문했을당시나는미군이최
방에서자유를지키고있다는데자부심을가지고있었다.그러나사흘 다시찾
아간 DMZ에서 여 히 최 방을 지키고 있는 미군들과 그들이 받고 있는 을
보면서 침통한 심경을 할 수 없었다.207)

207)미래한국,2004.6.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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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치슨 라인 재연?

[ 국회의원 이동복 선생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50년1월12일딘애치슨미국무장 이워싱턴의내쇼날 스클럽에서‘
국의 기...미국의 국정책 검’이라는제목으로행한연설은주제가미국
의 국정책이었음에도불구하고 국과는 련이없는엉뚱한 목때문에두
고두고 유명세를 물게 되었다.

문제의 목은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 선’에 한 언 이었다.애치슨은 이
연설에서‘태평양에서의미국의방 선’은“북으로알루샨열도로부터일본본토와
유구열도를지나남으로필리핀을연결하는선”이라고선언했다.한국과 만을
미국의 ‘방 선’밖으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같은‘애치슨라인’의선언은1949년에있었던주한미군의철수에이어서나온
것이었다.뿐만아니라애치슨의내쇼날 스클럽연설1주일후인1950년1월
19일미하원은푼돈에지나지않는액수 던트루먼행정부의 한(韓)군사원
조 동의 요청안마 부결시켰다.그리고 5개월 뒤 한반도에서 쟁이 일어났다.

김일성의공산북한이스탈린의구소련과마오쩌뚱(毛澤東)의공산 국의지원
하에기습 면남침을감행한것이다.이 게되자애치슨이구설수에오르지않
을수없게되었다.그가한국을뒷날‘애치슨라인’으로통하는미국의‘방 선’밖
으로내침으로써김일성의북한으로하여 안심하고남침을단행하게했다는비
난의 상이 된 것이다.

최근미국에서형태는다르지만사실상그때의‘애치슨라인’의부활극이연출되
고있다는것은우리의 심의 상이되지않을수없다.그 표 사례가지난달
14일미국아시아재단에서행한미췔라이스미국무부정책실장의연설내용이다.

‘변화하는 아시아에서의 도 과 기회’라는 제목의 이 연설에서 라이스 실장은
“미국의 아시아정책 수행에 있어서 미국과 ‘핵심 양자 계’(KeyBilateral
Relationship)의 상국가”를오직‘일본․ 국․인도․ 키스탄’등4개국으로한
정했다.

이연설에서라이스실장은한․미 계의‘요성’에 해서는따로아무런언
도하지않았다.그러나일본에 해서는“태평양에서의핵심동맹”이라는표 을
사용하고 국에 해서는 “때로는 보완 ,때로는 공통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상호 향력을 결합하고 있다”고 표 했다.

라이스실장의연설내용은특히주한미군의감축이 실화하는시 과때를같
이하고 있다는 에서 더욱 1950년의 ‘애치슨라인’을 연상시키게 된다.

그동안3만7,000명선을고수해왔던주한미군의감축은이번에그 1개여단
의이라크 출을계기로표면화되고있다.그러나사실은보다더근본 으로한
국의김 ․노무 정권의‘햇볕정책’즉독자 인 북유화정책으로인하여
통 한미안보동맹이‘변화’한것이아니라본질 으로‘변질․훼손’된데다가‘복
구’될여지도없다는 단에입각하여진행되고있는것같다는 에서주목의
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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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서는클린턴행정부때북핵문제에 한이른바‘페리보고서’의주인
공이고지 은존 리민주당 통령후보를도와주고있는 리엄페리 국방부
장 의 최근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서울에서조선일보와의단독회견에서“한미양국정부는북한의 에
한인식을공유하지않고있기때문에공동의정책을추구하기어렵게되었다”고
말한것으로인용되었다.한미양국이“동맹국으로서의‘공동의 ’과‘공동의목표’
를더이상공유하지않게되었다”는것이다.이에 해서는부시행정부의생각도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부시행정부의럼즈펠드국방장 은최근“우리는우리군 를원하고우호 으
로 하는곳에주둔시킬것”이라면서“아시아의일부국가들이2차 직 독일
의주변국가들이그랬던것처럼테러국가들과개별 평화를모색하고있다”고비
하기도했다.잘곱씹어보면바로한국의‘반미정서’와이른바‘민족공조’론에입
각한 북유화정책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가하면오는11월부시 통령과 권을겨루는존 리민주당 통령후
보는 최근 그가 당선되면 “북한과 단독 상을 시작하겠다”면서 심지어 북한과의
단독 상에서는“북한의핵포기를유인하는방안으로한반도에서의재래식군사력
감축은물론,1953년의정 정을 체할평화 정체결문제와함께남북한의통
일문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변을 고하는주변국제환경에한국은어떻게 응해야그동안의생존과번
기조를지속시킬수있을것인가?아무래도이나라내일의주인인 은세 들

이새로운차원에서이나라근세사를다시들여다보고온고지신(溫故知新)의지혜
를 탐구해야 할 때인 것 같다.208)

민노당 ‘력증강 없는 미군감축’주장

미국이‘주한미군1만2,500명2005년말까지감축’방안을6월6일한국에통보한
가운데평택지역에서미군기지이 반 운동을벌이고있는민주노동당과친북운
동권들이 ‘력증강 없는 주한미군감축’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한미국완 철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민노당과 ‘평통사’(상임 표 문규
,홍근수),‘통일연 ’(상임 표 한상렬),‘국민 연 ’(상임 표 정 훈)등 친
북운동권은지난4일부터9일까지이같은내용을골자로연일시 를갖고있다.

민노당등은7일기자회견에서“북한선제공격과 국 쇄를노린주한미
군의 력증강 한한반도평화의 으로서즉시철회돼야한다”며 력증강없
는 주한미군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노당등은 “ 과잉억지력인주한미군은무기장비도철수시켜야한다”며
“주한미군은 궁극 으로 이 땅에서 완 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온

208)미래한국,2004.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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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이번상황을남북간의긴장을완화해나가는좋은과정으로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209)

우리나라는지 매우 태한때에있다.우리가 리는자유와안정은 을

받고 있다.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때 정상 신앙생활도 가능하다.이 나라의

실은 국민들의 불신앙과 교만,안일과 부도덕의 결과이다.이 땅에 다시 쟁이

일어난다면그불행은안일했던 은세 들의몫이며그댓가는클것이다.믿는

기성세 들은 하나님 앞에 물로 기도할 뿐이다.

북이 훈계하고 지시한 회의

[얼마 조선일보 사설의 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시사주간지타임은아시아 최신호표지에북한김정일국방 원장이흡
족한웃음을짓고있는모습을싣고‘이사람이왜웃고있을까’란제목의커버스
토리를게재했다.타임은한국내좌 민족주의(leftist-nationalist)의집권,‘악한
용’(미국)이‘로미오와 리엣’(남과북)의‘결혼’(통일)을방해하고있다는내용의
등학교4학년통일교육교재,핵개발에따른북한의입지강화,한․미동맹동
요등을상세히소개하면서“김정일이그어느때보다강력해진것으로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보도를그냥흘려보낼수만은없는 경이엊그제6․15공동선언4주년기
념학술회의에서펼쳐졌다.노무 통령은이날회의에직 참석해“북핵문제가
해결되면남북간 력은더욱본격화될것”이라면서“그때에 비해서포 이
고도구체 인계획을 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북측참석자들은빈말로라
도핵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발언한마디없이온통‘반미(反美)’와‘민족공조’뿐이
었다.

북측인사들은“동맹보다 요한것은북남 계다”“미국은통일을가로막는주
범이다”“미국과공조하는건결국6․15공동선언그자체를부정하는것이다”라
고주장했다.주한미군철수,주 론과국가보안법의폐지주장도빼놓지않았다.

이들은남북경 이지지부진한것역시미국의간섭때문이라면서경 에속도
를내지않는다고한국을나무랐다.경 상은경공업뿐아니라기간산업첨단산
업으로확 해야한다고도했다.결과 으로이들이서울한복 에와서하고자한
얘기는하루빨리이땅에서미국을몰아내고북한경제 반을일으켜세우는일에
한국의모든역량을쏟아부으라는말뿐이었다.그것도도움을청하는건지훈계하
는건지지시를하는건지알수없는태도로말이다.북한이이 게무례하게나오
는이유가무엇인지,그동안북한을다 온우리의자세에어떤잘못이있었기에
서울 한복 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되돌아 야 할 것 같다.210)

209)미래한국,2004.6.12,2쪽.
210)조선일보,2004.6.17.A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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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에 한 이견(異見)

미국남침례교종교자유 문가리차드랜드씨는최근에“원조의공정한분배를

확인하고확신할수있을때까지북한에 한미국의모든원조의완 한 단”을

구했다.그는말하기를,“김정일은당신의국민을자유 하라,당신의국민을먹

이라,당신의국민을돌보라,그러면세계는몰려와당신을도울것이다.그때까지,

비록당신의국민이굶주리고고통을당하지만우리는당신들을유여하게만들수

없고,만들어서도 안되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211)

서해교 유족이 조국을 떠나겠다는 이유

[조선일보의 다음과 같은 사설을 소개한다.]

북한경비정이북방한계선을넘어와선제공격을해일어난서해교 에서6명의
장병이 사한지2년이지났다.이들을기리는추모식이어제평택해군2함 사
령부내에서유가족을비롯한150여명이모인가운데열렸으나쓸쓸하기그지없었
다고한다.이소식보다더참담한건이사회와이정부를향해유족들이쏟아낸
질문과 망감이다.

‘서해교 이터졌을때도지 처럼감사원이나서서경 를감사했는가,’‘우리
아이들이죽었을때어느 가사과했는가,’‘다른나라에갔다가죽은사람에게는
지 고하를가릴것없이 이조문하면서나라를 해목숨을바친6명의장병
결식때는 가왔었는가.정부인사는커녕,국방장 과합참의장도불참했던정
부 아닌가.’

우리를비참하게만든것“충원에묻 있는아들을고향으로데려가려고한
다”는한아버지의토로다.이아버지는지 세상돌아가는것을보면북한병사들
에게목숨을잃은자식은죄인밖에더되겠느냐고반문하면서아들의유해를고향
선 아래로데려가겠다는것이다.어떤부모는내자식을죽인이북의김정일보다
미국을 이라고하는남한사람들이더무섭다고도했다.남편을잃은한부인이
“한국을떠날 비를하고있다”고한말을 해들으면서는더이상나라를변호
할용기조차잃게된다.이부인은주한미군사령 이2주기를하루앞두고보내
로편지를소개하면서“오히려미국사람들이더기억해 다”면서“솔직히한국
이 싫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6명의장병들은국가의명에따라조국을 해꽃다운나이에목숨을바친이들
이다.이나라가제 로된나라 다면 결식엔물론 통령이참석했을것이고
그들은지 서해의 웅으로떠받들어졌을것이다.그러나그들의아버지는아들
의유해를 충원에서고향으로옮기겠다고하고부인은이나라를떠나겠다고한
다.이러고서앞으로 가조국의 난(危難)앞에서자신의목숨을던지겠는가.아
니이들에게이런한맺힌말을토하게하고도나라가무슨염치로그들에게나라를
해목숨을요구할수있겠는가.물론북한과의 계개선도 요하다.그러나남

211)BaptistPress,29April2004;CalvaryContender,June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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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화해를 추진하는것과국가를 해목숨을바친이들을이토록냉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그것은 나라가 나라다운가 하는 품격(品格)의 문제다.212)

그 외의 주제들

[성경본문 문제]

킹제임스 어 성경(KJV)이 무오(無誤)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오늘날우리주 에는1611년제임스1세때에 국에서번역,출 된소 킹제

임스성경만이무오(無誤)한성경이라고주장하는자들이있다.그들은1885년나타

난신구약개역 과그이후의 부분의 어번역성경들,그리고한 개역성경

을이단 번역이라고비평한다.그러나그것은잘못된주장이며지나친비평이라

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문제는성경의사본에 한문제와 계된다. 세시 에는천주교세계에서

라틴어성경이주로사용되었었다.종교개 이일어난후개 자들은원어성경,곧

구약의히 리어성경과신약의헬라어성경을가지게되었다.그것들은다 통

인 사본들에 근거한 성경이었다.

그러다가1881년소수의고 사본들에근거하여번역된신약성경의출 으로성

경의본문문제가제기되었다.이문제는특히신약본문에서문제되었다.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소수의고 사본들의본문과다수의 통사본들의본문에 단히많

은 차이 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면 그 두 종류의 본문 과연 어느 것이

성경의 원본에 충실한 것인가?

우리는소수의고 사본들의본문보다다수의 통사본들의본문이성경원본에

더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고 사본들(시내산사본,바티칸사본, 피러스사본들)은서로다른경우들

이 지 않으며 그 차이성도 다양하다.

2.고 사본들에근거한본문은매우주 이고비확정 이다.이견해에의하

면 오늘 우리는 성경 원본의 믿을 만한 본문을 갖고 있지 못하다.

3.우리는성경본문에 한하나님의섭리 보호를믿는다.즉우리는하나님께

서성경을축자 으로 감하셨고그본문을훼손되거나상실되게내버려두시지않

고잘보존되게섭리하셨을것이라고믿는것이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1:8,“옛

하나님의백성의모국어(母國語)던히 리어로된구약성경과,기록당시여러나

라들에게 매우 일반 으로 알려져 있었던 헬라어로 된신약성경은 직 하나님의

감(靈感)을받았으며그의독특한배려와섭리로모든시 에순수하게보존되었

212)조선일보,2004.6.30,A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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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믿을만하다.따라서종교상모든논쟁들에서교회는최종 으로그성경[원

어성경]에 호소하는 것이다.”

4.우리는성경을 탁받은교회의권 와역할을 시한다. 어도성경의본문

에 한 한,우리는 그것을 탁받은 교회들,특히 헬라어를 계속 사용해왔던 비잔

틴 교회들의 권 와 역할을 시하는 것이다.유 인들이 구약성경을 보존해 왔듯

이,비잔틴교회가신약성경을보존해왔다고본다.로마서3:1,2,“그런즉유 인의

나음이무엇이며할례의유익이무엇이뇨?범사에많으니첫째는 희가하나님의

말 을 맡았음이니라.”더욱이,이 책의 언의 말 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엄

한 경고가 신약성경의 맨 끝에는 기록되어 있다(계 22:18,19).

5.우리는 다수사본들의 지지를 시한다.이것은 헬라정교회의 통 ,귄 있

는본문을밝히증거한다.그러므로우리는신약성경의5,000개의사본들가운데다

수사본들(약 85퍼센트 이상)이 일치하게 가지는 본문을 성경의 원본의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6. 통사본의본문에 한고 증거들이없지않다. 통사본들이주로9-11

세기의 후 사본들이지만,그들의본문이반드시후 의 것이라고단정할수 없다.

왜냐하면 그 본문은 빈번히 고 의 사본들이나 역본들,혹은 교부들의 인용문들에

서 확증되기 때문이다. 를 들어,3세기의 피러스 사본들이 4세기의 다른 고

사본들과다르고후 의비잔틴사본들과일치하는경우들이종종있는것이다.213)

결론 으로,그러므로우리는몇몇고 사본들에근거한,그것도때때로일치하

지않는경우들에주 선택에의해구성된,매우주 이고불확실하고비확정

인 본문을 반 하고 다수사본들에 근거한 통본문을 지켜야 한다고 단한다.

다수의 사본들이 가지고있는 본문들이 자 으로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으로는완 히일치하기때문에,우리는성경원본의본문의내용을정확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우리의견해가이러하지만,킹제임스성경만이무오하다는주장은독단 인

잘못된주장이라고생각한다.왜냐하면하나님께서사도들을통하여신약성경을기

록하게하신이후교회들에게무오한사본을주지않으셨다고 단되기때문이다.

사본상에는약간의부정확성이있다. 어킹제임스성경도무오한사본에서번역

된것이아니었다.그것은그당시에최선의원어성경에서가장잘번역된성경에

불과하다.그당시에갖고있었던그리스어신약사본들은제한되어있었다.오늘날

까지원본의본문을무오하게반 하고있다고인정된사본은하나도없다.그 기

때문에킹제임스성경의무오성을주장하는것은지나친믿음일뿐만아니라,잘못

된 믿음이다.

213) 를 들어, 10:42;12:31;15:21;행 13:2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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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더나아가서, 통 본문과소 고 사본에근거한본문간에근본

차이 들이있는가?물론상당수의차이 들이있는것은사실이다.그러나우리가

물어야 할질문은그 차이 들때문에 그두종류의 성경이 체 으로교리 ,윤

리 내용의차이를만들었는가하는것이다.한종류의성경이주는교리 체계와

다른 종류의 성경이 주는 교리 체계가 다른가 하는 질문이다.

거기에 하여 우리는 그 지 않다고 답할 수 있다.우리는 한 개역성경에

근거하여성경교리들의체계를정리하 으나그것이서양사람들이킹제임스성경

에근거하여정리한체계와다를바없었다.하나님의지혜는두종류의본문이내

용 으로 다른 교리 ,윤리 교훈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한 종류의 것이 이단 이라고 비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동안 그것

을 사용하여많은구원과은혜의역사를하신사실을부정하거나 평가 하하는 일

이 있어서는 안된다.우리는 통 본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 하지만,

이제까지 사용하여 오는 한 개역성경에 하여 과격하게 비난하는 말을 용납할

수없다.개역성경을존 하면서,조심스럽게성경의바른본문을확인하고확증하

는 것이 건 한 태도라고 믿는다.

[교회의 쇠퇴]

미국 교회의 쇠퇴

헌츠빌 타임즈 1997년 7월 19일자에 의하면,미합 국 장로교단은 매년 약 3만

5천명의 교인을 잃어버리고 있고,감독교단은 지난 30년 동안 교인수가 30퍼센트

떨어졌다고한다.크리스챤뉴스1997년7월7일자는새갤럽조사에의하면미국내

의 교회 참석자 수는 1940년 이래 가장 낮은 수 에 떨어졌다고 말한다.214)

기독교가 서양에서 시듬

국에서는,일정하게주일에교회다니는국민들의비율이27퍼센트이다.서독

은 교회 다니는 비율이 14퍼센트이다.덴마크와 노르웨이는,단지 5퍼센트만 주일

아침에교회에참석하는일에마음을쓴다.스웨덴과아이슬랜드와핀랜드는,단지

4퍼센트만 교회에 다닌다.신학 자유주의가 이러한 쇠퇴의 심에 있다.215)

[시 사조]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214)CalvaryContender,1August1997.
215)GeneEdwardWeith,World,26July2003;CalvaryContender,Septembe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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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게는,진리가 단순히 문화나 개인의 ‘구성물’이다.진리는

상 이다.내게참된것이 에게는참되지않을지도모른다.216)포스트모더니즘

은합리 경험주의,과학 기독교의 진리들이나다른모든객 진리에

한 진 거부를 표한다.상 주의와개인의경험이나느낌들이포스트모더니

즘에서개인 진리의기 이다.217)설문조사통계들에의하면,미국인들의86퍼센

트는자신들을‘기독교인’이라고주장하지만,72퍼센트는 진리의개념을부

정하고,61퍼센트는 문자 사탄이나 지옥을 부정하고 40퍼센트는 하나님에 한

뉴 에이지(범신론 )견해를 믿는다.218)

‘가장 향력 있었던’기독교 지도자들?

크리스챤뉴스2000년2월7일자(3쪽)에의하면,크리스챤히스토리지의최근호

에실린 은20세기의가장 향력있었던기독교인들10명의명단을다음과같이

말했다:(1) 도자 빌리 그 이엄,(2)기독교 학자 씨 에스 루이스,(3)오순

흑인목사 리암시무어,(4)천주교박애주의자테 사수녀,(5)신학자칼바르

트,(6)교황요한23세,(7)소련의소설가알 산더솔제니친,(8)흑인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9)선교 운동가 죤 모트,(10)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나이들 다수는건 한기독교신앙에서거리가멀다.교황요한23세나

교황요한바오로2세와테 사수녀는천주교인이다.칼바르트는자유주의자이며,

흑인인권운동가마틴루터킹은공산주의자로알려져있다.씨에스루이스도결

함있는사상가로알려져있고, 리암시무어는 방언운동의시작자이며,빌

리 그 이엄은 신복음주의의 표자이다.이런 자들의 향 속에 있는 교회

혹은 사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하나님 없는 생활

한구별된묶음의교리들이나명제 진리들이라기보다,포스트모더니즘은다음
두가지에의해특징지어지는마음가짐이나분 기라고보는것이가장좋을것이
다.하나는이성에 한깊은불신이고(그래서포스트모더니즘은 주의 사고
를거부한다)다른하나는 진리에 한근본 거부이다.그것은객 진
리의거부즉진리의죽음으로인도하 고진리를여러개의진리들로 치하 다.
불 용은포스트모더니즘이 용하지않을유일한것이다.그러나만일진리가성
경이제시하는바 로가아니라면,성경 기독교는있을수없을것이다.신학
무정부상태는일체성을천주교회의신부,개신교회의목사,미국원주민의샤먼(무

216)World,12September1998.
217)WatchmanExpositor,September1998.
218)CalvaryContender,1October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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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불교의수도승같은 범 한신학 다양성안에서찾을만큼포용 인에큐
메니칼운동의 용에서볼수있다.포스트모더니즘은하나님이없음을주장하고,
따라서인간이하나님과동등한자가되어,권 뿐만아니라 한책임으로부터의
자유를 탐욕스럽게 붙잡는다.219)

수님 모독하는 것을 항거할 수 없는가?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템 학교 당국은 그리스도를 동성연애자로 묘사하는

한 연극을 항거했다는 이유로 우등생 학생인 마이클 마캐비지를 정신병 감호소에

보냈다.그는1998년 로드웨이에서데뷔한비열한연극‘코퍼스크리스티’(그리스

도의몸)를공연할계획에 해불평하고항의하는 단지를붙 었다. 수님은벌

거벗은여성으로묘사되고모독을당할수있지만,그러한일은다른종교의지도자

들에 해서는 용납되지 않는다.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220)

[통계들]

한국의 개신교회 통계

2003년의교회 교인통계에의하면(*는2000년도교회 세례교인수), 한

수교장로회총회(합동)7,105개약235만명, 장(고신)1,602개약40만명, 장(합

신)750개약12만명, 장(개 )*5,200개약115만명, 장(합동보수)*857개약9

만명, 장(신)*1,312개약11만명, 장(고려)*331개약2만4천명, 장(고려개

)*154개약 2만명, 장(성장)*197개 약3만 5천명, 장(합동정통)2,680개약

84만명, 장(통합)6,928개약233만명,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1,536개약33

만명, 한기독교감리회(기감)5,386개약142만명,성결교회(성)921개약16만명,

성결교회(기성)3,275개 약 63만명,침례교회(기침)2,508개 약 75만명,순복음교회

(기하성)1,870개약124만명,구세군*240개약4만8천명,루터교회*30개2,605명,

그리스도의교회*452개약5만5천명,나사렛교회*246개약1만8천명,성공회*

111개 약 5만명 등이다.

일본의 교회 통계

2001년통계에의하면,이웃나라인일본의개신교회수는7,725개이며,등록교인

은 약 53만명이고 주일 배 출석수는 약 27만명이다.인구 비 약 0.4퍼센트이다.

개신교 수는160개이다.교회없는리동부락은2,557곳 1,737곳이며,인구20만

219)Integrity[NorthlandBaptistBibleCollege],January2002;CalvaryContender,
1February2002.
220)CalvaryContender,1Apri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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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상지역 79곳이다.천주교성당수는1,072개이며등록교인수는약48만명이

다.신도교 교인수는 약 1억 8천만명,불교 교인수는 약 9천 5백만명이다.221)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들

6,250만명의교인을가지고있는로마천주교회는 미국에서가장큰종교단체이

다.남침례교회는 1,600만명을,연합감리교회(UMC)는 830만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ChurchofGodinChrist)는550만명의교인을가지고있다.몰몬교는530만명

을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는 510만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다.222)

슬 통계들

카리스마지 2002년 5월호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실었다.

1.지난2천년 동안 세계에서7천만명이상의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다.

2.세계에는 5억명의 고아들과 7천만명의 버려진 자녀들과 유아들이 있다.

3.세계 으로,2억명의 자녀들이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있다.

4.2002년 재에도,세계에는 여 히 3천 5백만명의 노 들이 있다.

5.아동 성학 자들은 약 5백 8십만명의 어린이들을 희생시켰다.

6.세계에는 2천 4백만명의 창녀들이 있다.

7. 세계에서 매년 약 470억불의 코카인이 팔리고 있다.

8.교회 직분자들이 매년 약 160억불 교회돈을 도 질한다.223)

[과학]

우주 비행사들의 바른 고백

논리 인 과학자들과 담한 조종사들이 우주 비행후 으로 변했다.미국의

자유 인 민주당 상원의원이며 우주 비행사요 장로교인인 죤 (JohnGlenn)은

최근의비행후,“이런종류의창조세계를우러러내다바라보고하나님을믿지않

는것은나에게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말이인용된헌츠빌타임즈1998년11월

3일자 은다른우주비행사들의비슷한말들도인용되어있다.랜덜헤트 는참

된과학선생님의곤경224)이라는제목의책67쪽에서다 의사상과유신론 진화

론을 반박한다.그는 말하기를,“학설로서의 진화론의 문제 은 설득에는 긴 말을

하지만 자기 비 과 실험에는 간단히 말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225)

221)기독신문,2002.10.23,14쪽.
222)CalvaryContender,July2003.
223)CalvaryContender,June2002.
224)RandallHedtke,ThePlightoftheTrueScienceTeacher.



현대교회문제 자료집

-362-

휴머니스트(인문주의)선언의 진화(進化)

스트 이트웨이(Straightway)편집자H.T.스펜스박사는쓰기를,“우리사회는

생활의각부분에서하나님을피함에있어서무신론 이게되었다.진화론은인간

기원에 한 화에서하나님을드러나게제거하면서인간존재의각방면에침투

해들어왔다”고했다.창조과학회의창설자헨리모리스박사는“미국휴머니스트

회(AHA)는 새 휴머니스트 선언의 발 을 이끌었다”고 말한다.제1휴머니스트

선언(1933년)은 죤 듀이와 몇 사람들이 미국 휴머니스트 회를 조직했을 당시에

공포되었다.제2휴머니스트선언(1973년)은“어떤신(神)도우리를구원하지않을

것이다,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진술했다.제3휴머니스트 선언

(1980,2003년)은“인간은자연의필수 한부분,즉인도자없는진화 변화의결

과이다.인간은자연을’자존 ‘이라고인정한다”고진술한다.국가들을한 앙정

부속으로,모든종교들을보편구원론으로집결시키기 해사회를세속주의의새

환경에순응시키는것이다음단계이다.226)창조를믿는모든성도는이런사상들

을 단호히 배격한다.

슈퍼 컴퓨터

“IBM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랑 유 자’(Blue

Gene)라고명명된그것은13만개의컴퓨터처리장치를사용하며가장빠른 재의

기계보다 6배나 더 빠르게 작동한다.기술자들은 그것을 2005년에 설치할 정이

다.”227)

[지진과 기근]

1988년-1999년 세계의 지진과 사망/실종자수228)

1990년 6월 21일 이란 4만명

1990년 7월 16일 필리핀 1,641명

1992년 10월 12일 이집트(카이로)552명

1992년 12월 12일 인도네시아(로 스)2,000명

1992년 3월 13일 터키 653명

1993년 9월 30일 인도 7,601명

225)CalvaryContender,1December1998.
226)CalvaryContender,November2003.
227)World,29November2003;CalvaryContender,January2004.
228)조선일보,1999.8.19,8쪽;9.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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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7일 일본(고베)6,424명

1997년 5월 10일 이란 최소 2,000명

1998년 12월 7일 아르메니아 25,000명

1998년 2월 4일 아 가니스탄 3,500명

1998년 5월 30일 아 가니스탄 5,000명

1999년 8월 17일 터키 15,000명(?)

1999년 9월 21일 만 2,000명 이상

[참고]

1556년 국 산시성 80만명

1923년 동 20만명

30억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

2003년7월6일국제노동기구(ILO)는세계인구의거의 반인30억명이하루2

불($)미만으로빈곤한생활을하고있으며그 3분의1은생활비가1불에불과하

다고발표했다.선진20개국에서도인구10%이상이빈곤선이하로생활한다고한

다. 세계 실업자는 지난해 말 기 으로 1억 8천만명이며 실제 실업자는 약 7억

3천만명이라고 한다.229)

[덧 없는 생명]

한 건강식품업체 창업자 휴즈의 44세 요

세계 건강식품제조업체인미국‘허벌라이 ’의창업자마크휴즈회장이2000

년5월21일44세의 은나이로사망했다.그는미국로스엔젤 스말리부해변에

있는자신의2,500만달러(약275억원)짜리 택에서잠자다숨진채발견 다고한

다.허벌라이 는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으로세계48개국에 매하여1999년

한해9억5,620만달러의매출을기록한 기업으로우리나라에도잘알려져있다

고한다.230)인간의생명은덧없다.우리는덧없는재물에마음을빼앗기지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세계 연합]

유럽연합(EU)의 진 권력

유럽연합(EU)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계 (超)권력’을 한 계획을 세우기

229)조선일보,2003.7.8,A15쪽.
230)조선일보,2000.5.2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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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2001년 12월로얄팰리스에서모 다.워싱턴포스트(WashingtonPost)2001

년12월16일자에의하면,유럽연합정상회의는“2010년이되기 에더블린에서두

로 니크(Dubrovnik)까지5억이상의사람들을다스릴수있는연합된유럽을구

상할제헌(制憲) 회”를시작하 다.231) 재유럽연합은“공동의장(통령),의회,

사법 제도, 앙은행,국가,권리 장 , 8만 페이지의 법 을 함께 가지고 있는

15개국가들의약3억8천만명”을 표한다고한다.새유럽연합의확 체포제도

아래서는,유럽연합의한국가의국민은다른한국가로이첩될수있을것이다.232)

유럽이 거 한 국가가 되어감

유럽연합(EU)은더욱강력한권력을가진거 한국가가되어가고있다.그것은

아일랜드로부터러시아경계까지25개국으로 토를넓히고있고새헌법을 안하

고 있으며 통령과 입법 권력 기 을 가질 것이다.233)

231)NewAmerican,14January2002.
232)CalvaryContender,June2002.
233)LondonTelegraph,27May2003;FridayChurchNewsNotes,20June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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