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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

신앙노선을 중심으로 소개  1.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의 신앙노선을 총괄 요약하여 소개해 보  ‘ ’
았습니다 소속 교회의 외형적 조직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일반 교단. 
들과 달리 총공회 는 개교회주의 노선이므로 신앙노선으로 존재합니‘ ’ , 
다 따라서 일반 교단처럼 형황에 대한 소개 대신 그 신앙노선을 중. 
심으로 소개합니다. 

백영희신앙노선을 중심  2. 

총공회 신앙노선의 실체는 백영희신앙노선에서 찾을 수 있고 총공  , 
회의 외형적 모습은 결과일 뿐입니다 본 소개서는 백영희신앙노선의 . 
형성과정과 실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반 소개서에 비
하여 다소 난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정리할 시점  3. 

백영희목사님 사후 이제 약 년에 접어드는 시점이므로 백영희신  , 15
앙노선에 대한 요약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 
갔던 분이 백영희 입니다 그의 걸음이 멈추었던 당시는 그의 걸음을 ‘ ’ . 
두고 의견이 참으로 분분했으나 이제는 이곳이 정리하는 이 책으로 , 
그 노선을 확정지울 때라고 보았습니다 년이 지나면서 이곳과 다. 10
른 의견은 세월이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년 정도의 기간을 . 5
준비했습니다 단 한 명이 가도 이 길이 총공회 신앙노선입니다 이 . . 
길은 오늘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과 생명까지 바쳐서 걸어갈 한 길
이라고 단정합니다.



정본 출간용 기초 작업  4. 

이 책은 총공회신앙노선의 근본 방향과 성격을 분명하게 소개하지  
만 출간용 서적으로서는 미비한 점이 실로 많습니다 정본으로 출간, . 
하여 일반 교계에 소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위해 내부에서 제
공하는 자료집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 5. 31.

백영희목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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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편 총공회의 일반 소개 1 

제 장  개   요  1 

출발의 배경  1. 
   
  총공회의 신앙노선은 총공회를 주도한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에
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공회를 주도한 백영희목사님은 . 
원래 예수교장로회 고신측 교단의 유력 목회자였습니다 당시 고신의 . 
지도부가 진리 중심의 신앙노선에서 교권 중심의 정치 노선으로 회
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의 활동으로 년 월 제명을 당1959 6
하게 됩니다 이후 백목사님이 고신이 추구하던 원래의 진리 중심의 . 
노선을 찾아 나선 것이 총공회 신앙노선의 시발이었습니다.
  
약 년간 장차 나갈 신앙노선을 두고 많은 연구가 있었고 년   7 1966
교단 중심의 행정 을 개교회 중심의 행정 으로 지양하는 개교회주' ' ' ' '
의 신앙노선이 옳다는 확신이 서게 되자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 
방법으로는 장로교 내에서는 대단히 특수한 사례가 되는 공의회 체'
제의 교단 운영 을 택하게 됩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개별 교회로 ' . 
존립하되 그 교회들이 교단 체제가 아니라 공의회 체제로 함께 나가, 
는 것이 옳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역 또는 가까운 관계에 . 
있는 교회들이 공회 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 신앙노선의 ‘ ’ , 
교파적 이름은 총공회 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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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형태  2. 

  년 월 일 제 회 총공회를 회집하여 그동안 연구하고 확정1966 5 26 1
했던 교단의 방향을 발표하여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에서는 유일한 , 
공회 체제의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장차 세계 최대 주일학교로 
알려지게 되는 부산 서부교회를 담임 목회하던 백영희목사님은 따르
는 교인들을 길러 소속 교회 대부분을 개척 지도하여 나가게 됩니, 
다 년 총공회가 출발 당시 교회는 개 교회 년 개 교회. 1965 18 , 1970 27 , 

년 개 교회 년 개 교회 그리고 년 개 교회1975 40 , 1980 62 , 1990 100 , 
년 현재 미주 개 교회를 포함하여 개 교회입니다1999 7 166 . 

총공회는 그 출발의 배경부터가 대단히 보수 신앙적 성격이 강하  
고 특히 교회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목회자 자신의 신앙 에 있다는 ' '
점을 강조함으로 소속 교역자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많. 
은 목회자들이 신앙과 교훈의 노선은 따르면서도 교역자의 개인 처
우 또는 처신에 대한 보장이 보다 자유로운 장로교 내의 타 교단으
로 소속을 변동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렀습니다. 

총공회내에서 배웠으나 여러 가지 개인 형편 때문에 타교단으로   
소속을 옮기는 분들 때문에 총공회는 그 단독교단으로서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총공회적 신앙 성격이 총공회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교단과 교파에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총공회라는 의미는 그 교단 소속 범위라는 좁은 의미와 총공회적 신
앙과 교훈의 노선의 범위라는 넓은 의미를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공회는 교단적으로는 소규모로 유지되고 반면에 한  , 

국내 보수 성향의 교파와 교회들에게는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속의 의미에서는 자유롭고 . 
그 성향은 총공회적 경향이 뚜렷한 인물로서 교계의 신학계나 목회 
일선에서 대단히 비중있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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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적 주목  3. 

  년 그 동안 교계에서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활동이나 대외 관1979 , 
계를 갖지 않고 목회 일선에만 있었던 총공회와 그 중심 교회인 서
부교회 특히 이를 주도하고 있던 백영희목사님은 세상 일간지의 우, 
연한 특종보도로 세계 최대 주일학교 로 소개됩니다 이후 년대 ' ' . 1980
년간을 교계 언론의 기획 보도로 심층 취재가 계속 이어졌고 또한 10

이 기간에는 전국 주요 교단 교회들의 방문이 잇따르게 되어 전국적
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보 한 장 출간해 본 적이 없는 정도로 홍보 자체를 피했던 총공  

회를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해 온 일반 교계의 분위기에서 볼 때는  
한국 교계의 한 시대 이전 순수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었
으며 동시에 한국 교회가 전진할 다음 세대의 마땅한 개혁적 모습을 
함께 보여 주게 되었습니다.
 

총공회 명칭  4. 

총공회 의 정식 명칭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1) ' ' ' '      
      
우리 장로교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름은 대한 예수교장로  '

회 입니다 대한 이라는 명칭은 구한말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는 동' . ' '
안 우리나라 시대 상황에서 애국심의 발로로 유독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해방후에는 대한 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거의 모든 ' '
단체에서 애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앙운동은 애국. 
과 상관없이 순수한 복음운동 그 자체만이라야 한다는 의미에서 총
공회는 대한 이라는 명칭을 빼고 그냥 예수교 장로회 라고 한 것입' ' ' '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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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장로교단들이 대한 예수교장로회 라는 단일 간판을 사  ' '
용하지만 실은 같은 이름하에 여 개가 넘는 교단들이 서로 정통100
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일단 한 교단으로서 걸어, 
가는 신앙 걸음이 서로 다르다면 다른 표시 즉 자신들의 신앙노선을 , 
표시하는 교단의 이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총공회 라는 , ' '
이름을 외부로 표시한 것입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의 모임이라는 뜻. 
입니다 요약한다면 장로교 소속의 교회들 중에서 중앙 교권을 배제. , 
한 개교회주의 입장으로 나가는 교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 

이라고 ‘The Presbyterian Church of Jesus, Korea General Council'
표현합니다.

약칭 공회 의 유래  2) ' '
 
현재 신학에서 사용하는 공회 또는 공의회라는 뜻은 와   'Synod'

이 있습니다 총공회가 공회 라는 명칭을 붙일 때 그 유래'Council' . ' '
를 사도행전 장의 예루살렘 첫 공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15
다 이 예루살렘 공회 이후 교리 문제로 모였던 니케아 종교회의 등 . 
여러 공회가 열려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해 왔던 것을 잇는다는 뜻으
로 공회 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정확합니다 예루' ' 'Council' . 
살렘공회나 니케아공회는 이라고 하며 이는 통용어가 되어 'Council'
있습니다.

정식 명칭는 총공회  3) ' '

여러 지방 공회가 전체로 모이는 총공회 라면 이 총 이  ' ' 'General' ' '
라는 뜻을 의미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장로. 
교 등에서 총회 를 표시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예수교장로회 라는 의미  4) ' '

교회의 명칭 앞에 대한 예수교 로 시작하는 등 국가적 의미를 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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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키는 것을 공회는 아주 반대합니다 교회 명칭에서는 국가라는 . 
것이 그 교회의 위치 또는 장소적 의미에서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교 라는 영어 명칭은 또는 로 표. ' ' 'of Jesus' 'Jesus'
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기독교가 국교와 같은 입장이 되어 있
는 영어권 구미에서는 는 으레 우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기 Church
때문에 특별히 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포함Jesus . 
시키기에 곤란한 사이비 종파들이 자신들을 굳이 기독교라고 강조하
기 위해 라고 표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Jesus'
신앙노선은 약간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를 넣는 것보'Jesus'
다는 빼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라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 General Council 
고 한다면 정식 통합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라는 글자가 . ' '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회 정식 명칭에 그것을 넣고 싶다면 'The 

이라고 표현Presbyterian Church of Jesus, Korea General Council'
할 수 있으며 라'The Jesus' Presbyterian Korea General Counecil'
는 이름도 좀 무리가 따르지만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요는 우리 이름은 우리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영어로 표기할 때는 외국인을 고려한 문화간 사용
을 전제로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 한글 이름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 이라는 표현  5) ' '

공회는 일반 교단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라는 명칭을 평할 때 항  ' '
상 대한 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느낌이 단순한 지역 ' '
표시 이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한 이라는 단어를 대한제국 이나 대한민국 으로 결정하던 당시 ' ' ' ' ' '
는 위대한 우리 나라 라는 과시적 의미가 넘쳤습니다 오랫동안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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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다 보니까 오늘날 대한 이라는 표현이 국호이며 지역 명칭화 ' '
되었지만 그 명칭을 정하고 사용하던 초기는 군중 심리 효과를 제일 , 
먼저 생각하고 고려했던 정치적이며 선동적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 
분위기는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년대 이전 . 60
제품은 무조건 고급 이라는 단어를 넣어 고급 빵 고급 양말 등' ' ' ' ' ' 
등 수도 없이 사용된 것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고급 이라는 ' '
단어의 원래적 의미보다는 상표에 늘 깔려 있는 배경 그림 이 되었' '
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 제품에 대한 과시적이며 판매를 위. 
한 선동적 구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한 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국호와 지역적 의미로 축소되기는 했  ' '
으나 그것이 절 광복절 등 모든 국가적 동원 행사에서 사용될 때 3.1 , 
애국심 고취를 위해 다른 분위기들과 함께 사용되었고 마치 현재 이
북의 대국민 집단 최면처럼 사용되었던 때가 우리 남한에서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여기에 교회들까지 애국과 애민족을 위. 
해 사생결단으로 나섰던 때가 식민지 시절과 해방 직후였으며 그후
는 국가 재건을 위해 또 최근까지는 소위 민주화 운동에까지 이런 ' '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는 순수한 예수라야 된다는 신앙노선을 초기 믿을 때부터 마  
지막 순교 때까지 특별하게 간직했던 백목사님은 초기 공회 이름을 
정할 때 주변 모든 교회들과 고신의 초기 분위기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보며 한국교회의 탈선과 타락을 막는 쐐기로 대한 이' '
라는 교단 명칭을 떼버린 것입니다 비록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 
이렇게 조처할 때는 공회 신앙노선에 있는 이들로서는 남다르게 존
중해야 할 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게 되는 지  , 
역적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알고 이 나라의 국호에서 지역적 
표현을 했다는 설명은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겠다고 느껴집니다. 
조선말 식민치하 등을 지내며 급변하던 국제 정세와 세계적 충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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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한 이라는 의미를 일부 우려하고 ' '
백목사님처럼 부정적으로 느꼈을 찌라도 못난 민족의 자기 과시를 
막으려다 복음을 지나치게 훼방 받을까 하여 오늘 우리가 의논하는 
이런 문제까지를 고려하고도 결국 대한예수교 라고 명칭을 확정했' '
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선교사의 대세와 전반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  
장 확실한 것은 한국 장로교의 선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
화된 명칭 변경사를 보는 것입니다.

년 장로회선교공의회1893 < >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1901 < >
년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1907 < >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12 < >
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1945 < >

얼른 보아도 대한 이라는 의미는 지역 이상의 의미라는 설명은   ' '
옳다고 보입니다 년과 년의 의미는 애국이 애국에서 그치지 . 1907 1945
않고 거의 광신에까지 나가던 극단적인 시점입니다 물론 지역 표시. 
와 예수교라는 단어 순서가 꼭 순서대로 나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지는 않습니다 단 타교단의 명칭을 두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거론하. , 
고 다니는 자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로 부산공회 에 소속된 교역. (1)
자와 교인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외부 교단에서 우리에게 총공회 명칭에는 왜 대한 이 빠졌느냐고   , ' '
물어본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나 우리는 예수교를 가장 , 
앞서 내고 지역적 표시는 마지막에 두어 우리의 신앙은 이런 면을 
강조하고 이런 방향이 되기를 늘 조심하고 있다는 등으로 설명한다
면 별 시비도 마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공회 속에 두고 있. 
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불신자나 불교인을 붙들고 일일이 . 
지옥 간다고 손가락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는다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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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찬 구원 길을 증거 할 것입니다 공회의 명칭에 대하여도 외부. 
에서 그 이름이 이상 하다고 비판 한다면 그 때는 이유를 확실하게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회의 교단 명칭에 대한 문제가 부각된 것은 년대 말입니다  1980 . 

이 시기에는 총공회 소속 교역자들이 총공회 간판이 이상해서 목회
를 못 하겠다고 불평들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 문제는 냉. 
정하게 따져 볼수록 공회의 입장이 옳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 
이런 논리를 될 수 있으면 공회 내부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이 양반 집안임을 강조하는 교육은 내부에 머물. 
고 있어야 하며 외부로 표현될 때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는 것이 개교회주의의 근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전주 . 
이씨 성씨를 가진 분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아무에게나 이 나
라는 전주 이씨의 나라이며 너희는 전주 이씨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맞아 죽을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 이씨들이 지금도 집안에. 
서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들의 자녀 교육입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나 여러 면에서 왜곡했고 또 모순이 많습니다만 총공회 명칭에 대한 
설명은 진리며 신앙입니다.

총공회 역사  5. 

년 부산 서부교회로 부임했던 고신 소속의 백영희조사 전도사  1952 , (
의 당시 명칭 은 고신과 총회의 극심한 교권 투쟁이 세상 법정으로)
까지 진행되던 일을 두고 고신 소속 교역자로서 내부 비판에 앞장을 
섰고 년 그를 따르던 교역자들과 함께 그는 고신 내부에서 제명1959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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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극심했던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의 교권 투쟁은 끝없는 핵분  , 
열을 하고 있었고 백조사님은 그를 따르는 많은 교역자와 교회들이 , 
있어 또 하나의 중앙 집권적 교권을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
나 개교회주의 운영이 교단주의 운영보다 더 낫겠다는 깨달음으로 

년 개교회주의를 천명한 총공회를 발족하게 됩니다1966 .

고신의 제명   1) 

  반소 문제⑴ 

원래 한국 장로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라는 교단 하나밖에 없  ' '
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이들과 찬성했던 측. , 
으로 내분이 생겼는데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 
에 다수결의 힘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제거당한 반대측이 부산의 고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고신교단이었
고 소수였으며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이들은 서울의 총신대 장신대 , 
한신대를 운영하고 있는 통합 합동 기장측 교단들인데 당시에는 장
로교 단일 총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장로교 교단이 두 개로 나뉘게 되자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 
한 교회 내에 교인들이 서로 좋아하는 교단이 각각 나뉘게 되는 경
우가 생겨지고 이 양측 교인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교단으로 자
기 교회를 속하게 하려고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배당은 . 
하나이므로 누가 주인이 되느냐는 문제를 두고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측이 고신측을 상대로 먼저 하게 됩니
다 이때 고신 안에서는 상대측이 소송을 먼저 시작했으니 피고의 . '
자격 으로 법정에 가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정에서 맞'
서자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백목사님은 민사재판에서는 예배. 
당을 뺏길망정 출석치 않으면 소송을 피하게 된다고 하여 피고로 출
석하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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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반소 즉 소송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때 소송 반대라는   ' ' , . 
말은 먼저 소송을 하는 원고 소송 뿐 아니라 피고 로 불려가는 소' ' ' '
송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백목사님 사후 년 이후 총공회 신앙노선의 교회들은 이 노선  1990
을 버렸습니다 현재 부산공회 으로 분류된 공회 외에 전공회는 백. (3)
목사님의 반소노선 을 년 이후로 폐기하고 원고 또는 피고 소' ' 1992
송으로 여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당 소송 등에 관련된 문10 . 
제는 사이트 에서 검색어로 찾아보시면 자세한 자료(www.pkist.net)
가 있습니다. 

 유엔군 철수 문제 ⑵ 

때 불과 일 만에 서울을 뺏기고 개월을 넘기면서는 낙동  6 25 , 3 1․
강까지 밀리게 되어 눈 깜빡할 사이에 한국 교회는 점령 하에서 다 
죽게 될 뻔 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유엔군을 모아 겨우 오늘의 휴전 .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년 전쟁에 수백만명 이 죽고 특히 점령 치하. 3
에서 교인들이 당한 참상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휴전이 끝나자 , 
유엔군이 철수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년 월남에서 미국이 철수. 1973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월맹에게 공산화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당시 한국민 전부가 궐기를 하여 유엔군이 물러가면 한국은 또 다
시 적화가 된다고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한국의 각계. 
각층과 함께 띠를 두르고 서명을 하며 유엔군이 철수하면 한국 교회
가 다 죽는다고 힘껏 반대를 하게 됩니다 고신교단까지도 이 운동에 . 
동참을 하여 미국에 있는 친분 있는 교회들을 통해 미국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등 난리였습니다.
  
백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 , 

한국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유엔군이 물러가면 죽는다고 세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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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과 하나되어 유엔군철수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고 세상 권세에 따라 생사화복이 결정된다고 행동한 것이라고 
대단히 크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신사참배 때는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 당했으니 강간이라고 한다  
면 유엔군 반대 때는 한국 교회가 스스로 설치고 나섰으니 화간이라
고 비유했습니다 힘이 없어 당한 신사참배보다 스스로 세상과 짝하. 
고 나선 죄는 더 크다고 외쳤기 때문에 고신에서는 전부 백목사님의 
주장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인재목사님이 고신 . 
교단 차원에서 정식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면 체면 위신 때문에 고신의 지도부는 알고 있으면 되었으니 이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면 족하다 하여 결국 공식적 회개는 하지 않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국가의 대소사 일에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  
의 이름으로 나서고 있는 바 다 일맥상통한 잘못입니다 당시 전도사. 
로서 교단의 어른들과 절대다수의 교역자들이 찬성하고 했던 일을 
마구 비판하여 꺾어 놓았으니 백목사님은 훗날 이런 일에 밉보인 것, 
이 원인이 되어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고신의 교단지 파수군 문제  ' '  ⑶ 

고신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장로교 주도측에 비하여 모든 면으로   
현저하게 열세였지만 파수군 이라는 책자를 통해 왜 고신의 노선이 ' '
옳은지 등을 조목조목 열거해가며 한국 교회를 향해 외치고 있었습
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고신이 옳았기 때문에 총회는 파수군의 외. 
침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고 반면 고신은 고신의 진리운동이 
파수군을 중심으로 전파된다고 할 만큼 파수군의 지위는 큰 것이었
습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이 파수군이라는 월간지를 출간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보조에는 인색하였고 결국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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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폐간이 됩니다 백목사님은 서부교회 단독의 경제로 이 파수군 . 
폐간을 막고 계속해서 출간을 시켰다가 훗날 백목사님을 고신이 제
거할 때 파수군 이 서부교회에서 출간되고 있다면 고신의 정통성 ' '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까 하여 고신이 교단 차원에서 다시 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백목사님은 그런 책자 출간 문제를 가지고는 투쟁할 
필요가 없다 하여 그냥 다시 내어주게 됩니다.

고신에서 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목사님께서 고신 회의에서   , 
고신이 항상 진리 운동 한다고 말은 하는데 왜 파수군 출간 문제처
럼 실제 자기 교회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면 다 빠져버
리느냐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슴에 찔리는 말을 서슴없이 . 
했기 때문에 제명당하게 되는 원인을 또 하나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종들 제거 문제  ⑷ 

고신은 해방 직후 진리운동 을 내걸고 출발하였습니다 신사참배  ' ' . 
를 반대한 출옥 성도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출신을 불구하고 양
심적인 분들이 전부 고신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모이면 다수. 
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교권을 잡은 쪽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고신이 첫 출발을 할 때는 해방 직후 비장한 .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옳은 진리를 한국 교회에 세우겠다는 일
념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교권 단체화 합니다.

우선 세월이 가면 교권 단체로 변질되는 것이 역사이며 둘째 이렇  , 
게 되는 데에는 고신이 장로교 총회에게 제명을 당하게 되자 극단적
으로 싸우게 되는데 싸움이 생기면 진리 보다는 전법 에 밝은 사람' ' ' '
들이 설치게 됩니다 마치 전쟁이 나면 일단 전쟁 사령부가 국가의 . 
모든 분야를 총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장기화 
되다보면 외부 전쟁을 이유로 하여 내부 이권 등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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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단이 그러하듯이 고신이 타락해 가는 과정도 어느 하루아  
침에 두부 자르듯 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년에 총회가 고신측을 잘라 내기 위해 완전히 팔을 걷어붙였고 1950
이후 법적 제명 이후 고신교단의 정식 출범 등이 있게 됩니다 년 , . 2
안팎의 이런 전투 혼란기를 통과하면서 고신 내부에는 전시 사령부
와 같은 내적 지도부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상동목사님과 송상석. 
목사님이 그 중심에 있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신의 지도부는 바
로 그 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신 안에 진리운동 을 한다고 하여 들어왔던 분들이 적지 않았' '
고 그 중에 일부가 고신 지도부를 향해 직설적으로 탈선 타락 교권
화 되고 있다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고신 지도부는 이들을 여러 형. 
태로 잘라 내게 됩니다 사실상 본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탈퇴. 
하는 모습을 만들게 되는데 전칠홍 이병규 김창인목사님 등이 주도, , 
한 서울 경기 지방 고신측 인사들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백목사님은 . 
제명이 될 때까지 내부에서 투쟁한 분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지만 그 대가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고신 안에서는 올바른 양심을 , 
가지고 이를 발표하는 사람은 끊어지게 되었고 입을 닫고 현실에 안
주한 사람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가담 문제  ICCC ⑸ 

백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며 또한 세계 기독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두 단체를 소개하면 하나는 라는 단체로 소련 WCC 
북한이 과거 해방 후에 만들었던 기독교까지 모두 포함하여 교회라
는 교회는 무조건 하나 되자는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라는 단. ICCC 
체로서 꼭 진리 중심으로 근본주의 신앙으로 믿는 교회들이 하나되
자는 운동입니다 문익환씨나 세상 뉴스에 기독교 대표로 나와서 환. 
경 운동 북한 돕기 운동 등을 하는 교회들이 고신 총신과 같, WCC, 
은 교단들이 에 속한 교회들입니다ICCC . 



24 제 편 총공회의 일반 소개 1!

  는 세계 교회를 합하기 위해 공산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WCC
교회도 환영을 하였는데 해방 후 세계가 공산화 되는 과정에서 , 

는 공산주의가 민주국가에 침투하는 데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WCC
보수측 교회들이 생각하고 심각한 위기감에서 그 대응 단체로 제시
한 것이 바로 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한국 보수교회로서는 ICCC . 6 25․
특히 이 단체의 의미가 특별했습니다 고신교단을 지원해 주는 미국  . 
교단들이 주도하는 단체이며 공산 침략 전쟁을 겪은 나라에 지부를 
세우는 것은 또한 그 단체가 특별히 욕심낼 만한 조건이었습니다. 

  고신이 에 가담하는 것을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하고 추진할 ICCC
때 백목사님은 교회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구호로 앞장 설 수 없다, 
고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 
전부인데 공산주의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독교, '
가 반공 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반기독이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반공을 구호로 걸고 나서는 것이 이기 . ICCC
때문에 비록 보수교단이 다 모였다 해도 고신은 가입해서는 안된다
고 하였으나 묵살됩니다. 

이후 백목사님이 고신에서 제거된 뒤 경기노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 
이 경기노회도 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목사님은 자진 탈퇴하게 ICCC
됩니다. 

교권 문제  ⑹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와 겹치는 문제입니다만 고신이 진리운동으  
로 시작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면서 교권 단체로 변하게 됩니다 한상. 
동목사님과 송상석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양파가 서로 가진 힘을 바탕
으로 고신을 운영했지 숫자에 상관없이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 
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권이 교단 운영의 힘이었지 진리에 옳은 . 
주장이 교단을 운영하는 힘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백목사님 사후 ? 
총공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진리 이탈 현상
이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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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의 신학교 정치학 강사 문제  ⑺ 

송상석목사님은 약칭하여 송목사님 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입  ' '
니다 고신의 모든 법적 처리 대응 해결을 최일선에서 맡았던 분입니. 
다 세상 행정 체계 법률 체계에 전문가적 수준을 가진 분이어서 교. 
단에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제일 먼저 발언하고 모든 면을 주도하던 
분입니다 사실 고신에는 무식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송목사님이 한. 
번 쭈욱 설명하고 나면 전부 입만 벌리고 듣기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고려신학교에는 교회를 운영하는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  
었으니 교회정치 라는 과목입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운영되려면 ' ' . 
어떤 교리와 어떤 신앙노선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옳은 것인지를 
가르치는 과목인데 세상 정치와 법률을 잘 안다고 송목사님을 강사, 
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백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목사님을 만나 세상법을 잘   
안다고 교회헌법을 가르치게 하고 행정 관청 체제와 세상 정치를 잘 , 
한다고 교회 정치를 가르도록 맡긴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
하고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백목사님의 논리와 . 
주장에 밀려서 송목사님이 교체됩니다.

신학교 교수 자리를 잃게 된 분이 그후 백목사님에 대하여 어떻게   , 
상대했을까 하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신을 살리고 . 
고신이 교권 교단이 아니라 진리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말하면 후에 보복당해 죽을 줄 알면서도 외쳤고 그 외침 때문에 고
신에서 결국 제거되는 것입니다. 

교회 이동 문제   ⑻ 

백목사님이 년 서부교회로 부임하던 시절 고신의 지도부 목사  1952
님 대부분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들의 교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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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목사님이 담임하는 서부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김현찬 나인숙 . 
서봉월 김효순 등 서부교회 주축 교인 거의 전부에 해당되는 일입니
다 주변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로 기회를 엿보다가 서부교회 내에 있. 
었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이유로 개입하게 됩니다 전도사. 
가 담임목회자로 있는 교회는 노회에서 목사님을 한 분 세워 그 교
회 내부를 주도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신의 목사님들이 서부교회 내부에서 백목사님에게 반론을 가진   
교인들 중 몇명을 잡고 분란을 계속 조장한 뒤 타협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나온 타협안이 백목사님이 서울로 이동을 하. 
게 되면 모든 것을 눈 감아 주고 덮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노. 
회 문제로 제기하여 재판을 열고 처벌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교회 내에 분란을 만들어놓고 그 분란을 가지고 목회자를 제거하  
려는 것은 인간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없다 하여 노회의 제
시를 전면 거부하게 됩니다 많은 논란을 거쳐 결국 목사님은 교회 . 
내 교인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백목사님 직계 가족들
만 투쟁을 피하기 위해 서부교회를 떠나자는 뜻으로 이동에 찬성을 
하게 되고 일반 교인들은 전부 목사님을 그대로 모시겠다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고신 지도부에 대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 
서부교회를 지키겠다고 나서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신측은 고신 지도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동이 되지 않  
았다고 하여 상회명령불복종 이라는 최종 죄목으로 백영희조사님을 ' '
제거하게 됩니다. 

총공회 의 특색과 신앙  2) ' '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는 교회의 행정보다 교훈을 더 귀중히   " "
여기는 교훈 중심의 진영이며 교회 행정에서는 조직과 제도를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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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단체성 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된 한 개체성의 신앙 자유를 더 
귀중히 여기는 진영입니다. 

총공회는 많은 교단의 헌법이 다수결로 채택되고 개정되면서 모든   
교권 싸움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경만으로 법을 삼는 , 
불문 헌법주의를 채택하며 둘째는 모든 공회의 결의는 전원일치로 , 
하여 다수가 소수를 숫자로 눌러가는 면을 지양하고 셋째는 총공회, 
의 권리는 어떤 개인에게도 집중되지 않도록 개교회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일사분란한 교단 운영 대형 사업 추진 등에서는 대. , 
단히 불편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교단의 무한 투쟁 교권 타락을 막고 ,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데 유리한 것이 좀더 낫겠다는 점을 본 것입
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않겠다는 것  
이 총공회 신앙 정신입니다 바꾸어서 좋을 때는 누구 눈치 볼 것 없. 
이 바꿔야 한다는 것이 또한 총공회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학. , 
교 제도에 있어서는 수백년 주일학교 제도의 천편일률을 일대 개혁
하여 세계 최고라는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무한 임기로 재. 
직할 수 있는 교역자 기득권을 교역자들 스스로가 철폐하고 매 년2
마다 교회별로 교역자의 년간 시무에 대하여 교인들의 자유 비밀 2
투표를 통해서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동을 원칙으로 하75%
는 교역자 신임 투표제를 년부터 오늘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1970 .  
  
주일성수는 과거도 오늘도 또한 앞으로도 지켜갈 신앙이라고 총공  

회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더라도 변치 않고 지켜 
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거의 통일하여 사용하는 . 
찬송가 채택 문제는 새로운 찬송가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보다는 
입에 익고 깊은 신앙의 선배들이 번역한 이전 찬송이 더 은혜롭다는 
판단에서 이전의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은 세계 유례없는 불치병인데 이제는 덮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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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다는 점 역시 총공회는 같은 불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 
어 미국 교회의 찬송가와 성경은 각 교회의 신앙에 따라 적절히 선
택할 문제로 두고 있지 그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로 엮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년 월 일부터 보급된 개정판 성경 역시 옛날 글체를 현대적   1998 9 1
감각에 맞도록 고쳤다는 것이 성서공회의 발표인데 이런 경우에서도 , 
한국 교회가 어느 성경을 통일로 사용하느냐 어느 성경을 사용하는 , 
것이 시대적 흐름이냐는 것은 총공회에서는 전혀 성경 채택의 근거
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통일시켜 사용한다 해도 우리 . 
신앙에는 이전 성경이 더 낫겠다고 한다면 그리하는 것이 총공회 신
앙의 흐름입니다 즉 대세나 획일적 통일에 하나 되는 것보다 어느 . 
것이 더 신앙에 옳겠느냐는 것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제 장 백영희목사님  2 

  
   소   개1. 

  환란을 이김 : 백영희목사님은 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하여 1910
세 때 복음을 받고 세에 목회를 시작하여 일제하의 신사 참배와 27 30
동란 점령 치하의 환란을 이기고 수복 직후인 년 이래로 6 25 1952․

부산 서부교회 에서 년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 38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영감의 설교 로 널리 알려진 능력의 예 : ‘ ’
배 설교로 반사들을 길러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만들었으며 반사, 
를 목회자로까지 길러 여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의 예수교장로회 120 ‘
한국총공회 를 이루었습니다’ .

  방대한 목회설교록 년 이래로 년간 계속 인도해 온 거창 : 1957 33 ,
대구의 산상 집회에는 만여명이 참석해 왔으며 매주 평균 회 이2 , 11
상되는 예배 설교가 목회설교록 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설교록은 ‘ ’ . 
페이지 분량 여권에 해당되며 년 현재 권이 출간되었600 200 2003 110

고 나머지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순 교 년 월 일 백영희목사님은 주일 새벽 예배 설교 도 : 1989 8 27
중 괴한의 칼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설교하다 설교 단. 
상에서 순교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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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성장 과정  1) 

월 일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번지에서 남매 중  1910 : 7 29 , 1045 7
      .차남 출생
1918 : . 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 년간 계속9 , , 3

세 신학문을 야학에서 개월 공부 월에 웅양 공립 보통  1920 : 11 , 2 , 7 '
학교 학년 입학       ' 1
학년 학기말에 가정 경제 파산으로 자퇴1924 : 5 2
일본으로 건너가서 세에서 세까지 년간 탄광 공장 등을  1926 : 17 19 3 , 

      .거치며 많은 경험 소화원년( )
월 귀국 월 일 개명리 이경순과 결혼 소화 년1928 : 11 . 12 11 ( 3 )
월 일 탁주 제조업 면허로 사업 시작 소화 년1929 : 9 1 . ( 4 )

신앙 과정  2) 

1936 : . 월 일 주일에 이경순사모님 농산교회 첫 출석6 21
      .. 월 일 말세 공포와 죄인 형벌의 공황심 폭발로 교회 출석  7 4 , 
      ..을 시작하였고,

월 일 안식교 권서 정사현이 방문 율법 을 말하여 이를         7 14 , , ‘ ’
믿고 따라 주간 안식일 지킴 그러나 안식교가 이단임을 알         2 . 
고 즉시 나가지 않고 이 면을 두고 회개함       
농산교회 황보기장로님 여 차례 방문 하나님의 의로 구원         10 , 
되는 길 권면       
세례 백영희 남 세 신년행사 개명리 수유1937 : , ‘ , 27 , 1937. 1. 31.( ) ,   
백영화 시취 고도열 선교사 이라고 교회 세례 명부에 기          , ( )’弟
록됨       
월 일 진주성경학원 예과와 학년 학기 수료로 성경학교  1938 : 1 18 1 1
공부를 종료        
월 일 오전 시 일 오후 시 신사참배 문제로 화산         10 19 8 - 20 7 , 

봉에서 금식기도중 하늘 음성을 듣고 년 환란을 통과할 수         6
있는 능력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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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생활  3) 

고향 개명리 수유 동네에 기도소로 목회 시작 장년 남녀 인1939 : , 8
월초 개명교인 명 전원이 돌림병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  1944 : 1 , 43 , 

      ..고 일제 어려운 때를 지남
      .. 월까지 총독부의 예배장소 합동령에도 불구하고 대낮 예  1-5
      ..배 월 일부터 일본어 강습을 위해 예배당이 강제 사용되  6 26

어 정갑용댁에서 예배       
월 넉달이 지나면 해방이 된다는 계시로 마지막 신사참배   1945 : 4 , 
고비를 맞고 덕유산 기도 중 일째 해방을 맞아 하산       4

       . 월 일 고제면 독립 축하 대회에서 대표 연설8 20 , 
       . 월 일 예배당 되찾아 수리8 21 , 
1946 : .. 월 일 각자 가지던 새벽기도를 기도회 로 정식 출발3 24 , ' '
       . 월 일 새벽기도회를 새벽예배로 정식 출발4 3 , 
1948 : .. 월 가조교회 집회 신유 은사를 중단하고 말씀 강도 위주로  1 , , 
       .집회 전환
       .전도사 인허
       .. 월 봉산교회 집회 개 교회 명 참석하고 초대교회 역  3 , , 17 400
       .사 경험
1949 : .. 월 일 위천교회 부임5 1 , 
       . 월 일 위천국민학교 졸업식 때 국기배례 사건 돌출7 18 , 
1950 : . 월 일 삼일절 기념식장에서 국기배례 문제가 큰 사회 문  3 1 , 
       .제화     
       . 월 일 국무회의에서 국기배례를 국기에 대한 주목으로   4 25 , 
       .변경 결의 발표
       .. 월 일 고려신학교 입학6 2 , 

부산 서부교회  4) 

월 일 부산 서부교회 부임1952 : 7 27 , 
월 일 고려신학교 제 회 졸업1954 : 6 1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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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성탄절 직후 완전 삭발1956 : 12 , 
고신측 강도사 고시 합격 제 회 거창집회 삼봉산에서 시작1957 : , 1 ( )

1958 :..제 회 대구집회 부산 금정산에서 금정산집회로 시작 년  1 , 1968
까지 계속       

1959 : . 월 고신 교단의 강도사 해임 통고4 , 
월 시무해임 통고       6 11, 
월 일 고신측에서 제명       9 8 , 

총 공 회  5) 

개교회로 출발하는 첫해로 교회 운영 전반을 초대교회의 단  1960 : , 
순화 은혜 중심으로 전환        
성탄절의 일반 교회식 행사 폐지       

       목사 안수 김현봉 이병규 한순직 김응익 이용규 명 목사님  , 5
       을 서부교회로 청빙 안수
1961 : .홍순철선생님의 주일학교 통합반 시범 운영
      ..주일 저녁예배를 오후 예배로 전환 학생회와 찬양대 존속 마  , 
     . .지막 해
      ..성탄절 점심 식사 후 전도 시작
1962 : .예배당 전면 개수 옆집 구입 후 단일지붕으로 통합 공사, 
1963 : .주일학교 통합반 운영 체제 전면 시행
1966 : . 월 일 제 회 공의회 총공회 로 출발5 26 , 1 ( )
1967 : .거창집회가 도평 집회로 장소변경

합동측 경북노회에서 총공회를 백영희 이단 일파 라고 이단   1968 : ‘ ’
      ..정죄
1969 : .대구집회 금정산 집회에서 이어짐, 
1970 : . 월 일 제 회 총공회8 3 , 2
      ..주일학교와 장년반이 각각 천명 출석 기록1
      ..서부교회 예배당 콘크리트 층 예배당으로 신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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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총공회 운영위원회 설치
      . 월 김의환저 이단의 정체 출간서에서 한종희목사님의 10 , ' ' '   
      .일부 독립교회편 내용으로 총공회를 이단 정죄' 

월 목회자양성원 설립1976 : 3 , 
1979..:.. 월 일 조갑제 기자 후에 주간조선 사장 의 주일학교 취재   2 5 , ( , )
      .보도로 서부교회 주일학교 존재의 교계 등장
1982 : 월 일 백영희목회연구소의 전신으로 서부교회 편집실 출발3 10 , 
      .백영희목사님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환으로 수개월 고생

월 일 서영준목사님 사망1987 : 8 15 , 
      . 월 김철수목사님 탈퇴 기독교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공회  11 , , 
      .노선 안에서 제기

월 일 백영익목사님 등 공회 내 수정주의 노선이 공회 행  1989 : 1 3 , 
      .정 개 개선안 제출5
      .. 월 일 백목사님의 행정 개안 발표1 3 , 8
      .. 월 제 회 총공회3 , 19
      .. 월 일 백목사님 순교8 27 , 

백영희목사님 설교의 시기적 흐름  2. 

설교의 시기적 분류  1) 

백영희목사님의 설교를 연도별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여년   5-10
단위로는 설교의 흐름을 살필 수 있습니다 설교와 생활을 분리할 수 . 
없는 분이어서 그분의 생애도 여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 5-10
요가 있습니다 주신 현실은 설교에서 반드시 나타났고 또 그분의 설. 
교는 그분의 당시 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자서전이었습
니다 설교 중 소개되는 그의 과거사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 
고 설교가 강조하고 있는 그 중심이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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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의 대략적 흐름  2) 

년   1936-1938① 

생활 흐름 처음 예수를 믿고 여리 떨어진 고제교회로 출석하     : 20
던 시기               

신앙 흐름 성경 읽기에 전념했고 진주성경학교와 통신 성경공     : , 
부를 잠깐 했던 시기               

설교 흐름    :..전체적으로는 성경 자체에 완전히 빠졌던 시기이며 
      .예배 설교는 없던 시기

년  1939-1945② 
 
생활 흐름 개명교회를 개척하고 일제 말기 년간 집사로 설교     : 5

하던 시기 초기 목회 시절                , 
신앙 흐름 깊은 기도와 내적 신비의 생활로 계시를 많이 보던    : 

시기       
설교 흐름    :..하나님 사랑과 만물과 만 인간을 사랑하고 죽어도   , 

               .계명을 지키라는 설교가 계속되던 시기

년  1945-1952③ 
 
생활 흐름 해방 후였고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역사와 같이      : 

               .폭발적인 외부 활동이 계속 한편으로 수차례 죽을  , 
               .고비를 넘기며 최종으로는 를 통과하던 시기6 25․
              .교인 가정들의 신앙 박해로 신사참배 환란보다 큰   
               ..환란이 계속된 시기
신앙 흐름    :...오순절 성령 역사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모습으로 계  

               ..속 
설교 흐름 가정과 시대 환란을 대비하여 생명 바칠 사람이 될     :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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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52-1960④ 

생활 흐름 부산 서부교회 담임을 하며 전국적 부흥강사와 교단     : 
적 인물로 등장 고려신학교 재학을 하며 신학자와                  , 
신학을 정식으로 접하게 됨               

신앙 흐름 세계 신학과 교계적 흐름 속에서 홀로 잡고 나갈 진   : 
리에 탐구       

설교 흐름 이 시기는 모든 설교를 철저히 강해적으로 하며 설     : 
교 준비 노트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던 시기 성                 , 
경을 철저히 해석하는 설교 중심 특히 설교 중에서                 . 
신학 용어들이 나타나는 시기 칼빈주의 신앙으로 살                 . 
아야 한               다는 교훈이 대단히 비중 현재 설교안 과  . ' '
설교 초안               ' '의 내용이 당시 설교의 대부분

년  1960-1970⑤ 

생활 흐름 고신교단에서 제명된 후 서부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 , 
     면에서 독보적인 걸음으로 진행 고신교단 소속시에   , 

는 될 수 있는 대로 유지하던 교계 일반적 관습도                  
철저히 개혁 위험인물로 분류되다가 이단으로 정죄                 . 
되고 한국 교회의 보수 이단의 대표가 되던 시기               

신앙 흐름 로마 박해 시절의 초대교회와 같은 경건의 시기 사     : , 
람               을 길러 신앙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양산하던 목회  
전념               의 시기

설교 흐름 믿는 사람은 무엇에서나 등이 되어야 한다는 강조     : 1
가 많았고 모든 설교가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                 , 
인 조직과 성구 하나 하나에 대한 깊은 주해가 있던                 
시기               . 특히 세상 사는 원리 사회 정치적인 통찰력이 많  , 
이 보                이던 시기
중생교리 삼분론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 설교 중에               , , 
서 교리적 체제를 갖추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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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970-1982⑥ 
   
생활 흐름 서   : 부교회는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  

던 시기                . 
공회적으로는 목회자를 길러 여 교회로 교단의                  100
자리가 잡히던 시기               .

               양성원이 출발되어 자립 교단의 모든 면이 갖추어지던 시  
기                  

신앙 흐름 대속에 감격한 사람이 되고 시대적 책임을 진 선지     : 
자로 하나님을 상대하던 시기 한국 교계가 두려워                  , 
떨며 그의 이름 듣기를 어려워하던 시기               
이단적 위험성과 한국 교계의 생명을 유일하게 보유                 
하고 있다는 양론 중에 있던 시기               

설교 흐름   ..:..하나님의 진노를 보며 회개하고 두렵게 살아야 할   
               면을 강조하던 시기

삼분론 중생론 구원론의 세부적 자세함이 전부 설                 , , 
교 중에서 완성되던 시기               
사죄 칭의 화친으로 요약되는 구원론의 미세한 부분               
까지가 완성되던 시기       
중생된 영이 범죄치 않을 수밖에 없고 또 이 교리라                 
야 말세 교회와 교리를 살린다는 증거 건설구원과                  , 
기본구원으로 역사교회의 난해절을 전부 해결하는                  
시기               

년  1982-1987⑦ 

생활 흐름 기간의 병환은 사망에 이를 수준이었고   : 82. 7.-83. 3. ,  
공회와 서부교회적으로 위기 년 부임 이후 년간                 . 52 30
쌓아온 신앙노선의 사후를 생각 서영준목사님을 후                 , 
임으로 준비하던 시기 공회 내부에서 장래 수정주의                 . 
신앙노선의 목회자들이 출발되고 결집하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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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흐름 이미 사선을 넘어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되어 땅에    : 
있으나 하늘의 사람으로 살던 시기       

설교 흐름 이전 설교를 각론적 설교라고 하면 년부터는 완   : 1982
전히 총론 설교 위주로 뚜렷이 변화 해당 성구 중심         , 
의 해석을 기초로 교리나 현실 관련 교훈으로 하던                 
과거 설교와 달리 설교 본문은 설교 내용의 일부가                 
되고 설교는 항상 성경 전체를 통틀어 요약 정리한                 
시기 거의 모든 설교는 교리나 교훈적 요약을 담고                 , 
있던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설교 준비가 대부분 손                 
바닥만 한 메모지에 몇 줄로 적혀 준비되던 시기               

년1987-1989⑧ 

생활 흐름 마지막 남겨둔 목회 대상이었던 가족까지를 세밀하     : 
게 챙기던 시기 육체적 건강은 대였으나 하나님                  , 40
앞에                곧 설날을 눈앞에 두고 살던 대 시기80 . 

부터                87. 6. 시작된 공회 이탈 목회자들과 이상2/3 
     의 수정노선 교역자들에게 더 이상 지도와 관련을 갖   

지 않고 세상을 마무리할 준비만 전념하던 시기 공                 , 
회 교회 개인사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처리를 당사                 
자들이                스스로 처리토록 했던 시기

신앙 흐름 골방에서 세상으로 나왔던 생활이 다시 골방으로 들   : 
어가던 시기       

설교 흐름 떠날 날의 임박함을 느끼고 마 장 장 장의 심     : 23 24 25
정으로 신앙노선을 강조하던 시기 모든 설교는 배경                 , 
의 신앙노선 관련 사건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던 시기               

             교리적으로는 사죄 칭의 화친의 구원 대 요소에  3 '   
소망 이라는 마지막 부분을 찾은 때 중생교리는 중                 ' , 
생된                새사람이 가진 중생 의 성질을 새롭게 밝힌   '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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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질 때를 보며 스스로 말씀만 붙들고 나갈 사람                 
이               되라는 권고의 시기 

 

백영희목사님 신앙의 본질  3. 

총공회 신앙노선은 백영희 신앙노선입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의 소  . 
개를 일반 교단의 교단 소개서와 같이 소개 한다면 그 외형이나 규
모가 참으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공회 신앙노선은 원래 그. 
출발 성격이 조직과 인간들은 숫자에 있지 않고 단 명이 가도 옳고 1
바른길로 가겠다는 신앙노선 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영희목사님의 ‘ ’ . 
신앙노선에 대하여 그 본질을 파악 하는 것은 총공회 노선을 파악하
는데 특별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사의 근본원리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되겠으나 총공회가 일반 교계에서 특별히 주목해야할 
신앙노선이라고 생각 한다면 비록 이해하기에 어렵다 해도 한번쯤 
그 본질을 깊이 연구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신앙  1) 

진정 하나님만을 상대했던 사람  ⑴ 

경건의 내적인 면   ① 

백영희 그는 순간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  ,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명상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 
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까지 모셔놓고 자간의 대화로 , 3
사람을 상대했습니다 모든 교회 안팎의 일 처리에도 하나님을 모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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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처리하였으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동행했
던 경건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이나 하나님 동행이라는 표현. 
은 우리가 너무도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 그렇게 생활 속에서 
간단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성프란시스나 산다. 
싱 칼빈 등 불과 몇 사람밖에 손꼽을 수 없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가 대인관계에서 늘 첫머리에 떠올리고 지켜 산 제목이 바로 하나'
님은 안 보고 사람만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
할 것 입니다' . 

경건의 갈래 외적인 면  3②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살아갔으니 가족 동지 교계를 향  
하여 그 처신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 
는 일 그 범위 안에서 형제 사랑도 희생도 교제도 있었습니다 하나, . 
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섭섭해 할 일을 두고는 어떤 인간과 
어떤 오해와 비난과 박해와 배척이 생기더라도 단호하였습니다 넓게. 
는 일본 총독부나 의 점령군에게 말씀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6 25․
할 일이 생겼으니 늘 생명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사모하여 기. 
다리는 세계에서 살았으니 그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평화시 교권을 두고 흥정하고 접근하는 동지들에게는 그렇게 매정  
할 수 없었으니 교계에서 제거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교단. 
의 교권을 쥘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으나 한 번도 주저하거나 뒤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교회들을 손에 넣을 . 
수 있는 기회도 아득히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대통령의 변영태. 
총리 시절 총리 부인과 장관 부인들이 중심이 되어 청빙하겠다는 간
청에 대하여도 교회란 특별한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세우는 것이 '
아니라 고 한 마디에 거절하였던 것이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대통' . 
령을 배출한 서부교회였지만 재임 전 재임 당시 재임 후 단 한 마, , 
디도 광고해 본 적이 없었던 차원에서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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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목회의 결과로 돌아오는 교회내의 여러 가지 대접을 두  
고는 가족 친지들의 인간적 간청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 앞
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할 수 없
었습니다 그러니 따뜻한 가정과 형제애를 나누기란 기대할 수 없는 . 
것입니다 형제 친지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로부터 가. 
족애를 느낀 이들은 그가 길렀던 신앙의 자녀들뿐이었습니다 그의 . 
생전이나 사후 그의 신앙 길을 그대로 이어가는 이는 그 신앙의 자
녀들이며 그의 육의 형제 친지 목회자들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시대적 경건  ③ 

말로는 쉬우나 진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모셔 놓고   
정권과는 육체 생명을 내놓고 교계와는 목회생명을 매장당하고 가, , 
족친지와는 의와 정을 단절하기란 어렵습니다 신사참배와 는 경. 6.25
건의 심층 분석을 번에 걸쳐 시험했고 신사참배라는 예비 분석에서 2
통과한 이가 불과 수십이었고 라는 본시험에서 통과한 이는 주6 25․
남선 백영희로 이어지는 신앙 계통만 현재 한국 교회에 이어지고 있
는 정도입니다 교회사에 이어지는 맥은 끊어졌으나 이 두 사람과 같. 
이 가정과 교권과 정권을 완전히 초월하고 넘어선 경건은 주기철 김, 
현봉목사님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교회사에 나타나. 
지 않고 숨겨둔 경건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
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인간 제도에 초월하여 살았던 사람  ⑵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나선 신약의 제도① 

구약은 정하신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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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대속 완성으로 각자에게 그리스도가 바로 . 
대제사장이 되셨고 따라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고 그 말씀에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 . 
신약교회의 나갈 길이지만 이런 정상의 길을 걸었던 교회시절을 대
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천년 교회사에서 불과 번 정도 그것도 아주 2 2 , 
잠깐만 비춰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차로 신약교회의 원형이 . 1
잠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약의 제도. 
를 통한 구원론이 교회를 잠식하여 결국 천주교로 결말을 보았습니
다. 

하나님 상대를 개인들이 직접 하도록 교회가 협조하고 지원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할 것이 신약교회인데 오히려 유형적 교회가 나서
서 신약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절차를 만들어 이 인간 제도
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나선 것
이 바로 천주교라는 형태로 신약교회사 천년을 잠식해 버렸습니다1 . 
그 시기를 년대에서 년대로 잡고 있지만 그 시작은 벌써 초590 1500
대교회 도중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이 천주교 역사를 정죄하고 출발했던 교회입니다  . 
그러나 천주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제도의 벽을 루터
와 칼빈이 전부 제거를 하였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
다 그 개혁기를 막 벗어나는 시점부터 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 
는 경건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간의 여러 제도들을 개발하였
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천주교에 못지않은 
제도들이 완벽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년 전이라는 시대차이를 고. 1500
려한다면 천주교 못지않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가졌고 교단과 교
회마다 그 조직 체계의 피라밋 구조가 또한 천주교에 못지않습니다. 
성직자로 대표되는 교회의 타락 역시 천주교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화려함과 정교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이 하
나님과 만날 수 있기에 편리하도록 시작했으나 그 마침은 육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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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하나님을 선호하는 것이 타락의 본능  ②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와 형식을 벗겨 주고 말씀으로 바로 하나  
님을 상대케 하였으나 육체의 눈이 하나님을 봐야 믿겠고 육체의 귀, 
가 청감에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육으로 난 육의 사람
입니다 중생된 사람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은 육을 벗어버리고 육속. , 
에 영이 듣고 보고자 하는 바를 사모하고 추구하게 되니 말씀이면 
넉넉하게 됩니다 일간 모세를 보지 못하자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 40
들어서라도 봐야 믿을 수 있었던 타락성이 오늘에도 잔존하여 말씀
의 이치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으니 종탑 강단을 포함하여 보이는 , 
예배당을 한껏 꾸미게 됩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함을 보고서야 하나. 
님의 위엄을 느끼게 된다는 심리이니 천주교가 갔던 길이었고 그 이
치는 불교로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상주의 교회로 타락하면 보. 
이는 위주로 꾸며 사람을 위압시키는 것이 전부요 외형이 단조롭고 
단순하면 도저히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당과 같은 건물뿐이 아닙니다 설교가 에게 가운을 입혀야 하  . 
고 강단용 성경을 고급화 하여야 하며 찬양대가 울리는 소리가 청중
을 압도하며 교단의 헌법이 눈앞에 펼쳐져야 이제 교회가 정상으로 , 
운영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수도 없는 위원회와 부서들이 조직화되. 
어 도표로 나타남으로 그 조직표 앞에 비로소 순종심이 나오고 있습
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 반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여 구약. 
의 선지자를 신약의 목사로만 한정하는 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 
별 교회가 모여 지방으로는 노회가 전국으로는 총회가 조직되어 아
무리 진리에 틀린 결정이라도 전국 교회가 교회 헌법의 조직과 운영
으로 결정해 버리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반대하는 이는 이단으로 정
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천주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 
본질적 차이점을 규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 
우면 정죄 받던 교단이 어느날 총회 다수결 결의로 여자를 안수하도
록 결정하자 그날부터 그 교단의 교리는 여자 장로를 거부하면 이단
이 된다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교회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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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만 들고 성령의 인도를 찾아
가는 것으로 전부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상주의로 만들려는 . 
사탄은 세상에 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배제시킨 교회 안에다 
세상 제도와 운영을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집어넣고 결국은 세상주
의 교회를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교회의 모든 제도가 만들어지고 발. 
달될 때는 복음을 위해서 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 ' ' ' . 
나 그 진행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변질시킨 제도를 초월하는 경건  ③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했으니 거  
저 순종만이면 됩니다 그후 시대가 인간의 고안으로 교회 내에 세상. 
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몰래 넘어온 제도들이 생겨지게 되면 교회의 
노선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옳은 노선을 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인간으로는 세상주의 교회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노선에 , . 
속한 사람들이 옳은 노선을 걷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 
인도를 선물로 받은 이들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복된 노선에 서. 
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흘러 천주교가 본격 출범하고 또 개혁교가    
천주교에 버금가는 진용을 갖추게 된 오늘은 그 제도를 이길 경건의 
깊이와 경건의 실상을 가진 이들이 아니면 결국은 대세를 장악한 교
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한 그릇 밥을 얻어먹는 밥통목사들과 교인들
이 양산됩니다 오늘 뚜렷하게 틀린 제도를 대학 강단이라는 직위 때. 
문에 눈감지 않은 신학자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특히 교회사 신학자, 
라면.

백영희의 경건은 수백 수천년을 넘어온 제도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지장이 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말씀대. 
로 순종하는 일에 진정 장애물이 되는 것은 즉시로 정리해 버렸습니
다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말씀이었으니 그는 아무도 넘어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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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주저앉는 교회의 잘못된 제도를 자신 속에 가진 강한 경건으
로 전부 정리한 인물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는 김현봉과 백영희로 . 
대표될 수 있습니다 김현봉은 혼자 일어섰고 또 당대에서 끝이 났습. 
니다. 

그러나 백영희는 고신의 정통 노선과 경건을 총공회로 아직 이어  
가고 있으니 교회사가 주목할 일입니다 개교회주의 적 장로교라는 . ' '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라. 
는 교회운동으로 한국 교회 앞에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학문적 . 
가치 비교에서는 그 유례가 없고 대체유형이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
의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또 교훈으로는 개혁의 첫 사람들인 루터. 
나 칼빈의 교리 노선을 바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백영희 신앙노선. 
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입니다. 

그의 교회 행정 개혁의 첫 원리는 교회의 헌법을 폐지하고 성경법   
유일주의로 하나님의 역사해 오신 과거를 참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수. 
결이라는 것이 교회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원수이니 그 이름이 민주
주의라 다수의 인간이 중심되는 민주주의를 절단시키지 않고는 교회
의 타락을 방지할 길이 없다는 것이 그의 초대교회 구현의 두 번째 
외침입니다 교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대체할 수 . 
있는 상임 교권인 총회장 산하 교회들을 교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 
우두머리라는 제도가 들어서 바로 믿으려는 성도의 씨를 다 말려버
린다는 절규가 교회 행정을 개혁하는 세번째 노선입니다 세상이 된 . 
오늘 교회를 향해 외치는 백영희의 신앙 본능입니다.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때 교단 헌법에 의하여 다수결  
로 결의하고 총회장은 그 결의와 집행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모. 
든 교회의 분열과 속화 타락에는 이 세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역할을 
맡았습니다 세가지를 제거하지 않고는 교회의 타락과 속화는 과거도 . 
앞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백영희의 깨달음은 그의 높은 경건이 아니
고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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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자라간 사람  ⑶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자라만 간다면 됩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성  . 
자라도 그 앞날이 자꾸 타락해 나간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백영. 
희는 다른 성자들과 달리 그 시작이 거칠었고 또 성자가 되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하나. 
님과 연결된 자신을 만드는 것으로 신앙의 생명을 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으니 이 장점 하나는 다른 단점 가지를 99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란 그 속성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정상적이면 반드시   .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자신은 하나님 앞으
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좀 자라고 나면 올챙이 시절을 . , 
생각지 못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중단되며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이. 
것이 신사참배를 승리했던 한국 교회의 자랑스런 성자들이 해방 후 
전부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보다 모든 . 
면에서 어렸던 백영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길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경건의 사. 
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그가 또 그의 모든 전력. 
을 다해서 쥐고 있던 그 생명은 그에게 겨자씨 한 알같이 출발한 시
작에서 모든 새들이 깃들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세면 기억력까지 감퇴되어 목회 일선에 설래야 설 수 없게 됩니  70
다 실제로 일은 못하면서 원로직에 있는 인물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 
으니 좋은 표현으로 포장하되 실은 고려장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은
퇴제도입니다 은퇴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다 틀린 것. 
은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영능까지 노쇠하는 이들을 교회 유익을 우. 
선하여 강제로 은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무랄 수 없는 사실입니
다. 

백영희의 경건은 그의 나이 세에 명의 부산 서부교회에 부임  4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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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에 천명으로 세에 천을 넘겼고 그의 마지막 해였던 60 1 , 70 2 , 
년에는 천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부흥은 더하였1989 5 . 

고 마지막 죽던 해가 생애 전체를 대신할 만큼 큰 부흥이 이루어지
고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도 세에 명이었으나 세에 천명 세. 42 100 60 1 80
에 천명을 헤아렸습니다 개척했던 교회들의 숫자와 그가 평생 인도8 . 
했던 매년 차 집회 참석인원 모든 기록들이 그러했습니다2 , .

대개 대형교회나 교계적 지도자들이 이룬 업적과는 판이하게 다른   
점은 그는 조직과 체제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신의 
경건 하나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도 그이만한 현장 전문가가 . 
없었습니다 매주 여명 주일학생을 단일반에 출석시키던 주일학교 . 300
반사가 매번 백영희목사님에게 지도를 받아야 그 반이 유지되는 정
도였습니다 집회도 평생 단독 강사였으며 설교 한 가지 외에는 어떤 . 
특별 순서도 없었습니다 진정 생명 있는 경건 하나님과 연결된 생. , 
명이 평생 계속 되었고 이 연결선에서 보급되는 은혜로만 평생을 살
았으니 기독교란 영으로 난 영의 사람이 육의 노쇠를 초월하고 살 , 
수 있음을 이 시대에 보여주었습니다. 

정사 소망에 살았던 사람  ( ) 情死⑷ 

큰 죄인으로 살았던 백영희  ① 

하나님 앞에 세워 놓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는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이라도 빼 줄 수 있었던 속에서 . 
그는 늘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나면 과연 백영. 
희라는 인물은 너무도 큰 죄인이며 그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큰 
죄인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듣고 또 그렇게 . 
이해하던 이들은 그의 죄의 실상을 들으면서 자기들 속에는 벗겨보
지도 못한 죄가 있어 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 
았던 교회였고 죄가 많았던 사람들로 그의 주변은 늘 가득 찼었습니
다 그가 평생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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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장 큰 죄를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 죄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고 자신을 살렸으니 이 큰 사  , 
랑을 갚지 못한 죄였습니다 그의 눈물은 주님의 구원해 주신 사랑을 . 
설교할 때가 아니면 볼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갚다가 죽은 사람을 
예로 들 때가 아니면 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그의 눈물은 오직 두 . 
가지 경우였습니다. 
  

평생 그 사랑을 위해 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백영희  ② 

마음은 콩밭이란 세상 이치가 있으니 백영희의 평생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 심방 연경 신앙 지도 등 그가 맡았던 일에 그만. , , , 
큼 열심을 부었던 예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타고난 건강까지 뒷받침. 
이 되어 다른 사람은 설혹 그이만큼 복음의 사명감을 가졌을지라도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라도 그만큼 충성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 
지막 나이에도 왕복 시간 차를 타고 왕복 시간 산중으로 걸어80 2 1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시간만 자고 평생 일하는 그에게서 충. 3-4
성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책자. 
까지 발간했던 이도 경건과 열심히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음을 적
고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활동적이라면 그의 마음은 늘 자기 맡은 방대한 
일에 다 쏠려 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활동은 다름 아니라 .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자신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최종적
으로는 그를 위해 죽어드려야만 한다는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
다 따라서 그의 심방 그의 설교 그의 전도 그의 목회는 매일 매일. , , , 
이 순교하는 마지막날로 급박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교하게 . 
된다면 오늘 내가 쉴 수가 있겠는가 그의 설교 년 분량에 순교라, ! 10
는 단어는 수천번에 이릅니다 정사 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 ' ( )'情死
노트에 적어가며 주님께 받은 이 사랑에 감격하고 그 보답은 오로지 
그를 위해 죽어드릴 수 있다면 이 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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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런 날로 맞이할 수 있는가 하여 죽어버릴 충성으로 다했으니 
그의 충성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혀놓은 자신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 보여야 하는지  ,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여 앉았다면 그의 행동은 어떻게 되어
야 하는지 백영희는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건의 , .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자취했던 백영희  ③ 

정상적인 우리가 본다면 그는 분명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  . 
다면 그런 백영희를 보는 우리는 다 정상적인 정신 건강을 가졌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되어 날 위해 죽었다는 이 . 
말을 신화나 동화같이 읽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같은 정신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실제로 느꼈다면 또 이 사실을 실제 사실. 
로 받아들였다면 미치지 않고는 그 정신이 견딜 수 없어야 함을 혹 
생각해 보았습니까! 

죽기가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했고 에 피난을   , 6 25․
가면서 교회를 버린 우리의 정신이 정상이라면 그는 분명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죽은 주님을 생각할 때 죽을 생명이 . 
두려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보고 그는 불쌍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맡고 나설 교회를 오늘 세상 한 토막에서 
팔아먹는 우리를 그는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옳습니. 
까 숫자로 보면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나 이치로 본다면 우리는 다 ? . 
미쳤습니다 그는 정상이었습니다. . 

자신을 구하기 위해 부모가 비참하게 대신 죽는 데 웃으며 행복하  
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야겠습니, 
다 그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죄스러움에 눌려 살아야 짐승이 아. 
니라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살려준 그 부모의 소원을 생각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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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죽었던 목숨 그 생명 다해서 부모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 
을 쳐야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몸부림의 강도가 바로 그 부모에 . 
대한 자식의 감사의 표현일 것입니다. 

  백영희의 평생은 정사 라고 표현한 자신의 글대로 주님 사랑에 ‘ ’ '
죽는 정사 마지막 죽음을 주님 사랑함에 바쳐 죽는 정사 로 나아갔, '
습니다 순교에 살고 순교를 외쳤고 순교를 맞은 이가 역사 교회에 . 
많지만 그 속의 불타는 중심이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은 몇 손가락 
꼽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자세하지를 않아 그러하지 . 
우리 주위에도 손양원 주남선을 예로 든다면 그들에게서나 볼 수 있, 
는 모습일 것입니다. 

  평화시의 순교④ 
  
세상이 순교했는지도 모르고 순교 당한 자의 복이 크다며 순교의   

등급을 가지고 있었던 백영희 그의 순교는 그의 소원대로 교계가 눈, 
치를 채지 못하도록 괴한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 
그의 순교는 역사에 몇 되지 않은 특이한 참으로 복된 순교였습니, 
다 평화시에 순교를 당하다니 순교의 의미를 아는 이들 입에서 터. ! 
져 나온 외마디였습니다 백목사님의 사망 경위를 듣자 그 입에서 . 
순교 로 축하했던 사람들은 년 전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평양 감옥‘ ’ 50
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백영희목사 만큼 순교를 원했다면 주님도 순교를 주셔야 했고 그  
래서 받은 것이라 그의 평생을 아는 이들 중에 그에게 섭섭함을 가! 
졌던 이들까지도 이 정도의 표현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소원 강단에서 말씀 증거 하다 자신이 전한 그 말씀 때문에   , 

설교하던 그 강단에서 순교 당하는 것이 참 순교라고 소원하더니 그
렇게까지 소원을 다 이룬 것이라 참으로 자랑스럽고 참으로 귀한 시, 
대적 선지자를 우리는 옆에서 모실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를 통해 예수 믿는 길을 보여준 그 길을 변치 않고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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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 나가리라 그가 아끼던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던 각오였! 
습니다. 

 세상 언론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교계 언론 기자 
들에게 백목사님의 순교 소식은 위의 내용과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 
리고 그들은 순교로 한국 교회에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계. 
를 뒤로 하고 교계에 미움을 받고 그렇게 견제를 당해 이단으로까지 
정죄하던 교계도 그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으
나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만 남은 사람   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그분과만 살았던 백영희 그도 분명 이   , 
땅 위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지나간 . 
수많은 종들 자기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인도하던 지, 
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그의 경건이 특별했음. 
은 그의 시작보다 그의 마침에는 더욱 세상이 없어지고 천국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그 병이 깊어지면 때때로 개혁가들이 등장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성공한 경우는 희박했습니다 대개는 . . 
용감하게 시작했다가 중도에 흐려지고 마지막은 결국 그 넓은 세상 
물 속에 녹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백영희의 경건은 어떤 세상도 . 
그를 흡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체되며 당면한 모든 현실 모든 시대. 
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다 정리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년 학벌  . 5
이 세상 학벌로서 전부였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로는 오로지 성경뿐. 
이었습니다 신학은 목사가 되는 과정으로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 
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는 오늘에 되살린 초대교회였고 개혁 초
기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마치 그 방면에 전문학자가 당시 기록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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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검토하고 재현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의 목회는 그렇게 모습
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년 순교시점까지 그의 최후까지 그는 교. 1989
회의 제도를 한 번도 고정시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 
말한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며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표현이 나오기 전 그는 년 전부터 그러했습니다40 .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회에 대한 . 
연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당시의 현실을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
면 장님의 코끼리 판단이 됩니다 주일학교 중간반 학생제도 등 늘 . 
더 유익한 복음의 길을 찾았던 그였으니 이만큼 한국 교회에 개혁의 
선봉에 있던 이가 있었던가!

그렇다면 너무도 변동이 많고 변화가 많아 전통교회의 정통 시각  
으로 본다면 자유주의 방탕주의라고 의심이 들지 않겠는가 한국 교? 
회가 년 전에 일제히 버린 찬송가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20
곳은 백영희 교회밖에 없습니다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사라진 조. 50
사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년 전까지 존재했던 . 50
한국 교회의 주일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옳으면 모든 사람. 
이 버려도 붙들고 지키는 보수입니다 고칠 필요가 있으면 모든 사람. 
이 붙들어도 그는 고치는 사람입니다 표준은 성경이며 중심은 하나. 
님입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이며 이 경건이 보수와 개혁을 가지고 그. 
의 말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의 경건의 깊이가 초대교회나 개혁  ! 
초기의 인물들과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 진동. 
했던 봉산교회 부흥회의 소식은 당시 몇 페이지 되지 않았던 단일 
기독교계 신문을 통해 보도된 정도였습니다 실상은 그보다 더했습니. 
다 그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며 신유주의자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 . 
가르치는 것만이 그가 한 일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을 몰고 . 
다녔고 그와 관련되어 고신의 순교자 명 전부가 배출됩니다3 . 

그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이들은 숫자에 상관없이 자기 재산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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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것이라는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의 소원이면 가진 모. 
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 
되면 통일교나 전도관이 발생되어야 했습니다 정통 안에는 이만큼 . 
존경받고 따르는 이가 없고 또 이만큼 존경받고 따르는 이치고 이단, 
으로 나가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이를 다 가지고 마지막까지 나간 . 
경건은 신약교회사에서 초대교회를 비롯 그리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 
의 말 한 마디에 생애와 가진 것을 다 바쳐 복음에 헌신할 청년들이 
서부교회 안에만 수백명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신앙  2) 

  백영희목회를 연구해 볼 의미

백영희 신앙의 내면을 연구한다면 경건 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 '
있듯이 백영희 신앙의 외부적 활동은 목회 라는 주제로 또 다시 요, ' '
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를 늘 목회자에서 찾았습니다 백. . 
영희의 경건은 특심하여 그 주위에는 늘 전심을 다해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직책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유독 순수한 목회자에서만 그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흔히 교단이나 교계적 일을 맡는 이들이 직접 맡고 있는 교회의   
담임직 보다 큰 복음의 일을 한다고들 하여 그릇이 큰 목사들의 몫
이라고 생각하나 백영희는 그것은 정치목사라고 하며 목사가 정치'
하면 반드시 망 한다 고 단정합니다 그는 교단적인 일은 목회에 실' . 
패하여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이를 시키지 목회가 정상적인 이들에
게 교단의 일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보통 학문이나 이론에 깊어 신학. 
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존경받는 일로 생각하지만 그는 신학자가 '
되면 신앙가는 되지 못한다 고 경계합니다 따라서 꼭 신학자가 되어' . 
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담임목회를 하는 전제로 신학강의를 맡깁니다. 
목회 없는 신학은 자기 죽고 남 죽이는 일이라는 입장이 변해 본 적
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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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목회자로서 가진 직책 목사 에다 박사 학위를 추가하는 것  ' ' ' ' 
을 대단히 수치요 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동목사님이 년 . 1954 9
월 미국 신학교에서 가 주는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대면하faith ICCC
여 지적했습니다 지적하는 뜻을 알기에 한목사님은 변명에 급급했으. 
나 결국 이런 일이 감정에 깔려 초기에 백영희를 적극 옹호하던 한
상동은 자기 손으로 제거하기에 이릅니다 목회 중심 목회 절대주의. , 
라고 할 수 있는 백영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만으로도 한국 교회의 생명을 이어가는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경건은 목회라는 활동으로 나타나면서 . 
복음운동의 진정한 모습을 이 시대에 보이게 됩니다 복음운동이란 . '
이렇게 하는 것이라 고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준 그의 목회 결과는 !' 
복음운동에 관한 교회의 과거 어린 모습이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
장해 나갈 다음 단계의 복음운동의 모습으로 확인됩니다 실은 경건 .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목회가 가진 결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는 교회
사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
니다 백영희의 경건이 만든 백영희의 목회 세계 그 목회 세계의 본. , 
질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의 본질은 십자가  ⑴ 
  

십자가와 목회  ① 

백영희의 목회 본질은 십자가 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 ' . 
받은 구원 십자가로 전하는 것이니 이 십자가가 구원운동에는 본질
이 되고 이 본질이 외부로는 목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말은 원래 목자가 양을 기르듯 사람을 기른다는 것이니 주
님이 목자 되심같이 우리도 받은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인도해야 함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자기가 죽는 것이 . 
십자가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 그렇다면 목회란 , , 
십자가의 본질로만 해야 하고 십자가의 본질은 목회로 나타날 수밖, 
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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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까지 통과하도록 목회한 백영희의 십자가 목회② 

맡겨준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르기 위해 그가 지고 갔던 십자가는   
참으로 형언 못할 정도였습니다 고후 장의 사도바울이 겪었던 고난. 11
의 종류와 강도에 못지않은 평생이었습니다 신사참배 년의 고난이 . 6
그에게 특별했던 것은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개척하고 또 길렀
던 교인 전부를 신사참배에 승리케 했던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총. 
독부에 맞서서 거부한 이도 적었지만 맡은 양떼 전부를 지켰던 경우, 
는 백영희뿐입니다 맹수를 만난 목자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맞. 
선 것만으로도 성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진 것일진대 
맡은 양떼 전부를 맹수에게서 다 지켰다면 어떤 세계에서 그 환란을 
통과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혼자 십자가를 이기는 데에 들어간 ? 
고난보다 비교 못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목회를 하되 . 
그 십자가의 능력이 더욱 컸고 또한 그 양떼 전부를 인도하기 위해 
본인이 진 십자가는 할당된 고난에 수십배로 임했습니다. 

전란 속 년의 사선에서도 그는 온 교인들과 함께 강단을   6 25 2․
지켰습니다 그가 해방 후 직접 목회 했던 개명 봉산 교인들은 개인. , 
적이 아니라 교인 전체적으로 장년반뿐 아니라 주일학생들까지 점령
치하를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승리는 예고가 되어 있었습. 
니다 년부터 년 월까지 계속된 국기배례 사건에서는 주일. 1949 1950 3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졌으며 국법이 변경되고 끝이 났는
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6 25 . ․

인민군이 학생단을 조직하는 점령지 안에서 여학생이 강단에 나가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다면 누가 믿겠는가 백영희의 목회가 이러했! 
으니 세상이 감당 못 할 십자가의 교인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점령. 
지에서 하루 회씩 종을 치고 집회를 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해방 3 . 
후 출옥성도 박인순선생님이 개명교회를 들렀다가 불신 남편들의 박
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인들을 보며 신사참배보다 더 험한 환란 
속에 산다며 감탄했었고 주남선뿐 아니라 박인순이라는 출옥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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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해진 소식에 고신은 고신 안에서도 가장 박해를 이기는 교회
로 알려지게 됩니다.  

양대 환란과 해방 후 년간 유명했던 개명박해 등 년은 늘 생명  5 13
을 경각에 달아놓고 살았던 외부 환란이라면 그후 년 서부교회 , 1952
부임 후 년간 고신교권의 박해 년부터 년간의 한국 교회의 8 , 1960 20
이단정죄는 교회 내부의 박해였습니다 이 기간에도 늘 살해의 위협. 
은 뒤를 따랐고 인간으로는 하룻밤도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없
었습니다 지나친 피해망상으로 생각하던 이들에게 그의 평화시 순교. 
는 그의 평생 고난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 
그와 함께 묘소에 봉인되어야 할 형언 못 할 고난들이 나타난 고난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나타난 고난만을 두고도 그는 십자. 
가의 사람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사랑에 취하여 자청한 . 
것도 있고 말씀대로 걷기 위해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환란도 ,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는 십자가의 도를 받아 십자가로 걸어갔던 . 
평생이었고 그의 목회에는 이 십자가가 빠지면 그의 목회 전부가 해
체됩니다. 

큰 십자가는 작은 십자가로 만든 결과  ③ 

앞에서 소개한 백영희의 십자가 목회는 기독교사에 소개될 차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는 이런 역사적 사건 앞에서 . 
도 강했지만 평소의 생활 속에 십자가에서 더 강했습니다 지극히 작. 
은 평상의 부스러기 십자가를 놓치면 큰 십자가는 반드시 실패한다
는 신앙은 그의 평생 설교에서 빠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가 양떼. 
를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기를 다 포기하고 제물이 되는 모습에
서 교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을 갖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설교에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란 어  
떤 것임을 교인들에게 알려 교인들이 충심에서 십자가를 알게 되고 
걸어가야 할 확신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 몫의 십자가로 살게 만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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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영희 자신의 십자가가 늘 앞서갔고 교인들은 목자를 따라 각각. 
의 십자가를 지게 되자 평화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소한 마찰이 
생기며 그 마찰들은 한편으로는 당시 당시의 믿음의 상급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닥칠 큰 환란을 준비하는 연습이 되고 있었
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백영희 목회에서는 구호나 소개에서 그친 . 
적이 없습니다 전부가 실재였고 실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옳고 그른 . . 
길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그의 목회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정권
이든 교권이든 사선을 넘은 그의 목회는 어린 학생 하나까지도 막힌 
것이 없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은 인간에게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 
장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참 자기가 아닌 거짓 자기를 십  
자가에 못 박는 이 사소하고 표시 나지 않는 평소 십자가를 보면 이
미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그의 가르침은 바로 자신
이 걸어간 생활이었고 목회였으며 그 목회 범위 안에 있는 교인들이
었습니다. 

서부교회 주일학교의 규모에 놀란 교계가 그 비결을 배우러 왔을   
때 백영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보도 없, . 
는 교회 교사 양육 프로그램은 물론 그런 과정이 제목으로도 존재하, 
지 않는 주교 운영 천명 반사와 보조반사를 움직이는 것은 통계나 , 1
연락 임무만 가진 총무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어떤 시청각 교재도 . 
기재도 그림책 하나도 선물 하나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 1
천명 반사들 속에는 지극히 작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 
너 구원 위해 힘썼듯이 너는 작은 학생 하나를 위해 너 할 수 있는 
작은 수고는 단 마음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널 구원키 위해 ! 
수고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 한 마디가 그 주일학교 운영의 
첫째 본질이었습니다. 

너무도 복음적이며 너무도 성경적이며 너무도 마땅한 길이었으나   
이 말을 알아듣는 방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예배당 종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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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늘 높이 치솟게 하였으나 십자가를 배우지 못했던 연고입니다. 
서부교회는 초대형교회였으나 그 예배당이 창고 모습이었고 십자가
는 옷깃의 뺏지 정도로 달아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 
십자가는 참으로 큰 십자가였습니다 이런 평소의 십자가가 모든 면. 
에서 교인을 붙들고 있었고 이런 십자가의 본질이 주일학교를 향하
면 그곳에서 환란을 만나면 그곳에서 빛으로 나타났을 뿐이었습니, 
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십자가  ④ 

평소 생활 속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인에게 작은 십자가를 진 사람  
을 가르쳐 교회사에 남을 십자가를 만들었듯이 백영희의 십자가는 
늘 목회자인 자신이 먼저 진 십자가를 교인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 
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당연히 목자가 먼저 지고 가면서 양에게 소개해야 할 성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백영희 자신이 먼저 지고 간 십자가를 본다면 그를 통. 
해 전달된 십자가의 양과 질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를 통해 나. 
타난 모든 환란 승리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 속에 내재된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백영희의 십자가 걸음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 
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앞서 버린 십자가  ㉮ 

말씀이 지시한 것을 알고는 어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  . 
고 술사업과 고리업으로 벌었던 돈이라 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없애 버렸습니다 목자의 첫 걸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의 목회 범위 . 
안에 있는 교인들은 경제나 사회생활의 단절이 필요한 경우 그 단절
의 정도는 극히 단호하였습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는 주일 시험을 . 
지금까지 치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그의 생전 일개 교
단에 의사가 명 고시를 합격한 이가 명뿐인 정도였습니다 초1-2 , 1-2 . 
대형 교회라 일컫는 부산 서부교회 교사 직업 중 정상적인 직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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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던 이를 다 합해도 가 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교인 5% . 
거의가 노동이나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일 하나를 . 
바로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던 때였고 기꺼이 그런 고난을 그리스
도로 인하여 당하는 십자가로 알고 기쁨으로 맞았던 것입니다. 

가족 친지를 복음 앞에 초월했던 십자가  ㉯ 

그의 얼굴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년   . 12
만에 귀국한 자녀들이 그와 마주 앉아 보는 데는 한 예배당 안에서
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교인 중에 그의 자녀가 있었고 그의 자녀였기 .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이는 없었습니다 성공한 교포였던 자녀가 국. 
내 체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상사로 약간의 경비를 빌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요구했습니다 섭섭. . 
함을 감추지 못하는 자녀에게 네게 복이 될 것이라는 뜻만 전했습니
다. 

유학 중인 신학생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사위 될 사람에게 딸이 갈   
비행기 요금 옷값 기타 경비를 일체 보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아, , . 
직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자 선진국이니 은행에 빌려서 보내라 하
여 그리 되었고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갚아야 했습니다 목사는 . 
교회 돈으로 지출 할 데가 있고 못 할 데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
다 그 자녀들이 자녀 대접을 받는 경우는 오직 하나 자신이 걸어가. , 
는 그 십자가를 걷도록 권유를 받을 때만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모습. 
을 슬하에서 보았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백영희 평생에 가장 힘든 일
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걸어간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것이었습
니다. 

교회를 위해 다 바친 십자가  ㉰ 

동래에서 서부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교역자회를 참석하던 유차  
연전도사님이 영양실조로 눈이 어지러워 사택의 경제 형편을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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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갈치 어시장에 나가서 팔고 버린 생선 대가리를 모아 끓여 먹, 
으면 당장 해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은 그가 걸어왔던 길이었습니. 
다 어떤 고난 어떤 극단의 경우를 가지고 어떤 순간 문의하여도 그. 
의 답변은 미리 작성된 답안을 읽어주듯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 
들은 그의 두뇌가 좋고 그의 지혜가 모세 같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
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사실은 그는 교인들과 후배 . 
목회자들이 거쳐 볼 수 있는 그 모든 바닥을 거쳐 보지 않았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를 위해 더 이상 극단이 없을 지경을 다 겪었. 
기 때문에 그에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가. 
장 큰 고난 가장 극단 가장 많은 종류를 다 겪은 자만이 가질 수 있
었던 세계를 그는 다 통과했던 이였습니다. 

목회의 방법은 말씀  ⑵ 

백영희는 사람을 기르는 목회를 오직 말씀의 방법 성경으로만 길  
을 삼았습니다 보수교계라면 이 말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겠는가. ? 
그러나 총론이나 구호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의 목회 전반에 말씀으
로 목회함이 철저했고 그 모습은 일반 교회와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참으로 성경 중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목회를 두고 옳지만 너'
무 힘들어 따라 가지 못 하겠다 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 

성경 백독의 목회자 과정  ① 

성탄절이 아니면 예배 중 찬양대의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묵도의   . 
피아노 반주와 동시에 나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로지 설교 시간만. 
이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신학이나 세상 지. 
식 소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만으로 . 
끝을 맺습니다 월요일 밤으로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회의 예배시간. 11
으로 계속된 그의 부흥회는 설교 외에는 어떤 특별 행사도 없으며  
순수한 설교 시간만 매 예배 때마다 시간에서 시간으로 계속되었2 4
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연구 말씀대로 실천이었고 그렇게 살 때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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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이 책임지고 그 생활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오늘의 진리 생활임
을 확실히 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신학과정을 열람 수준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성  
경 독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신은 성경을 다 외운 정도입니다 교100 . . 
인들 중에서도 계시록 전체 암송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서 등을 전, 
체 암송한 이가 적지 않았고 어떤 성구를 말해도 성경 안에 위치를 , 
바로 찾아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일학생들에게도 성경이나 교리. 
를 요약하여 전체 암송을 시켰습니다 백영희의 목회는 말씀의 목회. 
였습니다.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  ② 

그는 고신에 소속되어 있던 년까지는 장로교의 교단헌법을 최  1959
대한 지켰습니다 진리노선을 특별하게 걸어가려면 주위의 마찰이 많. 
게 되고 따라서 신앙선배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였습니
다 그러나 년 고신교단에서 제거되면서부터 그는 신앙 자유를 . 1959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로 이해하였고 이후 성경에서 
모든 것을 바로 연구하고 실현시켜 나갔습니다. 

교단이 헌법을 만들어 성경을 대신하던 모습 그 결과로 교회의 모  , 
든 분쟁은 교단 헌법을 이용한 전투였지 복음운동이 아니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지지만 만들면 교단 소속 모든 교. 
회는 인간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할 수도 있고 .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 
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확보하느냐가 교회의 진로를 장악하고 있
었습니다 당장에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교회의 헌법 폐지 교회의 다. . , 
수결결의 폐지 총회장 등의 상존 교권직위 폐지라는 대 교권을 폐, 3
지 하였습니다 대신 성경법만을 법으로 전부가 인정하지 않는 결정. 
은 의견으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은 합의 집행과정으로. 
만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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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현실성에 반한다는 반론이 안팎에서 대단히 컸습니다 물  . 
론 바벨론의 건설 과정은 효율성과 현실성에서 탁월했으나 그것이 
복음건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면 건설을 파괴로 보는 . 
것이 그의 시각이었으며 성경대로가 아닌 현실은 이겨야 할 시험이
지 순응해야 할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의 운영 제도도 철저하게 세상 학교 편제와 교육 심리학으
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의 원칙으로 다 개혁하였습니다 장년반의 구. 
역 제도도 지역제도가 아니라 전도한 사람으로 연결되고 지도하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모든 전도에서 사은품이나 인간적 대접은 엄금. 
을 시키고 예수와 구원이라는 두 말로만 축소를 시켰습니다 학교의 . 
써클을 흉내 내는 모든 학생회를 폐지시키고 예배모임으로만 단순화
시켰습니다 성경 기도 생활이 전부였고 그 나머지 문제는 각자 자기 . 
현실에서 실천 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만든 길이 모든 성공  ③ 

말씀대로 해서 될 것 같은 것은 원래 없습니다 또 될 것 같은 것  . 
은 자기와 세상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좋아도 말씀대. 
로 사는 것은 모두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 자신부터 또 교. , 
회 모든 제도 운영을 말씀에 옳고 이론에 맞으면 다 고쳤습니다 교. 
인들도 이런 목회의 방향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계의 이. 
단정죄를 받았던 이가 극보수 로 자랑스런 한국의 대교회 세계 ' ' ' 6 ' '
최고 최대의 주일학교 로 그의 말년 여년을 계속 장식하였습니다' 10 . 
많은 보수교단들이 통합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교계와 언론이 그를 . 
한국 교계의 진정한 어른으로 모실 때 그는 한 번도 그 자리를 받아 
본 적이 없는 일개 교회의 담임목회자 이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만든 길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좌로 . 
또 우로 변하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걸어가는 좁은 가운데 길을 흐리
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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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의 인도자는 성령  ⑶ 

성령 없는 십자가는 고행주의 성령 없는 성경은 율법과 교    , ① 
만의 정죄      

십자가 고난으로 진정 걸었고 말씀의 기준만으로 걸었으나 정작   
그는 그를 그런 길을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 걸었
던 이였습니다 성경과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 
다 공산혁명을 위해 십자가에 못지않은 고난을 걸었던 이가 적지 않. 
습니다 지리산 빨치산운동에 생명을 바친 혁명가들은 수만명에 이릅. 
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경이 건강에 좋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 
지키는 이들 중에는 안식교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의 기준에 맞고 또 가시밭의 고난을 가진다 해  
도 그런 길을 걷도록 성령이 인도하고 또 그 길을 걸을 때 성령이 
돕고 또 그 길을 걷고 난 이후를 성령이 대신 맡아 계속하게 되어야 
생명이 있는 십자가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 
세상으로 고난당하는 이들과 십자가 고난이 다른 것이며 그렇게 되, 
어져야 성경이 자기에게 율법과 교만으로 정죄하는 일을 피할 수 있
게 됩니다 백영희의 목회는 그가 가진 경건의 세계만큼이나 성령의 . 
인도로 계속된 목회였습니다.

  ② 성령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머물지 않던 목회

그의 목회가 성령으로 나가고 머물렀으니 그를 보는 이들마다 그  
가 가진 십자가 그가 가진 말씀에 능력이 함께 함을 볼 수 있었습니, 
다 교회가 가진 십자가를 고난이라고 본다면 인도의 고행에 비하겠. 
는가 교회의 수행은 인도의 고행자들이 마른 나무 꼭대기에 박쥐처! 
럼 매달리고 돌 앞에 앉아 돌과 같은 자기 육체가 되기를 노력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가진 말씀을 지식이라고 본다면 . 
유대인이 가졌던 실천에 비하겠는가 그들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 
그 면에서는 인간 한계선에 다 달았던 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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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가 가진 십자가와 말씀은 인도의 고행과 유대인의 실  
천에 수평 비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이끄는 성령을 보지 않. 
으면 그것을 십자가로 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는 말씀이 
아니면 율법으로만 봅니다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친히 동행하며 성. 
령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다 인간이 갈 수 없고 알 수 없을 때는 
성령이 전능으로 이를 초월하게 하니 백영희의 목회에는 십자가와 
말씀만큼이나 특별했던 것이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일학교가 한창이던 시절 버스 바퀴 속에 몸통이 정면으로 깔려   
들어갔던 어린 아이가 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며 아무 부상이 없었
던 일 일개 주일학교 반사의 활동에 많은 능력이 임하고 주일학생까, 
지 능력을 받아 앞을 못 보던 이가 눈이 밝아지고 말 못 하던 아이
가 입을 떼게 되는 등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일들이 함
께 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은사를 . 
받은 이였습니다 간증을 하자면 천여 반사의 간증이 수없이 많으므. 1
로 평생이 지나가도 다 기록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일들의 연속이었
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

안수 없이 설교만 하는 데도 병 나은 숫자가 단일 부흥회에 여  600
명을 헤아리게 되었으나 이런 일이 너무도 많았고 또 당연한 일이어, 
서 물어보는 이도 자랑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수십년을 그렇게 내려. 
오다가 년대 한국 교회에 몰아닥친 신유바람 때문에 이 복음에 1980
임했던 참 신유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통계였습니다. . 

성령이 전체 교회를 붙들었던 목회  ③ 

성령으로 사는 목회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교인 그래서 성령  , , 
으로 고난 받고 성령으로 깨달아 성령으로 사는 온 교회가 되려고 
하였기에 백영희와 그의 교회는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었던 교회였
습니다 나타난 성령으로 표현되던 초기시절이 년대였고 년. 1940 1950
대 이후에는 말씀으로 명상하는 깊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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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이루었고 모두가 기도 때문이었지 인간이 잘나서 인간의 두
뇌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은 목회자와 교인 전부의 일상 
고백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유력한 이들은 거의 없었고 . . 
백영희 평생의 교인 주류는 대단히 천출들이었습니다 그들 교인으로 . 
이룬 백영희의 목회는 성령이 하셨지 인간 백영희로는 처음부터 만
들 수 없는 나사렛 수준이었습니다. 
  
백영희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총공회 내부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그 이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상식도 모르는 수준의 사람들이 . 
성령에 붙들렸을 때에는 성령의 사람들로 나타났으나 그들이 성령을 
버리면 일반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백. 
영희 사후 그의 신앙노선 안에서 발생되는 많은 갈등은 그 수준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고로 정통의 교회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자  . 
고로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은 성령 역사를 많이 강조
합니다 주관주의 신앙가들은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많다고들 합니. 
다 그러나 이 가지는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변질이 되지만 이 가. 3 3
지를 다 가지게 되면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의 평생 죽는 그 해까지 . 
초대형 예배당에 난방장치 하나 없이 한겨울을 보내고 선풍기 하나 
없이 여름을 다 보내던 그곳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아우를 수 있
는 성령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주의 목회  ⑷ 

목회의 의미로 모든 교인을 목회자로 만든 목회  ① 

그의 설교가 주경설교에 철저하여 주석급 설교였고 그 설교집을   
찾는 이들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주로 교계 지도급이었습니다 그 . 
설교집의 제목을 굳이 목회설교록 으로 한정하였던 것은 목회를 위' '
한 설교 목회에 필요한 설교가 아니면 지식 나열이라는 신앙에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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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누구든 주를 위해 살 사람은 목회를 권하였습니다 목회자란 . .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반사나 구역장도 자기 범위에서 목회자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과 운영은 . 
자기 맡은 분야에는 담임목사와 같이 개척으로 시작하고 담임목사와 
같이 기르되 전권을 가지고 맡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 600
개 반은 실은 개 주일학교였습니다 자연히 개 주일학교의 통600 . 600
계와 연락의 임무를 맡을 사람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개의 구역도 . 150
지역체가 아니라 구역장이 자기 구역식구에 대하여는 담임목회를 하
였기 때문에 개의 교회가 서부교회 내부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전150 . 
체는 한 담임목회자의 지도에 있었으나 이렇게 모든 것을 목회로만 
처리하였으니 그는 목회 제일주의였습니다. 

목회에서 만들어지는 경건이 더 큰 수입  ② 

그가 이렇게 목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한 것은 교회를 진정한 교  
회로 만드는 데에는 목회자가 임기제 부임지로 생각지 않고 진정 자
신의 자녀를 기르는 목자라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교인 전부가 스스
로 자기 범위 내에서 목회자의 정신이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 
시에 또 하나의 다른 큰 수입 실은 더 큰 수입은 다른 사람을 목회, 
자의 입장에서 길러 보아야 자기 자신이 사람이 된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기제로 돌아가며 책임을 맡는 것은 세상 직책이라야 하고 가정  
이란 참 부모요 참 자녀의 관계라야 성경적이며 그렇다면 부모가 진
정 부모가 되는 때는 결혼한 때가 아니라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부
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기르기 .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 실제! 
로 노력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맡겨 주신 . 
양들을 기르면서 자기가 자기를 기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르시니 외부로는 목회요 내부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경건이 깊어집니다 이 면 때문에 백영희의 신앙세계는 내부로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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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을 상대하는 경건으로 외부로는 사람을 기르는 목회로 나타나게 , 
됩니다. 
 

  4. 순교로 마감한 생애 

그  1) 의 순교는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백목사님 순교는 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터는 매1989. 8. 27. . 1988. 8.
사를 다음 해의 순교에 두고 모든 일정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년 . 1988
월 집회 시에는 과거 집회 때 빠짐없이 약속했던 다음해 집회 약속8
을 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성탄절은 마지막 성탄절이라며 행. 1988 12
사를 준비했습니다 년 월 서부교회 성찬식과 월의 총공회 성. 1989 1 3
찬식을 마지막 성찬이라며 진행했습니다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만. 
큼 마지막 점검을 해나갔기 때문에 목회연구소 직원들은 년 신1989
년부터 장례절차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기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의미        2) 1989. 5. 21. 
  
여기 소개하는 설교는 순교 개월 전 베드로가 순교  1989. 5. 21. 3 , 

를 눈앞에 두고 로마를 빠져나간 실수를 막으시려고 주님이 백목사
님께 보여주신 계시 때문에 했던 설교입니다. 

교회 역사는 베드로가 한 번 잘못 생각하여 로마를 빠져나오다 주  
님을 만났고 즉시 돌아서서 순교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1989. 5. 

순교 개월 전 백목사님은 꿈속에서 주님이 보여주는 계시를 보21. 3
았습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살아왔던 평생이었으나 사람인지라 한 번 . 
잘못 깨달으면 베드로와 같이 눈앞에 닥친 순교를 놓칠 수 있는 것
입니다 백목사님을 순교로 데려가시려는 주님은 순간의 생각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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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냥 두지 않고 붙들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 1989. 8. 16. 
마지막 주일공과 설교시 여회나 마지막으로 주일학생들에게 가르20 '
칠 것이 있다면 을 외쳤습니다' . 

백영희 목회설교록 자료에서 년 월 일 주일오전 본문 마   1989 5 21 ( : 
과 년 월 일 본문 요 을 참고해 보셨으면 10:16-18) 1989 8 27 ( : 1:7-13)

합니다.  

설교 소개( )

번호: 89052101

시일 년 월 일 주일오전: 89 5 21

본문 마: 10:16-18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

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의 성격  ( )⑴

  (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에 소유와 몸과 생명을 바치는 것)①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만이 우리 믿음의 법  . 

칙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 외. 

에는 없습니다 성신의 감화도 성경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 

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68 제 편 총공회의 일반 소개 1!

자기의 소유도 몸도 생명도 다 투자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소유도 귀. 

중히 여기고 자기 몸도 귀중히 여기고 생명은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것

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투자할 길이. 

요 바칠 길입니다 소유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기 때문에 소유를 . 

하나님의 뜻에 바치는 것이요 또 자기의 몸과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입니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구약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것인데 이 성경

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 이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바칠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나 몸이나 생명보다 .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게 바치

고 하나님의 뜻보다 이런 것들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을 저버렸으면 저버렸지 자기의 이 세 가지 모든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바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바치는 데에서만 건설구원은 이루어짐  ( )② 

  기독자의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은 순전히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 

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필요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노력

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이니 . 

이 구원은 너무도 그 가치가 커서 사람들의 요소의 무엇을 조그만큼이

라도 거기에 접할 수 없어서 순전히 은혜되는 것이지 가치가 적어서 은

혜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영원한 . 

나라에 가 가지고 기본구원을 얻은 자와 얻은 자의 차이가 되는 그 영

광의 구원은 모두 다 우리들이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 

가리켜서 건설구원이라 집짓는 비유로도 했고 또 성전 건축 비유로도 , 

했습니다.

이제 이 건설구원을 하는 것은 아무나따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만이 영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은 자기의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더 

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이 소유나 몸이나 생명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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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 그 가치 차이를 가진 사람이라야 예수 믿는 건설구원을 이

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도 귀하고 몸도 귀하고 생명도 귀합니다 이것은 온 천하보  . 

다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요 자기 몸도 천. 

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만 건설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이 귀중한 세 

가지를 바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나 몸. 

이나 생명 이것을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

은 건설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하나도 상관이 없. 

습니다 비로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소유 몸 생. , 

명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희망이 있

습니다.

이렇게 깨닫고만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 

의 뜻을 찾았을 때에는 자기 소유나 몸이나 생명이나 아끼지 않고 거기

다가 다 투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이 건설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루는 그 구원은 영생이 되고 하늘과 .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수족과 몸과 같이 그

렇게 귀중한 만물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바칠 사람이 아니면 그의 뜻 하나를 쉽게 생각함  ( )  ③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 귀중한 세 가지를 

그 뜻에 바쳐서 그 뜻대로 살아야 건설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깨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신중이 . 

다루어야 되겠고 자기의 몸이 망하고 흥하는 것이라면 신중히 다루어, 

야 되겠고 자기의 소유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라면 신중히 다룰 만한 ,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

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거야 이거나 저거나 거게 대해서 가치를 

여기지 않하는 그자는 중생된 자라도 건설구원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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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회들이 천 명이면 천 명 만 명이면 만 명 평신도뿐만 아니  , , 

라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의 가치를 이

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이리 말하나 . 

저리 말하나 상관없는 것으로 자기에게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말단의 , 

어떤 것으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 있으니까 성경 깨달음이 이거냐 저거냐 하

는 문제에 대하여는 크게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이 이. 

거냐 저거냐 하는 데 대해서 아무것이라도 상관없다는 이런 가증스러운 

것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요 설교자들이요 목

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치는 영원무궁을 하나님의 뜻에서 결정하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이 통치권 소유권 그들에게 , , 

환영받는 시은의 권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에 들어 있습

니다.

오늘도 내가 중간반 공부하는 것 보니까 현실에 하나님의 뜻에는 예  ‘
수님의 대속이 속에 들어 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고 전, 

지전능이 그 안에 내재해 역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뜻 , 

안에 들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 

지전능을 제 것을 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행하는 거기 있

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 

바로 찾아서 그것을 제 것으로 삼는 데 있고 하나님의 충만도 예수님, 

의 대속의 효력도 자기 것을 삼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는 거

기에 있지 딴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몸보다 귀  , 

하고 우리의 전소유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배우려

고 바로 찾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돈만 못하게 , . 

여기는 자에게는 돈을 찾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 생명 사는 것이 급하

고 고귀하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일

이 될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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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석  ( )⑵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분은 주님  ( )① 

내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 너 ‘ ’ ' ' . ‘
희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는 누구든지 전부를 다 말해서 너희라고 ’ 
말씀한 것입니다 보냄이 대속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세상에 . ‘ ’ ,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머물게 하는 것은 세상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 ,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렇게 말. 

씀했습니다.

양을 제일 살해하고 삼키는 데에 맹수들이 많지마는 제일 능한 것은   

이리입니다 양을 잘 잡아먹는 것은 이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능적. . 

으로 양은 맹수 중에 사자 그런 것보다도 이리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이리는 양을 삼키는 맹수요 양은 이리를 제일 두려워하는 .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대속하. , 

신 주님이 우리를 이 어떤 세상에 살게 하느냐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 

사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제일 원수 많은 원수 속에 살게 한다하는 말씀

입니다 우리의 원수 속에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

우리 원수인 마귀  ( )② 

 이 원수는 양을 삼키는 원수인데 그러면 원수는 어떤 게 원수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원수는 곧 베드로전서 장 절에 보면 근신, 5 8 ‘
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리는 곧 마귀입니다 마귀요 귀신이요. . , , 

사귀요 사탄이요 뱀이요 용이요 붉은 용으로 사귀로 이렇게 성경에 , , , , , 

기록했는데 오늘 주일학교 공과는 이것을 가르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 속에서 살게 한다하는 말씀입니다 사탄 속에서 살게 한다. , 

귀신 속에서 살게 한다 사귀 속에서 살게 한다 미혹의 뱀 용 붉은 , , , , 

용 속에서 살게 한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어떤게 귀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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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 세상이 다 귀신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귀신인가 그 공과 공? . ? 

부에 보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그가 입고 오는 

그 갑옷이 무엇인가 하는 갑옷에 대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에덴동. 

산에는 이 마귀가 뱀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해와와 아담이 마귀인 줄

을 모르고 친구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서로 대화하다가 마지막에는 삼

키워서 멸망 받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왜 마귀라고 하는고 하니 세상이 마귀는 아닙니다 사람  , . 

도 깨끗하고 동물도 깨끗하고 또 식물들도 깨끗하고 무생물도 깨끗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왜 이것을 가리켜. 

서 마귀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벌써 마귀가 우주의 피조물 대리로 하? , 

나님 앞에 세워 놓은 것이 범죄 해서 마귀가 점령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귀가 무엇이든지 제가 필요한 대로 입어서 가장을 해 가지고 세상의 , 

무엇을 입고 가장하든지 가장이라 말은 옷을 달리 입었다 그 말이오, . 

꾸미기를 달리 꾸몄다는 그 말입니다 거짓 것으로 꾸몄다 말이오. .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왕도 제가 자기 갑옷으로 입고 올 수 있고 또   

모든 친구도 부모 형제도 부부간도 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심, , , , 

지어 목사도 장로도 다 마귀란 놈이 그놈이 입을 수만 있으면 입어서 

필요할 때에는 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것을 제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  , 

지고 있고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은 마귀에게 입혀질 수 없는 마귀, 

를 자기중심에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

든 것을 다 마귀란 놈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입고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은 마귀가 입고 올 

수 있는 것들이다 양을 삼키는 이리가 입고 올 수 있는 것들이다 그. . 

러기 때문에 온 세상은 마귀가 입고 나를 삼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 

에 온 세상은 마귀가 입고 나한테 와 가지고 나를 삼키는 이리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이리의 다 무더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깨끗하지마는 마귀가 입을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리 노릇하는 데 나를 삼키는 데에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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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집안에 있는 아름다

운 가구라도 저것도 마귀가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 , 

주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는 부모도 마

귀가 입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입고 올 때에는 그 부모는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일을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참사람으로 사는 것이 승리  ( )③ 

  여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 ’ 
죄 칭의 화친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가리켜서 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지마는 귀신이 들어가 놓으면 그 부모. 

를 통해서 귀신이 와 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 . 

합니다 마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 .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에 너희 주위 환경은 너를 

삼킬 원수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은 이 복음 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죽는다면 이 복음   , , 

전하다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래도 전할 말씀과 그래, 

도 외칠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일까지를 생각지 않고 . 

다음 기회를 찾지 않고 바로 이 자리 이 현실 여기에서 죽어도 전할 말

씀입니다 마지막 공과를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거울 . 

앞에 세우듯 세워놓고 이 순간 불러 가셔도 전할 말씀인가 여기에서 ? 

전해 보시기를 특별히 요청 드립니다. 

그 말씀은 주님 동행입니다 비록 복음의 일이지만 복음의 일을 일로   .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것도 복음의 일을 하라 하시는 주. 

님 그 주님이 원인이며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하라하시기 때문에 , ,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일이라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 공과의 내용입니

다. 

깊은 말씀이며 인격을 기울여 할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며 참으  , . 

로 그 앞에 서기가 죄송스런 공과입니다 공과 내용 한 마디 한 마디를 . 

전하는 분이 마음속에 꼭꼭 져며가며 입으로는 가르치되 주님과 마음 

속으로 동행하며 가르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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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목사님의 주일학교 마지막 공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 

설교 공과: 89-08-20(7 )

본문 요한복음 장 절 절1 10 13： ～

제목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요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 1 12)：

서  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가 되었습니다.

본  론

창조자시며 전지 전능자시며 대주재시며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1. 

신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과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2.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영육으로 영생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 충만하고 천상천하의 3.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충만으로 그들에게 충만케 하는 은혜 베푸는 직

위로 살 우리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준비를 소유와 몸과 생명. 

을 다 기울여 전력하여야 합니다.

문  답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1. ?

답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충만하겠습니다   .：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2. ?

답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

도 내 전부를 다하여 전하겠습니다   .



제 장 백영희목사님      2 ! 75

참고 순교 관련 기사4) : 

항도일보 순교 기사〈 〉

만 천 신도의 신앙 지도자이며 항도 부산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칭송4 5

받던 백영희목사 서부교회 담임 예장총공회장 가 설교 도중 칼에 찔려 ( , )

순교하여 한국기독교계의 순교사를 빛나게 하였다.  

설교 강단은 최후까지 지킨다는 신앙에 따라 범인을 보고도 끝까지 사

수한 것이 예배 참석 신도들의 목격담을 통해 확인되어 한국 교계 목회

자들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특히 나 되는 칼이 가슴. 20cm

을 꿰뚫어 피를 다 쏟았으나 얼굴의 평안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범인의 

신변을 걱정하였다고 한다 또 예배당 안을 조용히 시킬 것을 말하며 . 

숨을 끊어 주위의 모든 신도를 감동시켰다 백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 

강요에 자신뿐 아니라 소속 전신도들까지 굴하지 않게 하고 동란 6 25․
중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한 신앙의 거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앙의 를 고집한 진리의 파수꾼이기에 그에게 항상 생명의 위협이 正道

계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백목사의 신앙과 설교에 정통한 교계. 

의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건을 한국 보수교단에 미친 심대한 영향

을 두려워한 배후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최근 그가 교회의 잘못. 

된 정치관과 불건전한 종파에 대한 경각심을 남달리 강하게 외쳐왔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룬 그의 목회 수많은 제자를 일. , 

일이 지도하여 전국과 해외까지 백 수십 교회를 개척시킨 후배 양성1 , 

백 수십을 헤아리는 방대한 그의 설교집 성경 전체를 달통하여 많은 1 , 

기독교의 교리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한국 신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경력은 한국 기독교사를 빛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수많은 신도들이 참. 

여한 백목사의 장례식은 부산이 낳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역사를 인

물로 아쉽게 보내야 하는 한국 기독교계의 장엄한 환송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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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의  목사 추모 기사 1989.10.9. 白永僖 〈 〉

순생의 복음 사역이 순교로 끝맺어지기를 그토록 간구하며 속화되지 않

은 신앙과 목회상으로 한국과 세계 교회를 밝히던 백영희목사님 부산 (

서부교회 담임목사 예장한국총공회장 이 마침내 월 일 설교하던 강, ) 8 27

단에서 순교를 당했다.

일평생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독한 진리의 외길을 

끝까지 고수한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동란 점6 25 白永僖 ․
령 치하의 환난을 승리하여 나왔으나 묵묵히 목회에만 일념하여 교계에

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에 비판적인 어느 기자가 서부교회의 미아 발생 사건을 

취재하던 중 너무나 감동적인 주일학교의 모습에 오히려 극찬의 기사를 

실은 것이 그가 세상과 교계에 알려진 동기였다 한 강단에서 여년. 40 , 

주일예배부터 새벽기도회 설교 반사회 주재로 빠짐없이 노령까지 하, 80

나님 앞에 충성하여 이룬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백 권에 이르는 방. 1 72

대한 교리적 교훈이 담겨진 목회 설교록 매년 수백명의 병자들이 치료. 

되고 수만 명이 참석하는 년간의 집회 반사 하나 하나를 목회자로까32 . 

지 길러 백 여 교회를 개척하는 등 목회도 정말 값진 것이었으나 1 20

한편으로 순교의 마지막은 자신이 신앙이 최종 완성되는 영광의 순간이

었다.

범인은 일부 보도와는 달리 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고 정신 질환

도 없었던 점과 목사님의 순교 전 예견한 설교 등으로 미루어 이는 진

리를 증거하는 목회자를 증오한 배후가 있었음을 쉽게 알게 한다 다가. 

오는 범인을 보았으나 대속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설교가 여 성도들600

을 사로잡고 있었고 찔리는 순간까지 모든 교인의 입도 몸도 얼어붙어 

있었다 설교를 녹화하던 카메라에 잡힌 최후 순간은 평소 가르친 대로 . 

목사님은 칼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피하기는 커녕 오히려 범인을 향해 

말렸고 아버지여 를 두 번 외치는 목사님의 음성과 함께 의 칼은 ' ' 20㎝

가슴에 완전히 박혔다.

그제야 앞줄의 청년들이 범인을 덮쳤으나 범인은 꽂은 칼을 다시 뒤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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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목사님의 가슴에 완전히 절단되었다 그러나 얼굴의 표정은 지극히 . 

평안한 가운데 조금도 요동이 없었고 오히려 부축하는 청년들에게  조

용하라 하시며 순교의 상처를 확인하시고 강단에서 피를 다 쏟은 체 순

교하셨다.

그는 높은 차원의 독특한 깨달음으로 정통 교리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특히 의 신학체계는 많은 조직신학자들과 신학, 人論 救援論

생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목회연구소 소장. ( )李敏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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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그리고 순교  ,                     

이 성 대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개혁장로교회( )

지금 세상에 어쩐 순교냐고 상한 마음들은 뜻을 모두어

수상쩍은 눈빛으로 당신을 몰아 가는데

그날 하늘을 가르며 천둥이 치고 세상은 놀라서 문득 요란을 떠는데

당신은 예정대로 마지막 한점 남은 숨결까지 모우면서

기어히 대망의 순교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기독교가 인기 있어 살맛나는 요즘 세상에 순교가 웬말이냐고

수군거리는 수십억짜리 높은 종탑아래 군중들 속에서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주님처럼, , 

당신은 피를 쏟으며 수십년 낯익은 그 강단에서 쓸어지셨습니다.

말씀을 토하면서 피를 쏟으면서도, 

악한 세대를 유유히 맞으시던

한점 허트러짐 없었던 강단의 사자 우리의 순교자여, !

이 시대 최후의 보루처럼 무너지지 않던 고고한 영원의 향기로, 

튼튼한 시온의 반석 같으시던 깨끗한 당신의 걸음 그리고 음성이요, !

죽음은 또 한번 이 시대의 존영한 순교자를 잉태시키는데

아 서러운 인생의 행적 그 빈 벌판을 가로질러! , 

서슬 퍼런 칼자국으로 달려 서던 악령의 노래여

광야 같은 쓸쓸한 빈 세상 그리고 저물어 가는, 

허무한 세대의 텅 빈 스산한 예배당들이여

목사님 당신은 모세였고 바울이었고 또한 엘리야였기에, 

당신의 죽음은 순교를 넘어선 영원한 천국의 찬미였습니다.

하오나 당신의 죽음 앞에 무색해진 저 숱한 종탑들은, 

한동안 울리지 않는 침묵으로 이 시대에 당신을 잃은 슬픔을 안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백영희목사님 순교에 드립니다( . ) 

크리스찬 저널Oct. 1, 1989 



제 장  한국 교회사에서 본 백영희 신앙노선의 위치  3 

  세계 교회사에서 가지는 한국 교회사의 위치는 이미 수없는 연구
가 있었으며 한국 교회사에서 가지는 고신의 진리운동은 그 연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신 역사라는 입장에서 총공회가 가지는 위치. 
가 있습니다 정작 고신의 진리운동이 외형과 구호만 에서 그치고 .  
그 내면과 실제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백영희의 신앙노선이라고 단
정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서 본 백영희 신앙노선 의 위치를 연' '
결지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한국 교회사  , 
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전개를 먼저 소개하는 것이 일반 독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총공회 소개서 라는 이 책의 성격상 일반 한국 교‘ ’
회사 부분을 자세하게 포함 시키면 책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겠고 또 
본 책의 전체 균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제외시켰습니다 신사참. 
배 환란과 해방 후 한국 교회 분열의 양상은 아무리 간단하게 소개 
한다고 해도 수십 페이지로 끝날 분량이 아닙니다 이 총공회 소개. ‘
서 는 그런 일반 한국 교회사 상식은 이미 아시는 분들을 전제로 하’
여 특별히 총공회의 깊은 노선의 성격과 역사를 집중 소개하고 따라
서 한국 교회사의 기초 상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장 내용 전체‘3 ’ 
가 한국 교회사에 대한 해석 문제이므로 이해가 어려울 것입니다 해. 
당 역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의 설교처럼 읽어야하기 때문에 미
리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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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신사참배 환란과 총공회 신앙 출발 1. : 

  백영희목사님으로 대표되는 총공회 신앙노선을 한국 교회사적 입
장에서 연구한다면 그 직접이고도 집중적인 시작은 신사참배 환란에 
모아지게 됩니다 백영희의 신앙 시작은 년이며 불과 년간의 . 1936 , 3
준비로 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사참배 환란을 맞닥뜨리게 1939
되며 년까지 년간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투옥되, 1945 6
는 가운데 본인 개척의 개명교회 교인 전부를 이끌고 이 환란을 이
기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 환란을 정면에. 
서 거부하며 통과한 교회는 한국 교회사를 통틀어 개명교회뿐이었으
며 이는 장차 백영희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 
회를 향해 보이고자 하는 신앙노선을 특별히 관리하고 계심을 보입
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해방과 더불어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절대 다수  
와 반대했던 극소수로 양분됩니다 평양 옥고를 년간 치르고 나온 . 6
분들이 고려신학교 고신측 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회개를 요구하( )
게 되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나머지 교회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 
정하지만 고신측 주장대로 회개를 하게 되면 교권을 잃게 되므로 양
측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며 년까지 갈등을 갖게 됩니다 교세1960 . 
는 극히 미약해도 교회의 신앙 정통이 고신에 있었습니다 고신교단. 
의 의미는 환란을 승리했다는 점이 특별했던 바 고신 소속이었던 백, 
영희라는 인물은 비록 보수교계 내부에만 묻혀 살게 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후 한국 교회사에서 그 신앙의 걸음을 주목받게 됩
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사에서 신사참배 환란이 갖는 의미를 폭넓게 . 
살펴보되 현재까지는 교회 정치사적 입장에서 주로 다루어진 해방 , 
후 고신의 의미를 여기서는 진리운동의 내부적 속성 을 중심으로 ' '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교회 정치사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상동목사님을 중심으로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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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총신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
반 한국 교회사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리운동의 내면을 .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주남선목사님을 중심으로 고신의 경건운동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외형 변화를 좇는 정치사적 입장보. 
다 하나님께 붙들려 움직이는 경건 중심의 진리운동으로 한국 교회
사와 총공회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사에서 고. 
신이 가지고 정통성을 주남선 중심의 고신 역사관으로 재구성해보겠
으며 주남선목사님의 신앙을 잇고 있는 유일한 경우가 백영희목사님
이니 이런 점에서 백영희의 신앙노선의 시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보는 시각은 고신측은 세계 기독교의 정통 보수   
신앙을 한국 교회가 계대했으며 한국 교회의 가장 중심에 고신측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신의 외형을 세운 이는 한상동목사님으로 대표. 
되며 그 내면을 채워갔던 이는 주남선목사님으로 대표된다는 입장입
니다 그리고 주남선목사님의 사후 그 자리를 대신 맡았던 이가 백영. 
희목사님이며 그는 주남선목사님을 이어 고신의 내면 중심에 위치하, 
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안주치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출발하여 . 
고신과 한국 교회 나아가 세계 교회가 역사세계 막바지를 향해 나아, 
가는 데 필요한 교리와 교회의 신앙노선 등 거의 모든 면으로 길을 
개척한 인물이라는 시각이 이 글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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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고신으로 이어진 한국 교회의 중심   2. 

     신사참배가 고신과 주남선을 거쳐 백영희의 신앙노선  
     에까지 이어지는 과정
  

한국 교회사의 중앙에 위치한 신사참배  1) 

  한국 교회가 겪었던 신사참배 환란 문제는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정통 개혁교회의 범위에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으
며 특히 한국 교회사에서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이설이 없
는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구분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또 접근하. 
는 시각에 따라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자연히 시대 구분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만 신사참배라는 사건만은 어떤 학자의 어, 
떤 기준 어떤 접근 방법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 
큼 이 사건은 현재까지 한국교회사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정 중앙에 
위치하며 한국교회사를 양분시키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다 연루가 되었고 이 환란에 대하. , 
여는 승패가 눈으로 또렷이 구별이 되어졌으며 특히 교회의 제일 대
표적인 인물들이 전부 실패하였습니다 해방 후 그 처리 건은 어떤 . 
식으로든지 한국 교회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사안이었습
니다. 

신사참배의 중앙에 위치한 고신교단의 의미  2) 

한국 교회의 외형적 계량에서 고신의 의미란 참으로 미미한 것입  
니다 우선 그 주 세력이 거의 경남이라는 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또. 
한 교세도 상대가 되었던 교단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형편입니다. 
교단을 대표할 만한 중심적인 대형교회 하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고신교단 스스로도 일반인의 외부적 평가에 대하여는 변명이 없습니
다 현저히 열세임을 자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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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의미 또는 전 교파적 의미에서 모임을 본다면 고신이 제외된 , 
상황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신사참배문제를 기준으로 본다면 . 
고신은 절대다수의 한국 교회를 죄인으로 묶으면서 자신들은 그 대
칭점에 홀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당했던 억지였던 상. 
관없이 어떤 반대측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신을 외면할 수 없는 것
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사는 해방 후 . 
많은 교회사적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반 교단들로서는 고신. 
이라는 작은 장애물 하나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하는 유혹을 느껴보
지 않았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신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위치를 . 
가지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완전몰락  ⑴ 

해방 후 기독교 선진 지방이었던 북한쪽에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완전히 그 외형이 제거되어 버렸고 남한 교회만으로 한국 교회가 유
지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로 일컫던 시절을 생각해보더라도 또 해. , 
방 후 이북의 관리권이 총독부에 의하여 기독교 세력인 조선민주3.8 
당 조만식에게 넘겨졌던 예만 보더라도 그리고 경남지방의 모든 목, 
회자들이 평양에까지 유학을 하며 목사 길을 배웠음을 고려해 본다
면 해방 후 북한 교회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의 한국 교계에서의 특수한 위치  ⑵ 

미국 등과 달리 독특하게도 한국 교계에서만은 장로교가 신앙의   
모든 면 즉 정통성 보수성 건전성 활동성 외형성에 이르기까지 주도, 
적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곧 한국 교. 
회사는 장로교 교회사라고까지 할 수 있으며 장로교의 중심은 한국 ,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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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회의 보수성  ⑶ 

한국 교회는 초기 복음주의적 노선에 충실한 선교사들로 인하여   
특수하게 보수적 교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보수적 경향은 수도 없이 . 
많았던 사건들 중에 한 사건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를 
오히려 확대 재생산해가며 오늘에까지 그 영향력을 교계 운영의 한 
축이 될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화의 기준으로 교계 입장을 보. 
는 이들은 해방 이전과 이후가 권위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이며 군국
주의적 입장이었다면서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인권, 
의 기준으로 보는 이들은 인권이 완전히 확보된 최근을 기준으로 양
분을 하기도 하며 민족주의적 기준이라면 남한은 일제 청산이 현재, 
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북한의 자주적 정통성
을 인정하고 남한은 아직도 일제 침략의 다른 모습으로 보는 정도입
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 입장이 강했던 장로교는 해방 직후에만 해도   
순수 복음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는 신신학적 학설들은 설 수 있는 입
지조차를 없앴고 오직 제 계명을 어긴 교회냐 지킨 교회냐 라는 지' 2 '
극히 작은 한 교리의 모퉁이로만 가지고 한국 교회를 간단하게 양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킨 이들은 전부 옳고 계명을 어긴 . 2 2
쪽은 다 틀렸다는 방향으로 대세가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 
극보수적인 복음주의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에 장로교 안에서
는 도저히 교권 투쟁에서 맞상대가 될 수 없었던 고신이라는 한 지
방의 소수파가 전국의 대다수 교회를 향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찬반 
논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과 경쟁의 상호 작용   ⑷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는 비록 신사참배라는 대사건이 없었  
더라도 오늘에 보는 분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한국 교회의 분. 
열상을 신사참배 사후 처리 과정의 갈등에서 그 시작을 연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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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당연히 속화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
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물론 일제 점령 하의 한국인 활동은 전체적으. 
로 위축이 되었고 더구나 교회는 신사참배로 극히 축소되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지배가 없었다고 해도 한국교회는 성장기. 
를 넘어서면서 같은 종류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초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하여 현실   
방향과 속성을 파악하고 자신감이 붙고 나면 그동안 겉돌며 겸손하
고 조심스러웠던 소심함이 갑자기 돌변하여 수습 못할 영웅으로 바
뀌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어느 작은 자극이라도 가해. 
지면 감정과 자기 주장을 급진적으로 관철시키며 반대측과는 합리와 
논리적 연구 과정을 생략하고 체제를 분리하고 또 한번의 분리는 결
국 핵분열로 치닫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예를 하나 보게 되면 . 
이후 헤아리기도 어려운 정도로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신. 
학교의 범람 개별 교회들의 분열 범람 교계 단체들의 분열 범람 출, , , 
판사 연구소의 분열 신학박사학위까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 
정도입니다 해방 후 한국 교회의 분열은 꼭 신사참배 하나에 그 원. 
인을 다 지울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신사참배 사건이 없었더라도 다 . 
나타날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의 분열상은 한편으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거론되  
어 세상 기준의 통폐합론이 제시되곤 합니다 그 취지는 원래대로의 . 
복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제 의 변3
형질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내재된 공통적 속성입. 
니다 교계의 통합 운동에 대한 입장은 이러합니다 복음주의적 입장. . 
에서 잘못된 분리는 회개하여 재통합이 되어야 하나 분리 당시 또는 
그 이후 교리나 신앙노선적 상이점이 있게 된다면 물량적 통합은 금
물입니다 철저한 연구와 신중한 신학 신앙적 접근이 전제되지 않은 . 
복구는 이전보다 더 복잡한 문제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리는 대개 . 
외부적 문제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통합은 외부적인 단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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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리되었던 양측에게 내부적 내면적 문제를 새로 던지게 되고 결
국 교회는 안팎의 갈등 요인들 속에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
게 됩니다 이후 교회는 더 큰 분리와 모순으로 겉잡을 수 없는 모습. 
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고신과 총신이 분리되었다가 재통합되면서 . 
이후 교단의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이 진행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
다 신사참배 문제가 원인이었으나 그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런 극단. 
적 투쟁은 있었으리라는 주장입니다.

다행히 인간의 실수까지도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  
에 분리 일변도로 나간 한국 교회는 자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오. 
히려 한국 교회의 단점 중 하나인 시기심이 경쟁의식으로 변환이 되
었고 이것이 더 큰 충성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뜻밖의 결. 
과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되었으나 결국 한국 교. 
회는 세계대형교회 개 중 개를 개 교회 중 여개를 보유하고 10 4 , 50 30
세계교회를 주도하는 입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역시 대단히 특. 
이한 경우입니다 경쟁심이 한국 교회에게 지극히 큰 장점이 되었고 . 
보배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 못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곧 보수논쟁이었습니다. 

년 이장림의 재림 논쟁은 원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일  1992
이 언제라고 못 박을 수 있느냐는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이장림 측이 . 
세상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키자 이장림은 사이비고 따라서 이장림
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재림까지 비웃음을 사
게 되어 이장림의 재림론을 비판하면서 시한부만 잘못된 것으로 비
난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론 전부를 부정하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
었습니다 신신학 관련 학자들이 대거 세상 언론에 나가 재림론 전체. 
를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재림론은 진리이며 이장림의 잘못은 시기. 
를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통신학은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여론이 무서워 숨어만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비 주장 때문에 . 
정통 재림론이 변명 한번 못하고 연금되는 형편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 교회의 보수 논쟁은 반대로 한국교회에게 속화와 타락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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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은 극단적인 경쟁심으로 이어졌고 고신보다 낫기 
위해 또 총신보다 낫기 위해 양측의 구호는 정통 노력은 교세 였, ' ', ' '
습니다 이후 양 교단이 합동을 하고 또 반복분열이 가속화되면서 이. 
런 현상은 모든 분열 교단들에게 해당되어 보수 정통 개혁이라는 , , , 
구호가 한국의 장로교회를 뒤덮었습니다 내심 자유주의에 동의를 하. 
고 교회를 움직이고 싶어도 경쟁 교회에서 비난을 할까 경쟁 교단의 , 
보수 정통 경쟁에서 불리해질까 하여 한국 교회는 실력 이상의 보수
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지면 더 풀려 더 죄를 짓게 되는 것. 
이 죄의 속성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보수로 묶어 두는 것이 옳습니
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보수가 무엇인지 자기의 주장이 무엇인지. , 
도 모르면서 군중심리 경쟁심리 때문에 원치 않게 보수신앙을 더 오
래 지키게 되었을지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
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가 년대까지 이단으로 몰린다는 것은 미. 1990
주교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편 한국 교회는 문제가 된 사안이라도 대개 년이 지나면 잊  1-20

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 문제는 오늘까지도 그 의미가 . 
살아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경제력 두뇌력 기술력 거. 
의가 서울에 집중하듯 서울 장안의 고신은 극소수파에 지나지 않는
데 서울 장안에서 모이는 범 교단 회의에서는 고신이 빠질 수 없는 
것은 이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고신에서 가지는 주남선의 의미  3) 

주남선은 교파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독자교단으로 출발하던 시점  
에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아니면 고신이 없을 뻔했다. 
고 해야 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고신의 중심이었으나 그가 없어도 . 
고신은 고신으로서 오늘까지 존재하는 데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할 인
물입니다 교계적으로 그 비중과 위치가 훨씬 크게 인식되는 손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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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은 생전에 자진하여 고신 범주에서 벗어났고 이 사건은 초기 
고신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으나 고신은 자신을 지켜가는 데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손목사님 역시 처음부터 고신운동에 적. 
극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신의 진리 운동에서 교권은 한상동 경건은 주남선, ⑴ 

그렇다면 고신에서 주목사님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고신에서는   ? 
없으면 안되는 한상동목사님이 고신에서 없어도 별 불편이 없는 주, 
목사님을 고신에서 없으면 안되는 주목사님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목, . 
사님 때문에 주목사님은 관심도 없고 또 신앙 성격상 맞지도 않게 
고신의 최고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오늘까지 고신 역사에서는 주남선
의 이름이 첫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고신을 오늘의 고신으로 출. 
발시키고 자리를 잡게 한 이는 한상동 그가 왜 주남선을 고신의 중, 
심에 앉도록 모셨을까 결과적으로 오늘 한국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 
고신의 위치는 독보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바 그런 고신의 외, 
형 고신의 모습에서 빠져도 상관없었던 주목사님이 고신 역사에서 , 
뺄래야 뺄 수 없는 위치를 가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상동목
사님의 고려가 있었습니다. 

주목사님은 교권 활동에는 무관한 인물이며 하나님 앞에 숨어 움  
직이던 분입니다 이런 신앙 성격 때문에 한목사님은 주목사님을 고. 
신운동의 중심에 늘 세워 드렸고 그로 인해 주목사님은 고신운동에 , 
특별한 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백영희목사님은 고신운동의 심장부로 , 
직행하는 길이 더욱 확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목사님. 
이 주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앞세웠던 점을 몇 가지 살펴보는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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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남선은 한상동에게 교권에 동원된 경건이었습니다 .⑵ 

정치적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 ① 

정치적이었던 한상동목사님은 고신의 진리운동 초창기부터 정치적   
색채가 강했던 분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정치적 시각으로 . 
본다면 이런 점은 전혀 뜻밖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남선목사님은 . 
전혀 사심이 없었고 오로지 신앙내면만 가졌던 인물입니다 어려울 . 
때 함께 했다고 훗날에 몫을 챙길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운동의 . 
필요성만 확실하면 동참할 수 있으며 진리운동이 자리를 잡고 안정
된 상태에서 교권이 유지될 때가 되면 주목사님은 소리없이 숨을 분
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목사님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활동적인 . . 
한목사님이 자신을 가리기에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도 훗날도 . 
대립각을 세울 위험이 없는 인물이었으니 장차 고신대학교가 되고 
고신대학원이 될 고려신학교 초대 이사장에 추대한 것입니다 그 시. 
작은 작았으나 교회사적으로나 교회 정치사적으로는 장차 대단히 의
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한상동은 알았고 주남선은 몰랐습니다. 
한목사님은 주목사님을 정치적 입장에서 앉혔고 주목사님은 경건으, 
로 받았습니다. 

고신의 초기는 자기 홍보를 피할 줄 알았습니다  . ② 

교회의 이름에 제일 이라는 말을 피하라고 할 만큼 고신의 초기  ' '
는 겸손했습니다 교인들이 개척을 한 다음 서부제일교회 라는 이름. ' '
으로 등록하기를 원했을 때 교단의 총무 일을 보고 있던 한명동목사, 
님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죄송하니 제일 이라는 이름을 빼자고 하' '
여 서부교회 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예가 있습니다 초기 고신의 지' ' . 
도부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총신측에는 여러 면에서 고신측에 비. 
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간판을 가진 목사님들이 두루 많았고 이것을 
큰 힘으로 삼았습니다 한목사님이 전면에 나서야 했지만 자신이 모. 
든 것을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목사님을 앞세워야 했던 것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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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였습니다 주남선목사님은 장차 자신의 이름이 갖게 될 의미도 . 
모르고 고신의 대표 자리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목사님에 의하, 
여.

  물론 다른 사람도 많았으나 굳이 주남선이었습니다. ③ 

평양감옥의 동지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동지들이 없  . 
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신사참배 후 진리운동을 시작하는 . 
초기였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늘 깔려 있었지만 경건. 
이 그래도 함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곳은 신앙세계였고 아직까지. 
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 있던 시기였습니
다 주남선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별 크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 
자연 그를 선택하는 데는 순수한 신앙적 필연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창이라는 유벽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가 주남선이었습니다.④  

현 교통 체감으로는 외국 출장을 각오할 이상으로 거창은 고신의   
본부였던 부산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고신의 중심이 경남지방이었는  . 
데 고신의 본부가 있는 부산에서 주목사님이 있는 거창은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주목사님이 가지게 되는 자리는 이름 만이었습니다. 
물론 회의에 참석했다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탄없이 발표할 분도 아
니었습니다 의견 충돌이나 대립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측. . 
과 존립을 두고 대립하는 과도기 형편에서 교회가 안정을 갖는 데는 
긴급한 조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유벽지에서 모든 의사를 맡겨 . 
주고 서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란 둘을 찾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진. 
리운동에 필요해서 맡으라면 직책을 맡는 것도 진정 십자가를 지듯 
맡을 수 있는 이가 주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짐을 다른 사. 
람이 맡으려 한다면 그는 반가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고신이 총신과. 
의 현장 투쟁이 끝나고 분리되는 선포만 남았을 때 이때부터는 고신 , 
단독의 걸음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제부터는 내부 교권 투쟁이 시
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주남선은 자기 갈 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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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앞두고 있었습니. 
다 진리운동을 위해서는 사용되어졌어도 교권운동에는 사용되는 것. 
조차 제외가 되었으니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 

주남선의 경건 선상에서 나타난 백영희의 신앙노선  4) 
  

정통은 정통에서 이어가는 것  ⑴ 

한국 교회사의 중앙에 우뚝 선 신사참배라는 사건은 승리자라고   
자처하는 고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반대측에 의하여도 그 의미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반대측이 오늘까지 주장하는 것은 신사참배 사건. 
의 승리라는 값진 것을 고신교단이 한국 교회의 교권을 잡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며 또한 승리자들이 너무 자만했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사참배에 실패한 한국 교회들에게서. 
는 교회의 정통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의 일부에서 일어난 . 
실수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범죄를 하고 
여기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교회적으로 정통성을 잃게 됩니다 교회. 
가 이렇게 정통성을 잃게 된다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게 
됩니다 첫째 회개치 않은 교회는 그 교회가 가졌던 촛대의 위치를 . , 
잃게 됩니다 둘째 교회가 잃어버린 촛대는 그 교회 안에서 그 범죄. , 
에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정통성의 이동 경로  ⑵ 

     고신과 주남선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의미

한국 교회의 촛대가 고신에서 이어진 해방 교계  ① 

고신 이란 의미는 한국 교회의 정통성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살필   ' '
수 있는 도로 안내판입니다 교회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외형은 사람. 
이 붙들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촛대이며 촛대라는 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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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가지게 되는 진리노선 때문입니다' ' . 
신사참배와 같이 교회가 교회 전체적 차원에서 이방신을 섬긴 범죄
는 이 촛대가 옮기게 되는 원인이 되며 이런 범죄에 대하여 회개를 
거부하게 되면 촛대라는 진리노선 교회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회개, . 
는 임시 잃은 위치를 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회개에는 기
간이 있는 바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로써 그 교회는 역사 속, 
에 이름으로만 남게 되고 그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대체할 새로운 
운동이 다시 태동합니다 그리고 촛대를 잃어버린 교회는 촛대를 이. 
어가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전. 
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회개는 당시 교회가 회개를 해야 했고 그 후시대의 손에  
서 회개가 나타나려면 루터와 칼빈식의 회개가 있어야 교회적 회개
가 됩니다 천주교는 거부했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 교회가 가질 정상. 
적인 위치 정통의 노선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범죄를 회, . 
개할 그 당시 그 책임자 회개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해당되는 , 
사람은 거부하고 이런 회개의 책임과 고통에 상관없는 훗날 천주교
의 반성 발표는 회개가 아니라 위장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루터 .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곳으로 옮겨오는 길 하나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는 일시 촛대의 자리를 잃었던 사건이며 따  
라서 상황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회개의 기회를 놓친 . 
것은 촛대의 자리를 아주 잃어버렸던 사건입니다 당시 승리자들의 . 
교만과 교권 확보에 대한 반발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홧김
에 자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회개를 하려면 신사참배. 
를 하지 않으려는 어려움 이상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모든 환란이 
공통된 성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따라서 신사참배를 . . 
했던 죄 하나에 더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주신 재시험 기회를 한국, 
교회는 거부하였고 이 죄가 더해지면서 한국 교회의 정통성은 고신
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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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정통성은 고신으로 넘어오게 되  ' ' 
었습니다 주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의 정통성은 고신측을 통해 이. 
어져 왔고 한국 교회는 스스로 교회의 위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렇. 
다면 현재 한국 교회의 불씨는 어디에 위치해 있겠는가 두말할 것 ? 
없이 고신 계열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신의 역사. 
는 대단히 주의깊게 또 냉정하게 평가되어져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
을 갖게 됩니다. 

해방 후 고신의 진리노선이 이어진 곳은 백영희  ② 

고신을 반대하는 일반 교계에서는 고신의 죄를 일러 교만죄 형제  , 
를 정죄한 죄 등으로 지적을 합니다 여기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 
촛대의 소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다음 시대로 이어가는 생명선을 . 
따져보는 교회의 정통성 문제는 내부에 잠재된 죄 문제가 아니라 외
부적 죄 문제로 확정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신에게 교만죄가 있었. 
다면 그것은 속에 든 것이라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고 교회사적으로 , 
교회의 정통성을 논할 때는 객관적인 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
니다 고신이 한국 교회로부터 교회의 정통성을 넘겨받았던 위치를 . 
포기한 것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 
것은 바로 예배당 소송건과 유엔군 철수 반대결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만 교권 투쟁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 , . 
나 이런 죄를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걸어갈 노선으로 정할 때
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신은 교회적으로 결국 예배당 소송이 가. 
하다는 노선을 밝히고 교회의 신앙 문제를 불신 판사 앞으로 가져갔
고 유엔군 철수를 반대하는 세상 운동을 교회가 하고 나섰으며 이를 , 
지적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제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고신이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되는 데에는 주남선과 같이 고신의   
정신을 고신의 경건으로 지켰던 이가 일찍 없어진 데에서도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상동을 비롯한 고신의 지도부는 고신의 . 
정신을 고신의 정치력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주남선의 경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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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태에서 고신의 정치력만 고신의 지도부에 남았습니다 이런 정. 
치력은 고신의 교권을 지키는 데에는 일견 유력하게 보였지만 하나
님을 직접 상대하는 주남선의 골방 생활이 세상을 떠나자 인간이 인
간만을 상대하던 지도부는 불신 판사 앞에 하나님을 믿는 일을 판결
해 달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소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의 원래 신앙노선을 신사참배에서 굽히지 않음으  
로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지켰던 것이 고신이라면 고신의 정통성을 , 
배제하는 예배당 소송과 유엔군 철수 반대 운동과 같은 입장을 반대
하다가 제거된 백영희에게서 우리는 고신을 이어 다시 한번 한국 교
회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정하게 됩니다.  

고신 속에 나타난 백영희 그리고 그 의미  , ⑶ 

  장차 고신의 중심부 경건의 중심부에서 출발한 백영희, ① 

고신의 중심부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방이었습니다 한국 선교 초  . 
기 선교사들이 서로 담당하는 구역을 정하였고 호주 선교부가 부산
으로부터 경남 남해안을 따라 서부지역 전체를 맡았습니다 바로 이 . 
호주 선교부의 선교 담당 구역에서 거의 모든 신사참배 승리자들이 
배출되었고 경남 서부지방을 대표할 만한 이가 바로 주남선이었습니
다 백영희목사님은 년 주목사님이 도맡고 있던 거창 지방에서 . 1936
신앙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주목사님의 신앙 영향이 지방 전
체에 크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불과 년만에 닥쳐온 신사참배 전면 탄압 중에서 주목사님이 가장 3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백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목사님은 . 
이미 일제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그 고초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주목사님은 옥중 년을 평양에서 보내며 장. 6
차 고신의 중심 인물이 되고 또 한국 교회에도 뚜렷하게 설 수 있는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목사님은 집사로서 자기가 개척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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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온 교인들과 함께 년간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사참6 . 
배 승리자들에 대한 교계적 평가는 출옥성도냐는 것으로 기준이 잡
혔고 백목사님의 특이한 승리는 출옥성도들 중에서만 극진히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옥성도가 아닌 경우는 신사참배를 피해 국내외를 . 
전전한 이들이기 때문에 승리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해방 . 
교계 속에는 신사참배 승리자들이 신사참배 승리자들 속에는 백영희,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옥성도라고 분류되는 고신의 중심 인물들을 해방 후   
한국 교회의 진리운동에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출옥성도 못지 않은. , 
오히려 더 큰 승리를 했던 백영희는 해방 직후 한국 교회의 정화운
동 전면에서 하나님은 늘 빼놓고 있었습니다 대신 출옥성도로 이루. 
어진 고신의 진리 운동 내부에서 가장 진리에 강한 종으로 또 앞으
로 사용할 때를 위해 잠시 고요한 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고신이 . 
해방 후 한국 교회와 정통성을 두고 치열한 투쟁을 벌일 때 고신 안
에서는 고신을 고신되도록 만드는 진정한 신앙의 실체를 만들던 이
는 백영희였습니다. 

  고신의 전 지도부에 의하여 고신의 전면에 등장한 백영희② 

고신 안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진정한 고신인 이런 백영희  , 
가 되도록 가장 총력을 기울인 이가 주남선입니다 목사였고 지방 교. 
회 전체의 책임자였으며 고신의 지도부였고 이미 교계의 중심에 섰
던 주남선은 시골교회 집사에 지나지 않던 백영희를 자신이 초빙받
은 강단마다 대신 세우면서 고신의 보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상. 
동 주남선과 같은 출옥성도이며 전국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 
박인순 이인재 조수옥과 같은 이들이 교계적으로는 한참 후배가 되
는 백영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인순전도사님과 이인재목사. 
님의 경우는 보는 사람들이 지나치다 할 정도였습니다. 

해방 후 전국 규모의 뜨거운 신앙운동은 단연 고신에 있었고 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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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뜨거운 부흥은 백영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습니다. 
년 고신이 제거되기 이전 전국 많은 교회를 성령으로 불바다를 1950

만들었던 그는 년부터 고신이 총회에서 외부적으로 분리되는 과1952
정을 밟게 되자 총회측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전국의 많은 교회를 
고신측으로 돌려 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국적 . 
역할과 고신 지도부 출옥성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백영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신은 전도사에 지나지 않는 
그를 이후 교단적으로 제거하면서도 년이나 걸리게 됩니다5 . 

년 월 백영희는 고신 최고 지도부 명의 연명 초빙서를 받으  1952 7 7
며 부산 서부교회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고신이 낳은 또 하나의 유. 
명한 부흥사 김창인전도사님이 맡았던 교회였으나 그를 배척하여 교
회 분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맡아 수습할 사람은 고신 안에서 . 
단 한 사람 백영희밖에 없다는 지도부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부. 
산으로 오게 된 백영희는 여기에서 결국 고신의 가장 아픈 지적자가 
되고 고신으로서는 교권 유지를 위해 배제시킨 인물이 되며 한국 교
회사로서는 고신으로 옮겨진 한국교회의 정통성이 백영희에게로 다
시 이어지게 됩니다. 

고신 안에서 가지는 백영희 라는 의미  ' '③ 

고신은 늘 스스로 공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진리의 교회이지 교세  
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차지한 교회이지 사람이 많은 교. 
회가 아니었습니다 고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식이었으. 
며 동시에 고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해방 후 교계 투쟁 속에서 상대. 
방이 신사참배 범죄를 덮어버리자 진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포하
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소위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독자적으로 가졌. 
다는 순간부터 고신은 진리보다 교세 하나님보다 교단의 지도자들의 ,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보다는 어느 것이 교세에 유. 
리하냐는 것이 결정의 잣대가 되었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냐, 
는 것보다 어느 것이 지도부의 뜻이냐는 것으로 모든 결정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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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예가 예배당 소송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확보하기   . 
위해서는 성경까지 곡해시켰고 지도부가 교단법 절차를 통해 결정한 
이런 죄를 반대하는 것은 고신내에서는 오히려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고신의 탈선은 주남선목사님으로 이어오던 고신의 원래 정신인 
경건과 진리노선에 틀렸으니 고신 스스로 반대해야 하고 교단법 절, 
차로 결정했다면 그 법 절차 자체를 성경법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었
습니다 백영희는 교단 지도부 사람들을 봐서는 찬성을 하고  따라야 . 
하나 늘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반대를 했으니 경건이었고, 
교단적으로 교단법 절차를 밟았더라도 성경에 틀렸으면 교단법절차
도 고쳐야 하니 진리노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영희가 고신 안에서 . 
걸어간 길이고 결국 지도부 불복죄로 제거가 됩니다. 

백영희는 고신이 고신인 이유였던 경건과 진리노선의 대표적 인물  
이었고 그를 제거함은 고신이 고신을 제거함이었습니다 외형은 고신. 
이 붙들었고 고신의 진리운동은 백영희에게로 각각 나뉘어 내려오게 
되었으니 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듬해 년 고신1959 . 1960 , 
은 고신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폐기하고 자신들이 신사참배 죄인들로 
정죄하던 당시 장로교 총회 회중에 가입해 버리게 됩니다 이후 년. 2
만에 반대측과 통합했던 것이 범죄였다고 회개하면서 다시 분리하였
지만 이미 신앙노선적으로 고신은 완전 폐기 산화된 이후였습니다. 
명칭 싸움을 피하기 위해 백영희는 고신이라는 이름을 주워들지 않
았지만 이 건으로 인하여 진정한 고신은 백영희에게 있게 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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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란이 가지는 또 하나의 교회사적 의미  3. 6 25 ․

사건이 아니라 시대적 환란으로서의 신사참배 의미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사참배 환란은 훗날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지 않았던 단순한 환란이었는데 하나님은 한국 교
회사의 중심에 이 사건을 두고 외형적 교회사와 내면적 교회사를 따
로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신의 의미 그리고 고신내. , 
의 주남선의 경건의 의미 그리고 백영희로 이어지는 한국 교회의 진, 
리 노선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사참배가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옮기거나 혹은 정통 교회에서   
배제될 교회를 나눌 정도의 환란이었다는 것이 이 글의 시각이며 이
런 전제 하에서 고신과 백영희로 이어지는 한국 교회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참배라는 단일 사안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 . 
해석 또는 포화상태 이상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은 쉽
게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년을 지나면서 왜 굳이 . 100
신사참배라는 단일 환란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져야 하겠는가 라는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환란은 대환란으. 
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불리한 환란은 헤프닝으로 취급하는 것
은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관계를 계산하기 전 신앙 . 
본질적으로 그렇게 규정치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여야 할 것입
니다 이런 점에서 라는 사건은 신사참배라는 문제가 일반적으. 6 25․
로 흔히 있는 사건과는 달리 교회사를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마련된 사건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 . 6 25․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신사참배를 보며 우리는 그 환란의 성격을 확, 
연하게 규정할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교회사적 의미를 줄 수가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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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참배에 이어 에서도 패할 수밖에 없는 한국    2) 6 25․
교회     

환란에 대한 성경적 의미  ⑴ 

환란이란 현실을 어렵게 느끼는 개인의 감정을 기준으로 표현한   , 
것입니다 그러나 환란을 본질적으로 접근한다면 시련을 통한 시험이.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순물을 불로 태워 없애며 순금을 뽑아. 
내듯 인간적 요소를 태워 없애도록 하나님은 현실이란 용광로를 주
시고 마침내 순전한 믿음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환란의 성질입
니다 그리고 이런 연단의 기회는 기간이 주어지고 또 그 기간이 끝. 
나면 연단을 바로 했는지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키 위해 다른 환란이 
주어집니다 이런 환란을 시험이라고 하며 이 시험으로 개인은 개인 . 
신앙 판정을 받게 되고 교회는 교회의 신앙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사참배라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은 년 뒤 라는 환란에 의하여 그 5 6 25․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는 신사참배와 함께 고난의 강. 6 25․
도 년이란 시차 등의 외부 모습만 달랐을 뿐 그 환란들의 내용과 , 5
성격은 꼭 같았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신사참배로 확정된 한국 . 
교회사의 정통성을 가 한번 더 확인해 주고 확정 시켜 준 사건6 25․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환란은 그 성격과 내용을 이런 . 
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보충
적 또는 후속적 환란이라는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서 살피는 주안점입니다. 

신사참배와 두 환란에서 드러난 한국교회의 세상주의  6 25 ⑵ ․

신사참배는 계명을 지키느냐는 문제였지만 그것보다는 세상을 붙  2
들겠느냐 진리를 붙들겠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도 마찬가지였습. 6 25․
니다 선교 여년을 안팎으로 하여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그동안 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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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배웠던 신앙노선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 속에 진. 
정한 교인이 되었는가 교회라는 간판만 가지고 외형만 잡았을 뿐 속, 
은 여전히 세상인가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두 시험을 통해 한국 . 
교회는 두 번씩이나 세상을 잡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신사. 
참배에서 승리했던 이들도 다시 만난 환란 속에서는 패전하여 신사
참배 승리가 한 때의 승리였을 뿐 그들 속에 진정 세상을 버리고 말
씀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님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에서 또 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국 교회의   6.25
범죄 본질이 바로 세상주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주범이 뿌. 
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으로 표방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기마다 생사를 나누는 환란으로 그 교. 
회의 본질이 어느 것이었느냐는 것을 시험했고 그 뿌리가 세상에 있
던 한국 교회의 신앙 실패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즉 어느 시대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아주 간단한 시험문제로 한국  ,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 자라나갈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
시고 자라 나오다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교회냐 하는 갈림길
에서 세상을 택했습니다 교회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마지막. 
은 인간을 따르고 교회가 평소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다급하, 
면 세상을 챙기는 이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 
다면 한국 교회는 여년 역사 속에서 그 중반부에 신사참배와 100 6․
전쟁이라는 두 가지 환란이 겹치면서 확실하게 정통성의 소재를 25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전체 속에서 고신이라는 이름으로 . 
정통성은 한번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를 통해 다시 고신 속에서6.25
도 백영희목사님으로 신앙의 정통성이 확인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쟁을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은 고신에서 거의 없기 때문입니6 25 ․
다 전쟁에서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은 백목사님 신앙노선에 관. 6 25 ․
련 있는 주목사님 등 몇분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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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여준 신사참배 승리자들의 진정한 신앙 모습  3) 6 25․

  공산정권 하에서 보여준 신사참배 승리자들의 모습⑴ 

이미 교회의 정통성은 신사참배와 그 후 회개 운동을 통해서 고신  
교단으로 소재 파악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 
구원이라는 천주교와 달리 성경대로 믿는 우리는 한번 정통성을 가
졌다고 해도 다음 시험에서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음을 압니다. 

공산치하는 신사참배를 실패했던 이들에게는 재확인을 그리고 6 25 , ․
신사참배 승리자들에게는 그 승리의 의미를 재분류 재분석하고 있었
습니다. 

신사참배 승리를 신사참배라는 사건에서 승리한 이들이 있었습니  
다 이들에게는 신사참배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닥친 에. 6 25․
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신사참배 승리가 신사참배 승리로 끝나지 않. 
고 어떤 세상주의라도 교회 안에서는 배제시키고 오직 말씀에만 붙
들린 사람으로 신사참배를 이긴 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 
신사참배라는 모습과 고통을 가진 세상주의에게는 이겼으나 다른 고
통 다른 모습의 세상주의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 
후자의 경우는 어떤 모습 어떤 종류의 세상주의라도 세상주의라는 
자체가 교회에는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들이고 이들은 
신사참배를 세상주의의 일종으로 보았고 그래서 세상주의를 이긴 신
앙인들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신사참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급. 
박하고 현장 즉결 처분을 해버리는 공산주의 앞에서는 여지없이 실
패하였습니다 전란은 신사참배 승리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세상. 6 25․
주의 단절이 어떤 차원이며 어떤 의미라는 것을 분석해 보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상주의로 매진했던 고신 지도부의 행적  6 25 ⑵ ․

신사참배 실패자들의 진정한 실패시점은 해방 시점이 아니라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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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신사참배 승리자들의 승리가 진정한 신앙 승리의 본질을 . 
가졌느냐는 것은 해방 시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에서 확정6 25․
되어졌습니다 전란이 신사참배 실패자들이 주도한 지역을 완전. 6 25․
히 쓸고 가면서 아무리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도 신사참배 실패자들
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한 것같이 이후 고신 지도부의 행적은 , 6 25․
불신자들도 비난하고 알 수 있도록 교권일편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
다 신사참배의 승리가 세상주의를 본질적으로 승리했던 승리가 아니. 
었음을 를 통해 보이셨고 에서 나타난 고신의 실패는 6 25 , 6 25 6․ ․ ․
이후 교권을 위해 무한 투쟁으로 나가는 모습에서 고신의 주체도 25 

역시 세상주의였음을 확정적으로 보여준 표시판이었습니다 신사참배 . 
승리로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은 임시 보관이었
던 것입니다.

다시 나타난 신사참배 와 그후 신앙 행적에서           , 6 25⑶ ․
확인되는 한국 교회의 정통성     

일본 식민지 탄압 속에서 생사를 넘나든 종류는 비단 교회뿐이 아  
닙니다 독립을 위한 애국주의 공산혁명을 전제로 한 빨치산 항일운. , 
동 민족 자긍심에 근거한 한민족 제일주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 , 
움직인 정치주의 제국주의에 반대한 자연주의까지 그 종류는 다양합, 
니다 이들도 일본 식민지 탄압을 같은 고통 속에서 견디고 또 죽기. 
도 하였습니다 비록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은 되었지만 교회의 . , 
교권이 목적일 수도 있고 자신이 주장했던 설교의 언행일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모습은 훗날이 쉽게 알려줍니다. . 

는 신사참배 승리자들에게도 넘어갈 수 없는 환란임을 보였  6 25․
고 그들의 한계점을 보여준 는 신사참배의 본론일 수 있었습니, 6 25․
다 는 신사참배 승리자들의 등급을 분리하며 향후 한국 교회의 . 6 25․
촛대가 어디를 향할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끝나지 않았던 신사. 
참배였으니 는 다시 나타난 신사참배 환란이었습니다 해6 25 . 8 15 ․ ․
방으로서 신사참배가 끝나고 이때까지 승리한 이들은 다시는 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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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승리자인 줄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영원한 승리자
로 자임하는 실수를 했었고 끝나지 않았던 후편 환란이 엄습하여 성, 
급히 승리자로 착각했던 이들까지 전부 신사참배의 실질적 실패자로 
도장을 찍었던 사건이 바로 라고 하겠습니다6 25 .․

이 모든 과정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세상주의란 어떤 때 어떤   
강도로 어떤 모습으로 닥쳐와도 초월했던 이들이 손양원 주남선 백, , 
영희였습니다 손양원은 특수기관 목회자로 그 신앙의 계통이 전달되. 
지 않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전달되는 계통이 있다면 애양원교회에서 . 
분리 개척했던 손목사님의 사모님과 그를 따르는 몇몇 교인을 통해 
현재 백영희 신앙노선 교회로 소속하여 있습니다 주남선 역시 그 신. 
앙의 계대는 오직 백영희 신앙노선 교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법적으로 확인되는 정통성보다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촛대의 향방을 실질적으로 추적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6 25․
를 통해 확인되는 모든 신앙주의의 흐름은 백영희로 집적되고 있습
니다 또한 백영희의 이후 여년 여생의 걸음을 통해서 이는 . 6 25 40․
확인되고 있습니다 뿌리로 나무 종류를 알기는 어려우나 맺힌 열매. 
로 뿌리의 종류를 확인하기는 너무도 쉽다는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
다. 

한국 교회의 진로 방향 가지  4. 5

와 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  1) 6 25 1950․

  년대 년의 한국 교회 역사는 속에 묻었던 세상주의를 외부1950 10
로 마음껏 표출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란이 실질적. 6 25 ․
으로 전국을 휩쓸었던 것은 년 사이였습니다 개월 만에 1950-1951 . 3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를 역전시켰고 곧 다시 북한 전역을 손에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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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때가 그해 월이었습니다 이듬해 월 일 중공군의 참전으12 . 1 4
로 후퇴를 하게 되지만 그 전세는 개전초와 같이 그렇게 급박1 4 ․
하지 않았고 이미 개월 만에 극단에서 극단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6
문에 전쟁의 공포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휴전이 되는 것. 
은 년의 일이지만 년에는 이미 남한 내 교회는 전란1953 1951 6 25 ․
이라는 하나님의 전멸재앙을 급속히 잊고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에 신앙이 짓밟혔을 때는 회개의 모습이라도 있었습니다  . 
까지 겹쳐 유린당한 한국 교회는 이제 당당하게 직업전선으로 6 25․

나가는 여성과 같았습니다 전멸 재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를 . 6 25․
통하여 한국 교회는 회개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 
논리로 당당했습니다 잃은 것은 복구 불능의 신앙 정조였으며 가진 . 
것은 교권 투쟁 유일주의였습니다 전란이 육체의 생명을 휩쓰. 6 25 ․
는 정도는 아니겠다고 숨쉴 틈이 생기자 교회는 즉시 대속의 정조를 
팔아 세상을 거머쥐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에 .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 와중의 고신 제거  2) 

비록 초기 개전의 급박함은 지나갔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전  
쟁의 결과일 것인데 한 숨을 쉴 만한 여유가 생기자 아직도 전방에
서는 전란이 진행 중이었으나 한국 교회는 고신을 바로 제거시켜 버
렸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힘의 우위였습니다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 , . 
대의원 숫자에서 자기쪽 대의원의 숫자가 많았고 이미 쥐고 있던 교
권이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년 사이에 총회는 그 모든 절. 1951-1952
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신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 . 
사참배 때에도 기도로만 준비하고 승리했던 손양원 주남선과 같은 
사람도 있었으나 고신을 대표하는 한상동은 전국적인 조직 투쟁에 
힘을 썼던 이였습니다 환란 전에는 단체 교육을 시킬 때이지만 이미 . 
환란이 닥친 시점에는 평시 준비한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통과하는 
때입니다 자기가 준비한 기름을 나눠줄 시기가 아닙니다 신사참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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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서 활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된 나라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지하는 교회의 숫자를 넓히고 또 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부지런하게 활동한 결과 전국적 단. 
체인 총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했으나 경남노회라는 지방 차원에서
는 대의원의 숫자나 또 노회 지도부가 대부분 고신측이었기 때문에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총회측이 절대다수로 전. 
국적 세력을 결집하고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고신측을 성공적으로 
제거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해방 전에는 총독부에 의하여 제. 
거된 이들을 해방된 나라에서는 스스로 필요하여 다시 한번 제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반대하는 고신측도 하나님은 잊어버. 
리고 오로지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한 맞투쟁에 나섰습니다. 

총회측의 재 분열과 고신측과 통합  3) 

고신을 완전히 제거한 총회측은 년 성경을 부인하는 기장측을   1954
제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는 신신학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함께 하지 못할 이들과 . 6 25 ․
전란 중인 년 기간에 힘을 합해 고신을 상대하여 고신을 1950-1952
제거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장측 역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 
총회는 무난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년에는 총회가 두 개. 1959
로 나뉘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를 교리에 상관없이 통합하자는 기독. 
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통합측과 이것을 반대하는 총회측이었습니
다 고신이나 기장측을 제거할 때와 달리 거의 반반씩으로 세력이 나. 
뉘어졌고 따라서 그 충돌은 연일 세상 언론에 특필이 되고 있었습니
다 총회장소 내부에 경찰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서로가 교권 확보. . 
를 위해서는 갈 데까지 다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장로교는 전란 중에 기장으로 나갈 신신학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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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고신을 제거한 것이 모략적 처사가 되었고 장차 노선이 달라 , 
통합측으로 갈라질 세력과 합해서 기장을 제거했다는 결론이 도출되
고 있었습니다 통합측을 중심으로 본다면 고신을 제거하기 위해 신. 
신학인 기장을 이용한 뒤 제거하고 자신들의 주장인 교회 혼합 운동, 
의 반대세력과도 기장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합했다는 말이 됩니다.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신학적인 반대 세력 교회 노선의 반대 세, 
력과 힘을 합해 이질적인 요소들을 정리한 뒤 최종적으로 남은 가장 
큰 세력들은 정면충돌로 물고 뜯는 싸움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혈과 . 
육에 속한 전법으로 혈과 육이 좋아할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롭
게 처리 했다고 자평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확보한 것은 진리가 없어
진 교회의 재산과 주도권일 뿐이었습니다. 

  고신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제거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거저 억울하게 당했다면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래도 하나님
을 두려워하고 진리를 놓지 않으려던 노선이라는 말을 들을 뻔하였
습니다 실은 인간적 활동으로 제거 당하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썼으. 
나 역부족으로 포기를 했고 끌려 다니는 소수보다는 차라리 제거되, 
어 자신들만으로 일정한 담을 쌓고 독립하려고 했으니 역시 정치적 
계산일뿐이었습니다 이런 추론이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년. 1960
에 있었던 총회측과 합동이었습니다 고신과 고신을 제거했던 총회측. 
이 합하여 합동 이라는 이름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총회측은 ' ' . 
신사참배 회개 문제에 소극적이었음을 후회하고 또 고신을 제거했던 
일도 후회했습니다 고신을 제거한 후 기장의 신신학과 통합측의 기. 
독교 혼합주의와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총회측은 신
앙의 본질은 역시 고신측과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히게 됩니
다 외형만 보면 고신의 승리였습니다 억울하게 당했으나 교권으로 . . 
자신들을 제거했던 총회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확실한 모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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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라는 세상주의만 남은 한국 교회  4) 

고신과 총회측이 추진했던 양 교단 합동 의 실상  ' '⑴ 

양측의 교단 합동은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발표된 합의문과는   
다른 저의들이 있었습니다 합의문에 발표된 회개의 모습 속에는 이. 
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정치적 예단이 있었습니다. 

고신측에서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온 총회를 받아주는 형식을   
갖추게 되어 교단 내부의 자긍심을 챙기게 되고 동시에 독자적으로 , 
지나왔던 과거 년간 경남지방을 주로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10
하여 교세 싸움에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던 것을 총회측과 합동하면
서 전국적 세력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이점을 계산했습니다 또 동. 
시에 이런 욕심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동등한 통합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통합 후 총회측 내부에 심정적으로 고신. 
을 사모하던 이들을 그들과 같은 울타리 안에서 고신측으로 점령해 
나가고 그렇다면 결국 총회 전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빨치산적 계산
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총회측은 기장의 신신학에 이어 통합이라는 기독교 혼합주  
의를 제거하는 것은 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의 순수. 
성을 주장하지만 이런 논리는 년 전에 고신을 제거한 일이 있어 10
자기 모순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기장의 신신학과 통합의 기독교 혼. 
합주의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제거하거나 결별해야 될 사안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들과 합해 고신을 제거한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  
가 결국 교권 욕심이 동기가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이유를 적당? 
히 제조하여 죄목을 붙인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없. 
지 않는데다가 더 큰 현실적 문제는 통합측과의 분리 과정에서는 그 
세력이 팽팽하여 어느 쪽도 확실히 주도권을 쥘 수가 없었고 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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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력이 반반에 가. 
깝게 되므로 서로가 회원 확보를 위해 전국적 투쟁을 소리 없이 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신 기장을 제거할 때와는 위기감이 달. , 
랐습니다 결국 총회측은 고신이라는 세력이 신앙 본질상으로는 한 . 
뿌리였기 때문에 이들과 세력을 합하여 통합측을 교세로 제압하고 
또 신사참배 지지 세력이었다는 전과와 해방 후 교권 투쟁만을 벌였
다는 죄책감도 함께 해결하게 됩니다 물론 고신과는 교세로서는 비. 
교가 되지 않으나 고신이 가진 정통성만 회수하게 되면 결국 고신이
라는 작은 세력은 총회 내부에 합류되므로 와해 흡수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교권욕의 극치 고신과 총회의 합동과 재분열  , ⑵ 

양측은 이렇게 서로의 계산이 치밀했고 또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선 여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전되고 있었습니다. . 
결심이 서자 양측은 대표들을 파송하여 협상을 가지게 됩니다 가감. 
승제 계산에 빠른 두뇌들 또한 과거 생사를 걸고 싸웠던 일을 빨리 , 
잊을 수 있고 그 대신 웃는 낯으로 바꿀 수 있는 처세가들 겉으로는 , 
웃으나 속으로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양측의 사업가들이 만났고 서
로가 훗날을 계산하며 합의문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년 양측은 . 1960
그야말로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합동총회에서는 회개 하. , 
나님 진리 형제 사랑 모든 성경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년, , , ....  . 2
이 지나자 고신측의 예상이 빗나갔고 총회측의 예상이 정확하게 맞
아 떨어졌습니다 동등한 지분을 확보하고 총회측과 합동하게 되면 . 
고신의 우수한 영적 능력 앞에 총회측이 녹아 들어오게 되리라는 기
대는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총회측은 야산에 돌아다니던 먹. 
이감을 우리 안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했고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고
신을 안락사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진행되면 고신측은 뿌리까지 뽑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더 늦어질 수 없자 아무 명분 없이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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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직 입었던 옷까지 벗어던지고 다시 원위치로 환원할 수밖에 없
었습니다 제거된 고신과 총회가 합했다고 하여 교단이름이 합동 이 . ' '
되었고 재분열 되면서 되돌아갔다고 고신은 환원파 남은 측은 그, ' ' 
대로 합동측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총회측 또는 합동측이라' ' . , 
는 이름의 세력이 완승했습니다. 

고신은 합동 이전 경남지방에서 경북지방까지 일부 진출한 경우도   
있었으나 환원을 결정하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교권욕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잔류를 선언하게 됩니
다 고신은 참담했습니다 현저히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 . 
전부를 신사참배 죄인들로 낙인찍고 스스로 정통성을 가졌다고 했었
는데 이 정조까지도 잃었습니다 소속 교회를 적에게 많이 헌납한 , .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합동으로 인하여 장차 고신의 수많은 인재. 
들이 합동측으로 자진 월북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실제적으로 신앙
적으로는 분명히 고신적인 인물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합동측에 들
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고신은 한국 교단의 중소형급 교권 세력 중에 .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의 교권 투쟁과 핵분열의 공식  ⑶ 
 

년대 초반까지 여년간 계속된 한국 교회의 분열과 재결합  1960 10 , 
그리고 재분열은 신앙도 양심도 상식도 없이 교권욕만을 위해 정신  
없이 나가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국 교회의 중심이 세상주의였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상은 이후 한국 교회의 끝. 
없는 핵분열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교단 숫자는 전. 
문가조차도 그 계보 파악을 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몇 개의 . 
교단이 몇 개로 분열되고 있는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
문에 통계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정통을 주장하기 위해 대. '
한예수교장로회 라는 단일 간판을 사용하는 교단이 최소 여개 이' 100
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열과 재통합의 반복에는 늘 신학 문. 
제 신앙노선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였고 배후에서는 교권 분배 문제
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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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주의 한국 교회 속에서 출발하는 백영희의 개교회    5) 
주의     

고신에서 제거된 백영희의 신앙노선   ⑴ 

다시 년으로 되돌아 가서 고신이 총회에서 제거되는 과정을   1952
살펴 보겠습니다 년 고신이 총회측에서 제거되며 독자적인 교단. 1952
을 형성하자 총회측은 산하 교회의 모든 재산이 총회측에 있다는 주
장으로 고신측에게 모든 예배당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게 됩니
다 총회측과 고신측은 성경 논리와 교단 헌법 규정으로 논쟁이 시작. 
되었고 이어 폭력 강단 쟁탈 대문 폐쇄 등 실력행사로 대결하였으며 , 
마침내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세상 언론이 집중 . 
보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교단이 옳으냐는 것을 불신 판사. 
에게 판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회측은 먼저 소송을 시작했고 고신. 
측도 민사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다 뺏긴다는 현실적 문
제를 들어 응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측과 달리 고신내부에서는 재산을 다 빼앗겨도 성경이 명문으  
로 금한 세상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든 피고의 자격이든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 제일 선봉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 
행사하고 있는 이는 바로 백영희전도사였습니다 현 고신 최고 원로. 
인 남영환목사님이 이 일을 두고 자기 저서에서도 고신이 두고 두고 
후회할 인물로 백영희를 지목하였고 이런 백영희의 영향력은 고신의 
많은 지도층 인물들이 추종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 
고신은 백영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옳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
하였으나 당시 전도사라는 신분이었고 또 인간적 맞대응을 피하는 
그였기 때문에 교권으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백영희는 년 지도부의 명령 불복종을 죄목으로 하여 최종 제  1959
명됩니다 선지자는 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외치라는 사명을 다합. . 
니다 그러나 제거되어 소속 교회에 책임이 없게 되면 다시 주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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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서 나갈 길을 찾게 됩니다 백영희가 제거되자 곧 이어 박윤선도 . 
고신에서 제거됩니다 고신은 주일을 어긴 죄명으로 오늘까지 역사로 . 
기록하지만 박윤선 역시 신앙의 소신이 뚜렷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고신 지도부의 교권 행사에 늘 걸림이 되었습니다 교권에 방해가 되. 
는 인물이었고 결국은 제거의 순서를 밟게 되었습니다 고신으로서는  . 
박윤선이라는 신학의 보배를 스스로 방출하였고 신앙의 생명노선인 
백영희라는 인물을 스스로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백영희 신. 
앙노선이 한국 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백영희 신앙 노선의 성격  ⑵ 

백영희는 원래 신앙 시작부터 인간적 도움보다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인물입니다 굳이 인간적 모습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 
끼친 인물을 든다면 두말할 것 없이 주남선입니다 주남선의 신앙 계. 
열이며 주남선의 신앙을 그대로 잇는 수제자라고 표현한다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훗날의 신앙모습은 주남선의 신앙을 단순한 제자. 
로 이어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 
수평적으로 주남선과 백영희를 비교하자면 백영희가 가장 존경했던 
선배가 주남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심층 분석으로 주남선과 백영희를 비교하게 된다면 특별했  

던 백영희의 신앙세계에 유일하게 대입이 될 수 있는 이가 주남선이
며 이런 의미에서 주남선의 신앙은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백영희에
게 신앙의 유전인자를 전했던 신앙의 스승 위치에 확실하게 서게 됨
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고신 신앙의 생명은 주남선에게 있었고 . 
이 신앙의 생명성은 백영희를 통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 
대의 주남선과 이후의 백영희 신앙은 외면적으로는 단절된 점이 분
명하게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 신앙 성격을 연구해보면 한 신앙 뿌리
의 두 모습이며 그 두 모습은 각각에게 맡긴 현실이 달랐음으로 당
연히 맡겼던 모습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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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의 신앙노선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고신의   . 
주장이 하나님 중심이며 개신교의 노선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어찌 . 
하나님 중심의 노선에서 또 하나님 중심의 노선이 의미를 갖겠는가? 
개신교 역사 특히 장로교의 역사는 분명히 개혁의 초기 살아있었던 , 
하나님 중심의 실상은 없어지고 또 다른 천주교와 같이 그 제도와 
운영이 인간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시대와 같이 또 종교개혁 . 
초기와 같이 백영희의 신앙노선은 외부의 모습이 아주 다르게 나타
나고 있었습니다 개교회주의 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은 칼. ' ' . 
빈의 진정한 신앙노선이었으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개. 
교회주의를 인간 제도로 묶었던 것이 교회 세속화의 과정과 일치했
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극단의 모습이 한국 교회 분열상이었습니. 
다 교단 헌법에 의한 장로교 제도에 의한 분열이 끝없이 계속되고 .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장로교 헌법의 제일 제이 원리는 바로 개. , 
인과 교회의 독자적 신앙 양심 자유입니다 개교회주의여야 하고 개. 
교회주의가 아니고는 안되는 것이 성경이며 교회이며 역사입니다 이 . 
개교회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미 교회는 시간문제이지 세상 집
단과 꼭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란 바로 믿는 이에게 얼마든지 바로 믿을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주고 타락할 이에게는 얼마든지 타락하게 되는 노선입니다, . 
백영희는 개교회주의 노선에서 그가 가진 깨달음 그가 원하던 복음, 
운동 유일주의에 진력을 다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교권
에 의하여 제재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행정노선. 
상 개교회주의를 가졌기에 그에게는 또한 전적 은혜로 구원 얻는 개
신교의 절반 성취를 개인의 노력으로 건설해야 할 성화구원이 있음
을 체계적으로 밝혀 개신교의 남은 절반을 찾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 
정통성을 보관하게 되는 작은 범위에서 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 
를 움직이는 내부 요인 즉 교리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그 이름을 , 
칼빈에 이어질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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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계속 정립되어 가는 백영희의 개교회주의   1966-89⑶ 

년 이전 까지는 교계에 얽매여 자유하지 못했던 모든 제약을   1960
고신의 제명 이라는 징계로 풀게 되었고 이후 년 순교시까지 ' ' 1989
그는 성경 하나만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를 찾아 말세 교회가 나갈 
길을 교회 행정노선과 교리 교훈노선을 찾게 됩니다 년 세계 . 1960 , 
교회가 주일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교육 심리학적 체계와 운'
영 체계를 말씀 위주 로 바꾸어 주일학교는 세계 주일학교 교회사에 ' ' '
최대 최고의 모습으로 년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자 양성은 성경 1979 . 
독을 읽는 말씀 중심을 원칙으로 하고 신학은 최소한의 상식적 100

열람에서 그치게 하여 말세 지식절대주의 신학에서 교회의 신령함을 
지켰습니다 신학이 발전된 선진 기독교국의 신앙은 완전 사장되었음. 
이 그 증거이며 이렇게 개혁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곧 한국의 교
회도 신학 위주 목회자 양성 때문에 결국 학위가진 불신앙이 비과학
적인 성경을 무시하여 마침내 선진 기독교국들의 전철을 밟게 되리
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목회자의 시무 신임을 매 년마다 교인들에게 물어 세 정년이 아  2 70
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년 임기로 그만 두어야 하는 제도2
를 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망친다는 한국 1970 . 
교회의 일반적 관념은 발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의 제도입니다 이렇. 
게 성경 절대주의로 모든 원칙을 세워 나왔으나 오히려 교회와 교단
은 부흥이 되었으니 말씀과 부흥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신학계의 주, 
장은 세상주의가 된 교회가 할 말이고 부흥은 말씀과 함께 간다는 , 
주장이 신앙주의 교회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백영희 신앙노선에 대한 반론과 답변   6) 

교회의 모습 목회자의 정도 교리적 입장 한국 교회 정통성의 확  , , , 
인 등 모든 면에서 백영희 신앙노선은 어떤 반론도 잠재울 수 있는 
전통이며 정통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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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직 백영희 신앙노선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긴 적이 없습니
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는 적어도 보수교계에서는 한국 교회의 독. 
보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묻혀 살았기 때문. 
에 일반 교인들로는 주일학교 관련 소식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러나 보수계에서는 신학자 또는 교계적 인물들에게는 범접할 수 없
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공개적 표현은 자신들이 관련. 
된 교단과 교계적 입장 때문에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영희 신. 
앙노선이 이렇게 특별함을 주장하게 되면 년 백영희 사후 총공1990
회의 내분 사태는 역시 일반 한국교회의 한계범위를 보인 것이라고 
반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한 . 
결과입니다. 

백영희목사님 생전 여년 단일교단으로 내려온 총공회는 이런 한  40
국 교회사를 초월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 진리노선으로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목사님 사후 불과 년만에 개 공회로 나뉘어 . 10 5
있으며 비록 적지만 그 모습은 교단의 형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 
하나의 한국 교회 분열상이 적용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변명이라기보. 
다 정확한 역사 관점에서 본다면 여년간 한국 교회의 분열상에서 40
전혀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백영희 신앙노선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객관. 
적 증거입니다. 

또한 총공회의 분열상은 실은 한국교회 분열상의 축소판이며 적어  
도 한국 교회사적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일도 또 과격한 일도 아
닙니다. 

마지막으로 총공회는 그 교단의 노선이 개교회주의에 철저하기 때  
문에 실은 분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총공회를 장로. 
교 교단 중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교단으로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국교회 분열의 재판 또는 축소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교회주. 
의이기 때문에 실은 분열이라는 개념이 없는 신앙노선입니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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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왜 이런 개교회주의로 교단을 출발시켰을까 년대 년간의 ? 1950 10
한국 교회 분열사에 대하여 백영희는 교회의 행정노선은 개교회주'
의가 옳다 는 성경적 이유와 특히 한국 교회의 현장에서는 개교회' '
주의 가 아니고는 형태적 존립도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 
  
한국교회의 정통성은 이미 그 외부 모습에서까지 백영희의 신앙노  

선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정통성이 신사참배를 . 
통해 고신으로 고신의 세상주의 때문에 백영희의 총공회로 넘어오게 , 
되었음을 년대로부터 년대까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1930 1960 . 
면 총공회의 년대 이후 역사는 작게는 총공회의 신앙 역사가 될 1960
것이고 넓게는 한국 교회의 정통사가 될 것입니다 더 확대한다면 칼. 
빈 이후 개혁교는 또 다른 천주교의 모습으로 세상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던 바 초기 개혁교의 모습을 되찾고 오히려 그 , 
모습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다면 가져야 할 진정한 후기 개혁교의 
모습을 가진 것이 백영희의 총공회 신앙노선이니 세계 교회사의 관
점에서도 살펴볼 일입니다 이런 교회사적 의미로 나가게 되기 전 우. 
리는 백영희의 신앙 성격을 좀더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그의 신앙
을 단면으로 분석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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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적 성격  1.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장로교는 신앙의 순수성을 보수 한다는 면에' '
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총공회는 장로교 내부에서도 극보. 
수로 분류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초대교회의 순수 신앙적 모
습이 많다는 것이 교계의 평입니다. 
  
교회는 보수 와 발전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이상  ' ' ' ' 

으로 삼지만 이 둘은 병립된 경우가 실은 희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총공회는 보수적 신앙 모습을 유지하되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 
을 박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는 오히려 순수한 신앙적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역사 한다는 것을 세계 최대의 '
주일학교 운동 으로 증명하였습니다' . 
 
 

교리적으로는 정통교리를 단순하게 암기하여 반복하는 데만 그치  
지 않고 그동안 조직신학계가 잃어버렸던 중생된 영 을 찾게 되었' '
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은 몸과 함께 물질에 속한 것이며 . 
중생된 영 만이 영물임을 밝히게 되었고 그동안 신학계의 상식이었' '
던 이분설과 삼분설의 논쟁을 백영희 삼분론으로 요약하면서 칼빈 



이후 정체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 에 대한 교리를 확립할 수 있게 ' '
되었습니다 년대에 이미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었던 이 교리들은 . 1960
중생된 영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삼분론 등의 이름으로 교계에 ' ' ' ' ' ' 
알려졌고 전통의 신학만을 단순 반복하던 대부분의 장로교 교단에서, 
는 칼빈신학 과 다른 이설 이라는 이유로 이단 교리라는 평가까' ' ' ' ' ' 
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일부 신학자나 교계 . 
지도자들의 단정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물론 침례교 성결교 등 여
러 교단을 걸쳐 백영희목사님의 총공회 교리와 교훈은 광범위하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년 이후로는 거의 모든 교계 . 1980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보수 노선의 독보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
습니다. 

교리적 성격  2. 

  백영희신학 으로 명명될 상기의 교리들은 년 이후 더욱 가속' ' 1990
화되고 있는 생명공학의 가속적 발달 기존 신학 이론들의 한계 등에 , 
의하여 더욱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신과 인간의 기존 인식 선을 없애가며 진보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 특히 생명과학 앞에 현대의 신학은 신화 또는 전설적 , , 
교훈 수준으로까지 풀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영 또는 영혼으로만 . 
알았고 따라서 마음을 영물로 분류하던 신학 앞에 과학은 영 혹은 ' ' 
영혼 의 세계에 해당되는 마음 을 정신 차원의 심리학적 접근으' ' ' ' ' ' 
로 이미 해체를 시켰으며 곧 이어 사고 차원의 두뇌공학적 접근으, ' ' 
로 마음의 동작 원리와 구조까지 파악을 하였고 이제 유전공학이 마, 
음의 제작 설계도까지 해득하게 되는 입문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적 원리 이해에 이은 공과적 기술 접근은 이제 신학이 영적 이라' '
고 말한 영의 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장난할 수 있는 때가 되
었습니다.  



이런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기 이전 이미 마음은 영  
적 존재가 아닌 물질적 존재이며 인간에게 영적 존재는 영 이며 따, ' '
라서 인간은 이분론적으로는 영과 육 마음과 몸 삼분론적으로는 영( ), , 
마음 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교리가 백영희목사님에 의하여 , 1960
년대에 완전히 밝혀졌다는 사실은 그 신학적 의미를 깊게 합니다 생. 
명과 창조 등의 범주에 있어서는 전통 교리가 아직까지 혼동하고 있
는 인성의 구조 나 구원론 의 조직신학을 진일보 시킨 이런 교리들' ' ' '
은 오늘날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성경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해준다는 면에서 더욱 연구할 분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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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구원론 1 ( )救援論

 서  론. Ⅰ

     중생 후의 범죄는 오해하기 쉬운 구원관? ( )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 우리 정통 교회들은 지난 여년간 구원  , 500 ‘
론 에 대한 교리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 된 성도’ . ‘
는 죽을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
국을 간다 이 표현을 중심으로 정통의 구원론과 백영희의 보충된 .’ 
구원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구원을 받은 순서가 중생이 먼. 
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 하셨으면 
합니다.   

  
구원론 의 일반적 견해  1. ‘ ’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사실이 평범하고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쉽고도 간단하게 지나칠 구원관에 . 
대하여 성경 전체적으로 확실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실제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의문들을 가지게 
되어 신앙에 많은 손해들이 있게 됩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알고 . 
있는 이 구원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몇 가지 ,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 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 는 평범한 신앙관을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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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분석을 해봅시다.

예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주  1) : 
믿고 처음 구원 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2) : ‘ ’ 
중생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남  3) : 
성도 택한 자는 믿게 되고 믿은 사람은 불변의 천국 구원을 가짐 4) :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사는 수고와 노력은 생전에만 5) : 
천국 소망 세상에서는  본향인 천국 준비로 나그네로 6) : , 

7)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으로 산 것만 건설구원이 되어 성도의 천국 실력 : 
부르시면 세상 마치는 시간은 인간은 전혀 모름 8) : 
천국 간다 천국 영생  9) : 

구원론 에 관한 교리 문제들  2. ‘ ’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한마디   
한마디를 따져보라면 이렇게 깨닫고 또 알고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 
여기서 이제 신학의 노선들이 크게 나뉘고 또 신학적으로는 같은 입
장이라 해도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달리하는 문제들이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주인가  1) ?    

년 가을학기 감리교 계통 신학대학 학장 조직신학 교수 등이   1991 ,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는 주장을 하여 신학계가 찬반으로 대논‘ ’ 
쟁을 하였습니다 간판 좋은 신학자들은 대개 찬성이었고 비교적 무. , 
명의 신학자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도 예수님만이 구. 
주시라는 교리만 강하게 주장했을 뿐 예수님 믿음 외에는 누구든지 
다 지옥 간다는 주장은 선뜻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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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행 등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3:16, 4:12, 16:31 
구주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가  2) ? 

믿음 곧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주로 칼빈주의 신앙관  , 
이며 믿음 외에 인간 노력도 어떤 형태로든지 동존해야 한다는 주장, 
은 천주교와 감리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 갈 롬 등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음으로만 천국 갈   3:16, 2:16, 3:22 ‘ ’ 
수 있습니다. 
 

성도의 중생은 단번인가 반복인가 또 중생 된 것은     3) , ? 
무엇인가     ? 

  사람의 중생은 영원불변의 완전 중생인가 아니면 중생 후 다시 ? 
범죄 하여 죽을 수 있고 그 후 회개하면 또 중생하게 되는 반복적이, 
고 불완전한 중생인가 완전 중생을 주장하는 측은 믿고 중생 받은 ? 
사람은 다시 범죄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복 중생을 주장하는 . 
측은 회개하면 중생 또 범죄 하면 다시 죽음으로 반복하다가 최종 , 
임종시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며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지옥이라는 ,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히 요일 등의 말씀을 근거하여 중생은 단번에 중  7:27, 3:6-9 
생되고 중생은 그 자체가 완전과 영원이라는 것이 옳습니다.

 믿는 성도의 여생 신앙생활은 무엇이 기준인가 4) ? 

성도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살  . 
되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왜 지켜야 하느냐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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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논쟁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 지켜 살아야 한다는 주장과 . 
신약은 은혜시대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고 말씀을 지
키는 것은 저절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전자 의 주장 지킬 필요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하고   * ( ) : 前者
            또 다 지키라 하였겠는가?
후자 의 주장 전자의 주장은 율법주의며 중생한 사람은 믿   * ( ) : , 後者

음으로 구원은 받았고 신앙 생활은 본능적으                        
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어 있고 또 결과                        
적으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주장                       

마 약 등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도의 심신 성화에는 여  7:21, 2:14-26 
생 있는 힘 다하여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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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 Ⅱ

구원론 의 교리 연구  1. ‘ ’

범죄와 대속의 성경 역사 구원론 약사  1) - 

산 자로 창조  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 피
동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주격되는 영이 있고 . 
영의 소유격이 되는 육 즉 마음과 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영이 , . 
심신을 소유격으로 붙들어 하나님 안에 산 것이 에덴동산의 범죄 이
전 사람인 것입니다.  

범죄로 사망  ②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  ‘
녕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범죄 하자 바로 ’ 
죽었던가 범죄 후에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에덴동산에서 쫓겨? 
난 후에도 백여년을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9 . 
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이 끓어져 영이 죽는다는 말씀이었습
니다 범죄로 죽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사는 육의 생사를 말함이 아. 
니요 영의 생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범죄 즉시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 . 
것이 있으니 바로 육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범죄 하므로 하나님과 . 
하나 되어 심신을 움직이던 영이 죽어버렸으므로 범죄 한 사람은 하
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 즉 죄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격, . 
인 영이 죽었으므로 소유격인 심신만이 살아있는 것은 이미 뿌리에
서 끊어진 가지가 생명은 끝났고 다만 뿌리에 연결되었을 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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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던 그 흔적이요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말라죽는 것처럼 주격
인 영의 사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전히 활동이 멈추게 되는 
때가 있으니 그때가 육의 사망 곧 초상날인 것입니다 범죄 한 사람, . 
에게 는 이제 악령이 죽은 영을 대신해서 영이 움직이던 소유격 즉, , 
마음과 몸을 붙들고 육의 사망 때까지 하나님 없는 사망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속  ③ 

죄의 값은 사망 이니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범죄로 죽은   ‘ ’ . 
영을 살리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 을 치러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 ’ . 
없으므로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사람조차 
없었고 죄인을 위한 대속의 한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죄의 값, 
을 대신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원 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 
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의 중생  : ④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 ( 3:3)‘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인가 불신자는 성  ? 

도와 꼭 같은 마음과 몸을 가졌으나 영이 죽어있는 것이 다른 점입
니다 이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영 이니 중생은 죽은 . ‘ ’ ‘
영이 다시 살아남 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 믿음 만으로 단번’ . ‘ ’
에 이루어지며 한 번 중생된 영은 완전 중생 영원 중생 단번 중생, , , 
이므로 다시는 범죄치 않고 따라서 다시 죽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 
믿음으로 영이 중생된 사람은 천국 가는 기본구원은 절대적으로 확
정됩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 심신의 성화  : ⑤ 

사람의 주격인 영이 살아나면 이제 이 중생된 영이 아직까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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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있는 자기 심신을 여생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살려나가는 것입니
다 따라서 영의 중생과 달리 심신인 육은 중생 후 여생의 현실들을 . , 
통해서 의로 살면 심신의 요소들이 성화되고 죄로 살면 그 요소들은 ,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신의 . 
성화구원은 영의 중생처럼 단번 해결이 아닌 평생 노력이 필요한 것
입니다 따라서 행위로 수고한 심신의 성화는 천국 가는 성도의 영원. 
실력 문제이지 천국 가는 기본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서 간단하고도 중요한 교리가 도출됩니다 영의 중생은 한번 믿기만 . , 
하면 전적 은혜로 단번 완성이 되고 육의 성화는 말씀대로 사는 행, 
위로 일생 노력하여 이루는 중복 완성입니다.   

천국 영생 지옥 영멸  , ⑥ 

이제 주님 부르시는 때가 되면 중생된 성도는 차별 없는 기본구원  
으로 천국 영생 불신자는 지옥 영멸로 영원히 시작됩니다 성도의 , . 
천국 영생은 중생된 사람에게는 믿음만으로 해결됐고 다만 심신의 , 
평생 성화의 차이는 건설구원으로서 이는 기본구원 받아 천국 간 성, 
도들마다 각각 다르니 영원한 천국의 영광 활동 실력의 영원한 차, , 
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대략 살펴본 단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6
산 사람이 ㉮ 
범죄로 죽었으나     ㉯ 
예수님의 대속을 힘입어  ㉰ 
영은 믿음으로 단번 중생 육은 일생 노력으로 중복 성화를 이루  , ㉱ 
고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이 결정되나 성도는 중생으로 천  , ㉲ 
국 구원은 꼭 같고 성화의 차이는 천국의 영원한 차이로 영생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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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대속과 성도의 중생 기본구원  2) - 

대속과 중생의 성격  ⑴ 

죄로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중생되는 데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  
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이 단번 영원 온전 히 롬. , , ( 7:27-10:14, 6:10, 
유 이기 때문에 이 대속을 힘입어 중생하는 영도 단번 영원 온전3) , , 
한 중생으로 다시는 죄와 상관 없게 되고 또한 이 영의 중생은 누구
에게나 동등합니다.   

대속과 중생은 영원 히  - 7: 23-24    ① 

저희 제사장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
나니’ 

구약 제사 제도의 속죄는 그때뿐이요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한 대  
속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 . ‘
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 10:12 
이 영원한 대속임을 말씀한 것이며 절에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14 ‘ ’ 
니라고 했습니다.

대속과 중생은 온전 히  - 7:25-27 ②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  ‘

실 수 있으니’ 

구약 제사 제도의 속죄는 불완전한 것이나 예수님의 대속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직접 드려 완전 불변 대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완, . , 
전 대속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은 그 영이 완전 중생으로 
중생 되는 것이지 중생 후 또 다른 죄 문제로 다시 죽고 지옥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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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런 불완전한 중생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 ‘ ’ 
라 하신 히 의 말씀도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10:14 .    

대속과 중생은 단번 히  - 7:27③ 

저 대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 ·····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
라’  

예수님의 대속은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드려 이룬 단번 대속입니다  . 
따라서 영도 중생될 때에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 받은 것이요 , 
중복 대속이 아닙니다.       
히 에서도 명확하게 대속과 중생이 단번임을 말씀하고 계  10:10-14

시니 곧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 ’ 
함을 얻었노라 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10 ), ‘ ’ 
리시고 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12 ), ‘ ’ 
하셨느니라 절(14 )

대속과 중생은 동등 롬  - 3: 21 ④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  ‘ ’ 

나님의 의 즉 대속과 중생은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꼭 , 
같으니 이를 기본구원이라 합니다. 

대속받아 중생되는 방법 믿음  : ‘ ’⑵ 
 
범죄로 인간의 주격인 영은 죽었고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살아날   , 

수가 없고 객관의 존재가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 , 
몸을 입고 대속하였으니 이 대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 대속‘ ’ 
이 믿는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법칙‘ ’
을 세우셨으니 영이 중생되는 것은 아무 인간 노력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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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은혜요 인간은 거저 만들어진 대속을 저 위한 것으로 믿기만 ,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 가게 되는 기본구원. 
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도 또 하나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믿  . 

음 정도의 마음만이라도 움직여야 중생이 되는가 실은 그 믿음조차? 
도 성령이 주신 것이요 성령이 믿게 만드니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긴 
것이요 이런 깊은 내부를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믿는 믿음, 
을 가지니까 중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성도의 성화 건설구원  3) - 

대속과 성화의 성격  ⑴ 

택자를 범죄 타락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대속과 성도의 중생은 죄   , 
문제를 영원히 온전히 단번으로 또 누구에게나 동등으로 해결하였, , 
습니다 그렇다면 중생 후에도 범죄 하는 성도의 육 즉 심신의 범죄. ,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의 성화는 개별적 심신의 성화는 개별적    - 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육은 수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체입니  
다 따라서 단일체인 영과 달리 심신의 요소들은 해당된 현실에서 . , 
개별적으로 대속을 입어 개별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심신의 . , 
개별 요소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의 영원 완전 단번 대속이 살리는 , , 
것이므로 살아나는 개별 요소도 요소별로는 영원 완전 단번에 살아, , 
납니다.     
  

성도의 성화는 중복적 심신의 성화는 중복적   - ② 
 
영은 중생으로 두번 다시 범죄할 수 없으나 심신은 개별요소를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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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일생의 기간 동안 심신 자체가 죄로 살 수도 있고 의로 살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죄로 살고 의로 사는 데에 사용되었던 그 요소들. 
만은 영생과 영멸로 결정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신 자체와 소속한 지체들은 얼마나 죄에 쓰여 지고 의  , , 

에 쓰여 졌는가에 따라서 죄의 기능이 점점 자랄 수도 또 의의 기능, 
이 점점 자랄 수 있습니다 즉 심신 전체적으로는 일생의 전체 현실. 
을 통하여 중복적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는 건설적  ③ 
  
심신의 어떤 개별 요소가 한번 현실에서 대속으로 사는 데 쓰여   

지면 그 성화된 요소는 대속의 것이 되어져서 그 다음 현실에서 다
른 개별요소를 이 의로 사느냐 죄로 사느냐는 싸움이 생길 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화된 요소 의로 사는 현실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 , 
강한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별적 요소들도 전체. , 
로도 점점 건설되어 나가기 때문에 성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 ’ . 
성도가 한 번 현실에서 자기의 심신을 죄로 살게 하면 그때 요소가 
죄의 힘을 가진 기능이 되어져 그다음 현실이 닥칠 때 죄로 살도록 
더 큰 힘을 가지고 점점 건설되어 나갑니다. 

심신 성화의 방법 행위  : ‘ ’⑵ 
 
중생되기 전 사람은 주격인 영이 죽어있으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의 힘 예수님의 대속이 죽은 영을 살려놓은 . 
이상 나머지 심신을 살려내는 성화는 심신의 주격인 영이 앞장을 서
서 스스로 힘을 쓰게 하는 것이 인간을 유기적으로 기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산 영이라 해도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의 대. , 
속을 힘입음으로만 됩니다 영은 전적 은혜로 믿음만으로 되었으나 . ‘ ’ 
이제 산 주격을 가진 사람은 있는 힘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 
정도 힘을 쓸 것인가 앞서 가신 주님처럼 다 바쳐야 하는 것입니? 
다 즉 심신의 성화는 행위 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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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구원과 건설구원 4) 

구원론의 체계화 필요성  ⑴ 

삼위일체관의 확립   ①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체계화하여 깨닫고 있어야 악령의 어떤   
미혹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 
하기 전까지 여년 많은 성도와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300 . 
러나 삼위일체 교리를 체계화한 다음에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관에 대
한 이단들이 어떤 면으로 미혹을 해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신인양성일위관의 확립   ② 

로마 박해가 끝난 뒤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구주관 을   ‘ ’
체계화한 주후 년 칼세돈공회 때까지 세계의 성도와 교회들에는 451
큰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양성이 일. ‘ , 
위 라는 교리를 체계화한 다음에는 오늘날까지 예수님관 에 관한 어’ ‘ ’
떤 종류의 이단들이 나와도 다 방파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론 확립의 필요성   ③ 

중세기 여년 세계의 성도와 교회의 혼란은 선행 으로 천국 간  1000 ‘ ’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교리가 무슨 큰 영향을 끼치겠는가 그러. ? 
나 이 교리가 교황 절대권 교황의 성경 해석권과 어우러져 교황이 , 
해석한 대로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선행 구원관
이 되어 세계의 교인들을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성당 짓는 데 연보 . 
안 하면 지옥 간다는 협박이 그대로 중세기 교인들에게 인식되어져 
천국 가기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교회가 시키는 것을 해야 했고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구원에 대한 믿음은 확신 없이 흔들렸습니다. 
때문에 의심 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 건설구원면으로 힘써 나



134 제 편 총공회의 주요 교리  2!

가는 모든 신앙을 다 막아버렸던 것이 바로 이 기본구원관의 탈선에
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깨달아 담대히 증거한 종교개혁은   
그야말로 중세 천년 악령에게 사로잡힌 천하의 성도를 해방시킨 일1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 때 믿음만으로 얻는 기본구원 만 . ‘ "
확립하고 구원얻은 성도의 평생 힘쓸 건설구원 에 대한 교리는 기본’
구원 교리 투쟁에 묻혀 버렸습니다 따라서 구원관 전체가 체계화 되. 
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신앙의 혼동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컨데 천주교는 믿음만으로 얻는 천국 구원을 행함으로 얻는 줄   , 

알고 혼동하여 이단이 되어 버렸고 그 후 개혁교는 행함으로 얻는 , 
천국 성도들의 평생 힘쓸 건설구원을 믿음만 가지면 자연히 이루어
지는 줄 오해함으로 심신 성화면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따. 
라서 기본구원 교리를 확립치 않으면 이단이 나오고 건설구원의 교, 
리를 확립치 않으면 신앙에 많은 손해가 있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구원론에 대한 이단 교리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 대한 정리  ⑵ 

구원론 체계화에 관련된 성구  ①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   ㉮ 

갈 롬 요 행 등으로 대표되는 성구들에  2:16, 3:20, 4:1-3, 3:16, 16:31 
서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  ㉯ 

마 막 약 등에서는 행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  7:21, 10:17-31, 2:14-26 
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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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 후 범죄 않는 성도   ㉰ 

롬 요일 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 중생된 성도는   8:1, 3: 6-9, 5:18 ,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상관도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
니다.

중생 후 범죄 하는 성도   ㉱ 

계 요 등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 믿은 후에도 제자들 성  2:5, 18:27 , 
도들이 범죄 했습니다. 

구원론 해결의 열쇠 삼분론    , ②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된 육이 있고 또 육의 주격인 영이 있습  , ① 
니다 살전 히 은 범죄로 단번에 죽었고 단번 중생으로 살아. 5:23, 4:12
나고 이후 다시는 죄와는 상관없는 것은 영이요 범죄로 하나님과의 , 
연결은 끊어졌으나 일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육인 몸과 마음입니다 따라서 중생된 영은 다시는 범죄치 않고 죄. , 
와는 상관도 없습니다 즉 앞에서 분류한 성구들 중에서 믿음만. , ㉮ 
으로 얻는 구원과 중생 후 범죄 않는 성구는 영에 대한 것이요 ㉰ 
행위로 얻는 구원과 중생 후 범죄 하는 성구는 심신인 육에 , ㉯ ㉱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의 영에 대한 깨달음이 어두움에 있던   , ② 
시대에서는 우선 사람이 제일 외부로도 느낄 수 있는 몸과 마음만이 , 
사람의 전부로 알고 구원관의 성구를 대하였으니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주격 범죄로 단번에 즉시 죽은 영을 성경에서 찾. , 
아 그 다음 구원관을 대하면 기본구원은 영 기본구원의 터 위에 평, 
생 건설하기 위하여 힘쓸 건설구원은 심신에 해당된 것으로 쉽게 밝
혀지면서 동시에 구원관에 대한 모순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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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삼분론 교리에서 사람의 주격인 영을 찾고 구원을 성경의   , ③ 
성구들에서 모순 관계가 아니라 조화 혹은 단일의 진리로 찾아보면 
전 성경 해석에 난해절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마치 삼위일체. 
교리나 신인양성일위 교리로서 신관과 구주관에 혼탁했던 교회와 성
도들을 확고한 진리 위에 세웠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범죄와 중생에 대한 성구 연구  2. 

열 처녀 비유 마  1) - 25:1-13

본문소개  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혼인준비가 있습니다, . 
신랑이 밤중에 오게 되었습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구원 성패가 결정 되었습니다

본문교훈  ⑵ 

평소에 깨어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 는 것을 가르‘ ’
칩니다. 

성구연구  ⑶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누구를 말하는가  ?①  

둘 다 성도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인간 노력인   . 
준비 와 준비 못함 뿐입니다 인간 노력의 차이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 ’ ‘ ’ . 
것은 심신성화 문제요 영의 중생 기본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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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치 않아도 천국을 간다    , ② 
는 말인가      ? 

천국 가는 것은 전적 은혜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  , . 
간 노력 인간 행위로써 천국 구원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 없이도 천국을 갈수 있다면      ③ 
누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겠는가     ?

천국에 가는 것은 믿기만 하면 믿음 으로 가는 것이나 천국의 영  ‘ ’
원한 영광 실력 활동의 차이가 지극하기 때문에 성도가 힘쓰는 것, , 
은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썩을 수십 년의 실력 돈벌이 대우 명예 . , , , 
차이 때문에도 여년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온갖 노력20
을 다하는데 만일 천국에서는 수십년이 아니라 영원히 측량 못할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찌 힘쓰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구원 얻은 성도라는 것은 어떤 성구를 근     ④ 
거하는가     ? 

중생은 단번 영원 완전 중생이므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심신의   , , 
성패는 다를지라도 한 번 중생된 사람의 천국 구원은 변할 수 없습
니다 미련한 처녀들도 다음과 같은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 . 
예를 든 것은 중생된 성도들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성㉮ 성경에는 교회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려고 혼인 준 : 
비하는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 주님의 . , 
신부 주님과 하나 될 자격인 처녀는 오직 대속 받아 중생된 성도뿐, 
입니다. 
등㉯ 성도는 하나님과 진리에 암흑인 세상에 불을 밝히는 등의  : 

직분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이는 중생된 성도만의 직분입니다, . . 
등불㉰ 비록 꺼져가는 불이지만 등불이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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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한 순간 한 번의 빛이라도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습, 
니다. 
주님 고대㉱ 불신자는 주님을 알 수도 고대할 수도 없습니다 열  : , . 

처녀가 꼭 같이 주님을 고대하는 것은 중생된 성도기 때문입니다. 
준비 부족㉲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실패는 준비 부족 곧 행위의  : , 

부족일 뿐입니다 중생한 성도가 행위에 부족한 이 면 때문에 지옥 . 
간다면 주님이 명하신 네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여기에 부족, ‘ , ····· .’ 
하지 않을 성도가 있겠습니까 준비의 차이는 천국의 실력 차이일 ? 
뿐이요 천국 들어가는 중생은 준비 신앙의 차이에는 상관이 없는 , ,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⑤   

그때에 천국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내가   ‘ ’, ‘ ’, ‘ ’,  ‘ ’, ‘
너희를 알지 못 하느니라 이런 성구를 생각해볼 때 열 처녀 비유는 ’ 
재림할 말세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뉘게 되는 교훈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는 주님 만나는 때 주님과 하나 되는 때입니다 : ‘ ’ , . 24
장 예수님 재림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맥 다음에 그때에 라고 했으니 이를 재림 때에 있을 일로만 생각‘ ’
하기 쉽습니다 여기 장과 장의 재림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 즉 . 24 25 , 
성도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때 하. , 
나되는 때는 
첫째 역사 세계의 마지막이 되는 우주 종말이 있고 , 
둘째 개인의 마지막이 되는 개인 종말이 있고 , 
세째 우주 종말 개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한 사건 사건적으로 현실, , 
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통과하느냐가 결정되는 사건 종말이 있
습니다. 

만일 본문의 이때를 단순히 우주 종말로만 보고 이 장을 해  ‘ ’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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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면 이 성구는 이천년 신약 성도 중에서 재림 당시에 살아있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성구가 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직, 
접 가르치신 제자들부터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과는 무관하게 
되니 이는 잘못입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사건적으로는 주후 칠. 
십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도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현실 현실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버
려두시기도 합니다. 

천국㉯ 천국 은 주님과 하나 된 곳입니다 : ‘ ’ . 
열 처녀들의 성패가 천국 간 성도와 지옥 간 불신자를 말하는 큰 근
거로 이 비유를 천국 으로 명시한 성구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
그러나 성경의 천국은  
첫째 육체 죽음을 통하여 가는 영계의 영원한 천국의 실존 세계가 : 
있고 
둘째 주님과 하나 된 그때 그 현실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입니다 : , 
눅 따라서 열 처녀 비유의 그때에 천국 은 주님 만나 하나 ( 17:21). , ‘ ’
되는 현실과 개인 혹은 우주 종말로 주님 만나 영원히 하나로 사는 , 
천국 두가지 중에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의 성패가 결정된 것을 
보아서 이는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심신 구원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
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에 들어간 것은 성도 자체는 우주 종말에 : ‘ ’ , 
그리고 심신의 요소요소는 해당된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주님과 연결
되고 안될 수도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하신 것은 구원의 기회는 한 번 : ‘ ’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중생하여 천국갈 수 있는 . 
것은 개인적으로든지 우주적으로든지 세상 생전에서만 할 수 있는 , 
일입니다 한 번 세상 종말이 되면 다시는 중생 즉 천국 갈 준비는 . , 
없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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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도의 심신 성화의 기회도 한 전체적으로는 살아생전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요 개별 요소들은 그 요소들의 해당된 현실 또, 
는 사건에서 두 번 없는 결정이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요소가 되. 
느냐 영원히 주님과 상관없는 요소가 되느냐 문은 닫히고 다시는 ?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 ‘ ’,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상대가 너희 들이니 개인이나 우주 종말 때는 ‘ ’
성도 자체들을 가리킴이요 사건적 종말 각 현실 종말에는 심신의 요, 
소들을 가리킴입니다 성도가 어느 현실에서 범죄 하였다면 그때 쓰. 
인 심신의 요소는 주님의 대속을 힘입지 않았으니 주님이 모른다 하
신 것입니다. 

㉳ 너희 성경에 너희 는 전인 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요 : ‘ ’ ‘ ’ , 
사람을 마음 따로 몸 따로 영 따로 떼서 말하면 이미 그 한 요소들, , 
만으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
다 그러나 영이 죽은 심신만의 인간을 육체가 되었다고 창 장에서 . 6
말씀하고 있는 데 인간을 인간의 전체 요소 중에서 그 일부가 되는 , 
육체 라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 으로 표현한 예가 되고 반면에 롬 장‘ ’ ‘ ’ , 7
에서는 비울이라는 사람 하나 안에 두 자기가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열 처녀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에서 .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도 가르치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속의 한 요소요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 
씀의 작용이 이렇게 전인 으로서의 한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 )全人
동시에 한 사람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적용이 도
이질 때 말씀은 그 깊이를 한 없이 더하게 되고 또 믿은 사람도 신, 
앙생활을 도매금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구원론으로 다시 종합해 본 열 처녀 비유   ⑥ 
 
  열 처녀 비유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준비로만 된다는 것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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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친 교훈입니다 노력하여 준비한 사람은 주님을 맞이했고 노력하. , 
지 않고 게을렀던 사람은 주님에게 배척당한 사실을 가르쳤으니 이
는 중생한 성도냐 불신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생한 성도로서 자, 
신이 힘써 이룰 심신의 성화 면을 말한 성구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 마 막 열 처녀 비유 참    2) - 19:16-30, 10:17-31(
고                  )

본문 소개  ⑴ 

어떤 부자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 방법을   ‘ ?’ ․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이 
계명들을 지키고        1. 
있는 것을 다 팔아   2. 
가난한 자에게 주고   3.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라고 했습니다4. .    

이 말씀을 인하여 그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예수님은 하나님  ․
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반문  ‘ ’ ․
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금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  , , , , , , ․
토를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 

본문 내용  ⑵ 
  
영생의 천국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자신에게 특별히 해당된 
하나님의 개별 명령까지도 다 지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친 본문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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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연구  ⑶ 

  ①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의 첫째 법은 계명들을 지키라 는 것이니 ‘ ’ ,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는 말씀( 2:16)
과 모순 됩니다 따라서 영이 중생되는 기본구원을 말함이 아니라 심. 
신의 성화구원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②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의 둘째 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개별적 
으로 요구하는 명령까지 다해야 구원을 얻는다 했으므로 전적 은혜
로 얻는 중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심신의 성화구원을 가르친 말씀입
니다. 

  ③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중
생뿐 아니라 심신의 성화구원도 인간 단독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
니다. 

  ④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내세에 영생을 꼭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함을 말했으니 믿음으로만 얻는 중생구원을 말
함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심신의 각 요소들의 성화구원면을 말한 
것입니다. 

  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는 말씀으로  ‘ ’
부자 청년에 때문에 오고간 대화의 마지막을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 
구원 영생 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면으로만 본다면 나중 된 자는 ‘ ’,  ‘ ’
지옥 갔다고 결론 나게 됩니다 구원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뉘. 
게 되는 것이지 먼저 되고 나중 되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심
신의 성화면을 말씀한 것입니다 심신은 얼마나 많은 현실에서 얼마. 
나 자기의 심신에 요소들을 살렸느냐에 따라서 앞서고 뒤서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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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선지자 마  3) - 7:15-27

본문 소개 두 종류의 신앙  : ⑴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구원에   . 
실패한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자들 입니다 이 두 종. 
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 한 내용으로만 분류했습. 
니다. 

 구원 실패 ① 거짓 선지자들 노략질하는 이리 나쁜 열매를 맺 : , , 
는 못된 나무 찍혀서 불에 던질 나무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 천, , , 
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불법을 행한 자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 , 
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구원 성공②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아버지의 뜻대 : , 
로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 

본문 교훈  ⑵ 

말로만 주님을 부르고 불법으로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구 연구  ⑶ 

본문의 구원 관련 성구  ① 
  
본문 중 다음 성구들은 이 성구가 구원에 직접 관계된 성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현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 . 
한자로 구별하고 있는 성구들입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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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 21 ‘ ····· .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 23 ‘ ’ 

본문의 구원 근거  ② 

이 본문은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에 관련된 성구인데 문제  , 
는 그 근거 가 무었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 ’ . 
구원을 얻지 못 한 사람과 어떤 면이 달랐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 
맺었느냐 나쁜 열매를 맺었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불법을 행, , , 
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이것이 달랐, , ? 
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구원 얻는 자와 얻지 못 한 자의 차이는 예. , 
수님의 대속이 근거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구원 여부는 전적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는 중생의 , 
기본구원 문제가 아니라 행함으로 심신의 요소들을 살려나가는 성화, 
구원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마  4) ( ) - :5:17-20義

본문 소개  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  ․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지켜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  , ․

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교훈   ⑵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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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 연구  ⑶ 

절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구원 여부는   20 ‘ ’ ① 
말씀대로 행했느냐 하는 행위구원 문제이므로 본문의 구원은 심신의 
성화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절에서 천국 구원을 받은 자도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가   19 ‘ , ② 
있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 ‘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롬 말씀과 반대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 3:22 . 
도의 심신 성화 차이를 말씀하신 성구입니다. 

계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  22:19 ‘③ 
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성구 역시 본문에 연결시켜 볼 때 거룩한 .’ ‘
성 에 참예 여부는 심신요소의 성화 여부입니다’ .  

신앙 실제에 적용  3. 

  신사참배가 하나의 국가 의례라고 제 회 조선장로교총회는 결의27
했습니다 죄가 되는 줄 알지만 무서워서 찬성한 사람 물 만난 고기 . , 
처럼 앞장서서 찬성한 사람 여러 형편이 있었겠지만 신사참배가 년, 6
간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습관이 되어져 양심에 큰 가책도 없
이 으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방되기 전 많은 종들이 죽었습니. 
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종들은 제 계명을 어기고 귀신에게 절하면 . 2
지옥 간다고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를 앞장서. 
서 하다가 회개할 기회 없이 사고를 만나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다
면 이런 사람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문제에 실패한 종들? 
이 해방 전 계명에 대한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면 그들은 천국을 갔2
겠는가 지옥을 갔겠는가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 , ? 
신앙 현실에서 수도 없이 마주치는 숙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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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을 어기고 관광 가다가 차가 굴러 즉사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  . 
국에 가겠는가 이 문제를 두고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어떻게 ? 
가르치고 있습니까? 

구원론에 대한 오해의 해독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 좌우로 치우  
치게 됩니다. 

좌로 치우친 주장  ①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구원은   ? 
죄지으면 영이죽고 회개하면 다시 영이 살고 평생 중복하다가 마  

지막 죽을 때 회개한 사람은 천국 회개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주, 
장하는 설은 대개 성도들의 신앙 실제를 살펴볼 때 하루 생활 중 과
연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며 얼마만큼 말씀 없이 자기대로 살고 있겠, 
는가 아마 하루의 정도만 말씀대로 살아도 평균 이상의 신앙? 1/10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도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자기 일. 
상생활 속에 얼마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보자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잘못된 수많은 사소한 죄 탐심 시기 미움 원망 음심 만일 교, , , , , ····· 
통사고를 만나 죽은 성도가 있다면 과연 그가 순간적으로 맞은 죽음
에서 회개하고 깨끗한 말씀대로의 상태에서 끝이 났겠는가 아니면 ,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 순간적으로 휩싸여 죽었겠는가 그가 죽는 그 , ? 
순간 직전까지 평범하게 지니고 있던 모르는 사소한 실수 죄 잘못, , 
들을 과연 그 순간적으로 맞은 죽음에서 전부 회개하고 갔겠는가? 
수치로 계산할 바는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믿는 성도 명 중에 과100
연 몇이겠는가?   

모르고 지은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닌가 엡 허물 과 죄로   ? 2:1 -  ‘ ’
죽었다고 하신 허물이 바로 구약에는 속건제로 해결할 사망의 죄요,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이 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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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 치우친 사람  ② 

중생된 성도는 완전이니 죄도 짓지 않고 신앙에 힘쓸 필요가 없다  
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완전주의 교훈을 가진 교회들과 교인. ' ' 
들이 흔히 가지게 되는 신앙 태도들입니다 천주교가 인간 노력으로 . 
구원 받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타락했으므로 종교개혁의 초, 
기에는 전적 은혜 만을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행위 노력과 구원과' ' , 
는 별개의 것 상관없는 것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이 주장을 가지는 교회와 교인들은 천국 구원의 확신에는 장점을   

가졌지만 천국의 구원을 받아가진 성도의 남은 여생에 힘써 이룰 심, 
신의 성화구원에서는 안일케 되어 신앙 전진에 큰 해독을 가질 수밖
에 없는 것입니다.

백영희 구원론의 필요성    ③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현재의 기독교를 외부 조직과 활동면을 보
면서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서슴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 
가르치는 구원관을 바로 보지 못하고 기본구원 건설구원의 양면을 , 
새겨보지 않음으로 현재의 교회와 교인들은 교훈 면에서 많은 혼동' '
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관의 혼동에서 오는 신앙의 혼란은 결국 . 
그 시대 전체 교회와 교인의 신앙노선 전체의 혼란이 되고 마는 것
이니 구원관 의 각도에서 오늘의 교회를 깊이 새겨보는 것이 필요 '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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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간 사람 사이의 차이   4. 

     성구를 중심으로 천국의 차이를 말씀하는 성경들

마 천국에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1) 5:19-20, .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
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말씀대로 혹 행동 했다    
할 또 지켜진 결과가 있을지라도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꼭 지키도록 말씀하신 명령은 신구약에 다 있. 
습니다 그 중에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폐하여져서 전혀 상관없. 
는 말씀으로 알기 쉽습니다 구약의 날과 절기 그리고 먹고 마시는 . 
여러 명령들이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신약시대에서 지켜질 필요가 없는 것인가  ? 

그렇다면 왜 구약성경을 오늘 신약에도 우리의 성경말씀으로 일점일
획도 가감 없는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가 또는 구약교회는 이 말씀? 
을 지켰더라는 역사적 전시물로 가지고 있는가?
  
구약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으로 전해 주신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날과 절기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행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안에 있는 실체 구약에는 . , 
모양부터 지키라고 주셨고 신약에는 그 모양에서 그 모양 안에 감추
어 주신 내용을 지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하여졌다. 
는 말씀도 맞고 율법은 일 점 일획이라도 다 이루리라는 말씀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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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왜 쪽발에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성도의 양식 되어야 하는. 
가 쪽발이 무엇이며 새김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낸 성도에게는 그 말? 
씀대로 산 큰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에게는 그 부분의 
복이 삭감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작고 큰 문제로 나타날 것이 마 본문에 기록되어   :19-20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고 . 
난 이후 평생 닥치는 현실 순간마다 말씀대로 살면서 통과할 수도 , 
있고 말씀을 버리고 통과할 수도 있으니 그 양의 차이는 천국을 가
고 말고 하는 구원의 차이가 아니며 이 차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 
는 모든 성도들이 예를 들면 꼭 같은 모습 꼭 같은 실력 꼭 같은 , , 
영광이 아니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란 죄가 없어 천국이며 사망이 없어 천국이며 악령이 없어   

천국이며 천군과 천사와 영계의 영원한 존재들이 있어 천국이라는 
말이지 천국에는 차이가 없어 천국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천국에, . 
도 차이 가 있다는 말 때문에 이상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있겠지만 ‘ ’
세상의 차이는 차별이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함으로 생기는 
작은 자들의 고통 불평 큰 자들의 과분한 권세 등으로 나타나기 때, , 
문에 차이는 바로 차별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차이는 서로가 땅에서 . 
준비한 그대로 공평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가 있어 갚음을 받기 때문
에 과대망상도 없고 과소비도 없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 
위치와 역할에서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날을 소망하고 세상에서, 
부터 열심히 준비한 자들이기 때문에 큰 자가 된 그들은 마음껏 작
은 자를 섬길 수 있으니 이런 차이가 존재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또 작은 자들은 세상에서 허송 유기했던 모든 기회들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작음을 긍휼히 여겨 기쁨으로 섬겨주는  , 
작은 그리스도 많은 그리스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 
자신들을 섬겨주는 큰 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자신들의 부족함에 , 
자신들을 지나치게 높여 주는 것이 황감하여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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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따라서 이 땅위에서의 차이의 본질을 천국으로 그대로 적용하. 
여 생기는 오해이지 천국의 차이를 천국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전
혀 문제될 것이 없을 뿐더러 천국은 차이가 있어야 천국이며 천국은 , 
차이가 있어야 공평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천국 가  
게 될 성도들이 말씀을 어겨 살았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해당되어 , 
움직여진 행위 그 행위를 할 때 사용된 모든 에너지 등등은 다 지옥, 
에 폐기하게 될 것인데 그 당시 자기가 어려워도 유혹과 어려움을 , 
이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폐기될 그 재료들 즉 그 에너지 그 행, , 
위 그 순간에 관련된 모든 생애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자신의 소유, 
물 자신의 기능 자신의 치장이 되었을 것들입니다, , . 
  
즉 천국 구원에 대한 이해를 평생에 있어 한번 중생된 사건으로 일 , 
도양단하여 택자와 불택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으로만 구분, 
하여 성경 성구 전체를 적용시키는 인식 때문에 믿은 후 평생 노력, 
할 많은 말씀들 실은 성경 거의가 해당되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도, 
매금으로 간과하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자기 범위도 차이   2) 6:19-20, 
가 있습니다     . 

 만일 모든 성경을 차분하게 살펴본다면 위에서 설명한 여러 대표 
적인 성구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 
록까지 거의 모든 성경이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성경은 말로만이 아
니라 실제로도 무한한 진리라는 사실이 실감될 것입니다 이제 간단. 
하게 한 두 성구만 예로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앞에서 살펴 . 
본 바와 같이 하여 각자가 해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인 마 에서. 6:19-20
는 누구든 자기만의 보배로운 것은 있기 마련이며 그 보배로운 것을 
땅에서 허비하느냐 말씀대로 살아 하늘의 영원한 씨로 심느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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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천국에 간 성도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전 상을 받고 갈 천국과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눈     3) 3:10-15, 
성구가 아닙니다     .

 예수 그리스도에 터를 잡고 각자가 건축을 하고 있는 여기의 사람 
들은 전부가 택자이며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건축으로 . 
비유한 것입니다 이 성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택자와 불택자에 . 
대한 구별을 가르치는 성구가 아니라 믿은 우리가 걸어 갈 두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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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론 의 교회사적 의의 . ‘ ’Ⅲ

      정통 구원론의 완성적 의미 

교리 정리의 필요성  1. 

정리되지 않은 교리 정리된 교리  1) , 
 
  큰 범위의 교리로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논리적인 정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옳고 바른 교리를 한 곳에 모아 놓으면 서. 
로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실은 서로가 모순 되는 것이 아닌데 모아 . 
놓고 정리하는 사람이 배열을 잘못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체가 파악되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 교리가 간단해지고 쉬워집, 
니다. 

삼위일체 교리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한 분임은 틀림이 없고 예  , 
수님과 성령님도 참 하나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 
있던 분들이 성경과 인간적 설명을 뒤섞어 수도 없이 주장을 하였지
만 구구절절이 말은 맞는데 마지막은 자기 논리의 모순이었습니다, .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결국 예
수님이 의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든지 1/3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교리입니  

다 그러나 삼위일체로 요약하기까지 수백년간 교회는 모든 철학가의 . 
모든 철학이 어지럽게 난무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의 주장들 그러나 . ,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를 표현과 나열입니다 실은 전체 . 
파악의 정도에 따라 단순화되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란 표현에서 이 모든 인간적 의문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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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계시로 요약되어 답변된 것처럼 구원론도 이제는 요약되고 , 
정리되어 아주 간단하고 그러나 단호하게 정립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구원론에 대한 여러 정통 교리서들이 구구절절 옳고 바른 성  

경적 근거의 주장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기록한 저자 . 
자체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썼는지 아니면 알 듯 말 듯 한 것
을 구름 잡듯 하는지 어지럽습니다 백영희목사님의 구원론은 이런 . 
점에서 단순하며 단호하고 누구나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요약으
로 정평이 있습니다 이런 면은 그가 구원론을 바로 정립했다는 가장 . 
외부적 증거입니다. 

현재까지의 구원 교리  2) 

그 절대 명제들  ⑴ 

사람은 물질인 몸과 비 물질이며 영적인 존재 영혼 둘로 되어    , ① 
있다     .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 전체성의 존재이다  .② 
구원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이는 즉각적이지    ③ 
점진적이 아니다     .
생사란 중간 상태나 또는 점진적인 과정일 수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단번에 사죄하고 칭의 시켜 단번에 중    ④ 
생케 하였고 이러한 영혼의 중생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       
회성이다     .
그러나 중생된 성도라도 그 영혼에 죄를 다 떨쳐버리지 못하여    , ⑤ 
평생 노력을 해야 한다     .

  한 곳에 모아두면 당장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모순들⑵ 
 

예수님의 대속은 한 번인데 한 번으로 적용되어 중생된 영혼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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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짓는 죄의 값은     ?
영혼은 분리할 수 없는 단일의 존재인데 그 영혼 안에 의로 산    ② 
부분이 있고 아직도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     , ?
중생된 성도가 평생에 죄만 짓고 산다면 그래도 천국은 반드시    ③ 
가게 되어 있는가     ?

  정리되지 못한 구원론 교리가 빚어내는 교회 현장의 모순⑶ 
    
위에서 살펴본 대로 교계의 현재 구원론 교리가 총괄적으로 정립  

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일반 교회의 목회 현장에서는 목회자의 취향
이나 교회 형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지 부류의 모순이 발생하고 3
있습니다.  

  성도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을 간다 그렇  . ① 
     지 않다면 죄를 지어도 천국을 가게 된다는 말이 될 것이니 성  

도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된다     .
참으로 중생된 사람이라면 완전 중생이기 때문에 다시는 영혼    ② 
이 죽지 않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다     , . 
물론 성도는 평생 죄를 짓고 살지만 반복적으로 또는 고의로     ③ 
또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며 이것이 바로 중생된 생명이       , 
가지는 기본적 성향이다     .

구원론 에 대한 정리  2. ‘ ’

  구원론에 대한 교리는 위에서 살펴본 하나하나의 명제들은 다 옳
고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자리에 모아 놓으. 
면 전체가 혼동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원론 교리에 관련된 여러 명. 
저들 대표적인대작들 조차도 과연 알고 써 내려간 것인지 개별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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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마다 단답으로만 엮어 놓은 것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앞에 한 말이 . 
뒤에 한 말을 반론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때로는 이 대목은 말로, 
서 성립이 되기나 하는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정통의 교리들의 절대적 명제에 숨어있는 해결책  1) 

구원론은 옳은데 인성론의 근본시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① 

구원 교리는 몸이 아닌 영혼을 중심으로 엮어지고 있는데 일반 교  , 
리에서 마음인 영혼은 비물질적인 영적 존재라고 인성 교리에서 이
분설로 단정을 하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중생된 다음 성화되는 과
정을 구원론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즉 인성 교. 
리에서 마음이 영적 존재라고 하였기 때문에 중생은 마음이 중생되‘
는 것이다 는 전제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 성경에 명확하고 이견이 ’
없는 구원론의 명제들을 내리 적용을 시켜 나가니까 결국은 모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 교리가 인성의 이분론과 구원론의 중생과 칭의 에서는 사람  
의 영혼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살고 죽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중
간 단계를 거치는 일이 없고 또한 이 부분은 살아나고 저 부분은 죽
어 있는 분할 또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론의 성화 부분에서는 중생된 사람의 영혼이 죽는 날
까지 죄를 짓고 나가기 때문에 노력해서 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정통 조직신학의 교리서에서 거의 일. 
치되는 주장이며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이들은 중생 후의 성도는 죄
를 짓지 않는다는 완전론을 말하든지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중생
도 성화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전적 은혜의 구원을 부정하고 나서
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통 교리 안에서의 모순을 지적하는 . 
것입니다.

조직신학의 저서들이 대개 그 양이 방대하고 한 가지 논점마다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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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철학적 용어와 난해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
들로서는 쉽사리 각 항목별로 무엇을 말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
지만 그보다 동일한 서적 안에서 모순 되는 표현과 주장들이 있었다
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를 요약 비교하면 . 
분명히 논리적 모순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개별
적 이치는 성경적임에 틀림이 없으니 결국 표현의 애매함과 추상화
로 변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리로 따진다면 불신자의 마음은 죽었는데 성도의 마음은   

중생이 되었고 그 중생은 마음 전부를 살려낸 것이고 그 마음은 평, 
생에 한 번 중생으로 두 번이 없고 그런데 그 마음은 또 한편으로 .....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다 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성립조차 ..... . 
되지를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불가능한 일인가?

영혼 속에 묻어 두었던 잊어버린 영 을 찾아내야 합니다  .②  
  
인성 교리가 그 구조를 다룰 때 해부학적으로 또 단편적으로만 다  

루었고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될 구원의 실생활 문제와 연관을 시키, 
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분론이 옳다는 전제에서 구원론을 . 
전개시키다 보니까 결국 구원론은 옳은데 이분론이라는 출발 토대의 
오류로 엉뚱하게도 구원론의 끝에 대단한 결과 착오가 생겨버렸습니
다.
  
구원 교리의 절대 명제는 그 골격이 대단히 바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구원 교리를 전개하기 전 기본 인식이 이분설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분설 때문에 구원론에 모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과 죄인 사이를 복잡. 
하게 오고 가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며 한 번 중생으로 다시는 죄와 , 
상관없는 영적인 존재는 마음이 아닌 영입니다 이 영과 마음 영혼. ( )
을 구별하여 다시 구원론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밝혀낸 정통의 구원
론은 전부가 정확한 교리로 확연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성을 몸과 . 
마음 둘로만 나누어 마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위에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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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적용시키면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구원론의 교리들을 옳은 것으로 단정하고 맞추려면   
그 이전에 이분설에 대한 인식이 백영희의 삼분론으로 달라져야 합
니다 이분설이 말하는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 , 
것입니다 이분설이 말하는 영혼이란 백영희 삼분론에서 소개하는 대. 
로 새롭게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질로 된 마음과 . 
영적인 존재인 영으로 명확히 다시 구분되어야 하며 물질로 된 마음
은 몸과 함께 물질에 속한 것이며 불신자와 믿는 사람 안에 함께 가
지고 있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는 오직 우리의 영이며 , 
이것만이 불신자와 성도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이 영. 
이 불신자에게는 죽어 있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나게 된 바, 
이 다시 살아나게 된 영을 가리켜 중생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구원교리는 명확하여 이견이 없는 편입니다  .  ③ 
    
구원 교리는 성경적 명확성이 있습니다 인성 구조는 성경적 근거  . 

를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세상 기본 상. 
식 평소의 기존 인식을 바탕에 깔고 그냥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명확성이 있는 구원교리를 먼저 확정 시. 
켜 놓고 그다음 인성 구조를 찾아 들어 가보면 인성 구조는 바로 밝
혀집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단순한 생각에 영혼은 마음이고 마음은   

중생 후에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중생된 영혼이 죽는 
날까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는 주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
다 그런데 구원 교리는 대속과 중생은 인간에게 한 번이지 반복되는 .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결론이 나오니까 조심스럽게 연구
하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모순이라 하고 일반인들은 무슨 말이 , 
무슨 말인지를 모르게 되고 설명하려는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설명이 , 
어려운 모순은 신비로운 진리의 세계 라고 얼버무려 지내온 것입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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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영입니다  . 
이 영이 중생되는 것이며 마음은 물질로 된 것이며 이는 불신자에게, 
도 있는 것이며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 
몸과 마음이 중생 이전 때처럼 악령에게 붙들렸다가 다시 영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영과 마음을 구별치 못하여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영혼의 중생은 한 번뿐이며 즉각적이며 이는 영혼이 단일성의 영  , 

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 마음 안에 있는 
영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영혼이 평생토록 중생 후에도 죄를 짓는다, 
는 것은 물질인 우리의 마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 
질이며 따라서 몸과는 다른 형태 다른 성질의 복합체입니다 중생된 . 
영에게 붙들렸다가 악령에게 되 붙들려 양쪽으로 오고 가는 존재입
니다.

인성 구조의 잃어버린 영 을 되찾게 되면 구원 교리의 모         ④  
순은 해결됩니다 
  
이분설과 삼분설 자체는 아무리 논쟁을 한다 해도 결론이 나지 않  

는 이론만의 이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 평행선을 긋. 
고 나가는 두 의견이 구원론을 만나게 되면 마음은 물질이며 영적인 , 
존재는 영이라는 결론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교리는 성경. 
의 중심에 있고 인성 구조는 그 외곽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에 구원론을 맞추고 그 구원론에 인성 구조를 맞추면 인간은 삼분론
으로 이해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맞아지라고 해서 그런 . 
것이 아니라 인성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 한다면 인성은 삼분이 맞, 
고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지 영이 아님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이래서 인성 구조에서 출발하나 구원 교리에서 맞춰 들어오나 물  , 

질인 마음 안에는 우리가 잃었던 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잃어버, 
린 영을 되찾으면 순간 모든 것은 확연하게 정리되며 결론에 도달케 
됩니다 이제 잘못된 마음관 영혼관을 바로 잡아 잃었던 우리의 영. , 
을 찾아 낸 다음 다시 한번 구원론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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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교리의 구원론의 정확성  2) 

중생은 평생 한 번이다  .①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두 번이나 세   . 
번으로 반복할 불완전한 대속이 아니며 완전 대속 단번 대속 영원 , , 
대속으로 대속한 것임은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두 번 세 .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대속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않을 영생으로 . 
받은 것임은 이견이 없는 교리입니다. 
  
중생이란 이렇게 단번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것인데   

이 중생을 영이 아닌 마음에 해당된다고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모
순이 시작됩니다 중생된 사람이 중생 후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죄를 . 
짓는 것이 현실이고 그 마음이 의와 죄 사이를 하루에도 번씩 번70 7
을 반복할 수 있는 변동 많고 탈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가 우리 마음을 단속키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입
니다 이런 마음을 곧 영적 존재인 영혼이라고 한다면 또 이 마음이 . , 
중생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중생은 다시 범죄 할 수 있도록 중생된 
것이지 다시는 변동 없는 중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론의 교리는 옳고 마음을 영적 존재라고 인식한 이분  

설은 좀 더 연구를 하고 나왔어야 할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생은 즉각적이다  .  ② 

  죽고 사는 생사 문제는 점진적이라든지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하면 바로 죽고 중생되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 
은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이냐 의로 살아난 영혼이냐 둘 중에 하나이, 
지 일부는 살고 일부는 죽어 있고 아니면 살았던 것이 어설프게 다
시 죽는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통의 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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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확한 깨달음입니다 영적 존재란 물질과 달라서 복합체가   . 
아니며 점진적인 변화의 단계를 거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한 . 
아담이 말씀대로 즉시 죽었지 년을 통해서 서서히 죽은 것이 아930
닙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 것은 아담의 물질적 요소 즉 몸과 마. , 
음입니다 아담의 영은 바로 죽었고 또한 그 후손된 우리가 중생될 . , 
때도 이 영은 즉시 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우리 마음  . 
속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한 중생 이후에도 물질인 우리의 마음은 반
복을 수도 없이 합니다 마음의 이 양심 부분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데 욕심 부분은 아직도 죄를 지을 기회를 찾는다든지 어제 마음은 , 
이랬다가 오늘 마음은 번복을 하는 별별 애를 다 태우며 평생을 거
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의 구원 교리는 그 한 대목 한 대목은 정확히 깨달았고 다 한   
시대를 앞서가는 깨달음이었는데 애매한 인성의 구조를 단순히 자신, 
들의 안 믿을 때 가졌던 선입견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느끼고 알 수 , 
있는 것은 몸과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마음을 영적인 존재로 혼동을 
해서 영적인 존재인 영에게 해당시킬 중생이라는 구원을 마음에다 
적용을 시킴으로 모든 혼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 착오 즉 적용의 대상 착오가 있게 된 상태에서 올바  , 

른 구원 도리를 설명해 나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성경 진리라고 판단, 
되는 구원의 명제들은 양보할 수가 없고 그런데 마음만이 영적존재, 
라고 착각을 하여 이 마음이 중생된 영적 존재라고 설명을 해야 되
다 보니까 모든 설명이 복잡하게만 되면서 결론에는 모순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분리 가능하지 않다  .③ 

우리의 마음은 신체적 해부의 개념으로 해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  
지만 신비한 물질로서의 또 다른 차원의 해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
다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상론하며 서로 따져보고 또 갈등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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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강하여 집착력은 장점인데 인정이 약. 
하여 알면서도 또 끌려간다든지 하는 등입니다 그 마음의 단일성을 . 
보기가 오히려 지극히 어렵고 복잡하고 얽혀 있기를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장의 탄식뿐이겠습니. 7
까? 
  
똘똘 뭉쳐 단호하게 내린 마음의 결정이 다음날에는 뒤바뀌어서   

완전히 딴 소리를 하는 것은 몸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영혼이
라고 칭하는 그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는 영적 존재의 근본적 성. 
질과는 아주 다른 물질적 존재의 일입니다 실은 이런 문제는 정통 . 
조직신학의 구원론 저서에서도 숨겨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 
본질 능력 성향 행동 등으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그 각각은 , , , 
살고 죽는 상태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니까 분. 
리가 가능치 않다고 해놓고는 또 마음을 실체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이렇게 여러 차원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마음을 가지로 분해할 때 번째에 해당되는 성향에 온다3-4 3
고 하여 마음의 일부는 살고 마음의 다른 차원은 죽어 있다는 설명
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의 논리는 다 성경적이고 옳은데 마음에 해당될    , 

것과 영에 해당될 설명을 마음 한 곳에다 다 적용을 시켜놓고 나니
까 바른 교리가 모순을 일부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구원에는 단번인 중생에 이어지는 성화도 있다  , .④ 

중생은 단번이지만 중생에 이어지는 성화는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평생을 이어갑니다 이 성화라는 개념을 영적 존재라고 주. 
장하는 마음에 적용을 시키면 아주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생이. 
라는 개념을 마음에 적용 시키게 되면 모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단번에 죄를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 후 평생토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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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된다는 것이 성화이니 성화를 부인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성, 
화를 인정하려면 중생된 영혼은 평생토록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 노
력해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 되니 이는 중생이 단번이라는 중생의 본
질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생은 단번이며 영혼의 전체에 동시에 적용되며 그 중  

생은 평생에 한 번으로서 중생 이후는 영생으로 이어지며 다시는 되 
죽는 일이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해당 
되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해당이 없는 말입니다. 
  
구원 교리 중에서 중생과 성화의 설명은 바로 되었으나 그 대상을   

중생은 영에게 그리고 성화는 마음과 몸에게 해당시켜야 될 터인데 
마음만을 영혼이라고 오해하여 중생과 성화가 마음 한 존재에게 다 
해당이 된다고 논리를 맞추려고 하니까 모순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 교리 특히 중생의 교리는 그 표현과 정. , 
의 또한 이어지는 설명이 아주 어지러워 읽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백영희의 중생교리 3)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교리의 신학적 의미           

잃어버렸던 중생 영 을 명확히 찾은 의의  ' '① 
  
성경은 인간의 구조가 어찌 되었는지 나열하고 있는 생물학적 해  

부서가 아닙니다 반면 성경은 그 제일 중심의 주제를 구원 에 맞추. ' '
고 있으며 구원에 관한한 명확한 성구와 많은 각도의 교훈이 있습니
다 따라서 양심적이며 복음적인 그리고 중생된 참 신학자들로서는 . 
생생하게 구원의 교리를 성경에서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 
러 각도에서 여러 면에서 절대 명확한 구원 교리의 한 대목 한 대목
을 밝혀 나왔는데 그 모든 옳은 주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으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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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모순이 계속 나왔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 . 
가장 깊은 원인이 바로 마음을 영적인 존재로 본 오류였습니다. 

  백영희목사님의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단언은 이런 정통 
교리의 핵심에 있는 구원관을 간단히 쉽게 그리고 명확히 나열하여 
수백년 정통 교리의 혼란스러워 보였던 바른 교리들로 하여금 바른 
교리로 증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구원관의 혼돈으로 교회의 중세 . 

년이 헛되었듯이 또 하나의 구원관이 바로 나갈 개신교로 하여1,000
금 여년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을 각각 제자리에 앉혀 놓는 것이 500
이 교리의 의의입니다.

중세 년의 구원관이 틀린 이유  1,000②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만 얻게 되는 구원 한 번   , , 
중생되면 다시는 지옥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완전 구원 영, 
생구원이 우리의 구원인데 천주교는 이런 전적 은혜의 완전 구원에, 
다가 인간의 노력이 일정 부분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인간
의 노력이 잘못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나갈 수밖에 없
었습니다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
천주교는 잘못되었던가 그들은 영에게 해당될 중생을 마음  100% ? 

에 해당이 된다고 알았으니 마음만 알았고 그 마음이 중생된 후에도 
자꾸 죄와 의 사이에서 변덕과 반복을 하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중생 후 새로 지은 죄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모든 택자의 . , 
천국 가게 되는 기본적 절대적 구원을 마음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마음은 상대적이며 점진적이며 인간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보니까 천국 가는 기본적인 구원 자체에 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
리로 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착오는 결국 구원에는 인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니 반대  

로 인간 노력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논리로 전개가 되고 결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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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구원 받기 위해 집중할 노력은 이런 것이라고 여러 가지를 요
구하게 되자 천주교의 구원은 절대적인 대속의 은혜 대신 인간적 제
도와 노력이 대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신교 년의 구원관에 혼란  500③ 

개신교는 출발할 때부터 구원에는 인간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천  
주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왔기 때문에 중생은 전적 은혜이며 인간 
노력은 전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절대적 명제로 하게 됩니다 인간. 
의 노력을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다 보니까 중생은 완전 중생으
로까지 설명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이 있는 줄은 모르고 마음의 존재, 
만을 알고 있던 초기 개혁가들이 중생을 마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후학들은 개혁가들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생 이후의 문제를 두고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개혁 교회는 중생은 즉각이며 단번이며 완전이라는 것을 주장합니  

다 그런데 그 중생된 영혼이 죽는 날까지 죄를 짓고 있다는 설명을 . 
성화 라는 항목에서는 덧붙여 놓습니다 영과 마음이 따로 있는 줄' ' . 
을 모르고 이 둘이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인 중생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그 . 
중생의 성질이 전적은혜라는 점을 주목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화라는 
면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차츰 세월이 지나가면서 중. 
생 후의 성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
나는 재범과 회개의 반복 또 점진적인 변화 등을 보면서 성화 를 , ' '
점점 많이 의식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를 논하다 보니까 중생 후의 성도가 거룩하게 점점 성  , 

화되어가는 데에는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고 동시에 이런 성화의 과정은 중생된 그 영혼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붙여 놓고 보니까 하나의 영혼에 병립될 수 없는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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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성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중생과 성화란 둘 다 전혀 . 
달라 보이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만 그 적용되
는 대상이 동일한 영혼 인 마음이 아니라 영혼인 마음과 그 마음과 ' '
다른 영적인 존재인 영 둘이 있다는 것만 알았다면 완벽한 구원론의 , 
완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인성의 삼분론을 구원론에서 찾아보지 못했던가 교리의 전체  ? 
성을 폭넓게 보지 못한 협견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에서 볼 때. , 
그때의 그런 논리가 협견이라고까지 하는 것일 뿐 개혁의 당시에는 , 
구원이 전적 은혜라는 그 한 마디가 천년 천주교를 뒤집는 역사적1
인 깨달음이었으니 그들에게 그 이후 시대가 다시 덧붙여 감당할 몫
을 당시에 같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협견이라 비판 한다면 교회를 세
월 속에 길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비평하는 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된 사람은 이제 노력이 없어도 무조건 단 한 번의   
중생으로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고 천주교가 말하던 모든 형태의 인
간이 할 노력 면죄부 등 추가 행위는 천국 가는 데에 전혀 필요가 , 
없는 것인가 필요 없다고 해야 개신교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교리? 
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영에게 해당되는 중생의 성질이며 천국 . , 
가게 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가질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자랑 우, , 
리의 영광의 차이에 대한 것은 각자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분명히 
다른 것이니 이는 마음과 몸의 성화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성화의 구별은 확실히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존재를 마음뿐 인줄 알고 그것이 영적인 존재인 줄로 
오해를 하게 되고 보니까 그 마음 하나에게 중생의 성질과 성화의 , 
성질을 다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천주교는 중생을 희생시켰고 개신교
는 초기에 성화를 희생시켜 혼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중생을 희생시. 
킨 천주교는 천국을 인간 노력으로 가려고 힘쓰게 되었고 성화를 희, 
생시킨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인간이 할 노력은 없고 혹시 하게 , 
된다면 중생된 사람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주님 인도 따라 살게 되는 
하나의 결과 정도로 말하기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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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기 개혁가들이 거의 또는 대단히 지  
나쳐 버렸던 성화를 그 후 천주교와 토론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연락이 끊어질 정도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교회 내부 문
제로만 다시 한번 성화를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된 후 . 
범죄 하지 않는 것인가 완전 중생이기 때문에 저절로 천국을 가게 ? 
되는가 그렇다면 중생된 사람은 노력할 필요도 또 노력하라고 말할 ? 
필요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환하고 그렇다고 천국가? 
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천주교가 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
다면 중생된 사람은 중생의 본질 때문에 저절로 의롭게 살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교회 내에는 아주 악질적으로 평생토록 고, 
의적인 교권 싸움을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히 
지옥 갈 불택자가 탈을 뒤 집어 쓰고 교회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니까 성화에 대한 재론이 나오게 된 것입
니다. 
 
중생은 단번이고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성화란 믿는 사람이   

평생에 노력하고 나갈 투쟁과 수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렇게 요약을 하고 보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로 마음을 영혼이라 
했는데 그 영혼인 마음에 어떤 부분은 중생이 되었고 다른 부분은 
성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혼란이 또 모순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나 개별  

적으로는 다 옳은 구원 교리이기 때문에 모든 교리서가 구원론에 대
하여는 각 단원 각 항목별로만 적어 나가고 있지 전체적 요약은 피, 
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백영희의 중생 교리는 바로 이런 개. 
신교가 발전시켜 나온 구원론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나뉘어 존재할 
교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약될 수 있는 올바른 교리임을 간단명
료하게 펼쳐 놓은 공로를 세운 것입니다 마음은 물질이며 사람의 . , 
영적 존재는 영이라는 것으로 마음은 영이 중생된 이후 마음속에서 
외치는 영의 목소리를 따라 깨끗이 씻어가는 평생의 성화 과정을 밟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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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희의 구원 교리 요약  4) 

  이제 요약을 하자면 사람은 영과 마음 그리고 몸으로 되어 있습니
다 몸과 마음은 동물에게도 있고 불신자에게도 있는 것으로 물질이. 
며 따라서 종합체로 되어 있으나 영은 영적인 존재이며 만물에게 없, 
는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는 단일성의 존재이기 때
문에 마음과 같이 나뉘거나 혼선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담. 
과 하와의 심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주인인 영은 , 
그 책임으로 단번에 죽었으니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
라는 말씀은 그 영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고 영이 하나님으로 연결, 
되는 존재인데 이 영이 즉각 죽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졌고 
따라서 심신만이 물질로만 된 만물 중 하나로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생은 마음 안에 본질 능력 성향 행동들의 여러 가지 차원 중에  , , , 
서 세번째에 해당되는 의롭게 살려는 성향이 하나 심겨지고 출발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동안의 학설은 중생의 성질은 바로 보았으나 
그 중생에 해당되는 우리 안의 대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중생은 . 
그 마음 안에 죽어 있었던 영 즉 물질인 마음과 다른 영적인 존재인 , 
영이 죽어 있었다가 이 영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나게 되었으니, 
죽었던 영이 중생으로 즉시 살아나고 이 영은 예수님의 완전 영원 
단번의 대속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으로 중생이 되었고 그 영이 
성령으로 함께 자기의 마음과 몸을 악령으로부터 성화시켜 나가려는 
평생의 노력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그 적용의 순서에 따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  

으로 무조건 은혜로 다 적용되는 것이 영의 중생이며 이 중생으로써 , 
무조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원은 완결이 되어진 것이니 이를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은 다 가지게 되고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기'
본구원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그 사람의 육이 죽을 ' . 
때까지 그 육인 심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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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는 은혜를 자기 심신으로 어떻게 받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각각 다 다르니 이 다른 것은 심신에게 해당된 것이며 꼭 같은 사람
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건설구원 이라고 분류를 하게 된 것' '
입니다.
  
십자가의 단일 대속을 둘로 쪼갠 것이 아니라 그 단일의 대속이   , 

영적 존재인 영과 물질적 존재인 심신의 성질에 따라 영에게는 즉각
적으로 마음에게는 점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의 모습
을 따라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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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총공회 교리  3. 

총공회 교역자 인허식의 가지 서약  1) ' 5 '

교역자로 출발할 때 일반 장로교의 서약 문답을 그대로 배껴 총공  
회에서 사용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속에 공회의 신앙. 
노선을 또렷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정통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 
어가기를 노력하되 꼭 고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인간의 어떤 눈치나 제도에 막히지 않겠다는 점을 나타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약의 첫째가 성경 그 둘째가 교리와 신조에 대한 것입니다  , . 
둘째 대목에는 장로교에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본다면 장로교를 완
전 부인하고 나서는 걸음이라고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둘째 부분이 . 
바로 총공회신앙노선 입니다 그다음 내용들은 첫째 문답과 같이 일' ' . 
반 장로교의 서약 문답과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대동소이합니다 문. 
제는 둘째 조건입니다 성경은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만 그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 어느 쪽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
회마다 가는 길이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공회의 교역자 출발의 . 
첫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①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의 신경과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  '② 
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
기로 승낙 하느뇨?'

총공회의 화평과 성결을 힘써 지키기로 작정하느뇨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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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서 본 공회의 처리를 복종하기로 확정하느뇨 ' ?'④ 

그대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  '⑤ 
며 그대의 생명도 주께 드린 것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맡기신 양떼
를 위하여 소유와 몸과 생명까지 희생하기로 작정하느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을 보는 시각 차이  2) ‘ '

위에서 예로 든 가지 문답 중 번 고백은 백영희 신앙노선이 일  5 ②
반 장로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①

번은 어느 교단에도 있습니다 백영희 신앙노선은 번 신앙이 . ③④⑤ ②
일반 장로교와 달라서 이름도 총공회 라고 하였고 또 이것 때문에  ' '
일반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부지런히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일반 장. 
로교의 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을 신구약 ' '②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따릅니다. 

즉 일반 장로교는 년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 1643-47
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지키고 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공회 신앙노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그 당대를 감당했던 
신앙노선으로 그 당대로서는 신구약 성경을 가장 잘 총괄한 도리이
지만 그 후 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를 있게 했, 400 , 
던 선배의 깨달음이며 오늘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초석이 된 신앙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장로교는 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앙고백과 년에 만  325 ' ' 451
들어진 칼게돈 신앙고백은 각각 그 당시를 책임지고 그 당시로서' ' 
는 가장 신구약 성경을 잘 요약한 도리로 인정하지만 웨스트민스터 '
신앙고백 이란 그 만들어지던 년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오' , 1643-47
늘에까지도 그 신앙 고백 이상으로 발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완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총공회 신앙노, . 
선은 앞으로는 또 더 발전된 신앙노선이 있겠지만 현재로는 총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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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노선이 오늘 신앙걸음을 감당할 교리와 신조로 보고 있으며 웨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니케아 칼게돈 신앙고백과 함께 오늘의 정, 
통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각각 그 시대를 감당했던 신앙고백들이
었다는 역사적 의미 에서 보고 있습니다' ' .

이런 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총공회 소속 교회들은 총공회 기  
본교리를 소개하면서 그 제일 첫번째 순서에 성경을 그리고 두번째, 
에는 니케아 칼게돈과 같은 신앙 선언문 그리고 세번째에는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을 정통 교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회의 . 
발표는 그 내용 중 오늘의 교리 현재를 설명하고 있는 번의 웨스3 '
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번에 위치할 것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나' 3 , 
타났던 정통 교리들이라며 예를 든 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2
넣었어야 합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사도신경 니케아 . , , 
칼게돈을 이어 그 다음에 위치해야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까지를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정통 교리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야 했
습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이 오늘 총공회 교회에까지 기    3) ' ' ‘
본교리 로 통용되는 이유      '

  총공회 신앙은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정통 장로교회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 교리로 장로교 신앙 길을 걸어 나왔. 
으나 장로교가 머물고 싶어 하고 장로교가 완벽한 교리로 보고 싶어 ,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노선에 대하여는 지난 시대를 감당한 것이' ' 
며 오늘 이 시대는 더 온전하고 구비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 장로교와 다른 자세입니다. 

따라서 총공회 신앙노선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장로교 신앙노선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고 한 차원 더 높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웨스트민
스터라는 장로교 신앙노선을 대할 때 그것은 어린 시대의 것으로 보
고 그 대신 이것은 장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공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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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신앙관이며 백영희목사님의 신앙노선입니다 이런 연유 때문에 . 
총공회 출발 초기에는 장로교와 비슷한 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지
금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 초기에 백목사님 자신부터 칼빈주의. ' '
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을 너무도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공회 내' '
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차고 있던 기저귀를 세가 넘어서  , 20
도 바지 속에 차고 다니듯이 년대를 지나면서 더 이상 장로교와 1970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총공회 신앙노선을 확립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장로교의 껍질과 용품들을 애착하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장로교 집착이 지나쳐 장로교 지상주의에 이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이라면 마땅히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될 . 
필요도 없을 것이나 이런 흐름이 백목사님 생전을 관통하고 그 사후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해외 학위를 취, 
득하기 위해 장로교 신학교 속에 갔다가 그 장로교 신학을 그대로 
공회 안에 옮겨놓은 인물들 때문입니다 이 학자들은 나름대로 보기 . 
드문 실력가들인데 이분들이 세계 신학을 잠깐 열람하러 간다며 외
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서는 세계 신학계에 편입이 되어버리고 세계 
신학으로 화학적 전환을 하고 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분은 . 
장로교 신학으로 전환을 했고 또 한 분은 세계 일반 신학계로 전향
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분들이 총공회 양성원의 교리와 교회사 시간을 담당하여   
실제적으로 총공회 신학강좌를 양분하게 되자 백목사님이 그분들을 , 
양성원 교수로 선임했던 진정한 이유 세계 신학의 흐름을 상식 수- 
준에서 관람하라는 것 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분들은 기꺼이 - 
세계 신학의 전수자가 되었고 배우는 이들은 거침없이 따라 가버렸
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구와 서울공회는 송용조목사님의 성향으. 
로 부산공회 는 서영호목사님의 성향으로 대략 양분하며 방향을 (2)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두 분은 교계 일반 신학교에서 함께 . 
세계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선상의 강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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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내부의 정체성에 대한 혼동  4)  

  현재 공회별로 공회노선을 소개하는 홈이 개설되고 있으나 결정적
인 순간 결정적인 본질 문제에 관하여는 공회 신앙노선을 파악하지  ,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총공회기본교리 가 웨스. , ' ' '
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경을 제일 잘 요약하였다 는 표현입니다 이' . 
는 총공회 신앙노선에 대한 포기 행위가 됩니다 지금은 . 1986. 10. 8.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공회 소속 교회들이 홈에서 소개하는 기본 교리 입장을 첫  
째로 성경 둘째로 각종 초대 교회의 신앙고백 그리고 셋째로는 웨, , 
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
니다 총공회의 기본교리 라는 이 세가지 요약은 년에 작성된 . ' ' 1986
것으로 당시 통합측 성향을 보이는 기독교문사 등 여러 교계 출판사, 
가 여러 종류의 교계 통계와 자료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꾸준
하게 총공회의 현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교계 출
판사를 상대로 보도 자료로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후 기독. 
교연감이나 기독교대백과사전 등에 그대로 발췌 요약되어 외부에 발
표되었습니다. 

단 몇 줄로 발췌 요약하는 교계 문서에는 장로교와 다른 총공회의   
신앙 노선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장문으로 공회의 입장. 
을 설명하게 되면 그 일부분만 그들이 임의로 발췌 요약하게 되고 
글자 하나 때문에 또 다시 교계와 이단 시비로 들어서야 하는데 공
회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교단 현황 을 발표하여 모든 시비를 없' '
애고자함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총공회가 외부에 초미의 관심. 
사로 떠오르던 년대의 형편에서는 더 이상 외부 발표를 완전 거1980
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문의 글로서 교계와 장로교의 잘못을 지
적하는 논문을 발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한 인사말을 하게 '
되는 경우 백목사님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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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신구약 성경을 총괄한 도리 라고 발표  ' '
하게 되면 일반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족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유, '
일한 시험을 통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이 웨스트. '
민스터 신앙고백이 신구약 성경을 총괄한 도리 라는 입장이 과거 기'
독교 역사에서 그러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내용대로 공회가 가르치고 활동하는지 분
명하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 전자가 될 수도 있고 후자가 될 수도 .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년대 초반까지는 총공회의 입장이 웨스트. 1960
민스터신앙고백을 일반 장로교와 같이 엄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신. 
앙고백의 영과 육에 대한 교리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진일보하게 되
었고 이 진일보는 그 신앙고백의 많은 내용 중 한 부분에 대한 자구 , 
수정 정도로 인식되었으나 점점 파고 들어가게 되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를 과거 교회사를 담당했던 그 당시 수준에서 성경을 
총괄한 것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이르. 
게 되는 총공회의 교리와 신조 노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 
대표되는 일반 장로교와의 위상 설정에 있어 각각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주도 교회로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총공회 현황 의 내용이란 년 발표 당시의 필요  ' ' , 1986
성에 국한되어질 문서이며 그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년 그1988-89 , 
리고 백목사님 사후인 오늘에 이르러는 과거 공회에 존재했던 발표
용 특별 문서 정도로 위치되고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년을 . 1988-89
지나면서는 총공회가 일반 장로교 기준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미 시비적 논쟁이 발생될 때가 아니며 총공회 역시 일반 장로교와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이며 이미 세계교회의 중심에 설 이 시
대의 신앙노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환경이었고 또 시대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백목사님 스스로 년 이후로는 세계교회를 향해 . 1988
이런 사실을 마음껏 외치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갔던 사실
은 공회 내부에서는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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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법원에 교회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해  
야 하기 때문에 총공회규약 을 작성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장' ' . 
로가 없던 시절 등기소에서 장로교인 총공회 교회가 장로 명의의 인
장이 없으면 교회의 공식 결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게 
됩니다 년대 총공회 내에 장로가 없었던 시절 백목사님은 공회 . 1960
교역자를 장로 이름으로 결의서에 사용하여 등기소 구비 서류를 맞
추게 됩니다 장로교 헌법에 의하면 목사는 장로의 일종이며 총공회. 
는 조사도 목사와 동일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되지 않. 
으면서도 국가 기관의 구비 서류에는 맞추고 또 내부적으로도 굳이 
해석하자면 해석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밥을 먹지 않았으나 밥을 얻어먹지 말아야 할 자리가 되면 이미   
밥을 먹었다고 의례적 인사적 표현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런 표현은 백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교록
에서 종종 설명까지 덧붙여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공회 내부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할 때는 그 방면에 무리 없. 
이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고 그런 때는 재량권을 
대폭 허락하게 됩니다 예배당 건축시 건축법과 소방법에 저촉되지 . 
않도록 준공 검사를 받게 하는 일이나 교단 헌법 제정 등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맡기면 맡은 이들이 일의 본질을 파악치 , 
못하여 자신들의 성향을 그 일에서 뚜렷하게 드러내게 되어 자칫 그 
업무 내용이 공회 내부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경우 이번 년 현'1986
황 과 같이 극히 위험스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 총공회 노선 중에서 부산공회 홈의 총공회 조직 교리 근  (2) , , 
본 행정 원리 등은 총공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자료의 출처는  

자로 작성된 총공회 현황 입니다 백목사님 생전에 이미 1986. 10. 8. ' ' . 
그 현황 자료 에서 총공회 근본 신앙노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
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구별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는데도 총공회 
전체 역사와 기록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를 기준으로 삼아 1986. 10. 8.
총공회의 신앙노선이 그 시점에 발표된 자료에 따라 지속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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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모든 근간을 다 맞추고 총공회를 구성해 버림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연대기적으로 총공회를 특정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년과 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점의 공1988 89 . 
회 행정은 총공회 내부의 진심을 가장 확실하게 그러면서도 최종적
으로 발표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탈퇴 등 여러 내부 문제가 있었고 . 
백목사님은 이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전하고 간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총공회와 일반 장로교의 차이점  4. 

  우리 장로교는 교리의 바탕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에 두고 있‘ ’
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이단의 표준까지도 성경이 아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경대로라고 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보다 더 깨달
아 나가는 것까지 막고 있는 모순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 
이 신앙고백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 요약서요 장로교의 전부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의 표준을 성경에 두기 때문에 비록 웨스트민  ‘
스터 신앙고백 이라 해도 성경에 미비 된 것은 고치거나 발전시켰기 ’
때문에 세기 현재의 일반 장로교가 오늘만을 표준으로 총공회를 20
비판한다면 총공회는 분명히 장로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총공회의 주. 
장은 발전하는 참된 장로교는 총공회라는 입장입니다.

혹 총공회에서 과거 목사나 전도사 장로 임직 때의 서약 혹은 대  , 
외적으로 교단의 교리적 입장을 공포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
성경을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안다 고 했다면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 ‘
앙고백 이 여년 전의 깨달음으로 당시의 영감으로 성경을 그대로 ’ 300
요약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전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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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우리 교리는 그 시대의 교리에서 많이 발전되어 일반 장로교. 
의 교리와 역사적 발전 단계로는 계통을 함께 하는 같은 뿌리를 가
지나 외부의 나타난 교리의 체계와 정의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 
교리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몇 백년 전의 그 교리로써 오늘 우리 교리를 그대로 맞  
추어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단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으나 
이 교리의 이해 없이는 오늘 시대에는 성경 전체가 오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이 시대도 감당할 것인가 5. ?
   
  백목사님의 교훈 세계는 이 시대를 감당할 차원이었고 그와 비견
될 교훈 세계를 가진 이는 이 시대에서 아직 보지 못하였으며 그 교
훈이 미치는 범위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미래까지는 포함하고 있으
니 당분간은 그 이상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나타나게 된다. 
면 현재로서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세상 현실이 변화되고 교회 환경, 
이 바뀔 때가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 것. 
보다 말세가 먼저 오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목사님의 교훈 세계는 부분적으로는 세계 각처에 있는 특별한   
분들에 의하여 많은 면으로 이미 언급되었음을 한 번씩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의 근간에 관련된 것과 어느 한 분야에 해당된 .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백목사님에 대한 교계의 표현에 대한 평가  ① 

  백목사님에 대하여 시대의 종 이라는 표현이 많습니다만 백영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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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연구회에서는 여러 시대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 독존적 한국의 이사야 라는 비난도 있으나 그분의 겸손은   ' ' , 
그의 평생 은둔이 증명하는 것이고 그분의 신앙 차원은 비할 바가 , 
없으니 경쟁심이나 견제 심리를 가진 분들이 유아독존적 이사야 라' '
는 표현을 할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연구적. 
으로 분석해 본다면 틀림없이 홀로 우뚝 솟은 한국 교계의 진리 세'
계를 주도한 분 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 . 
외친 분이었습니다.

칼빈을 능가하는 깨달음을 가진 분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칼빈  ' ' . 
과 비교할 때 백목사님은 그 깨달음의 결과적 수준은 비슷한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영안의 밝음은 칼빈을 능가했을 것입니다 칼빈은 당. . 
대 세계 신학계의 석학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성경 원어와 라. 
틴어 등을 달통하였고 이어 여년 신학서를 완전히 섭렵하고 있1500
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단편적으로 깨달아 놓았던 것을 성경대로 . 
정확하게 추출하여 체계화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지식. 
의 세계에 접근하게 되면 다 타서 죽어버릴 것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 
요약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칼빈이 스스로 가진 깨달음의 세계가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목사님은 일반 신학 지식은 잠깐 . 
구경한 정도였고 성경 하나로 그 모든 깨달음을 이어갔습니다 칼빈. 
을 능가하는 깨달음이었다는 느낌은 여기에 있습니다. 

백목사님의 깨달음은 당대뿐 아니라 오늘 세기까지도 감    21② 
당할 정도인가     ?

  
  칼빈 이후 교리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도로 평
가할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그 이상으로 발전할 교리가 나오기 어렵
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아니며 그 이. 
상의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
니다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시대적인 깨달음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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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자가 스스로 자기 정리를 한번 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교계
와 이 시대는 교리사의 전체 흐름에서 한번 확실하게 이 깨달음에 
대하여 정리를 할 시간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이나 . 
몇 년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당 만원 버는 사람이 일당 만원 버는 사람만큼 돈을 모으는   5 500
일은 일간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점짜리 학생이 100 . 10
점짜리 학생으로 성적을 올리는 일은 일이나 배의 노력을 더한90 9 9

다고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해봐도 안 될 수 있고 또 된다. 
고 해도 대단히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반론을 하는 많은 분들이 백목사님의 탁월함은 한결같이 인정하면  , 
서도 이제 그의 사후인 지금 당장 그 이상의 깨달음이 나와야 한다
는 주장을 하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적 소망과 설. 
교는 주일학생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년 사회 . 6
과제의 제목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질 덕목 이라면 그 초등생들' '
도 선출된 사람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반대편의 사람을 설득해'
서 라고 적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래야 한다 저랬어....' . , 
야 한다고 발언합니다만 그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기억을 재생하여 발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감당할 종과 깨달음을 주실 때는 한편  
으로는 과거를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당대를 감당하며 또 다른 한편
으로는 다가올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언적 예비적 깨달음으
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그의 예언적 깨달음으로 다음 시대를 . 
사는 교회들은 자기들의 당대를 쉽게 감당하게 되는데 이는 해답을 , 
미리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당대를 . 
큰소리치고 의인으로 또 각 방면을 책임진 종들로 충실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존경까지 받고 그냥 전부인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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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시대를 그렇게까지 다 읽어보고 전해   
준 선배의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시대만 감당하는 것까지만 볼 것이 
아니고 받아가진 깨달음으로 한편으로는 자기 시대를 감당하면서 그
기에서 자기들의 또 다른 앞날을 보고 교회가 준비할 것을 미리 마
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을 실패하기 때문에 칼빈 때도 칼빈이 . 
지나간 년 기독교를 정리했고 칼빈의 시대를 감당했고 칼빈 이1500
후 시대까지를 고속도로 닦듯이 펼쳐놓았는데 칼빈 이후 시대는 그 
고속도로가 한없이 닦여 있는 줄 알고 전부 안심하고 편리하게 그리
고 신나게 달릴 줄만 알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 세월이 지나면서 이. 
미 곧 문제가 발생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했고 그 예측대로 위험이 
발생했으며 결국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선 결론내릴 것은 우리 사는 이 시대도 백목사님의 깨달음은 넉  , 
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급격히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 
주어지며 동시에 백목사님의 교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주
실지는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또 오. , 
늘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는 백목사님의 교
훈은 이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쳤고 또 현재까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전개는   
생명공학 문제로 인한 기독교 교리의 근본적 해체 세계화가 말이 아, 
니라 손끝에 와 있고 이로 인한 세계의 진정한 통합 이런 와중에 이, 
천년 내려온 교회의 존재 형식과 운영 형태에 관련된 모든 신앙생활
의 급변 등등의 문제입니다 백목사님의 교훈은 이런 문제들에 대하. 
여 세상조차 공상에서나 시도해 보았지 감히 실현될 현실로 생각지 
못했던 시대에 이미 닥쳐온 문제로 생각하고 그 깨달음의 범위를 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 
나 적어도 수십년 이상의 세월은 감당하고도 남을 깨달음이라고 봅
니다 그 이후에 대하여를 생각하라면 아마 재림을 더 앞에 놓는 것. 
이 현재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자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장 구 원 론          1 ! 181 

백목사님의 여러 중요 깨달음이 다른 곳에서 달리 존재할      ③ 
가능성은     ?

있다면 오늘의 형편에서 본다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  , 
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목사님 같이 극단적으로 숨은 인물을 .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하여 호출하고 끄집어 내었던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존재는 했으나 그는 엘리야 시대의 숨겨놓. 
은 칠천과 같이 엘리야만한 신앙과 자신들의 경건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어가며 교회의 내려가는 정통 줄기를 세우는 
일에 대목가지로 사용치 않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는 분. 
들은 숨은 칠천이란 항상 있을 수 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들을 발굴할 문제는 별개입니다 백목사님의 신앙노선을 집중하는 . 
것이 만일 개별적인 취향이었다면 백영희목회연구회는 홈페이지 운
영이나 출간 등으로 공개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가깝. 
거나 개인적 기억을 가진 이들의 인간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 신
앙노선은 이천년 교회사를 이어왔고 앞으로 이어갈 필연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시대 어느 교회 어느 인물에게라도 이런 교훈이 있다는 것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년까지 삼년 기간에 본 연구회의 연구원에게 이곳이 집중하  1984-6
는 신앙세계가 혹 다른 장소 다른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특별히 살펴보라는 백목사님의 지시가 
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수십번 반복적으로 일반 노선과 이 노선의 차. 
이에 대한 연구 방법을 듣고 또 서부교회 십일조 경비를 받아 세계 
신학계와 교리 환경을 연구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공회라는 교단의 그릇에 담아 준 교훈이 과연 우리가 모르는 다  
른 곳에도 있었다면 우리는 앞서 그곳으로 달려가 배우는 자의 입장
에 서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입장에 서고 싶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
었으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거나 무책임하게 .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요약하라면 아마 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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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소개서에서는 피하겠습니다. 

백영희 목사님이라는 시대적 인물을 통해 이 시대에 전해 준 교리   
세계가 과연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세계의 전 현직 신학계 
인물들을 통틀어 발견할 수가 없었는가 과연 그렇게 통틀어 살펴보? 
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 . 
세계란 세상 학문에서도 그 전반적 체계의 역사성과 복잡성을 두고 
대 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 철학 법학 의학 정도를 손꼽을 4 . , , , 
수 있습니다 이천여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두고 세계 최고의 석. 
학들 두뇌들의 수없는 연구와 발표 논쟁과 결론 등을 통해 내려온 
이 거대한 조직 체계들은 아무나 쉽게 접근하는 것조차도 어렵기 그
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각 대학의 개 학과 관련 중진 교수들이 자신들  4
의 그 전공 학문의 체계에 대하여는 어느 한 모퉁이 끝을 붙들고는 
좀 안다는 정도로 말하고 있으며 감히 자신의 전공과목 전체 체계에 
대하여 안다는 말은 입에 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 분야 전체를 . 
파악한 정도가 된다면 당대의 석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그. 
만큼 수천년을 통해 쌓여진 정보의 양 자체가 천문학적이고 그 체계
의 이해가 이미 하늘에 닿아 있는 피라밋이어서 그 밑에 중요한 근
간 하나를 빼거나 변경하면 태산이 무너지게 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의학에서는 엑스레이나 마취 해부와 같은 신 개념이 한번   , 
나올 때마다 의료 현장에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를 개벽할 정도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기술이 나타났는데 세계가 모를 리 없으며 . 
의학계에서 숨겨져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 있었다면 과거 고. 
시대일 것입니다 의학계보다 법학계가 법학계보다 철학계가 더 차원 . 
높고 복잡합니다 그 꼭대기 위에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 . 
것은 전부 세상 학문으로서의 외관만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신학계. 
에서 삼위일체 교리나 예수님의 신성 믿음 외로도 천국을 간다든지 , 
하는 등 근간에 관련되는 교리들은 토씨 하나를 잘못 채색하거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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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이는 그냥 해 본 말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분
해 조립이 되어 변종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대학교 정규 입학 성적의 중간이 되지 못한 이들이 신학교로   
진학을 하여 교계에 소위 신학자가 되고 유력한 목회자들이 되어 있
는 것을 많이 봅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그런 것을 흠잡지 않고 오. 
히려 자랑하지만 세상식 학문 체계를 전제로 대하는 일반 교계적 시, 
각에서 평한다면 이런 분들의 지적 능력 학문적 수준으로 각급 신학, 
교나 강단에서 교리나 교회의 신앙노선에 대하여 이 말 저 말 쉽게 
뱉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현 교계의 신학 관련 논문이. 
나 유력 설교집에서 기독교가 타종교로까지 바뀔 정도로 언급된 대
목을 찾으라면 그 예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신학자들은 장탄식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형 교회나 대형 신학대학의 핵심 포스트에 있는 이들은 여론과 교
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힘이 결정하지 옳고 바른 교훈이 좌우하는 .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사의 또 한 모습입니다. 

백목사님의 깨달음은 기독교가 타종교로 개종되는 것이냐 아니면   
수천년에 몇 번 없는 칼빈 같은 이가 다시 이 시대를 향해 외친 것
이냐 라는 정도의 대단한 발표입니다 백목사님의 깨달음에 성경적 . 
모순이 없다면 이는 후자가 될 것이고 성경에 틀렸다면 전자가 될 ,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년 완전 공개되고 토론되어도 어떤 면에서도 . 50
성경적이라는 결론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오늘 한국 교계의 세계적 정보  
망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선 민중신학이나 . 
해방신학 또는 천주교 교류 교단들에서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 곳에서 나왔다면 어느날 세상 신문에 살해 보도가 함께 나. 
올 것입니다 백목사님과 같은 깨달음이 나온다면 미국의 칼빈신학교  . 
웨스트민스트신학교 등과 같이 보수교계입니다 또 그런 곳에서 그 . 
연락은 받게 되고 그 소식은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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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좁아지게 됩니다.

세계 신학은 영어권 신학으로 소개되지 않은 것이 없고 영어권 신  , 
학계로 들어온 소식이 한국 신학계로 건너오거나 파악되지 않은 것
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한국의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 
예상치 못한 장애로 인하여 그 소식을 접할 수 없을까 하여 백목사
님은 특별히 이 면에 대한 파악과 앞날의 교리 요약에 필요할 것이
라는 점으로 세계 신학계의 파악을 위해 직접 영어권 중심 속에서 
살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모든 파악이 끝났고 더 이상 살피는 것은 공연한 소모일 뿐이  
라고 생각한 년 시점에서 백영희목회연구소는 이 신앙노선은 일1986
반 교계에 없는 특별한 노선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백영희 신앙노선과 같은 있다면 숨겨진 칠천이니 교리사의 계통적  
으로 살필 일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이사야 때에 이사야만 . 
훌륭했고 이사야 외에는 종이 없었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사. 
야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그는 기독교 전체 역사상에서 하나님께
서 이어지는 계통에까지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한 시대의 종 한 시대를 감당하는 깨달음들이 나오는 전제   , 
조건들은 우선 말씀 하나에 생사를 완전히 넘어선 사선의 환경이 있, 
어야 하고 그의 현 신앙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그에게서 뻗쳐 , 
나오는 빛이 참으로 눈이 부셔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생활과 걸어
온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에게 하나님이 진정 동행하신 증거들
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그의 신앙 계통이 교회사의 . 
정통과 전통에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니 이런 점을 두루 갖추는 
환경을 위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만도 아닙니다. 

이곳의 주장들은 이미 정상급의 신학자들과 본질적 토론과 평가를   
거쳐 결론에 도달한 것들입니다 굳이 상대방을 공개하는 것은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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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명을 받고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필요 없는 
불편을 드릴까 하여 대부분 이곳의 일방적 주장만 발표하고 있습니
다. 

여러 다른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중에 웨스트민스터의 쟌   '
머리 아현교회의 김현봉목사님 등 몇몇 분들에게서 (John Murray)' ' ' 
대단히 주목할 만한 깨달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리사를 . 
이어갈 외길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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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삼분론  2 ( )  三分論

서  론  . Ⅰ

삼분론 의 교리사적 중요성  1. ‘ ’

삼분론과 이분설  1) 

  사람의 요소를 나누는 문제는 조직신학의 인론 에서 다루고 ( )人論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요소 어떤 실체로 이루어졌는가 신체와 영. , ? 
혼 둘로 되어 있다는 이분설이 있고 또 신체와 영혼 안에 영이 있어 
세가지 실체로 되어 있다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과 이분설의 역사   2) 

이 두 가지 학설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때로  
는 많은 논쟁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중세기 또 종교개. , 
혁기에 이르기까지는 이 교리 논쟁은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만큼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초대교회 세기 동안에는 성경론 세기 동안에는 삼위  2-3 , 3-4
일체론 세기 동안에는 기독론 중세 천년 동안에는 기본구원론 , 4-5 , 1
등의 교리문제를 두고 교회가 사활을 건 교리 투쟁을 계속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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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때로는 수백년씩 매어. 
달리다 보니 인론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연히 인론에 대하여는 얼른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분설이 대세가 
되었고 성경으로 깊이 새겨야 깨달을 수 있는 영 의 존재 삼분설은 ‘ ’ , 
늘 뒤로 밀리는 형편이었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체와 눈감고 잠깐만 생  
각해봐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세계까지는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
기 때문에 이분설은 쉽게 주장되기도 하였고 설득되기도 쉬웠습니, 
다 그러나 타락 후 어두워진 인생에게 마음 안에 있는 참 자기 참 . , 
인격인 영 이라는 실체를 밝히지 않고는 안되는 교리 문제가 생겼으‘ ’
니 이것이 건설구원 교리인 것입니다. 

인생이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믿음뿐 이라는 이 교리 때문에 천주  ‘ ’
교와 천년 투쟁하고 마침내 이 깨달음을 환하게 밝혀 드러낸 것이 1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개혁교회는 천하의 성. 
도들에게 의심 없는 구원의 확신 을 준 것이 이들의 주요 공로입니‘ ’
다.

그러나 에덴동산에서 재림 때까지 쉼 없이 미혹하는 악령의 역사  , 
와 교회를 쉼 없이 길러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날 수 없
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끝나자 숨 돌릴 틈 없. 
이 교회는 그다음 열어갈 신앙 노정 아직도 교회가 어리고 어두워 , 
밝히지 못한 진리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
다 잠깐이라도 성장을 멈추면 악령의 역사는 교회를 정신 차리지 못. 
하도록 흔들어 댑니다. 

삼분론의 중요성  3) 

칼빈의 종교개혁 후 오늘 교회가 다음에 밝혀 나갈 문제는 무엇인  
가 바로 믿은 후 성도의 평생 신앙 문제입니다 평생 노력하여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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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건설구원 에 대하여 이제는 밝혀 나갈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묻‘ ’ . 
혀 있던 영 의 존재를 밝혀서 믿음으로 중생되는 것은 영 이며 영의 ‘ ’ ‘ ’ , 
중생 후 평생 말씀대로 힘써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은 마음과 
몸인 것을 밝혀야 할 순서입니다 전자는 기본구원 후자는 건설구원. , 
이니 지금껏 구원을 하나로만 묻어둔 것을 둘로 밝혀 나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치 세기의 초대교회가 하나님 도 알았고 예수님 도 알았고 성4 ‘ ’ ‘ ’ ‘
령님 도 알았으나 삼위일체 라는 교리로 정리 요약하였듯이 또한 ’ ‘ ’ , 5
세기의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또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신인양성일위 라는 교리로 정리 요약하였듯이 이제 세기 백영희신‘ ’ , 20
앙노선은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과 행위로 얻는 구원 을 성경‘ ’ ‘ ’
이 말했으니 이것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교리로 정리 요약하지 
않으면 많은 의문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교리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정리 요약하는 데에는 인간 구성에 삼  
분교리를 같이 밝혀야 하는 것이니 이 문제를 교리 연구로 성구 연, 
구로 또 실제 신앙생활면에 적용으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 

기존 삼분설과의 구별  2. 

 지금까지 내려온 삼분설의 주장들은 구원론 즉 기본구원과 건설 , 
구원 문제를 연관시키지 못함으로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따. 
라서 이분설 주장을 하는 많은 주석과 조직신학에서 역사에 간간이 
있어왔던 삼분설과 건설구원과 함께 밝히는 삼분설을 혼동하여 논하
는 일들이 많습니다 본서에서 논하는 삼분설은 때로는 예수님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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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인한 이단 교리로 정죄 받았던 아다나시우스의 삼분설이나, 
마음을 물질이 아닌 영물로 보는 삼분설이 아니라 건설구원을 밝혀 
나가는 백영희삼분론 임을 먼저 알아야 공연한 혼동과 오해를 없앨 ‘ ’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도 기존의 삼분설과 이분설에서 논하  , 
던 용어들과 다른 것들이 있으니 이 면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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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론 . Ⅱ

인간 창조  1. 

특수 피조물  1) 

 다른 만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몇 가지 특수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목적 대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의논  ⑴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 
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 의논이 있었습, 
니다 여기 의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고 서로 도움받. ‘ ’ 
을 일이 있어 의논하는 의논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 
것을 만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창조하시는 것이지만 의, , ‘
논 을 창세기 절에 나타내 보이신 것은’ 1:26
첫째 성부 하나님의 우주 영계의 전체 운영에 관계성을 가진 인간  , 

임을 보이시고 
둘째 성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역사에   , 

관계성을 가진 인간임을 보이시고 
세째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에 관계성을 가진 인간임을 보  , 

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나 삼위가 삼위 각자 역사의 특별성을 가  
지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 
주신 것은 이제 창조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삼위로서 역사하는 이 모
든 역사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외의 존재 즉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가지는 신인 교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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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이며 이용물일 뿐입니다 마치 부모가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 . 
자녀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이나 다른 소유와 다른 것처
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⑵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렇게 특별한 상대가 되는 이 사람이라는 존  
재는 삼위의 특별하신 모든 역사에 밀접히 하나 되어 역사할 존재이
니 그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 쓸 수 있어야 할 특별한 존재라
야 할 것입니다 이 특별 관계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는 대립. , 
마찰 분요가 있게 될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과 동질적인 존재로 만드, 
신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의 오해와 같이 사람의 영은 신적 요소의 . 
일부가 떨어져 나와 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요 인적 , , 
요소로 되었으나 하나님이 쓰시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
다.  

창 말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1:26 ‘
을 만들고 하신 대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무엇인가 참사람 속사람 참  ? ‘ ’, ‘ ’, ‘
자기 새사람 이라고도 하는 바로 영 인 것입니다 영육으로 된 것이 ’, ‘ ’ ‘ ’ .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떼 낸 육만을 가지고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
니다 마찬가지로 육을 떼놓은 영만을 가지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는 .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을 사. 
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창조 때는 영육이 온전히 하. 
나 되어 있었으나 범죄 후 영은 죽고 심신으로 된 육으로만 사는 인
생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범죄 전이나 후나 인간이 볼 때는 꼭 같, ? 
은 사람 인데 영이 죽어 육으로만 사는 사람과 범죄로 죽은 사람을 ‘ ’
구별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곧 육으로만 사는 사람을 옛사람‘ ’ 
겉사람 죽은 사람 거짓 자기 라고 하고 죄 이전 원래 만들어진 사‘ ’ ‘ ’ ‘ ’
람처럼 산 영과 육이 하나 된 사람을 새사람 속사람 참사람 참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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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라고 하는데 이는 중생된 영 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 .   

그러면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 
물체도 영체도 가지지 않는 완전자이니 인간의 둔탁한 표현 방법으
로 그저 형상 이라 모양 이라 한 것이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아는 ‘ ’ ‘ ’ , 
형상 에 하나님을 맞추려하면 이는 잘못입니다 형상 모양 이라는 ‘ ’ . ‘ ’, ‘ ’
말은 그 사람의 외부로 나타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니 완전자시며 무, 
형인 하나님이 외부로 나타나신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필요한 면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알려주셨으니 알려주신 그 
범위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시니 . , 
우리와 같은 형상은 없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그분의 속성들이 있
으니 이 속성이 바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 
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활동 등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은 자, ‘
존 완전 사랑 진실 의 거룩 등 열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 ‘ ’ ‘ ’ ‘ ’ ‘ ’ ‘ ’… … 
니다. 

이 중에 피조물로서는 성질상 가질 수 없는 자존 완전 영원 불  ‘ ’, ‘ ’, ‘
변 단일 의 네가지 형상이 있으니 이것을 빼고 그 대신 인간이  특’, ‘ ’
수 피조물로서 가지는 여덟가지를 우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 
람이 가진 이 여덟가지 속성도 원형을 본받아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그 가치성 실력성 활동성 완전성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 , , . 
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 입니다, ‘ ’ . 

이러한 속성들로만 된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  
직이는 이 생명을 가진 산 영으로서 여덟가지 속성적 활동만 합니다. 
만일 영이 죽으면 이 여덟가지 속성은 곧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요, 
영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받. 
아 지어진 영의 속성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는 본질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영은 활동을 . 
멈추게 되는 상태가 죽은 것이요 악령은 범죄한 인간의 하나님과 , , 
끊어진 영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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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의 존재  ⑶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바로 우리이  . 
기 때문에 당신을 본받아 모형으로 지은 영을 우선 앞에서 설명했습
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영에게 육으로 된 마음과 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 
영이 자기의 소유격인 육 즉 심신을 통하여 만물을 상대하게 하십니, 
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된 재료로 나눈다면 영물로 된 영 물  , , , 
질로 된 우주계가 있고 영물로만 된 것은 천사요 물질로만 된 것은 , , 
이 세상 모든 만물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물로 된 영과 물질로 . 
된 육 즉 심신을 한 존재에 함께 가졌으니 이것이 특수 피조물의 특, 
징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마음 이 어떻게 물질이  ‘ ’

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 이라 할 때 사람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은 . ‘ ’
돌 나무 고기덩어리 같이 육안의 두 눈에 보이고 손바닥에 쥐면 잡, , 
히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물질에 대한   
지식에조차 인간들이 미개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관한 지식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창조 때 한번에 만들어서 우주에 넣어 두신 것입니. 
다 그러나 자연계시에 대한 무지로 성급히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주. 
관적 성경 해석 주관적 신앙으로 주장을 하여 무지한 광신자 취급‘ ’ 
을 받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발견 또는 발명 하, ‘ ’, ‘ ’ 
는 사람들이 마치 창조 한 것처럼 교만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엿새 ‘ ’
창조에 이미 만들어 배열시켜 운영하고 있던 것이 인간 제가 무지, 
무식 어두워서 몰랐다가 알게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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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하여 인간이 몰랐던 것을 수천년의 세월 속에 하나씩 알  
아갈수록 너무 커서 못 보던 것을 이제야 본 것입니다 예를들면  , . 
지구 태평양 한국사람 에게는 한국땅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반대, , . 
로 너무 작아서 못 보던 것을 이제야 본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세. 
균 세포 원자 전자 또 망원경을 통해서던지 현미경을 통해서든지 , , , , 
점점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으나 아무리 가도 물질의 성질상 아예 , 
볼 수 없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도 점점 밝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컨대 예전에는 소리 는 그냥 소리 지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 ‘ ’ ‘ ’
것은 개념도 없었고 접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기 진동으, . 
로 나오는 보이지 않는 물질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 
모든 피조물은 영질과 물질로만 되어있고 천사 악령 인간의 영 외, , 
에는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물질입니다 그러면 소리 햇. ,  ‘ ’  ‘
빛 공기 이 전부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물질이 아닌가’ ‘ ’ ?  …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만 물질( ) 五感 
인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물질이 아니겠는가? ?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오감 전체 어느 부분으로도 접할 수   ,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물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힘 입니. ‘ ’
다 육체의 근육과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그 동물이 먹는 음식. 
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열 입니다 먹은 음식을 소화시킬 때 나오는 ‘ ’ . 
그 에너지 는 물질인가 영질인가 우리의 오감 어느 부분으로도 접‘ ’ , ?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과학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실. , 
체를 밝혀낼지는 모를 일입니다 설사 밝혀낸다 할지라도 놀랄 것이 .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들어 놓았던 것이 이
제야 인간이 알아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발명과 발견. 
은 어떤 것이라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만큼은 앞으로 어
느 정도까지라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가공할 만한 현대 과학 특히 생명공학 인체  , , 
공학 유전공학 전자공학 우주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출현과 실제, , , , … 
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초연히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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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명과 발견도 물질에 관한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범위 
안에서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신학자.’ . 
들이 인체를 만드는 것은 과학으로 안 된다고 했다가 인조 인체가 
나오니까 신학자들의 신학이 과학에 밀려서 오락가락해 버리는 경우
를 우리는 금세기 수십년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 물질이냐  
를 확정짓지 않으면 성급히 인간 과학 인간 능력으로 가능한 문제를 , 
자연계시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
면 신앙에 여러가지 불필요한 모순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물질이냐 오감으로 접할 수 없다고 무작정 물질이 아닌   ?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술한 . . 
바와 같이 우주 만물이 물질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동물들도 물질로, 
만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 무엇인. , 
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두말할 것 없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 
상대로 지음 받은 영이 있다는 점뿐입니다 영 외에는 정도 차이 가. , 
치 차이 활동 차이 실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도 , , . 
본질적으로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에게는 육체 고기덩어리만 있고 그 육체를 움직이는   , 
마음 생각은 없을까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있습니다 사람의 혼, ? . . 
은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고 전도서 에 분명히 밝혔습니, 3:21
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짐승에게 . 
마음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인간도 물질만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영이다 고로 짐승에게, ‘ , 
는 마음이 있으면 안된다 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 가설에 따라서 짐승’
을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모순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연계. 
시에 어두웠던 시대에 신학자들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사는 지구
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돌아야 한다는 억해로  
발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장 때문에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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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무지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성경까지 비방해버리
게 하는 빌미를 주게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짐승에게도 희 로 애 락이 있습니다 즉 마음의 대 요소라고 일반  , , , . 3
적으로 말하는 지 정 의 중에서 정 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계획 준. . ‘ ( )’ . , 情
비 기억 등의 지 가 있으며 자기대로의 뜻 즉 의 가 있습니, ( ) , ( )知 意
다 다만 그 수준이 유치하고 상당히 저급의 것이라는 차이일 뿐입니. 
다 만일 짐승은 본능만 있고 이 본능은 물질 작용이요 인간의 마음. 
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말로만 논리할 것이 아니고 영리한 짐승들
을 실제로 관찰하며 다시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실제를 말로 맞춘다. 
고 맞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생된 성도는 영이 살았으나 불신자는 영이 완전히 죽어있  
다고 우리가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에게 죽은 영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이 무엇인가 영 또는 영혼 이분설적 표현 이 죽고 남은 ? ( )
부분은 물질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신자의 . 
마음의 활동은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바로 신비한 물? ‘
질 인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물로 된 영’ . 
을 민첩하게 또 유기적으로 잘 받들어 줄 수 있는 탁월한 도구입니
다 그러므로 일반 저급의 물질과 달리 고급의 탁월한 기능을 가진 . 
물질이요 또 물질계에 주인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모든 , , 
은혜를 만물에게 전달하는 이 영을 전적 상대하기 때문에 그 재질은 
물질인데 영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물질 신비한 , 
물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을 영으로 보는 주장에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  
어두워진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적 면에서 타락하여 인간 정신, 
마음 즉 도덕 수준으로 타락하였고 이제는 육체의 말초신경이 원하, , 
는 대로 타락하게 되었으니 마음 안에 있는 영의 세계를 느끼고 접
할 수 있는 깬 마음 밝아진 마음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제 눈에 보이, 
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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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영장  ⑷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무대요 활동 세계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 
로 받아 우리가 충만하고 이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케 해 주는 이 영
원무궁에 하나님 다음가는 영광과 찬미는 누가 누릴 것이며 누구의 , 
것이겠는가?  

자존하신 하나님 당신은 완전자이니 홀로 계셔도 부족이나 외로움  
이 없으시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 
전적 완전자 당신이 스스로 당신을 닮은 존재를 하나 만들어 그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정했으니 이것이 모
든 예정과 창조와 영원 섭리의 시작입니다. 

이래서 당신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스스로 기쁨을   , 
가지듯이 우리는 당신의 것을 가지고 당신을 본받아 당신처럼 다른 , 
존재에게 우리의 전부를 줌으로써 당신의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으
로 우리의 기쁨을 삼아 영원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며 이 일에 필요한 무대와 활동 세계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 
만물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피조물이지만 일반 만물과 사람은 그 위치와 가치  , 
성이 당연히 다릅니다 비록 영물인 천사라 할찌라도 이 일에 하나님. 
의 심부름하는 종이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한 목적 대
상은 아닙니다.    

이런 영원을 목적하셔서 당신의 직접 목적 대상인 우리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는 만물을 만드셨으니 만물의 영장이 누구이겠는가? 
곧 우리인 것입니다 또한 영원에 조금이라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상을 하나의 준비처로 이 일에 숙달장 연단장 훈련소로 두신 것이, , 
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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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고 ’
하셨고 우리의 영원에는 세상과 천사도 판단 할 실력자로 기르시는 , ‘ ’
것입니다 갈 고전( 4:1, 6:2-3).  

이런 우리들이니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가  
질 영 이 있어야겠고 이 영이 곧 사람의 주격이며 이 영을 수종들‘ ’ , , 
고 만물을 상대할 물질로 된 육이 있는데 사람 안에서 영과 몸을 연
결하는 것이 물질 중에서 신비한 물질 영과 연결을 갖고 몸을 붙들, 
어 쓰는 것이 마음입니다.   

생령이 된지라  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된 우리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육인 심신을 가
지고 만물을 상대하여 만물의 영장 노릇하는데 필요한 창조가 창, 

의 인간 창조임을 살펴보았습니다1:26 .
  
이제 이런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만든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 창  

조사역에 제일 중심이므로 창세기 장과 장에 아담 창조에 대한 기1 2
사를 특별히 자세한 설명을 중복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 ‘
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도 물질로 된 육을 만’
드신 일만 기록되고 영의 창조가 생략된 것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 
이 육의 탄생과 함께 일일이 설명치 않아도 영을 동시에 창조하여 
영육이 하나된 존재로 세상에 보내시니 특별히 영의 출생에 대해서
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영 없이 육만 따로 만든 것이 아닙, 
니다 예컨대 우주 창조만 특별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영계 창조는 . , 
따로 기록하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영과 심신이 완성품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이 완성품에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 최초로 이 아담에게 임하게 되었고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에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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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동작이 시작하게 되었으니 생령이 된 것입니다 마치 형광등, . , 
을 다 조립하고 전기선까지 발전소에 연결을 시킨 다음 이제 스위치
를 넣어 불이 들어오게 됨과 같은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움직이게 된 첫 사람에게 광  
대한 당신의 목적대로의 역할을 시험해 보시되 각종 들짐승과 새들‘
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는 것으로 작은 시험 하나를 해 보셨습니’ 
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아담이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 이 되는 결과. ‘ ’
가 나왔습니다 곧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 , 
의 마음에게 감동시켜주고 마음은 자기 영이 자기에게 감동시켜주는 ,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을 통하여 발표하니 아담의 짓는 그 이름이 
아담 단독의 주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기록이 바로 아담의 짓는 이름대로 이름이 되
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지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모습이  
었고 이렇게 영원토록 움직이도록 첫 사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 
일 아담의 이름 짓는 것이 자기 주관대로의 것이었으면 그 이름이 
바로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담은 이름 짓기 시. 
험으로 합격한 그 존재 그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물
을 하나님 단일 통치로 지키고 다스리면서 살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
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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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대 구성 요소   2) 3

영  ⑴ 

영물의 일반적 성질  ① 

영은 영질로 만들어진 영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계는   . 
영질로 우주계는 물질로 만드셨고 영질로 된 영으로서는 천군 천사, 
들과 또 타락한 천사 악령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물질계인 , , . 
우주에서 활동하나 물체가 아니므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특별 심부름으로 우리 육안에 보이게 나. 
타날 때도 있고 악령도 나타나 보일 때도 있으나 이는 신앙이 어리, 
고 어둡던 때에 외부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 성경, , 
에 천사나 악령을 보이는 형체로 기록한 그 형체가 바로 천사인 것
은 아닙니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음  ②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두가지 속. 
성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열두가지 . 
속성은 자존성 완전성 영원불변성 단일성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 , , , , , , , 
거룩 진실 주권입니다 그중에 자존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 . 
요 완전성은 하나님의 완전성이 원형이요 우리는 그 완전에 모형적 , 
완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완전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이 완. 
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원 불변성에 대해서는 . 
영도 범죄 하거나 탈선하는 변질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자
라가는 성장 발전에 의미에 있어서는 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이는 , . 
완전성과 연관 있는 부분입니다 단일성은 영에게도 그대로 있어 물. 
질로 된 심신과 같이 복합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심신으로 된 우리의 . 
육과 같이 중복적 점차적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죽음이요, , 
반대로 중생 때에도 단번 중생인 것입니다 이제 말한 가지 외에 .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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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론 에서 자세하게 ‘ ’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 
님의 형상을 그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만 사용  ③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연결. 
이 끊어지면 즉시 생명이 끊어지고 활동이 멈추어버리는 것이지 심
신처럼 딴 주인이 쓴다고 쓰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 
변질된 악령에게는 이용당할 수도 없고 당하지도 않는 성질의 것이 
영입니다 또 영 스스로도 죄를 짓거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   

영은 심신의 주격  ④ 

 영은 심신의 주격입니다 심신은 영의 소유격으로 영의 지도를 받 . 
아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참자기 는 곧 . ‘ ’
영 인 것입니다 그러나 심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탁월한 사고와 ‘ ’ . 
활동을 가진 소유격으로서 영의 지도를 받아 움직일 때에 아주 탁월
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스피커처럼 단순한 전달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뜻을 영이 마음에 비추어주면 과거에 대한 기억 현재, 
의 판단 등 모든 면에 아주 탁월한 것입니다.  

영은 단일성  ⑤ 

  영은 단일성입니다 특별히 이 면을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 
님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만들되 타락의 순서를 거치도록 
하였으니 타락의 순서를 거쳐서 다시 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 면을 깨닫는 데에는 영의 존재와 영의 단일성을 밝히지 못하여 
많은 교리적 모순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단일성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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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심신의 범죄로 단번 죽고 이제 대속으로 중생되는 것도 영이 , 
단일성이기 때문에 단번 중생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대속. 
이 되었으니 단번에 완전 영원 해결입니다 이것은 영에게 해당된 , . 
문제요 심신의 대속은 중복적입니다 곧 기본구원 건설구원 문제에 , . , 
연관되어지는 핵심적 문제입니다.  

마음    ⑵ 

마음은 신비한 물질  ① 

  마음은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 말은 마음은 영물이 아니라 물질이.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과 마음과 몸 셋을 실체적으로 분류하면 . , 
셋이지만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기준으로 나누면 물질로 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육 으로 말할 수 있으니 곧 영육의 사람으‘ ’
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영적 존재로 보는 데에서 많은 혼란이 .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삼분설 학자들이 영과 . 
영혼을 한 존재로 보고 또 이분설 학자들은 마음을 영혼과 한 존재
로 보고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용어 사용의 오해와 
착각 혹은 불일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이 시대의 신학자나 교회들까지에도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어서 삼분론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 상대방의 깨달음
을 주장하는 그대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역사적 가설과 선입관에
만 붙들려서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한다고 단정 지워 놓고 
그 주장이 틀렸다고 논리를 펴나가고 그래서 심하면 이단 이라는 말‘ ’
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단에 대한 정죄는 이설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면을 동시에 가진  , 
다는 것을 알고 교리를 연구할 때는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실체적 이단을 성경으로 밝혀 옳은 노선을 제시한 사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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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하늘의 선지자상이 있을 것이요 우주보다 귀한 생명을 수없이 , 
건지는 귀한 일이 됩니다. 

둘째는 감추인 이단을 찾아내는 것이나 드러난 이단의 잘못된 교  , 
리를 진리로 바로 비판하려는 정도에서 벗어나 이단 비판 을 학자의 ‘ ’
학적 명예와 공로 인정을 받으려는 이익의 재료로 쓰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를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 그가 이단이 되어야 함에 필요조건을 갖추
어 나가는데 필요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조립해놓고 이제 이단 정죄
를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 스스로 조립한 이단과 자기. 
가 이단이기를 원하는 상대방을 일치시켜 나가다가 이 일에 어려움
이 생기면 이단 비판의 학자에 대한 이단들의 무고 박해 라 하면서 ‘ , ’
자기는 영광의 고난 십자가의 길 을 걷는다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 ’ ‘ ’
습니다. 

영에게 소속된 소유격   ② 

마음은   영에게 소속시켜 영이 사용하고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신
비한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혼자 독립할 수 없습니다 즉 원. , . , 
래는 자기의 영에게 소속되어 피동 되도록 되어 있었고 악령이 인간, 
을 범죄 하게 하여 영이 죽은 후에는 악령이 영의 자리를 대신 차지
하여 자기의 심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습   

니다 자기의식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무엇을 한다고 생. 
각하고 어느 무엇에 자기 마음이 붙들려서 움직인다고 느끼지 못하
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 없이 불신자로서 살 때, 
나 혹은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 없이 살 때에 자기 마음은 단독이 ,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에 악령이 원하는 마음
이 생기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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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악령도 우리 영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신  
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 마음 신앙생활 안하는 것도 자기 마음 어쨌, , 
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실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원
인이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 두 가지 영이 있어 영들이 넣어주는 , 
대로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내 마음    . 

단독의 행위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모든 ? . 
마음 안에는 성령이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겨지게 된 것이며 또 마음에 하나님 없이 자기 , 
육체의 욕심대로 죄를 하나지었습니다 그것도 마음 단독이 한 것이 . 
아니라 그 마음을 악령이 붙들고 있어 그 마음을 주니까 그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래서 순간도 빈틈없이 우리의 영과 악령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   
차지하려고 투쟁하는 바 이 투쟁은 죽는 그날까지 늘 순간적으로 교
차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 순. 
간은 바로 악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병에 . 
물을 채우면 자연히 공기는 밖으로 다 나갑니다 만일 물을 부어버리. 
면 진공으로 있는 순간은 조금도 없이 물 없어지는 그 순간 공기가 
병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마음은 순간도 비어 있. 
지 않고 영과 악령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영에게 소속되어 움직이는   
존재요 독립할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어느 주인을 받드느냐 하는 
것은 자유성 을 가지고 심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에게 지도받아 ‘ ’ . 
영과 하나 되어 움직이느냐 아니면 영을 배척하고 악령을 자기의 주, 
인으로 모시느냐 하는 결정은 자유입니다 이것이 만물과 다른 인간. 
의 또한 모습입니다 이 자유성을 주신 것은 다른 만물과 달리 우리. 
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를 받드는 것처럼 하는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장난감과 같고 꽃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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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같이 주어진 한 가지 기능만을 하는 자유성 없는 존재로 우리
를 목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자유성은 기계나 동물과 달리 부자간의 관계 같은 이런 인  

격적 관계를 가지게 하는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동시에 
책임성이 따릅니다 그 자유성으로 심신이 영에게 자원하고 유기적으. 
로 하나가 되면 기계나 만물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함에 이르지만 그 자유성으로 심신이 악령을 택해 버리면 그로 말미, 
암아 만물에게 없는 심판과 영멸이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위험한 자유성을 인간에게 주셨을까 자유성을 가  ? 
지는 존재라야 인격적 교제와 영광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며 만일 자, 
유성으로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내셨습니다 범죄 하여도 살릴 길이 있으니 일부러 자유를 . 
주시고 인간에게 범죄까지도 허락하신 것은 자유성으로 범죄하고 범
죄로 죽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되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
게 줄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를 살리는 이 전적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완전자가 다른 존재에게 자, 
기 모든 것을 다 줄 있는 방법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복합체  ③ 
  
마음은 단일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복합체 로 또 여러 요소들 로   ‘ ’ , ‘ ’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복합체 라는 말은 장소적 공간적 . ‘ ’ , 
의미에 있어서 복합체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요소들 이라는 말도 물, ‘ ’
량적 개수라는 의미로 보아서도 안됩니다.     
마음 안에 요소들로는 욕심 소원 감정 의지 등이 있다 하겠고 욕  , , , 

심도 그 종류가 무수하고 감정 역시 그러합니다 이래서 고요히 눈, . 
을 감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차근차근 새겨보고 연구를 해 보면 우
리의 영안이 밝아지면서 이 마음 안의 복잡함이 가히 광대한 우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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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복잡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성경적 사용  ④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 
특히 마음과 관련하여 오해나 혼동이 많은 표현 두 가지만 잠깐 살
펴보겠습니다.

양 심  ㉮ 

양심은   마음 중에 제일 밝고 깨끗한 부분으로 마음의 눈과 귀가 
되어 모든 것을 비판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 
받기 때문에 독자적인 자기 마음에 가진 지식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
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그 양. 
심의 종류도 무수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 지식에 빠진 사. 
람은 불경적 양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은 
그 양심 역시 공산 혁명적 양심이 됩니다. 
요는 양심은 영이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서 구별해야 합니다  .   

  
양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 성령의 감동대로 움직이  

는 양심을 신앙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양심이 비교적 인간의 심신 중. 
에서 제일 깨끗하고 바르기 때문에 양심을 영이라고 생각하기 쉬우
나 어디까지나 양심은 마음입니다.   

영 혼  ㉯ 

성경에 영혼이라 할 때의 영혼은 여러가지 원어 사용상의 복잡함  
이 있지만 둔탁한 인간 표현에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두는 것
이므로 한정된 문법과 문자에 스스로 얽매여 진리를 얽어매고 제한
해 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 
해야 합니다 성경 표현의 사전은 오직 성경이며 성경에 명시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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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표현은 조명영감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적 . 
사용에서 보면 영혼 심령 혼 등은 마음을 각도에 따라서 혹은 ‘ ’, ‘ ’, ‘ ’ , 
작용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영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

몸   ⑶ 

몸은 물질  ① 

  사람의 몸은 물질로 되어졌습니다 물론 가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는 어떤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 . 
자체는 물질이지만 이 몸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제일 일선과 
외부를 맡고 있어 이 일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즉 . 
한편으로는 마음을 상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물을 상대하는 것입
니다. 
  
사람의 몸이 물체로서 가진 기능과 활동 특히 마음과 오묘한 일체  , 

를 이룬 이 관계가 요즘 과학의 발달로 그 일부분이 조금씩 알려지
고 있습니다 같은 물질로 되었으나 신비롭기만 한 마음과 그런 마음. 
에 의하여 움직이는 몸 그리고 둘 사이의 상호 관계성 이런 면에 , , 
대하여도 성경이 알려주시고 또 자연계시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데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구하여 안 것이 하나 있으면 그 알게 된 하나의 지식 속
에는 더 깊고 더 광대한 비밀의 세계가 새로 열리고 있어 지금까지 , 
알게 된 자연계시 정도로도 우리의 마음은 가히 광대하고 큰 우주라, 
몸은 작은 우주라 할 만합니다. 

몸은 독립 존재가 아님  ② 

  마음과 마찬가지로 몸도 독존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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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 때문에 마음에 속해서만 움직입니다 만일 몸이 마음에 붙들려 .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 활동을 한다면 이미 정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래서 영은 사람 안의 주격 마음과 몸으로 된 육은 영의 소유격, , 
육안에서는 마음이 주격 몸은 소유격 그러므로 영이 주격되어 움직, , , 
이는 사람이 믿는 성도의 정상적 상태이고 믿는 사람이라도 주격인 , 
영에게 움직이지 않고 다른 영 곧 악령에게 움직여지는 성도의 심신, 
은 이미 신앙 면에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의 사람이 아닙니. 
다 육으로만 사는 사람의 몸이 주격인 마음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이 . 
사람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영 마음 몸이 한 존재 한 인격  , , 

이 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주격 소유격의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정, 
상입니다.  

참고로 물론 정상의 사람이라면 영과 마음 몸이 각각 자체로도   , , 
상호관계로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부분이라도 이상. 
이 생기면 그 이상 있는 상태에 따라 사람은 사람이라도 앞에 붙는 
말이 달라집니다. 
  
영은 단일성이라 죽은 영 산 영으로만 구별하고 이에 따라 신자  , , 

불신자로 나눕니다 마음은 복합체라 해당되는 부분의 이상에 따라. 
서 정신병의 강약 종류가 달라집니다 몸 역시 복합체라 지체와 기, , . 
관 그 작용에 따라서 여러가지 불구자 병자가 있게 됩니다   , , 

몸은 복합체  ③ 

  몸은 복합체입니다 물체이므로 양과 수로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 
물리 곧 물질의 이치에만 맞으면 떼 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으며 , 
교환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신 . ? 
물질의 이치에 가능한 일이면 다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어. 
떤 인체에 대한 놀랄 일들을 해낸다 해도 몸이 물질이며 복합체라는 ,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놀랄 일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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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체공학의 발전을 두고 기독교 교리 학자들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의 인체와 마음이 둘 다 물질
로 되어 있고 물질은 물질의 법칙인 물리에 따라 규율 된다는 초보, 
적 교리를 몰라서 오해한 것입니다 없는 데에서 만든 창조는 자존자. 
만 하실 수 있으나 창조된 세상의 재창조나 변형 변경 문제는 하나, 
님께서 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경적 사용   ④ 
                                                     
 몸에 해당된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혹자들  . 
은 원어의 단어적 해석에 근거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생물학적 용어들이 아니라 우리에
게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표현의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의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해야 합니다.
                                                                
특히 몸은 마음과 함께 물질로 되어있는 육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 

는 때로는 물질과 영으로 기준삼아 사람의 부분을 기록할 때는 몸과 
마음을 혼합해서 한마디로 대표 표현하는 수도 있고 또 몸만을 가리, 
키는 표현으로서 몸과 마음 둘 다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영 육 둘로 또 몇    , , , 

가지 실체로 되었느냐에 따라서 영 마음 몸으로 나누어 종합해서 , , 
요약정리를 한다면 성경에 모든 인성에 대한 표현들에 대하여 정리
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 마음 몸에 대한 종합 정리  , , ⑷ 

마음은 복합체 영은 단일체  ① 

이  분설에서는 마음을 영 영혼 혼이라 하여 마음의 동의어로 사, , 
용 하거나 대체 표현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겔 의 말씀대로 .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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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한 사람은 영혼은 죽고 몸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또 그들이 삼분설을 공격할 때 사람의 영혼은 단일체로서 물체와 같
이 분리할 수 없고 따라서 범죄에 일부가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않
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순 아닌가라는 이분설의 주장에 대하. 
여는 그들의 자기 논리로 적용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즉 이분설은 . , 
몸과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인데 믿는 사람은 마음의 죽어 
있던 부분이 다시 중생 되었다고 하고 안 믿은 사람은 그 마음에 여
전히 죽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설을 주. 
장하는 이들은 사람의 마음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 있을 수 있
다고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영원히 단일성에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범죄한 후에도 영혼이 살아있으니 범죄로 죽는 부분이 있고 여전  
히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삼분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늘 사용되는 원리 즉 영혼의 단일성에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마음은 , . 
복합체이며 단일성의 존재는 실체는 영입니다. 
  

마음의 죄의 여러가지 형태  ② 

  실제 우리 마음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 할 만큼 
복잡하며 또 성경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어 서로 , 
싸우고 의논도 하고 따지기도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 . 
욕심을 버리라 음심을 버리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등의 말씀에서 , , 
마음의 여러 면을 볼 수 있습니다.  
혹 이런 것들을 실체적 부분들이 아니요 단일체의 여러 가지 작용  , 

들 혹은 활동들이라 주장하면서 영혼은 물체와 달리 여러 지체들의 , 
복합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분설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 
면도 영혼을 단순히 물체에 단순 비교함으로 나온 오해입니다 마음. 
은 신비한 물질이라 물체와 같은 물량적 장소적 수치적 계량적 물, , , , 
리적으로 구분되어지지는 않지만 마음 차원의 지체들로 되어있습니
다 신비한 물질인 마음의 요소들을 지체 라 할 때는 육체에 비유한 . ‘ ’
표현일 따름이요 육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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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육체의 지체들이 있듯이 마음의 지체들. , , 
부분들 요소들은 무엇인가 예컨대 욕심 정욕 물욕 정서 감정? , ( , ·····) ( , 
기쁨 쾌락 양심 의지 이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 , , ····· .    

예컨대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라 한 것을 조선시대 임금의 앉는 금  , 
방석 나무 의자를 연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고전 장 부활의 , . 15
형체에 대해서도 해 달 별 물고기 등으로 표현하기를 땅에 붙, , , ····· 
어 땅만 알고 사는 어두운 심령의 인간에게 신령한 영계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비유로 말 한 것입니다 신령한 영계의 실상이 지상에는 . 
없기 때문에 지상에 자연계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
게 해주시는 감동의 역사가 있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 그림자로 예, 
로 비유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체 라 하는 이 , . ‘ ’
표현은 신학의 상식 수준에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만한 이런 문
제를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아 논쟁을 위한 논쟁 혹은 상대방 표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비판자의 주관적 오판을 근거로 비판을 시작한
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영  ③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 
로 지음 받은 것은 무엇인가 영입니다? .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당신을 닮  ? . 

은 존재를 만들어 영원히 당신의 것만을 받아 당신에게만 감사하고 
당신을 향하여 자라가게 하는 것 이 목적이 자존하신 하나님의 의지 ,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 목적의 대상이 바로 인간입
니다 이 인간에게 만물을 맡겨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한 . 
분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영원히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시켜 영
원히 나아갑니다. 

인간의 어두운 심령으로 볼 때 영원한 하늘나라는 노래 부르고 일  
없이 놀고 지내는 영원이라고 영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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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고 세속에 가리운 수준에서 영원한 천국을 세상 자연의 것으로 
상징 비유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세계에서도 년 전과 , . 100
후가 많이 달라지는데 또한 그 속에 과학의 이치를 아는 정도에 따
라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광대하고 오묘한 세계가 있어 그것이 무
저갱 이 되어 있거늘 물질에 탁월한 영의 세계 영원히 무한( )無底坑
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계의 광대함은 영안이 열린 만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 세상 수준에서 영원의 영계를 논하는 
사람은 다시 이면을 가지고 성경이 알려 주시는 대로 알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 한다면 시골 노인 부부가 대화하기를 세상 돈을 ‘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 아마 만원도 넘을 거요 무슨 모르는 ?’ ‘ 100 ’ ‘
소리 만원밖에 안 된다니 세상 돈을 다 합하면 만원도     , 100 ?’ 200
넘을 거요‘.

의사가 보는 인체와 평범한 사람이 보는 인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인체는 사지와 오장육부뿐이지만 의사에게는 천
억의 뇌세포의 활동 신경의 조직과 작용 지구를 바퀴 두를 수 , , 2-3
있는 길이의 혈관 등이 있으니 인체를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영은 주격 심신은 소유격  , ④ 

  하나님의 목적이 영육이 하나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만물의 영
장으로 운영케 하는 것임을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람의 내. 
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에 맞게끔 되어있음을 . 
곧 알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만물 속에 거하며 만물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끔 되  

어 있습니다 짐승의 육체나 새 물고기 등의 육체나 고급 저급의 차. , , 
이만 있을뿐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식물의 구조와도 심지. , 
어 무생물인 돌 흙과도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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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돌 흙에 있는 성분이 양식도 되고 몸의 건강에 필요한 치료제, 
도 됩니다.

식물은 이들보다 더 좋은 양식이 되며 인간의 육체와 제일 가까운   
짐승 새 물고기 등 짐승들의 육체가 제일 좋은 양식이 됩니다 같은  , , . 
재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되는 것은 육. , 
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물질과 사람의 몸은 본질적인 차이는 .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떤가 짐승에게 없는 것이 마음이요 따라서 마음  ? , 

이 사람되는 본질적인 요소인가 이도 역시 정도 차이요 수준 차이? 
지 본질적으로는 짐승에게도 있는 고급의 물질일 뿐입니다 과학이 . 
발달하여 식물에게도 미약한 정서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 
은 것은 제외하고 확인될 수 있는 제일 근접한 것이 짐승입니다 짐. 
승에게도 인간의 마음의 세계가 가진 모든 요소들을 정도 차이지 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 짐승도 지 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추억이 있으며 오감으로  : ( ) . 知
인지하여 알게 된 사물에 대한 기존 지식이 있습니다     . 

정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있으며 복수가 있고 욕심이 있  : . 
습니다     . 

의 짐승에게도 계획 대비 연구등등 의 의 요소가 있습니다: , , ( ) . 意 

다른 피조물 곧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계에 한 피조물인 짐승에  , 
게도 있는 몸과 마음은 곧 물질입니다 마음은 신비한 물질이라고나 . 
할까 짐승은 본능뿐이라고 하나 이는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은 결? 
과요 영을 모르고 마음이 영이라는 단정에서 인간에게만 있는 요소
는 짐승에게 없어야 한다는 오해의 가설에서 비롯된 선입적 명칭 부
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이 짐승의 혼은 아래. ‘
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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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론 의 성구 연구  2. ‘ ’

마음 과 영 을 두 실체로 나타내신 성구  1) ‘ ’ ‘ ’

히 혼과 영과  4:12 - ‘ ’ 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
에게 있어 영 은 마음의 다른 이름이거나 또는 마음의 작용에 관계‘ ’
된 이름이 아니라 실체적 요소임을 가르치는 성구입니다 본문에서 . 
관절과 골수 는 신체의 구체적 부분을 예시한 것이고 혼 과 다른 존‘ ’ ‘ ’
재 하나 영 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  

살전 영과 혼과 몸이  5:23 - ‘ ’⑵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  ‘

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
기를 원하노라 본문에서는 특별히 히 에서 신체 부분 중 예로 들’ 4:12
었던 관절과 골수 를 몸 으로 잘 요약해서 나타내셨습니다‘ ’ ‘ ’ . 

롬 육신의 생각  8:6 - ‘ ’⑶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본문의   ‘ ’ 
영 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가리켰습니다 하‘ ’ , . 
나님의 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영, ‘ ’ . 
을 살려 먼저 살아난 우리 영과 함께 우리의 몸 을 살리시려고 노력‘ ’
합니다.  

절에 육신과 절의 몸은 둘 다 영이 아닌 육을 두고 한 말로서    6 10
본문의 전체 내용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각도에 따라 육신 으로 몸‘ ’ ‘ ’
으로 말씀했으나 본문의 내용 연결을 보면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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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 13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 과 몸의 ’,  ‘ ’ ‘
행실 을 대체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절에서 육신에게도 생각이 ’ . 6
있다 한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가 영에 구별되는 육을 말? 
한 것이니 곧 심신 전체를 육신으로 또는 몸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영을 제외한 육에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
이 있고 이 마음의 작용이 곧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심신으로 된 육신 혹은 몸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타락   , ? 
후 인간에게는 영은 죽었고 마음과 몸으로 된 육으로만 살고 있으니 
얼마든지 신체의 활동뿐 아니라 마음의 활동 즉 예술 문학 과학 사, , , 
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마음 정신의 세계를 불편없이 영위하지만 이 , 
모든 심신만의 활동은 전부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뜻에는 정반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중생을 . 
시킨 것은 우선 영 이니 먼저 그리스도 로 인하여 살아난 영이 심신‘ ’ ‘ ’
으로 된 육 즉 하나님에게 끊어져 죄로 사는 심신의 활동 즉 육신, , 
의 생각 마음의 활동 몸의 행실 마음과 몸의 활동 을 죽이고 성령( ), ( )
이 먼저 살아난 영으로 더불어 심신을 살려 나가는 면을 가르친 것
입니다. 

전 짐승의 혼  3:20,21 - ‘ ’⑷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  ‘
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
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 
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며 이 외의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헛된 
것임을 교훈한 성경입니다 그 중에도 여기 장 절로 절에서는 . 3 16 22
사람이 이 본분을 잊고 살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가‘ ’ 
르치며 이 본분 잊고 사는 사람이나 짐승이 꼭 같이 흙으로 말미암
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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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으로 살지 않는 심신만의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  ‘ ’
겠는가 육체도 꼭 같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요 신비한 물? , 
질인 마음 혼도 흙으로 만들 때 꼭 같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니 짐, 
승에게도 혼 이 전도서 에서 여러가지로 예를 든 것처럼 천하에 놀‘ ’
랄 만한 일들을 이룩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본분 없이 활동한 그 전부는 짐승의 결말과 다를 것 없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의 혼은 고기덩어리와 함께 . 
사라지는 것이요 인간의 혼은 자유성 을 주셨으니 그 자유성으로 산 ‘ ’
결과를 받기 위해서 땅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님을 덧붙인 것입
니다.  

창 육체가 됨이라  6:3 - ‘ ’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
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고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 하나님이 ’ . ,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육체 라고 하셨으니 마음 없이 신체만으로 ‘ ’
사는 사람을 말씀한 것인가? 
육체 가 되어 육체 로 사는 예를 들기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 ’ ‘ ’ ‘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었고 그 육체 들이 바로 용사 요 고대에 유’ , ‘ ’ ‘ ’ ‘
명한 사람 들이었습니다 육체 는 무엇을 두고 한 말씀일까 영은 범’ . ‘ ’ ? 
죄로 죽었고 물질로 된 심신인 육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고 
육인 마음과 몸 자유대로 산 것을 말씀했으니 이 육체 는 곧 영을 ‘ ’
제외한 육 으로만 산 것을 육체 로 표현한 것이지 마음 활동 없는 ‘ ’ ‘ ’
신체 고기덩어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심신으로 된 육이 영을 주격으로 모시고 하나되어 사는 영  , 

육 단일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 인데 이제 사람이 ‘ ’
영 과 단절된 마음과 몸으로만 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시기를 마음‘ ’
과 몸이 육이므로 영에 대별되는 육 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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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롬 장의 말씀과 창 장의 말씀을 연결시켜 봐도 역시 죄로   8 6
죽은 것은 영이요 이제 중생된 것도 영이며 죄로 영이 죽어 활동이 , , 
정지된 그때에도 심신은 하나님 없는 작용과 활동을 해서 인류 문화
도 찬란히 이루었지만 그것은 심신 즉 육만의 작용과 결과이니 다 , 
죽은 것이요 멸망 받을 것입니다, . 

  타락과 중생에서 가르치는 영 과 마음 두 실체2) ‘ ’ ‘ ’, 

창 아담의 범죄  3:1-4 - 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영생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 
각종 나무의 실과와 영생케 하는 생명나무까지를 두시고 선악과만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범죄 했습니다 인간. . 
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창 에는 선악. , 2:17
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창, 3:1-4
에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았는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도 살아 . ? 
있는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동산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 점 일 획도 틀림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이니 범
죄한 아담에게 사망의 형벌이 당장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몸. 
과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 활동도 하고 자녀를 낳으며 년을 8-900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말인가 범죄하자 하나님과 연. ? 
결이 즉시 끊어졌으니 하나님으로만 움직이는 단일성의 영이 당장 
활동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즉 영이 죽은 것입니다. . 

그러나 심신은 영에게 붙들려 사는 소유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자기의 영이 죽어 활동을 중지한 대신 악령이 자기를 붙들어 사니까 
거기에 속해서 또 계속 살아 나가는 것입니다 심신이 영에게 붙들려 . 
사는 것과 악령에게  붙들려 사는 데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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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붙들려 살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심신이었으나 이제 범죄로 영
이 죽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생의 은혜가 완전 끊어지
게 되고 그 대신 심신을 속여 주인인 영을 죽이고  참 주인인 영 대
신 거짓 영 악령이 심신의 주인 노릇을 하여 하나님 없는 독존의 인, 
간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바로 뱀이 창 에 단언한 대로 너희 눈이 3:1 ‘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이 자존자이시고 주권자인 ’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행복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 
독존자로 주권자 행세를 하니 이것이 이제 자기도 하나님 노릇을 하
게되는 이 면에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완전. , 
자 창조주시니 독존 주권을 가지시나 사람은 무지 무능 불완전의 , , 
피조물이 완전자와 연결을 끊고 그 흉내를 내니 영멸로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은 당장 죽었고 심신  
은 활동적으로는 계속하나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꺾여진 가지가 
푸른색을 지닌 것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 
것입니다.
  
한편 악령의 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과   . 

멸망을 이루어 가는 심신의 활동 이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 ’
이기 때문에 요 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8:44 ‘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
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신 것입니’ 
다 뱀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원생산처 곧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 , 
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창 를 살펴보겠습니  3:1-6
다 뱀을 만나 미혹 받은 것은 하와의 몸과 마음입니다 몸은 마음의 . .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 
되어 있는데 마음과 몸이 참 자기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기 영에, 
게 붙들리지 않고 뱀 즉 악령과 상대하고 악령에게 피동되어 이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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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통해 보여지는 선악과가 마음에 판단되기를 보암직 한 것이요‘ , 
먹음직한 것 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악령에게 피동되어 버렸습’ . 
니다 이제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마음과 몸이 단합하여 범죄의 행위를 . 
해버렸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지는 사망은 몸과 마음에게가 아. 
니라 영에게였습니다. 

엡 죽었던 너희를  2:1-2 - ‘ ’⑵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
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는 실수로 지은 허물의 죄든 알고 짓는 죄든 죄의 값은 사  
망이니 원죄와 본죄로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안 믿는 . 
모든 사람의 현 상태이며 우리 믿는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 
  
이제 여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절에 죽었던 그때에   . 1 ‘ ’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악령을 따라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절‘ ’ 3
에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한 우리였다고 말하여 안 믿을 때‘ ’ 
도 살아 활동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은 무엇이며. , , 
살아 활동한 것은 무엇인가 영이 죽어 하나님과는 단절됨으로 육인 ? 
심신의 활동도 하나님 없는 사망의 활동이었습니다 살아 움직인 것. 
은 육체와 마음 이 원하는 것을 했으니 범죄 후 마음과 몸은 죽지 ‘ ’
않았고 마음 안에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는 인간의 주격 참 나가 되, 
는 영이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롬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1 - ‘ ’ ⑶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 , 
없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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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믿어 중생된 성도는 자기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대속
이 영원토록 불변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 
결하지 못하고 빠뜨려 놓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죄값으로 성도
의 죄 문제는 완전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신 죄는 . 
어떤 죄를 말씀하는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빠지지 ? 
않고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다시 지? 
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도성인신 하셔서 십자가 대속을 하셔야 
하는 모순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성도의 믿기 전 과거의 죄뿐 아니라 과거 현재  , , 

미래의 전 죄에 대한 전체적 대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살다간 . 
사람 재림 때까지 믿을 전 택자들의 전 죄에 대한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믿어 중생되는 사람은 그의 과거 지은 죄뿐아니라   , 

중생 후 지을 죄값까지 전부 중생시키는 그때에 단번 대속한 것입니
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 
이 없나니 우리의 영은 중생 후 성도의 심신이 범죄 하지만 그 책임
은 과거 중생 때 완전 해결 본 것이니 다시 심신 범죄에 대한 정죄
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죄 없는 중생으로 살아난 것이 영이냐 마음이냐 한 , 
것인데 마음은 그 스스로 중생 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가 그러므로 중생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요일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3:6, 9, 5:18 - ‘ ’⑷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  3:6 : ‘
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중생’ 
된 성도는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자니 이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신은 여전히 범죄하지 않는가 중생 . ? 
후도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평생 회개와 의로 살
기를 노력하도록 말씀하지 않았는가 심신은 분명히 범죄하는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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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않는 나 가 있으니 이 나 가 바로 사람의 영입니다‘ ’ ‘ ’ .
  
이제 다시 한번 요일 에서 강조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3:9

죄를 짓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
났음이라 고 하여 사람의 영혼 마음 이 아니라 영은 범죄할 수도 없’ ( )
음을 밝혔습니다. 
  
이제 요일 에 재삼 강조하여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  5:18 ‘

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을 영혼과 신체 둘’ 
로만 보는 이분설로서는 이러한 성구들이 난해절이 되어 모순과 안
개 속에서 많은 신앙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론 해결의 열쇠 삼분론  3. ‘ ’ ‘ ’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인간 창조 인간 범죄와 타락 예수 , , 
님의 대속으로 구원 영생의 소망 전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은 다 기록을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의 . 
구성 내용은 범죄하여 영은 죽고 심신은 악령에게 붙들려 영원한 멸
망을 향하여 내리 달려가는 인생에게 구원얻는 길 구원얻는 방법 을 ‘ , ’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이 구원 얻는 길 방법 이전에 아예 그 길  , , 

과 방법을 기록한 성경 자체를 흐리게 해 버리려는 악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후에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관 또 구원 길을 . , 
내신 구속주관까지 차례로 흔들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악. 
령과의 진리 투쟁에서 앞선 성도들이 바른 진리를 체계화하여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기초되는 진리 위에서 실지로 구원얻는 길 방법‘ , ’
을 바로 깨달아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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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바로 선진들의 성경적 교리 정리를 본받아 구원얻는 길  ‘ , 

방법 에 대한 교리 정리를 확고히 할 때입니다 여기 대한 확고한 깨’ . 
달음의 정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모르는 것 없는데 실은 
요약하여 확실히 아는 것 또한 없는 아쉬움이 많은 현재 세계 교회
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 

구원관에 대한 혼동  1) 

지금 구원관에 대한 일반적 깨달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 
째는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구원 얻는 길은 노. 
력과 행위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실패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믿음 으로 구원 얻‘ ’
는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성경의 성구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  

며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으나 
일부 수용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전자의 주장에서도 예수님의 대. , 
속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며 대속에 근거가 꼭 필요함을 말
은 합니다 그러나 인간 노력 행위가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 , 
장이 되다 보니까 상대측이나 삼자에게는 대속을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후자의 주장에서도 대속을 믿는 믿음만을 주장하는 측도 있으  

나 대속을 받으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의롭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 설
명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른 교리들과 달리 실제 . 
신앙생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확고히 
지식하지 않으면 많은 신앙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첫째 주. 
장이 옳다면 행위 없이 노력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앉아 있다가 , 
인생 시간 기회다 보내고 죽게 되면 그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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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장이 옳다면 믿음만이면 되는데 행위를 가해서 구원 된다고 
지식하고 노력했으니 그의 구원 역시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두 주장에 한 주장이 옳다면 다른 주장대로 신앙노선을   

가진 사람의 구원 문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되는 대로 믿고 . 
믿는 대로 살면 그만이라는 안일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 
알도록 보여주신 진리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면 마땅히 그만한 손해가 
있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양측의 주장에 근거되는 성구들을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믿음으로 얻는 구원  ⑴ 

성경 근거  ① 

갈  2:16 ‘㉮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
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
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  3:20 ‘㉯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
을 육체가 없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요  3:15-6㉰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
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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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 ‘
으리라’ 

대표적 주장들  ② 
  
  천주교나 감리교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협동되어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교리는 이런 명백한 성구들을 볼 때 절대 잘못되었다고 단정을 하는 
편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극단적으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 
바로 이 교리였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초창기, 
의 개혁 신앙가들이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는 성경적 근거 를 제시‘ ’
하여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천주교의 탈선이 극도에 이르렀고 개혁 운동에 대하여 무자  

비한 탄압으로 육체의 생명까지 건 투쟁이 있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이런 주장은 초창기부터 절대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은 그 후 세대에 계승되어 오면서도 그대로 답습만 되
어졌습니다 루터파와 칼빈주의 신앙이라는 신앙노선이 바로 이들입. 
니다.

이제 이들에게 문제점은 그러면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아무   , 
힘쓸 것도 없지 않느냐는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성도가 힘. 
써 살아가야 할 교훈이 많이 있는데 이 성도의 의무 면은 어떻게 설
명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은 얻은 것이요 참으로 구원을   , 

얻은 사람이라면 중생된 성도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를 힘쓰고 또 노력하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의 필연적 결. , 
과가 끊임없는 회개와 선행이며 이로 인하여 점점 성화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중생된 성도가 다시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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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한다면 어찌될 것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악의로나 상습적인 ? , 
죄는 중생된 성도는 절대 짓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중생은 단번 중생이요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밖
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또 달리 입장을 가진 주장. 
이 있습니다 즉 중생은 전적 믿음만이요 중생 후 범죄하면 또 죽고 . , 
다시 믿으면 또 중생이 된다는 중복 중생론입니다. 

행위로 얻는 구원  ⑵ 

성경근거  ① 

마  7:21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리라’

막  10:17-31 ‘㉯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
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
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
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약  2:14-26㉰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
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
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로 보건····· ····· 
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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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주장들  ② 

위와 같은 성구들을 근거할 때 믿음만으로 얻는 구원 이라고 보기  ‘ ’
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큰 대속의 사랑을 . 
인간이 어떤 값으로 노력으로 대가를 내겠느냐는 것은 인정을 합니
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말. 
한다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 인간 노력은 전혀 필요없이 구원이 된. 
다면 힘써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 
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자기의 노력
을 합해야 구원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엡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  2:5-9 ‘ ···· 

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
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신 말씀 등에 대한 ’ 
해석에는 여러가지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특히 불신자는 죽어있는 . 
자인데 어떻게 사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등의 문제? 
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나오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원관 해결의 열쇠 삼분론  2) : 

구원관 주장의 혼동원인  ⑴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인가 인간 행위가 더해져야 하, 
는가 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온 구원 교리의 
핵심 난제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의 전면적인 교리 문제는 성경관 삼. , 
위일체관 구주관이었음은 많이 재론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 . 
관에 대한 이 난제도 계속된 교리 문제였고 이제 천주교에서 개혁할 
중세 이후 세대에서는 이 구원관 교리가 전면에 대두되게 된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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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의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이유는 양편 주장 
이 구원을 얻는 방법 문제에 집중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방법 문‘ ’ . 
제에 앞서 무엇이 구원이냐 하는 구원 을 먼저 밝히면 일단 문제는 ‘ ’ ‘ ’
절반이 해결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과 행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구원으  

로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했는데 구원을 하나로만 전제하고 , 
그 방법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와 모순이 생깁니다 즉 믿. , 
음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한 종류가 있고 또 행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구원 한 종류가 있어 두 가지 구원이 있고 두 가지 구원
을 이루는 방법은 각각 다르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 
구원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주신 구원 진리를 연구함에 있어 구, ‘ ’ 
원의 종류를 혼동하고 방법으로만 주장을 하는 이것이 첫째 절반이
라 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왜 성경이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를 밝히지 못했는가  ? 

원인은 사람을 마음과 몸 둘로만 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과 몸
이 이룰 구원은 동일하니 한 종류의 구원 외에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문제를 순서를 따라서 천천히 새겨보  
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 
것이라 할 때 범죄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심신으로 된 육이 있어, ,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영 없는 육만의 구원도 없고 육 없는 영만의 
구원도 없고 영육이 하나되어 비로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
하여 통칭할 때 그 속에는 영과 육이 들어 있듯이 구원도 별개의 구
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통칭으로 구원
이라 했으나 그 구체적인 성구에 따라서 영육 구원을 통칭한 부분, 
영의 구원을 말한 부분 육의 구원을 말한 부분을 구분해서 새겨야 , 
할 것이고 구원의 방법도 전체적인 방법에 대한 성구 영의 구원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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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성구 육의 구원 방법에 대한 성구를 구별해서 새겨야 할 ,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갈 것은 대속과   

구원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영 육의 성질, 
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예컨대 한 발전소의 동일 동. , 
질의 전기가 전등에 연결되어 빛으로 나오고 히터에 연결되어 열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자세히 살피면 동일한 전기요 또 전등도 빛만 , 
나오는 것 같지만 히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열이 있고, 
히터도 열만 나오는 것 같지만 전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만 빛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의 종류 ⑵ 

영의 중생되는 기본구원  ‘ ’① 

영은 마음이나 몸과 달리 영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  
고 또 단일성의 존재이며 심신에 대한 주격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영. 
의 구원이 심신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죄의 책임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로 직접 죄를 짓지 아니했  

으나 심신 범죄에 대한 주격적 책임으로 죽은 것이니 이 주격 책임
으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 주격적 책임으로 죽
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도말하심으로 영의 주격적 책임을 벗기면 영
이 바로 중생케 되는 것입니다 영은 또 단일성의 존재이니 살아난 . 
부분 따로 있고 죽어 있는 부분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 
서 영이 중생되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는 구원은 불변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이니 곧 믿는 사람이면 동일하기 때문. 
에 기본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전적 믿음이며 전적 은혜로만 이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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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집니다 이는 영이 죽어 있으니 주격이 죽은 사람이 객관의 도움없. 
이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이 믿. 
음이 무엇인가 믿는 것은 그것도 마음의 행위가 아닌가 하나님의 ? ?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을 인간 자유의사로 배척하지 않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배척 않고 받아들이. 
는 마음을 주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 갈등이나 주관의 
갈급 행위가 주동되고 원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그 자유성으. , 
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 감화의 역사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격성을 살리면서 역사한 것입니다. 

육이 성화되는 건설구원  ‘ ’② 

 육은 영과 달리 복합체요 심신으로 된 소유격으로서 섬길 주인인 , 
자기 영에게 피동되지 않고 자유 의지로서 악령에게 미혹받아 피동
됨으로 죄를 지은 죄의 행위자입니다.  

  따라서 육이 살아나는 육의 구원은 먼저 주격인 영을 하나님께서 , 
살려놓으면 주격인 영을 통해서 유기적 방법 즉 영에게 맡긴 심신 , 
관리권 만물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월권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제외, 
시키고 직접 심신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먼저 살아난 영이 . 
자기가 살아날 때 힘입은 대속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전
해주신 진리의 방법으로 성령이 자기를 살릴 때와 같이 이제는 주격
인 영이 소유격인 심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일성 주격 책임으로 사망한 영이 단번 중생으로 중생하  , 

는 것과는 달리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심신의 각 요소가 평생이라
는 현실의 연속 속에서 만나지는 현실에 해당된 요소들이 개별적으
로 다시 살아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심신의 각 요소별로 볼 때. 
는 영의 중생처럼 단번의 기회요 단번 살아나는 것이지만 육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점차적 중복적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는 구원 , 
본질은 동일이나 그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건설구원 성화구원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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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또 구원 방편에서는 영은 단번 믿음 전적 은혜로 구원되었으나 육  , 

에게는 행위 가 요구되는 이유는 영은 주격이니 주격이 죽어 있는 ‘ ’
것은 전적 객관의 역사로만 살아나기 때문이고 육은 주격인 영이 살, 
아 이 영이 살려가는 책임이 있으므로 살아난 영이 대속의 공로를 
가지고 육을 살리는 이 노력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행위구원이
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두 구원을 종합 비교해 본다면  , , ③ 

이름 기본구원     건설구원: 
방편 믿    음     행    위: 

은    혜     노력의 대가      : 
효과 천국구원     천국대우: 
차이 천국지옥     천국 안에서의 차이 : 
해당 영    육     심  신 : 
과정 단    번     중  복 : 

따라서 어느 성구가 어느 구원에 해당된 것인가를 먼저 살피지 않  , 
고 혼동을 해버리면 기본구원에 대한 문제를 건설구원 방법으로 적, 
용하거나 건설구원으로 이룰 방법을 기본구원 방법을 쓰면 이는 아‘
는 가운데서 자라가라 는 말씀에 실패케 됩니다’ . 
  
따라서 두 가지 구원관의 일반적 견해는 이 면의 오해로 말미암은   ,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본구원을 오해한 천주교는 교리적으로는 천국. , ‘
구원이 없고 건설구원을 오해한 개혁신앙은 천국 구원은 가지나  ’ ‘
천국 건설 면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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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구원의 관계  ⑶ 

구원의 원인이 한 주님이요 구원의 대속이 하나요 구원받는 사람  , , 
이 한 인격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이는 기본구원 없는 건설구원은 절. 
대 없고 또 기본구원을 힘입어 그 힘입는 정도로 건설구원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전체적 결론적으로는 한 구원임을 잊어서. 
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은 하나로만 알고 둘로 나누어 우리. 
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려주신 대로 다 알지 못하면 건설구원에 손해
가 그만큼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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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행정의 특성   1. 

개교회주의란   1) ?

   총공회는 노선의 대외 명칭이며 사실 총공회 노선은 개교회주‘
의 로 요약 설명됩니다 개교회주의는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 . 
며 개교회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 
교회 행정주의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신앙 양심대로 개교회는 교회 자유대로 하나님의   , 
개별 영감 인도를 따라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개인 . 
사이나 혹은 하나님과 개교회 사이에는 어떤 인간이나 조직이 가로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교회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 만이 개인과 개교회의 유일  ‘ ’
한 권위 가 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 혹은 다른 기관 제도는 ‘ ’ , 



236 제 편 총공회의 주요 행정노선 3!

개인이나 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 찾을 뜻 하고 그대로 ‘ ( : , : )尋 意
시행하는 데 보조기관 또는 협조기관 으로서 권유 와 설득 에 그치‘ ’ ‘ ’ ‘ ’ ‘ ’
는 것입니다.
총공회 제 회 제 회 회의록( 1 8 )～

개교회 자유주의  ' '⑴ 

  개교회가 전적 자신의 자유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개. 
교회자유주의를 줄여서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 
교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협조하는 모임을 공회 라고 ' '
하며 모든 종류의 공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총공회 라고, ' '  합니다

개교회주의 인 침례교 와 차이점  ' ' ' '⑵ 

  침례교의 기본 시각은 교회 운영을 개교회 자유주의 로 하자는 ' '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교는 그 부근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도 장. 
로교나 감리교처럼 상부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협의
회나 연락처와 같은 개념으로 모입니다. 

천주교를 평양 정권이 지방을 장악한 정도로 비유한다면 장로교는   , 
남한 정권이 각 지방 자치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침례교. 
는 미국의 주들이 중앙 정부를 두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지만 기본적
으로는 각 주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 
침례교는 유럽의 국가들이 유럽 연합으로 모여 있는 정도였지만 한
국의 침례교는 미국의 경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개교회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가면 독립교회라는 개념이 됩니 
다 한 교회가 그 교회만으로 존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교회들과 . . 
협력도 연락도 필요가 없다는 정도인데 그 독립교회들이 독립교회들, 
끼리 연락처를 가지고 서로 필요한 정도에서 협조하는 정도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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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여전히 독립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백목사님은 독립교회라는 표현보다 개교회주의 라는 표현을 선호  ' '
하는데 이는 개별교회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총공회의 개교회주의는 침례교와 독립교회의 중간쯤으로 보면 됩  
니다 독립교회의 단독주의는 거부하되 침례교의 개교회주의는 그 모. 
임이 다수결이나 명문법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회와 다르다는 것입니
다 즉 공회의 개교회주의는 개교회주의를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 
장치로 다수결제도와 성경외의 법이나 규정을 명문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만 개별교회를 직접 다스리도록 하려면 세 . 
가지 장치가 필요 하다고 보기 때문에 총공회는 행정 삼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성경법 유일주의 교권이 형성될 수 있는 . , , 
상존기관 폐지 등이 그것입니다 이 삼대 원리는 실질적으로 보장 되. 
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독립교회를 제외한다면 총공회 
신앙노선에서만 있는 제도입니다.

개교회주의 교회들은 그 특성상 외부에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파악이 어렵습니다 총공회 같은 노선을 가진 교회. 
들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 
는 김현봉목사님의 서울 아현교회를 들 수 있으나 현재는 이름만 남, 
아 있는 정도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년대 중반 대형 사건으로 사. 1980
회 문제가 되었던 박조준목사님은 이후 갈보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교
단과 교회들의 교권 투쟁의 실상을 느끼고 소속 없이 단독으로 나간
다는 당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정도입니다.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하나님의 뜻 유일주의  ‘ ’⑶ 

총공회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따른다고 표방하지만 실은 백영  
희목사님의 신앙노선을 따르지 않느냐는 반문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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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주의의 외부 요건은  , 

개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기관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  
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기관이라는 의미는 명령 지시 등을 의미합니. 
다 자기 교회가 하고 싶은 것과 공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공회. , 
가 어떻게 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개교회주의
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회의 결정과 개교회의 결정이 서로 다를 때. , 
공회는 권면하고 설득하는 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교
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공회가 그 교회의 행동을 강제로 바꿀 수 . 
있다면 이는 개교회주의가 아닙니다.

개교회주의의 내부 요건은  ,

개교회는 자기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뜻에만 둔다는 데 있습  
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자기 교회의 유일한 결정으로 가져. 
야지 인간이나 어떤 다른 기관의 뜻을 자기들의 결정으로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총공회 교회들이 백영희 신앙노선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는 그 신앙노선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 
은 오른쪽으로 가고 백영희 신앙노선은 왼쪽으로 가는 갈랫길이 나
올 때 왼쪽으로 따라 간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개교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오른쪽으로 가게 된 다면 개교회주의 입니다. . 

예를들어 백목사님 생전 그분이 신사참배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을   , 
때 그를 따라 계속가면 백영희 신앙노선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 
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백영희 신앙노선의 건설구원과 영에 대한 . 
교리가 성경에 일치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노선을 통해 우리를 , 
인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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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교회주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내적 요소가 아니라   , 
외적 모습입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 판단으로 움직이지 교회 외부의 . 
다른 인물이나 기관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제재되지 않으면 일단 개
교회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교회주의의 대 원리  2) 3

제 원칙 진리를 찾는 전원일치 행정  1 : ‘ ’ ⑴ 

다수결 제도의 폐단  ‘ ’ ①  
 
  다수결은 인간의 수 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는 인본 제도입니다‘ ’ . 
어떤 이유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인간의 다수 에 따라 결, ‘ ’
정됩니다 결국은 진리 운동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기독교는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김철수목사님 같은 분은 백목사  

님의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서 소수도 다수도 필요없고 ‘ , , 
진리뿐 이라는 주장을 반대하여 소수보다 다수 다수보다 진리 따라’ ‘ , , 
서 소수보다는 다수 라 하면서 진리 대로의 결정은 버리고 다수대로’ ‘ ’ ‘
의 결정 을 주장합니다’ .
이런 논리는 년 백목사님 생전 탈퇴측의 주장이었고 총공회를   1987

제외한 모든 일반 교단의 주장입니다.

진리전원일치 주의  ‘ ’ ② 

심의 행정  ㉮ 
   
진리전원일치주의는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심의 행정 심의성 입니  ( )

다 이때 심의 하나님의 뜻을 찾음 는 일반 용어로 통용되는 심. ( : )尋意
의 심사하여 의논함 와는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 : ) . 審議
면 그대로 결의되고 집행까지 한다는 것을 다 내포한 말입니다 총공. 
회 행정 전체를 지배하는 제 의 성경 원칙은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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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 심의 행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모든 제도. 
와 운영의 초점을 맞춥니다.

총공회 신앙노선은 그 회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모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 참석이나 발언에 있어 자격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성직을 가진 사람만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 
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사사 엘리를 놔두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
님께서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특별. 
한 성직을 갖지 않고도 그 시대를 감당하는 깨달음으로 역사했던 숨
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총공회는 특히 일반 장로교와는 달리 목사 장로만으로 당회를 구  , 

성하여 교회 행정을 맡는 것과는 달리 교역자면 조사에게도 담임교, 
역자의 권한을 부여하며 장로뿐 아니라 구역장 반사에게까지도 권, , 
찰회에 발언권과 결의권을 부여하여 교회의 행정에 동참케 합니다.
또한 일반 장로교의 노회와 총회가 목사 장로만으로 교단행정을   , 

이끌어 가지만 총공회는 목사뿐 아니라 조사도 총공회원이 되며 장, 
로뿐 아니라 집사까지도 총공회원이 됩니다. 

즉 누구든 옳은 것을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남에게 맡겨놓고 또는   , 
남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대리 행위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주일학생에게도 발언권을 주어 형식과 제도에 매여 하나님. 
의 뜻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진리만의 권위성  ㉯ 

행정 표준  ․
  
총공회 결정의 표준은 성경 진리만입니다 다른 교단과 같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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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명문으로 된 조례나 규칙 세칙은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 . 
님의 뜻을 찾는 데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 ‘
가 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세상 지식 상식에 관한 것도 다 배제하고 ' .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합니다.

진리적 수정의 무제한성 ․

  모든 발언의 권위도 진리대로냐 아니냐에 있고 진리대로면 결정, 
이 되나 진리대로 되지 않은 결정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의 회의법에서와 같은 일사부재리. , (一

한번 판결하면 다시 심리치 않는 원칙 의 원칙은 채택하지 : )事不再理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의논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충동  
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인간들이 담합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 
의논에서 성경 진리만을 찾아 말 한 마디에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진리만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하도록 합니다.

진리 전원일치의 결의 원칙  ㉰ 

상기의 진리만의 권위성을 인정하는 총공회는 진리만을 세우기 위  
해서 다수결원칙을 배제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여 나가. 
다 뜻이 같으면 일단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 짓습니다 물론 . 
뒤에라도 잘못이 밝혀지면 수정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서로의 깨달음이 다르다면 이를 다수결로 진리를   

확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성급한 결정을 보류하고 기도. 
하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심의하여 전체가 성경 진리대
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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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제도의 실현 가능성  ㉱ 

옳고 그른 판단을 가지고 양편이 대치할 때는 절대로 숫자로 결의  
하거나 결론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닌 것 즉 . , 
강대상의 모양이나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등의 안건에 있어서는 다
수결의 형식을 빌어 회원들의 의사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놓고 전, 
원일치로 최종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제의 . 
시행을 원할히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한쪽이 끝까지 반대. 
하면 결정은 항상 유보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다수. 
결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안건이 교리나 또는 사리의 옳고 틀림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래서 단순히 많은 숫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편리한 정도, 
로 전체가 생각하는 경우 이런 때는 미리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자고 정해놓고 다수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
다.
  
외견상은 다수결 제도이지만 내용은 전원일치를 찾는 방편으로 다  

수결을 그 과정에서 사용해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강대상 모양 예배 시간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무리 연구  , 
해도 어느 편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거나 또 분명한 성경 근거를 찾, 
기 어려운 경우 손을 들어 전체의 의사를 물어 이든지 혹은 1/2 2/3
이상이 생각하는 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많은 편을 따라가기
로 서로가 약속을 미리 한 다음 전체의 의사를 표시시켜 보고 그 결
과를 따라 많은 쪽이 원하는 방향을 전체의 의사로 결정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총공회장을 뽑는 등의 인선 문제도 그러합니다 총공회의 회장은    . 
원천적으로 교권을 없앤 직책이며 따라서 누가 하든 큰 상관이 없는 
경우인데 전원일치적인 의사가 도출되지 않으면 다수의 의견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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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기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기본 정치 원리의 . 
양심 자유 교회 자유의 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된 제도라고 보는 것
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강제하지 않는데 비록 다수라고 해도 소수. 
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성경 원리에도 더 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는 이상적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불가하지 않겠는가는 많  

은 의문이 제시됩니다 바로 그 면입니다 시행을 급하게 생각하고 . . 
시행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현재 모든 교회와 교단이 다수결의  
횡포가 심해져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교회 문제란 밀어붙여 할 일이 아
니고 설득 권면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결. 
국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는가 라는 반응도 있겠으나 이 대답에 대? 
하여는 교회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신앙적이라, 
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발전이 가로막히지 . 
않겠는가 부흥과 발전은 항상 두번째로 돌려놓고 첫번째 중요한 자? , 
리는 교회는 교인의 마음이 말씀과 교훈으로 이해가 된 뒤에 해야 
될 일이 교회 사업의 근본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총공회의 근본 시
각입니다. 

자유성의 행정  ㉲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과 꼭 같은 존재를   , 

만들어 영광 받는 것이며 여기에 제일 주요한 인간의 속성은 자유성
입니다 강제로 만든 것은 기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 . 
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유기적 감화적 역사로 인간이 스스로 깨달
아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
총공회의 행정의 기본 원칙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강제하는 제도와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강제하지 않는가 물론 신. ? 
앙의 지도자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힘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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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인간 구원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은 주일학교나 구역 지도
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로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뜨거운 . 
심정을 가진 사람이 자원하여 권하는 권면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나 
조직에 의하여 권면 하는 것 보다 더 뜨겁게 역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양심 자유  · 
  
중생된 사람에게는 신앙 양심 속에 개별로 역사하는 개별 영감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과 자기 단독의 연결 역사요 어떤 사람도 이것
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총공회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 
평가하지 아니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신앙 수준과 하나님과 
역사에 따라 역사합니다.

교회 자유  · 
  
개인과 같이 개교회도 하나님의 개별 역사로 그 개교회의 신앙 수  

준과 여러 가지 개별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개별 역사가 있을 것
이니 어떤 기관도 개교회 위에 존재하거나 개입할 기관은 없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할 총공회의 행정 개안 중 제 원칙이 바로 이것을 명8 5
문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진리 전원일치 의 채택의 이유  ‘ '③ 

인본주의 의 다수결을 배격하고 진리 대로 전원이 일치한 후 단   ‘ ' ‘ '
체 결의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또한 실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를 몰사 시킨 것은 다수결이므로 첫째 진리만의 권위를 위해‘ ' , , ‘ ' 
둘째 신앙 자유 의 실제 보장을 위해 셋째 단체 속화 방지 를 막기 , ‘ ' , ‘ '
위해 진리 전원일치가 성경적이므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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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칙 성경법 원칙  2 : ⑵ 

어느 교단이든지 성경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뜻은 같을 것입니  
다 그러나 실제 교회 현실을 보면 성경 명문으로 해결하는 일은 거. 
의 없고 헌법을 기준으로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성경  . 
사상대로 제정했다는 교회헌법 을 만들어 놓고는 교회 정치에 세부  ‘ '
종목을 규정한 다음 이 명문법을 표준으로 실제 모든 교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의 폐단  ① 

헌법 최고주의  ㉮ 
   
 원래 헌법을 만든 목적과는 달리 교회 모든 분쟁은 결국 교단 헌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고 법규정 역시 사사건건 기록할 
수 없습니다 헌법 역시 다수의 교권자에 의하여 오용되기도 하고 성. 
경에 원 사상보다는 헌법적 규정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이것이 교단 
속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정상의 문제  ㉯ 
 
  문제 해결의 최종 기준이 헌법에 있다 보니 교단 내에서 헌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부터 자기 쪽에 유리하도록 힘을 쓰게 마련이고 또 
헌법의 개정 혹은 제정 자체부터 다수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는 묻히고 다수의 의견만 보장되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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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법 유일주의  ② 

성경 최고주의   ㉮ 
   
교회가 헌법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주관적인 가감이 계속되다가   

결국 속화되는 것이니 성경 하나로만 유일하게 법을 삼자는 것입니
다 시작은 성경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든 헌법이지만 결국 성경을 대. 
신하기 때문입니다.
  

불문 관습법주의  ㉯ 
  
헌법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과거 개개 사건을 직접 성경으로 처  

리한 관례들을 참고삼아 다음 사건의 성경적 처리를 위한 사례로 이
용합니다 따라서 명문의 법에 사건을 맞추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 
아니라 성경적 처리의 보조로 삼는 것입니다. 

타 교단 헌법 참고주의  ㉰ 
   
다른 교단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한 성경적 해석 적용을 어떻  , 

게 하는가를 참고합니다 이는 타 교단의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 
라 타 교단의 성경관을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순위에 있어서는 첫째 성경 둘째 본공회의 관례 그 다음 성경, , 
과 본공회에 선례가 없는 것은 타 교단의 예를 보면 성경적 처리를 
합니다.

성경법 채택의 이유  ‘ ' ③ 
   
인간이 만든 교회헌법은 성경 보조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나 결  ‘ ”

국 성경을 파묻고 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
법 유일주의 를 택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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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원칙 총공회장의 비상존주의  3 : ⑶ 

상존의 폐단  ① 
 
총공회장이 상존하여 직책을 가지게 되면 결국 권세와 명예를 탐  

하게 되는 인간의 근본 타락성으로 인하여 세월이 갈수록 속화됩니
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다수결로 회장을 뽑게 되니 인본의 타락 길로 . 
가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특히 제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교단에. 
서는 총회장 한 사람을 마귀가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되면 단체 속
화가 가속화되는 것이므로 총공회는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비상존  ② 
  
총공회는 말 그대로 개교회주의요 개교회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복  

음의 상회는 없는 것이며 특히 일반 장로교의 총회와도 다른 것은 
총회는 일시적으로 모였다 없어진다고 하나 사실상 최고 통치기구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교회 바로 주변에는 노회가 각 교회의 
상회로서 상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공회는 협의가 아닌 상회 . 
기관은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공회는 유일한 개교회 협의체로서 교회 자유의   
원리에 따라 개교회의 교역자나 관계되는 교인들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총공회를 소집하여 의논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마치면 그 . 
회는 없어지고 다만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각자가 자기와 자기 교회
에게 대하여 스스로가 찬성하고 가결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
로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총공회의 결정 사항을 시행할 때 또는 총. 
공회적으로 모이기에 곤란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원 소원의 위원회를 두어 각 교회의 의사를 대표적으로 의논 또는 , 
집행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교단의 노회나 총회의 집행위원회와
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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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단의 운영위원회 등은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일을 처  
리하고 확정 지을 수 있으나 공회의 위원회는 어떤 결의나 결정을 
내리더라도 강제력이 없고 또한 한 번 결정된 것이라도 누구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앞에 있었던 결의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회와 같이 개교회를 통제하는 상부의 어떤 기관도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며 총공회장도 총공회장으로 총공회가 모인 때
만 회의의 의장으로 사회권이 있을 뿐이요 총공회가 마치면 총공회, 
장으로 그 실질적인 권한은 총공회가 없어짐과 같이 없어지고 다만 
세상법적으로 교회간의 공문 발송 혹은 노원 소원의 결정 상황을 , , 
대외적으로 표시할 때 교단의 대표 가 명시되야 하는 경우 이전 총‘ ' , 
공회의 총공회의장이었던 사람이 법적 요식 행위의 대표자로서 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총공회장은 총공회장이라는 명의만 사용합니다. 

혹 총공회장으로서 백영희목사님의 권위는 독재 이상의 권한을 행  
사한 것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총공회장이었던 백영희. 
목사님의 권위는 총공회장 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총공회장으로 
계속 선출될 수밖에 없었던 백영희목사님의 개인적 권위 즉 총공회 , 
교역자나 교회 거의 전부가 그에게 목회자적 존경을 가지고 따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공회에서는 직책에서 유래되는 권한이나 권위는 거의   

없는 것이 정상이고 그 직책에 상관없이 개인 스스로의 신앙 실력이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비상존 채택의 이유  ‘ '③  

세상과 같이 능률적인 일처리만 생각하면 상존 기관이 좋아 보이  ‘ ' 
지만 단체적 속화 타락의 위험성 방지가 더 성경적이므로 비상존, ‘ '
을 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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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행정 개안  3) 8 

년 월 일 개교회주의 대 원리를 밝힌 후 여년 총공회를   1966 5 26 3 20
끌어오던 백영희목사님은 년 월 일 총공회 행정의 세부 시행 1989 1 3
참고 사항으로 개안을 선포하였습니다8 .

  제 안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1 : ‘ ' ⑴ 

고려파에서 나오게 된 노선의 유래를 초두에 소개함으로써 총공회   
내부에서 고려파 혹은 일반 장로교로 환원하자는 수정주의에 대하여
총공회 노선 의 보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유래에 대한 약술은 과‘ ' . , 
거에 대한 역사적 회고가 아니라 현재 공회가 걸어 갈 성격을 말하
는 것입니다.

제 안 총공회의 유일한 법은 성경뿐이다  2 : ‘ '⑵ 
  
성경 유일주의를 다시 한번 상기 시키는 동시에 성경대로 시행한   

관습법과 타 교단 헌법은 참고로 한다는 조항은 악용하지 못하도록 
삼대 원리 중 유일하게 여기서도 재 언급했습니다.

제 안 관례대로 한다  3 : ‘ ’⑶ 

성경 유일주의에 따라 종전 성경대로 시행해 온 관례는 성경대로   
처리했던 관례 라는 점에서 계속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관례법도 성‘ ’ . 
경으로 수정할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불문 관습법주의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유일주의, , 
를 더 구체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제 안 정통 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4 : ‘ , .’⑷ 

제 안의 성경법 유일주의 나 관례법주의 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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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때는 일반 교단들의 성경 깨달음을 참고 
합니다 그들도 가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었으나 그 원래 출발은 . 
그렇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한 편으로는 교회의 사회성을 존중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안 정통 교단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 5 : ‘ , ’⑸ 
  
제 안까지도 불구하고 성경의 뜻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을   2, 3, 4

때는 정통교단들이 헌법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사까지라도 성경의 
바른 뜻을 찾는 데 참고합니다 제 제 안에 배치되는 타진영의 헌. 2, 3
법은 개인의 이해를 떠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제 제 제. 2, 3, 4, 5
안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할찌라도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친다 는 것은 신앙 양심 자유와 개교회 자‘ ’
유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힌 것입니다.

  제 안 연보는 성격적 운영 자금과 자유 성금으로 한다6 : ‘ ’⑹ 

제 안 공회 재산 처리 원칙  7 : ‘ ’⑺ 

총공회 소속의 교회 재산은 총공회 노선대로 믿는 것이 옳다 하   
여 바쳐진 재산이니 총공회 노선을 떠날 때는 사람만 그냥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공회신앙노선 시절 모여진 연보와 재산은 이 신. 
앙노선대로 걸어가는 데 필요해서 모여진 것입니다 따라서 단 명이. 1
라도 원래 취지를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다면 교회의 재산은 원래 
방향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제 안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8 : ‘ ’⑻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투표나 임명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  

니다 그러나 총공회노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투표를 한다고 해. 
서 다수결의 원칙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님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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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 공회체제  4) ( )

개교회주의의 행정 기구는 첫째 개교회 내의 행정 기구와 개교회   
외의 행정 기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주의에서 어떤 기. 
구나 행정 제도라도 위에서 설명한 개교회주의 원칙대로 운영되어집
니다.

공 회  ⑴ 

공회는 복음 사업에 필요한 심의 처리를 함에 있어 개인이나 개교  
회 단독으로는 어려운 경우 혹은 공동으로 심의 처리함이 속화 방지, 
나 복음 역사에 더욱 유익할 때 개교회적으로나 지방적 혹은 총공회
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심의 처리하는 공의회입니다.
  

개교회공회   :① 개교회 전체회로서 개 교회 내의 최고회이며 집 
행 기관은 권찰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공회   :②  지방 수준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지방
이나 또는 성격상 가까운 교회들이 공동으로 모일 수 잇습니다. 
  

총 공 회   :③ 소속 개교회 전체회의 필요시 회집하고 회의가 끝 . 
나면 총공회는 물론 총공회장직은 없어지고 총공회위원회 노원 소원 ( , 
위원회 가 상임기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심의 개교회를 지도 권면합)
니다.

공회위원회  ⑵ 

총공회장이 비상존이므로 총공회적인 처리의 상임기관으로 노원  
과 소원 으로 된 총공회위원회가 있어 개 분과 위원회로( ) ( ) 5老院 少院

서 하나님의 뜻을 심의 합니다( ) .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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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위원회   : ① 성경의 옳은 교훈을 세움에 관련된 심의 담당
목회위원회   : ② 개교회 목회에 관련된 심의 담당
경제위원회   : ③ 경제 문제에 대한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 
개척위원회   : ④ 개척사업의 계획 지원 지도에 대한 심의 담당, 
행정위원회   : ⑤ 행정 일반에 대한 심의 담당

심의 라는 단어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음 이라는 말로써 * ( ) ‘ ”尋意
일반 단체에서의 심의 결의 집행의 단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 3 .
 

  공회 행정 약사2. 

    총공회나 교역자 회의 중요 안건 발췌                            

   총공회 중요 안건 요약

제 회 총공회 창립공회1 : 1966. 5. 26. 

개교회 발족취지① 
  
진리 가결의 전원일치 원칙   
성경 진리 근거 처리의 불문법 원칙    
개교회주의를 위한 비상존 기구로 총공회장 유지   

개교회 유고 처리② 
  
사건에 따라 지방적 혹은 전체적 공회 소집   
동등 자격으로 참석하여 경비는 자부담 원칙   
성경적 처리 후 해체 모든 형태의 상존 기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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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 정치③ 

개교회의 법전은 오직 신구약 성경   
타교단의 헌법은 참고   
성경적 처리는 각자의 양심대로 하며 상호 권고   
권징은 권고로만 그치고 불간섭   
교역자 이동은 본인 의사 교회 형편 동역자 의사   , , 

제 회 제 회 공회 재확인 공회2 : 1970. 8. 3. 1

제 회 공회의 결의 재확인 및 교역자의 목회 자세관 확립1① 
  
목회자는 가진 위치와 권위만큼 책임  

제 회 공회 소집 취지2② 
  
현재까지 백목사님 혼자 독권적으로 운행한 것을 앞으로를 두고     
대비하기 위함  

제 회 공회의 개교회주의 재확인1③ 
  
  공회 소집 절차 재학인
비상존 기관 재확인   
진리대로 전원일치 가결 재확인   

각 교회 현황보고④ 

개 교회의 교세 건물 사업 경제 문제점 등을 보고   2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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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의 기본 원칙 재설명⑤ 
  
진리대로 전원일치 가결   
아현교회의 예로 설명   

교역자의 목회 충성을 위한 개안3⑥ 
  
교역자의 실력 평가를 위한 교세 등급 구분   
교역자 이동시 기준은 실력 평가   
교역자의 침체 방지를 위한 시무투표   

기타 사항⑦ 
  
교인의 경제 문제 개입에 주의   
각 교회별 교역자 기도실 준비   
교역자회 시작 결정 첫 주 지난 월 화   ( - )
교회내의 사적 모임 금지   

제 회 총공회 공회노선의 정착 및 안수공회3 : 1971. 3. 9. 

공회노선의 정착과 목사 및 장로의 첫 안수 및 임직① 
  
모든 것이 시작될 때는 특별한 성령 역사가 있어야 하므로 공회     
출발에도 기도가 필요  

각 교회 보고② 

특별한 보고건이 있는 교회만 보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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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③ 
  
목사 장로 시취 보고 및 안수 임직건   
거창 집회 장소 부근 전답 매입건   
교역자 이동건 남해 중앙교회와 개명교회 이동   : 

제 회 총공회 성구 근거 발언 공회4 : 1973. 4. 3. 

각 교회 보고 ① 

교회 보고   38

목사 장로 장립② 
  
목사 김삼암 홍순철  장로 이동근  : , : 

이단 종파 연구 대책③ 

년 월 교역자회73 12 : 1973. 12. 4.

연중행사와 교역자의 대 충성 원칙3① 
  
이성 결백 물질 결백 충성 결백  , , 

목회 후보자 추천 가지 유의5② 
  
사명감 깨닫는 면 신앙 행위의 미덕 언재 정치 활동 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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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지 원칙③ 
  
무교회 면에 우선 개척토록  

교역자 이동 및 부흥회 강사④ 
  

교회 이동 및 교회 부흥회   3 3

년 월 교역자회74 2 : 1974. 2. 5.

신풍교회 총공회 가입 문제① 

내분 처리 원칙   

년 월 교역자회 74 3 : 1974. 3. 5.

대전 개척 및 상남교회 이동 건① 

이원일목사님   

조사 인허 ② 

박윤철장로님 이재순집사님    , 

년 월 교역자회 74 8 : 1974. 8. 2.

교역자 이동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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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조목사님 도미 동성로 비원 남천 거제동교회 이동   , 

대구집회 장소 건축건② 

년 월 교역자회 75 1 : 1975. 1. 7.

신풍교회 가입 센트루이스 교회 창립예배① 

년 월 교역자 75 2 : 1975. 2. 4.

개 교회 이동10① 

동문 창북 무월 창천 원동 신풍 도평 광주 개명 청도교회   , , , , , , , , , 

제 회 총공회 성경대로의 신앙관 확립 공회5 : 1975. 3. 5. 

성경대로의 신앙관 확립 회의 ① 

십자가 군병되어 이 공회가 거룩하게 존속되게 하도록   

목사 명 장로 명 안수 제 회 시무투표 결과 발표2 3 , 1② 

년 월 교역자회76 11 : 1976. 11. 9.

양성원 개원 및 개강 준비① 
  

년부터 강좌를 시작하되 년 학기제로 운영   77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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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교역자회 77 3 : 1977. 3. 18.

양성원 개강① 

교수 확정 및 운영 방안   

년 월 교역자회 77 9 : 1977. 9. 6.

홍순철목사님 유족 연보 결의① 

신연범목사님 남천교회 이동    

년 월 교역자회 77 12 : 1977.12.6.

교역자 월 보고 원칙① 

각 교회의 교회 현황을 공회에 보고하고 보고의 기준이 되는 기     
본수는 년마다 변경하고 이동시는 전임 개월을 기준으로 정할     1 3
것   

총공회 제 회 소집 결의( 6 ) ② 

제 회 총공회 발전의 공회6 : 1978. 3. 6. 

성령의 권능받고 예수 증거로 사명 갖자① 

개교회주의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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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주의할 점② 

이성교제 엄금   
반사끼리도 남녀 구분 철저   
송별회 환영회 엄금   

공회의 성격 재확인③ 
  
진리 가결의 전원일치   
교역자 이동  
교역자 침체 방지를 위한 시무투표  

교역자 접대 자유④ 

교역자 개적 접대 금지를 해제하고 자유 하도록   

년 월 교역자회 78 10 : 1978. 10. 5.

백태영목사님 도미 처리① 

년 월 교역자회 79 10 : 1979. 10. 29.

제 회 총공회 소집건7① 
  

부터    80. 3. 3.
목사 안수 인 장로 인   19 , 18

신준범조사님 유족 연보건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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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센트루이스 교회건③ 

송종관목사님 파견   
송용조목사님 도미 보조   

개척교회 추진 및 교역자 이동④ 

개척교회 청주 인천 미아리 전주 창원 신도범목사님 곳   ( , , , , : ) 5
교회 이동 개 교회 백태영목사님 사직동교회 신연범목사님 달     25 ( , 
산교회 등   )      

년 월 교역자회80 1 : 1980. 1. 7.

공회 운영위원회 ① 

행정위원회 설치② 

상존 기관이 없는 개교회주의 공회에서 교역자와 교인들의 관계     
를 처리   

교회부동산 명의③ 

총공회 로 명문화   ' '

교역자 사례 결정의 원칙3④ 
  
생활 보장   
거주지 참고   
목회 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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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교역자회 80 10 : 1980. 10. 4. 

신연범목사님 교인 도적 처리① 
  
교회 이동시 교인을 데리고 다님은 잘못  

건축위원회 설치② 

기도원 운영위원회 설치③ 

신도범목사님 탈퇴 원인 해명건④ 

문서로서 알리도록 인을 선정   8

제 회 총공회 헌법 제정 제안 공회8 : 1980. 6. 2.  

성경대로 되어진 우리의 약속은 지켜야 함① 

헌법 제정 행정 조직 제안, ② 

신도관장로님 제안 설명 기구 제도 등   , 

헌법 제정 확정이 되기까지 임시 위원회③ 

제안 헌법 기구에 따른 위원을 선정 헌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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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총공회 공회 운영기구 설치 공회10 : 1981. 3. 9. 

운영위원회 지방공회 설치 및 교단 등록 보류 회의, ①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증거 두가지로 나가는 공회가 되자   

개 위원회 설치4② 
   
행정 교훈 목회 경제로 개 위원회 설치하고 실무 감사 각각    , , , 4 1  
인씩 가부 책임   

지방 및 개교회에도 공회 설치③ 
  

개 지방 공회와 개교회에도 총공회와 같은 위원회 설치   7

교단 및 양성원 등록 보류 결정④ 

만덕교회 박은석목사님 치리건⑤ 

제 회 총공회 교육 해외 개척 공회11 : 1982. 3. 2. 

도미 교수진 귀국에 대한 보고① 

송용조목사님 귀국 서영호목사님 귀국 수속 중 송종관목사     1.7. , , 
님 월 귀국   5

제 회 총공회 부총공회장 권사직 신설 공회12 : 1983. 3. 12. , 

양성원 입학에 고졸 학력 제한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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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집사 권사 제도 신설, ② 

제 회 총공회 13 : 1984. 3. 6.

청빙제 거론 및 총공회 운영 설명① 

신연범목사님 고신 가입 처리② 

제 회 총공회 청빙제 시도 공회14 : 1985. 3. 4. 

청빙제 원칙 수용 ① 
  
교회 본인 교역자회    40%, 20%, 40%

년 월 월 집회의 신유 역사 보고84 5 8② 

제 회 총공회 장로 장립 보류 공회15 : 198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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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공회 행정의 주요 운영 제도 2 

교역자회   1. 

     교회의 회의 운영

  회의의 기본 성격1) 

     행정 중심의 회의를 구원 중심의 목회회의로 운영

백영희목사님은 교회의 행정 처리 후배 교역자 양성 등에 대하여   , 
아주 독보적인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단적으로는 . 
교역자회이며 개교회적으로는 권찰회 운영이었습니다 공회적으로는 . 
교역자회를 통하여 목회자가 목회에 필요한 공부 연구 의논을 하도, , 
록 운영하였고 개교회적으로는 심방 전도 교육의 직책을 가진 주일
학교 교사인 반사 구역장인 권찰 기타 설교 등을 맡은 교인들이 그, , 
런 목회적 차원의 의논을 위해 교회회의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대신 . 
일반 교회에서 체계화가 된 일반 행정 중심의 회의는 거의 존재하지
를 않았습니다. 
  
즉 인간 구원을 위한 회의 모든 교회의 관심과 의논 활동은 어떻  , , 

게 해야 사람을 바로 믿도록 만들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자신들이 , 
되겠는가 이 면을 두고 선생으로서 후배 교역자를 가르쳤고 목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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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일반 교인들을 상대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 중심의 일반 . 
교회와는 달리 의견 대립 파벌 조성 이권 오해 등이 개입될 수 있, , 
는 여지가 거의 없었고 이런 방향이 주일학교의 대성공으로 또 초대
교회가 재현된 듯한 교회 일반의 모습을 가지게 했습니다.

교역자회  2)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목회적 의논을 중심으로 운영된 교역  
     자회

목회자 양성 과정에 필수적이었던 교역자회  ⑴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  ①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이론과 실습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 

자들이 이론을 먼저 가르치고 전도사로서 교회 현장을 실습케 한 다, 
음 정식 교역자인 목사로 임명을 하여 목회를 맡기는 것이 가장 일, 
반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론과 실습을 생략하고 바로 . 
전임 목회를 하면서 이론 공부를 동반하는 경우입니다. 
  
초대교회와 그후 교회 내의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는 거의  

가 후자의 방법으로 후배를 길렀고 부흥 운동이 성공을 하여 교회가 , 
안정되고 그 힘을 더해가게 되면 예외 없이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온 것이 교회역사입니다 이는 두번째 방법을 목회자 양성의 정상적. 
인 방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첫번째 방법으로 목회자를 양성할 능
력이나 여건이 미비한 경우 과도기 또는 임시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현재와 같이 교회의 경제나 교수 인력이 넘쳐나는 경우. 
는 단일 교회로 출발하는 교단 또는 새로운 형태의 복음운동들이 그 
시작부터 신학교의 기본을 갖추는 정도입니다 즉 목회자를 양성하는 . 
방법은 이론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실습이며 현장 사역이 마지막 단계
라는 하나의 과정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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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가 할 일 중에 성경 가르침은 성경과 기도로 본인이 전적   
깨닫고 배울 일이지 신학교의 학설을 배운다고 되는 성질이 아닙니
다 물론 신학의 이론들이 목회에 참고는 될 수 있으니 교양 수준에. 
서 배우는 것은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 하다면 목회. 
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할 일 중에 교인을 . 
돌보는 것은 신학의 이론과는 더욱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경험 많은 . 
선배의 지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라 해도 이론 공부로 먼
저 듣고 배운 다음 목회 도중에 기억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목회를 , 
하면서 부딪치는 실제를 가지고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
다 공회의 입장은 목회와 신학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백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사인 반사를 양육하여 세계 최대로 불리운   

주일학교를 운영할 때 특별한 반사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였습니, 
다 제일 모범적인 반사에게 시작하는 반사를 붙여 놓으면 따라다니. 
면서 저절로 배우게 되고 동시에 전도하며 자기가 인도한 학생은 처
음부터 바로 가르칩니다 명의 학생을 맡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반. 5
사로 임명을 하지만 실제 반사 노릇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기를 때도 목회할 사람에게 바로 목회를 맡겨놓고 설교는 
본인의 기도와 연구로 교회 행정은 사안별로 지도하며 목회자를 길, 
러갔고 그렇게 여 교회와 교역자를 기른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100
교단이 된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평생을 배우자는 뜻  ②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뜻은 이제 목사로 출발할 최소의 기본 소양  
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의미를 이제 목. 
사의 충분조건을 가지고 써먹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베어있는 것
이 대부분의 목회자들 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회자들이 평. 
생에 선생 노릇만 하게 되지 학생의 입장을 잊어버리는 것이 목회자
에 관련된 많은 모순의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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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는 왜 신학교 년 과정을 먼저 밟도록 하지 않고 목회자로 출  7
발부터 시키는가 쉽게 말하면 신학 년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 7
아니라 평생의 목회 전부를 늘 학생의 자세로 배워 나가고 자기를 , 
고쳐 나가야 하므로 목회자는 진정한 평생 신학생의 신분을 내적으
로 가지자는 것입니다 신학 년에서 배울 기초 소양도 현장 목회를 . 7
하면서 배우게 되면 산 지식이 되고 또한 실제적이며 더 효율있게 
배우게 된다는 신앙에서입니다 평생 배워 나갈 목회의 선생으로서 . 
백영희목사님 그와 함께 했던 것이 총공회의 이전 교역자회입니다, .
  
목회자가 늙어갈수록 교회가 더욱 생동으로 넘치고 한 교회 평생  

을 설교해도 교인들은 더 은혜를 받게 되며 가장 좁은 신앙의 보수 
노선을 주장 하는데도 교회의 부흥은 가속화되는 목회 성경 한 권만, 
을 가지고 성경 한 권 밖을 넘어 소개하는 일이 없는데도 신학이 들
어 있는 설교 인간적인 테크닉을 전부 배제하고 인간적인 사은품 제, 
공을 하지 않는데도 교인이 교회 안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는 진정한 
목회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아무리 권위있는 목회자들이라도 전성? 
기가 있고 그 나이를 넘어서면서 은퇴로 이어져야 하는 신앙의 노쇠
기가 있는데 모세와 같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갈수록 밝아지고 더욱 
충전해가는 목회자가 있겠는가?
자기 자신이 죽는 날까지 배우고 고치는 자기 십자가에 매진했던   

백영희목사님 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산 목회 참 목회를 본 사람, , 
마다 신학교의 목사 소양교육 년 대신 그를 바로 찾아 그의 지도를 7
따라 평생 배우고 평생 고치는 평생 신학생의 자세를 가지는 목회자
로 출발하겠다고 모이게 된 것이 총공회 교역자회였고 또 그렇게 목
회를 시작하라고 지도한 것이 백영희목사님의 교역자 양성 방침이었
습니다.

신학 과정을 현장 목회와 동시에 밟도록 하게 됨으로 많은 후배   
교역자들이 목회 도중에 과연 어떻게 백목사님은 성경을 깨달으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또? 
한 교회와 교인의 여러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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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이 궁금하게 되었고 또 양육하여 파송한 지도 입장에서는 한번
씩 불러 동시에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도 하게 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총공회의 교역자회입니다.
  
일반 신학교와 다른 것은 목회를 가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 신  

학교라면 교역자회는 이미 목회에 나온 사람들이 목회에 대한 실제 
상황에서 마주 앉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그 실제성이 . 
신학교의 강의실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연경과 기도로 설교를 준비하면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  
만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해 보고 나서 다시 가지게 된 의문은 그렇
게 해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교인들은 반대로 은혜가 되지 않아서 괴롭다고 호소를 하는 것입
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높은 차원의 목회자 앞에 부족한 자. 
신을 앉혀놓고 다시 한번 설교를 듣고 교인의 입장이 되어 보며 동, 
시에 가르치는 선생에게서 자신이 어떻게 연경과 설교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느냐는 것을 살펴볼 때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
다 교회와 교인의 구체적인 사안들 그 헤아릴 수 없는 특수하고 개. 
별적인 사안들을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문의하고 그 
지도를 들어보면서 목회에 진정한 힘을 얻어 자기 교회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신학교에서 먼저 이론으로만 길러 자격이 되었다고 인정  

이 될 때 비로소 목사로 안수하고 목회를 맡기는 경우와 목회자로 
출발할 사람에게 모든 현장을 다 맡긴 다음 배워가며 목회하고 목회
하며 배워가도록 하는 경우 중 단연코 두 번째가 더 옳다고 믿고 30
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것이 백영희목사님의 교역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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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적 의논의 교역자회   ⑵ 

장기간 또한 전 교역자들이 평생을 배워도 끝이 없어 배우러 올   
때마다 은혜가 넘치며 돌아가면 목회에 힘을 얻어 은혜가 확대 재생, 
산 되어 온 것이 교역자회의 실체였으니 교단 전 교역자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한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교단 전체의 행정
사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역자회는 교역. 
자가 자기를 고치고 배우는 겸손한 그 자세 그 자리에서 전체 공회
적 의논을 하게 됨으로 회의만으로 모이는 일반 회의가 가지는 많은 
단점을 거의 배제시킬 수 있는 참모습의 회가 되었습니다 즉 행정소. 
모적 회의를 지양하고 복음 운동 지원적 회의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
다.
어떻게 교회가 바로 나가도록 힘써 볼까를 연구하고 배우며 살펴  

보는 것이지 그동안 이루어놓은 교회의 성과에 누가 결재권을 가지
게 되고 누가 실무자가 되느냐는 등의 이권 또는 권세를 논의하는 
것은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며 어떻게 하는 것이 . 
복음에 유리할까를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이 모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 그리고 체계성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이 교회의 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면 공회는 이를 , 
거부합니다 교회의 행정에서 효율성이라는 의미는 다수를 위해 소수. 
가 묵인을 해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서는 외견적 균형이 필수적이며, 
체계성이란 성문적 규정을 따라 조직의 논리가 앞서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이미 교회의 회의는 세상의 기관 단체  

의 회의와 시간문제이지 꼭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원을 위한 십자가 희생과 성령의 개별적 역사는 전부 묻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을 강조하면 거지 움막의 비효율 편애 무질서한 단점, , 
들이 지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한쪽에 완벽할 수 없다면 차. 
라리 후자에 가까운 것이 전자에 가까운 것보다는 더 복음적이며 은
혜롭지 않을까 다윗이나 모세와 같이 양쪽을 다 가진 때도 있었으? 
나 대개의 경우 교회가 행정이 시원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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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충만한 복음의 모습은 그 속에서 다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많
습니다.

어디 내놓아도 흠 잡을 때 없는 성공한 사회인으로서의 여성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여성이 사회 활동에서 성공한 것 만큼 그 가정의 
내밀한 곳에는 가정주부로서 빠진 것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속속들. 
이 자녀를 위한 좋은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 가진 여성은 사회의 한 
인간으로 가정 외부 사회 무대 위에 세워 놓으면 깔끔한 여성으로서
는 부족함이 더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행정이 위주가 되면 . 
목회와 은혜면이 소홀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처리할 행정은 최소한이 좋고 간단한게 좋다고 단정을 합  
니다 교회는 복음 운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또는 보조로서의 행정. 
이지 행정이 주가 되고 복음이 행정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은 이미 
생명 없는 복음이라고 단정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 편리하도록 복. 
음 운동에 협조가 되는 행정이 되어 있는 교회 그 수는 지극히 적습, 
니다. 
  

백목사님 사후의 교역자회  ⑶ 

년 투쟁의 전쟁터가 된 교역자회  10① 

목회자 양성과 목회 현장의 지도라고 하는 가지 목적으로 모였던   2
교역자회는 년 백목사님의 순교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습니1989
다 원래의 교역자회 성격을 바로 안다면 현재의 공회별 교역자회는 . 
총공회신앙노선과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목사님과 같이 후배 교. 
역자를 가르치고 지도하여 평생 길러갈 지도적 목회자가 없는 상태
에서 교단 정치 모임으로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백목사님이 없는 상. 
태의 전 교역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배우는 수준의 선후배였지 지
도를 하고 또는 받아야 될 정도가 아니므로 같은 수준의 교역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타락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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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목사님 생전 여년 이상 계속된 교역자회의는 교역자로 하여금   30

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는 데 지금은 과거에 모였던 기억
만을 가지고 교역자회는 무조건 참석하는줄로만 알고 모이고 있습니
다 그리고 현재 총공회 절대 다수의 교역자들은 년 이후에도 한 . 1989
달에 한번씩 모이는 교역자회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목사님 생전의 교역자회의 근본 성격 즉 참석 교역자를   , 
상대로 목회적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참석한 교역자들은 자발적으로 
배울 것이 있어 참석하고자 전력을 다했던 그런 내적 원인이 없어졌
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전 교역자회의 모습만을 유지하고 참석하게 . 
되니까 백목사님이 앉아 가르치던 그 좌석에 선임 교역자가 차례로 
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앉게 되고 앉은 이들은 백목사님이 가진 권, 
위는 없는 상태에서 좌중의 전 교역자에게 이전같이 배우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하게 됨으로 이전 교역자회가 가진 성격의 정반대 현상
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년 백목사님 사후 첫 교역자회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   1989
년을 넘어서면서 총공회 소속의 각 공회 교역자회는 이전의 목회10

적 모습을 보인 적은 없고 대신 그 세월을 타 교단들이 수십년간 누, 
적시켜온 교계적 투쟁 투쟁적 회의 이권 타협적 결론 행정을 위한 , , , 
행정 행위의 모임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교역자. 
회의 성격이 무엇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교역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라도 빼 주고자 했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같은 선생은 없  , 
고 그 대신 바울과 베드로도 가지지 않던 교권을 행사하게 되는 과
정에서 제작된 것이 천주교 교황 제도입니다 자기가 먼저 죽고 자기. 
가 먼저 십자가를 지며 기뻐하고 그다음 후배들에게 그 걸음을 소개
하던 백목사님은 없어졌고 그 대신 그 자리에 앉은 선임 교역자들이 , 
같은 수준에서 함께 배우던 동급의 교역자들에게 이전 백목사님도 



272 제 편 총공회의 주요 행정노선 3!

행사치 않던 명령과 교권을 사용하게 되면 일반 교단 이상의 분규가 
발생되는 것은 너무도 환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역자회를 할수록 교역자는 더 악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  

어지며 교역자회를 거듭할수록 공회의 분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 
그 모든 원인이 공회의 전 교역자는 매월 교역자회로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백목사님 사후 최소 . 
여년 지속된 현황입니다10 .

  
원래 교역자회가 있으면 한 주간 전부터 받을 은혜에 사모되어 초  

등학교 입학생처럼 설레이며 참석하고 한 달간의 목회 현장에서 빚, 
어진 모든 자신의 갈등이 백목사님의 설교와 목회 지도 한 마디에 
다 녹아져 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빚진 자로 겸손해진 자신을 가지, 
고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갔던 것이 교역자들의 회였습니다 모일수. 
록 그 신앙의 힘이 넘쳐 한국 교계의 독보적 위치로 표현할 은혜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공회 교역자회는 전체 교계에서도 가장 . 
무식한 회의법 무례한 운영법이라고 지적을 받으며 심지어 뒷골목의 , 
소규모 조폭 수준의 행동처럼 변모된 교역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 중심의 교역자회로 회개 회귀할 필요성  , ② 

교역자회는 그 회의에 지도할 인물이 있고 그래서 교역자들이 좋  
아서 배우러 올 수 있는 목회적 회의로 모일 수가 없다면 회의는 안 
할수록 짧을수록 없을수록 좋다는 것이 백목사님의 평생 신앙 지도, , 
였습니다 모여서 말이 오고 가면 인간 속에 감정은 깊이 새겨지고 . 
이성은 뒤로 숨게 되어 보이지 않는 균열의 시작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구원 중심의 교회회 모습과는 정. 
반대로 가게 됩니다. 
  
현재 총공회 교역자들의 역량은 백목사님을 대신할 위치에 근접한   

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모이는 교역자회는 잡배의 계보 . 
단합대회가 되든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터일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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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총공회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간 회의를 위해 함께 . 
만날 필요는 거의 없는 노선입니다 배울 사람이 좋아서 자원하여 찾. 
아가게 되는 모임은 목회적 성격의 회이기 때문에 총공회노선적입니
다 그러나 제도와 관습이 원치 않게 회의를 반복케 하여 참석하는 . 
행정적 회의는 총공회 교역자회 년이 그 실상이며 수백개로 나뉜 10 , 
한국 교회의 분열상이 그 배경입니다. 
  
총공회 회의록 제 회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교회의 개교회주의   1

선상에서 오늘의 교역자회를 다시 인식하여 목회적 모임의 교역자회, 
가 되기를 소망하고 현재는 모이기를 극단적으로 조심하며 백목사님
을 백목사님으로 만들었던 동력 즉 주위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 만나, 
는 교회 행정에 분주할 때 홀로 깊은 산중으로 찾아 들어가서 고요, 
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각자 만나야 합니다 이 일에 시간과 정신. , 
모든 활동을 집중하게 되면 좋은 복음 바른 노선을 기뻐하는 하나님, 
께서 장차 이전과 같은 모습의 교역자회를 다시 허락하실는지 기대
라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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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제도 및 성직의 시무 신임투표  2. 
 

은퇴 제도란  1) 

  교회 안에서 임명된 성직은 세가 되면 은퇴를 하도록 교회 헌법70
에서 제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도 합리적인 문화국이 되어갈. 
수록 거의 모든 직책이 은퇴제로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은퇴 . 
제도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심신의 노쇠 여생의 휴식 후배 양① ② ③
성 인사 교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의 연령은 약간씩 다. ④
릅니다 육체 노동적인 직책은 약간 빠르며 정신 노동적인 경우는 . , 
년 정도 늦어집니다 한국 교계의 은퇴 제도는 세 정도입니다10 . 70 . 

중요한 것은 은퇴 제도가 있다는 것이며 이 은퇴 제도는 너무도 당, 
연한 교회 제도가 되어 있고 이를 반대하는 교회는 없는 정도가 되
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2) 

육체적 노쇠에 따라 중단해야 되는 직무  ① 

성직 은퇴 제도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민수기 말씀에서   8:24-25 
레위인은 이같이 할찌니 곧 이십 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오십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기록을 근거로 육체의 노쇠에 따른 직분의 은퇴를 기록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나오는 절에서 그 형제와 함께 회. 26 '
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는 말씀에'
서 알 수 있듯이 육체적 노쇠에 따라 육체적으로 일하는 직무 대' ' 
신 모시는 직무가 이어지고 있음을 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구약시대의 제사는 주로 짐승을 잡아야 했고 이렇게 성전의 일도   

육체적 이스라엘에게는 육체적 활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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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노쇠 때문에 세가 되면 중단해야 되. 55
는 일이 있었고 육체적 건강에 상관이 없는 다른 형태의 직무가 계
속되고 있었던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육체적 노쇠와 상관이 없었던 경우  ② 
  
구약의 성직은 크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왕의   , , . 

경우 육체노동으로 감당하던 직책이 아니었으므로 은퇴가 없었습니
다 사사시대의 사사나 기타 여러 형태의 직책들이 있었으나 그들에. 
게도 은퇴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도 . , 
하나님을 섬기다 죽음으로 땅 위에서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성전 안. 
에서 레위인들이 육체의 활동으로 봉사해야 했던 일과 같이 특별히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신약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 주님의   , 

손에 들린 면류관을 향해 달렸을 뿐입니다 큰 수고를 했으니 이제 . 
여생은 편히 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주신 구원. 
을 받아 살게 된 자기가 무슨 수고와 얼마 정도의 양을 채웠길래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복음의 초보적인 이해조차가 잘못?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던 종이 돌아와서는 . , 
주인의 식사를 전부 준비하고 다 잡숫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자
기가 먹는 것도 내일 또 주인을 위해 할 일이 있어 먹었지 먹을 만
큼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인에게는 늘 무'
익한 종 으로만 자신을 보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책을 더 잘 감당해야 정상  ③ 

대형 건물을 짓는 수고는 육체노동자들이 다 담당합니다 그러나   . 
더 큰 일은 가냘픈 기술자가 움직이는 대형 크레인이 해버립니다 실. 
은 사무실 안에서 종이 위에 연필을 움직여 그려진 그 설계도대로 
그 대형 건물을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 사무소의 건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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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머리 속에 착상 하나가 이 모든 활동의 제일 핵심에 있습니다. 
세상일도 망치를 휘두르는 건장한 팔이 일을 한다고만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물며 신앙세계란 육체 속에 있는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서 활동  

하는 성령과 악령 중 어느 쪽으로 손을 잡느냐에 따라 죄의 건설과 
의의 건설은 대세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남은 것은 성령에 붙들린 . 
마음이 자기 몸을 통해 시행하는 것만 남아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
의 육체의 노쇠와는 거의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 
지킬 만한 것 중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피곤하여 내려오게 되자 옆  

에 있던 사람이 붙들어 잡게 함으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육체적 수고가 전쟁을 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배후에 팔 하나를 들고 있고 또 보조하는 그 수고 하나가 전쟁
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한 마디 그 사람의   , , 

깨달음 하나가 많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두워지게 . 
되면 보이지 않는 신앙 역사는 파묻고 나타난 인간의 활동만을 전부
로 알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노쇠와 신앙의 노쇠를 함께 보는 데까
지 이르게 되고 그것이 성직의 은퇴 제도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
다.  
 
그렇다면 육체의 노쇠와 성직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바른 것일  

까 신앙은 그 시작을 중생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생명성 을 가지고 ? ' '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시간이 흐르면 자라며 강하게 되어 있습니. 
다 따라서 바른 신앙 산 믿음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세월이 . , 
지나감에 따라 두고 갈 육체는 노쇠케 되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
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백발이 오히려 ' . 



제 장 총공회 행정의 주요 운영 제도          2 ! 277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 아래는 고개를 숙여 그 지혜를 한 마디 더 배
워 많은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의 은퇴 제도  3) 

레위인이 육체적 활동으로 봉사할 일은 세에서 벗어나도록 민  55
말씀에서 오늘의 교회들은 은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삼지만8:25 , 

오히려 성경 전체에서 성직에 대한 연령은 없는 것이 옳다는 것은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은퇴제를 채택하고 있는 . 
것은 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① 신앙이 육체와 함께 노쇠하는 경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첫 신앙의 어린 사람이 연령이 더해갈수록   
점점 더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경우는 희귀하고 반대로 육, 
체의 노쇠에 따라 정신 건강과 심지어 신앙까지 노화가 되어 목회자
라는 이름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 교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울이 왕직은 가지고 . 
신앙은 버렸으니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끼친 피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직자가 처음 믿을 때 자기가 가졌던 주관과 인간적인 모든 요소  

들을 평생 노력하여 고쳐 나왔으면 나이가 들수록 교인들이 더 은혜
롭게 느끼게 되어 교인들이 목회자를 먼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터인데 첫 성직은 두렵게 받아 시작을 했으나 세월 속에 안주하여 , 
자기를 죽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가꾸고 돋우는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인간이 차지해 버리게 되는 경우를 흔
히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은퇴도 없는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으니 이런 .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성경에 없는 은퇴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제도는 일차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사시
도록 힘쓰지 않았던 성직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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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따라 교회가 닮는 경우  ② 

교회가 성경을 보고 성경이 가르친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해도   
늘 부족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을 보고 세상의 여러 모습을 닮아보려, 
고 애를 쓰고 있음은 그 예를 다 들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세상. 
이 크다는 것 세상이 좋다는 것 세상이 유행시키는 것 그 어느 하, , , 
나라도 교회가 세상과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 
에 하나가 교회의 편제나 운영이 세상의 단체를 빼껴 놓는 것입니다. 
관공서 조직표인지 아니면 교회의 조직표인지 관공서 운영 원리인지 , 
아니면 교회의 운영 원리인지 구별이 없어졌고 전부는 꼭 같아져 버
렸습니다. 
 
은퇴 제도에 대한 사상이 민 을 근거로 먼저 나온 것인지 세상  5:28 , 

의 은퇴 제도를 보고 교회가 따라간 것인데 그 성구 근거를 합리화
를 위해 찾아낸 것인지 단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 교계의 거의 모, 
든 움직임이 세상을 뒤쫓기에 바쁘지 세상을 거슬려서라도 말씀을 
세워나간다는 면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제도에 대. 
한 모든 이론도 속화되는 교회의 한 단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제도에 따라오는 폐단들  ③ 

은퇴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은퇴제를 지지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체의 노화와 함께 신앙이 함께 노쇠되는 경우를 예로 듭니
다 은퇴 연령을 넘어서며 활동할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도 있기는 . 
하지만 그 선별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다수를 위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함께 은퇴를 하도록 된 것입니다 따라서 . 
무조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후배를 
위해 길을 터주고 또한 주기적인 인적 교체를 통해 교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첨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여생의 휴식이라는 면까지 고려
한다면 일반 교회로서는 은퇴 제도는 필요악적인 면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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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의 은퇴 제도 반대 입장   4) 

획일적 제도화의 문제점  ① 
  
세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습니  

다 교회는 한 사람을 위해 다수가 희생할 수 있으니 십자가의 이치. 
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옳은 지도가 수많은 사. 
람을 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수든 소수든 한 사람이든 그 수
의 많고 적음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 
사람 그런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정치입니, 
다 옳은 주장이 앞서고 바로 선 종들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뒷. 
받침하는 것이 교회 행정의 기본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은퇴를 시켜야할 대상이라고 분류되는 해당될 대부분의 , 
사람들 중에 만일 은퇴해서 안 될 종이 하나 섞여 나간다면 세상은 ,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야 할 것입, 
니다 그렇다면 은퇴시킬 대부분의 무능한 교역자들로 인하여 발생. , 
되는 많은 교회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은퇴 제도로 ? 
교역자를 일괄 처리한다고 처리가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 
법으로 정하고 시행시켜 버리면 되지만 교회는 강제성을 가질 수 없
는 것이 법이며 그 법을 피해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더 큰 분란이나 , 
모순을 내재시킨 채로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서 발생되는 대단한 분규와 갈등 중에 상당 부분은 그 깊은   

속의 원인이 은퇴 제도에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표면은 다른 모습. 
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은퇴 제도가 없다면 해결이 된다는 말이 . 
아닙니다 인간 제도는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해놓던 모순이 없을 수는 . 
없습니다 요는 인간의 제도란 될 사람은 막히고 안 될 사람은 안 막. 
히게 되는 모순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제도에 막혀 사. 
역을 중단하게 되는 아까운 종들은 그 은퇴 제도를 염두에 두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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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강단
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퇴 제도에 막혀 마땅히 내려앉아야 . 
될 사람들은 그 은퇴 제도를 미리 예상하여 불충이나 축재 등의 여
러 가지 인간적 방안들을 찾게 되는데 이 피해는 역시 교회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폐해들입니다.

잘못된 인재 양성법  ② 
  
세상은 선배가 앞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으면 커 나오는 후배들  

의 출세에 지장이 있다고 은퇴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 
자연계시를 살펴보더라도 사실입니다 큰 나무에 가려서 많은 작은 .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 버리면 여러 나무들이 크, 
게 성장하게 되며 또한 그 중에 어떤 나무는 베어버린 나무 이상으
로 좋은 자질과 성장력으로 번성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입
니다. 
  
성직도 그러할까요 세상은 등이 죽어야 등이 등으로 올라가게   ? 1 2 1

되어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전투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합니. 
다 그러나 신앙세계란 등인 예수님이 계셔야 등 할 사람이 등. 1 100 99
으로 진보하게 됩니다 등인 예수님이 우리를 아예 다 당신 같은 . 1 1
등을 만드시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같이 되기 . '
원하네 라는 찬송이 바로 세상이 모르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
다 사울같이 잘못된 종은 없어져야 이스라엘에 복이 옵니다 그러나 . . 
다윗 같은 바른 종은 있어야 그 나라 전체가 살게 됩니다 사울이 왕. 
직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패장이 되었고 이스라
엘의 모든 병사들이 패잔병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 
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용장 맹장들이 되었고 그 휘하, 
의 군병들은 늘 자랑스런 개선군들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윗이 은퇴. 
를 하고 요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또 사울 
때와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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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시켜야 할 절박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은퇴를 시켜서 안될   
종 하나를 찾아 그런 종을 통해 어두워진 교계를 밝혀야 할 것인데 
함께 은퇴를 시켜 버린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은퇴를 시켜. 
야 할 사람들 때문에 현직을 지켜야 할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는 
계산은 대단히 잘못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종 때문에 한 시대가 살고 그 한 종이 죽음으로   , 

그 다음에는 한 시대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의 교회 생활에도 그
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일찍 은퇴를 했더라면 칼빈의 제자. 
들이 칼빈과 같이 훌륭한 반열에 섰을 것이라는 사람은 칼빈의 자리 
만을 본 것입니다 칼빈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붙들고 일을 했기 때. 
문에 수많은 사람이 더욱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람은 세상
이 모르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 엎어져야 하는 것이  

고 천국은 자기 하나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 위에서 자기를 끌어 올, 
려주는 은혜의 기관이 필요한 법이니 인간 관계의 첫 계명을 시은과 , 
사은의 관계를 대표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생의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  ③ 
 
복음은 무한한 주님이 날 위해 다 내놓으시고 날 살려놓은 이 은  

혜로 시작하는 생활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 
사람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을 추. 
구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보이며 이것이 주님의 대속을 , 
잊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보이게 됩니다 전자. 
의 경우라면 은퇴 제도란 성직에 오랫동안 수고를 했으니 여생을 쉬
라는 좋은 말로 들리게 되고 후자의 경우라면 은퇴 제도란 주님처럼 , 
살지 말라는 말이며 제 몫에 태인 십자가의 영광까지 버리라는 저주
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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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의 활동을 줄이는 것 남을 위한 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 
에서 보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주님 걸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
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영광 중에 영광으로 아는 사람에게. 
는 전혀 여생의 평안을 위해 쉬시라는 은퇴제도는 가장 큰 저주일 
것입니다.

인적 교류의 위험성  ④ 
 
세상은 각자의 가진 재주와 능력이 따로 있어 인사의 적절한 교류  

라는 것은 많은 장점을 모아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성직은 한 인간을 붙들고 주님이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개성 누구의 인간적 장점 어느 누구의 특성은 다 . , , 
뽑혀야 하고 주님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전해도 같. 
은 복음이라야 하고 한 하나님이라야 하며 한 진리라야 합니다 라. A
는 사람이 설교한 본문을 라는 사람은 달리 해야 새로운 것이라고 B
생각하는 세상 사람도 있고 가 하던 가 하던 누가 전하던 같은 , A B
진리 같은 말씀이 전해져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각자가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전부   . 

정리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만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 
마음만을 가질 일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정리할 일이고 회개할 . 
것이지 나타내고 드러낼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말씀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 

명령이 각자에게 따로 있다면 따로 전하도록 따로 느껴지도록 역사 , 
하실 이는 성령이지 인간이 자기 속에 하나님을 떼 놓아 버리고 자
기의 인간 고안으로 이런 저런 개성들 또는 분위기를 연출할 일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주동이고 능동이며 우리는 수동이며 수종이. , , 
라야 옳다고 보며 그렇다면 여러 큰 문제점을 가진 은퇴제도라는 것
을 만들어서까지 인적 교류를 인간이 주도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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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영희목사님이 지향했던 은퇴 제도5) 

많은 사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백목사님은 은퇴 제도에 대하여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접해본 이들이. 
면 총공회 신앙은 은퇴 제도가 없는 것이 옳겠다고 단정을 하게 됩
니다 무작정 은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총공회의 모든 성직은 연령 제한을 그렇게 엄하게 규정하지를 않  

고 있습니다 집사직은 세 이상으로 명문하고 있으나 이도 권고 정. 30
도의 의미입니다 은퇴에 대하여는 목회자나 평신도를 막론하고 어떤 . 
성직이든 전혀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제도가 없는 것. 
이 총공회의 은퇴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영희목사님 자신부. 
터 세 순교하는 순간까지 일주일 번의 예배와 전국 대집회를 80 11 5
월과 월에 한 주간씩 계속 맡았습니다 또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이 8 . 
성직은 은퇴란 잘못된 것이며 은퇴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 또는 동시 조건을 이  

해하고 살펴야 합니다.

은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은퇴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① 
되지 말라는 것      

총공회는 교회법적으로 은퇴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 
은퇴 제도뿐이 아니라 모든 제도를 두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성문헌법이 없는 교회입니다 일괄적인 연령으로 은퇴를 .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은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교단보, 
다 성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하라는   

말이 아니라 은퇴 제도에 의하여 은퇴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
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은퇴를 시켜서 안 되며 은퇴 제도가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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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은퇴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 , 
러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할 말입니
다 은퇴에 해당되지 않을 생명 있는 성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 
것은 높은 이상이 아니고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야 하는데 실제로, 
는 거의 전부가 은퇴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될 노쇠 현상을 보이는 것
이 현실이니 은퇴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집사에 임명하는 것은 집사 될 실력이 있어 집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사 될 실력이 없으니 집사 되기를 노력하라고 집사를 시키
는 것입니다 집사 될 실력도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나면 자기가 . 
집사 될 실력과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집사의 권세를 써먹
으려는 데에서 모든 일반 교인들의 모순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누. 
가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하여 가진 사람이 있겠는
가 천부당만부당 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직자로 임명해 놓는 것은 ? . 
성직자가 되라는 말이지 성직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면을 . 
잊지 않고 있다면 진정한 성직자가 되어갈 것이고 성직자로 임명받, 
은 사람이 자신이 성직자가 될 만했고 또 성직자에 마땅하다고 생각
하여 성직자 행세를 하게 되면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세상 다른 일은 육체의 노쇠로 인하여 노쇠가 되지만 신앙은 육체  
가 노쇠함에 따라 노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니 바로만 나가면 은퇴가 해당되지 않
는 사람 은퇴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이기 , 
때문입니다 신앙은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힘이 약. 
해질수록 그 속에 영의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아도 연로한 교인이 그 육체의 모든 힘이 다 
죽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을 더 뚜렷이  
보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젊어서는 일한다는 것이 알고 보면 인간이 일을 했고 이제 나이가   , 

들면서 철이 들고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것뿐이라
는 것을 알게 되는 데에는 많은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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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제도 때문에 은퇴 연령 이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것     ② 
을 반대하는 것     

은퇴 제도가 있다면 세에는 싫어도 은퇴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70
이는 역으로 세까지는 직분이 보장된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70 . 
세가 넘으면서 노망 노욕이라고 해야 할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은70 , 

퇴라도 시켜 불편을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까지는 눌러 . 70
앉아도 된다는 임기 보장이 되었고 임기 보장이란 일반적인 인간 심
리 특히 우리나라 사람의 심리에서 잘 엿볼 수 있듯이 자발적이고 , 
자유로운 충성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보장된 임기 동안에 안주해 버
리는 경향이 심대합니다.  
  
백목사님이 은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은퇴 연령까지는 임기를   

보장하고 은퇴 연령이 지나면 강제로 해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이지 성직자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여 교역자의 불충을 무기한으로 
두고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충성하면 성직이 유지. 
되고 불충하면 성직에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된 주일학교 운영의 원리도 은퇴 제도라는 면에서 살펴  

본다면 은퇴제가 없는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 
주교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직에 해당되는 원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자리 하나에서부터 목사직까지 어떤 성직도 주님 앞
에 죽는 날까지의 충성이 죽도록 충성하라 는 성경에 옳다는 것입' ' 니
다.

은퇴제도의 일괄 연령 적용을 반대하는 것  ③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직에 있는 사람들 . 
중에서 은퇴를 당해야 할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
니다 또한 현실 고려 없이 이상적 논리만 가지고 은퇴 당하지 않을 . 
사람이 되라는 구호만 붙들고 있으라는 것은 더욱이나 아닙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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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를 당해야 할 절대 다수의 성직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느냐
는 방법론을 두고 지적하는 말입니다. 
  
은퇴가 필요 없고 은퇴를 해서는 안될 사람이 되라는 취지를 따라   

갈수록 실력있는 직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은퇴제를 적용시키지 
않을 사람이 나왔다면 성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취
지에조차 해당이 되지 않고 도저히 은퇴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
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세까지로 기다려 주지 말라는 것? 70
입니다 세를 넘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하도록 지원. 70
을 하고 반대로 세 이전에라도 일을 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 70
정이 된다면 바로 해직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회가 반대하는 은퇴 제도는 세가 넘고 죽을 때까지  70

라도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가 아니라 대의 청년이라도 은퇴를 시키지 않. 70 30
을 수 없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은퇴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나이 정년에 매이지 말자는 말입니다.

일괄적인 세 은퇴에는 부수되는 큰 폐단이 또 하나가 있으니 환  70 , 
갑에 철든다는 말처럼 세상 이치도 무엇인가를 깨달아 실제로 알 만 
한 때는 죽을 때가 이르러야 한다는 통계입니다 인간의 깊은 속을 . 
통달해야 하고 여기 더하여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상대할 성직
은 세가 되어서야 사실 첫 걸음을 배운다고 아는 사람이 경험 있70
는 대신앙가들의 고백입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잘한다고 일한 것은 . 
실은 시행착오였고 실험이었으니 이제 세가 되면서 참으로 실수 70
없는 대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은퇴라는 제도가 그 간의 모든 투자했
고 학습했던 자원을 송두리째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우려합
니다. 
물론 반론하는 측에서는 노쇠 되어 갈수록 더 큰 일을 낼 사람들  

이 대다수이지 않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젊어서는 일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업적까지도 다시 분석을 해 본다면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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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가 있어 젊은 패. , 
기와 만용으로 일은 벌여 놓았는데 심안이 어두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을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 쇠. 
퇴 하게 되니까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그들의 젊은 시절 행
한 것이 실은 안 할 일을 더 많이 했고 잘못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회들이 교단 분열 교단 탈퇴 교회 개척 성  , , , , 
전 건축 등등의 큰 역사를 할 때마다 주님의 뜻과 특수한 섭리로 되
었다고 하지만 그 후 년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 어느 젊은 혈기, 1-20
가 자기 주관으로 일을 저지른 정도였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후회들을 얼마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장로교 통합 운동이 거론될 때마다 과거 분. 
열에 대한 비판은 그야말로 당시의 주장했던 논리 를 무참하게 무' '
시해 버리고 인간적 고집으로 잘못 결정한 일이라고 결론 지워버' ' 
리고 있습니다.
  
수치로 예를 든다면 대 청년 수십 수백명이 가질 수 없는 뼈 아  , 30

픈 경험을 가진 대의 한 명 숫자로는 수십 수백대 일이지만 양측70 , , , 
이 가진 경험의 가치는 오히려 몇 십 몇 백배로 한 경험이 더 소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연령의 은퇴 제도는 이런 귀한 자산. 
을 다 사장시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회의 전진적 은퇴 제도를 잠깐 소개합니다 은퇴 제도  . 
가 필요 없도록 모든 배려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제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평소부터 미리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 
사람에게 꼭 같은 연령으로 일괄 적용 시킨다는 것은 각 개인의 형
편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퇴가 제도적으로 필. 
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그 시행상 개별적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교회의 시무에 대한 신. 
임투표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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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의 모든 직책은 본인은 자리만 차지하고 수고는 다른 사람  
이 하면서 유지되는 일이 없도록 큰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주교 교. 
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사에게 학생을 소개하거나 . 
붙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실력만으로 반을 유지해야 합니. 
다 결국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을 포기하게 됩니. 
다 다른 사람의 전도로 만들어진 직책에 어떤 사람이 수고와 책임 . 
없이 권리 또는 권세만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최대한 다 없애버리
는 원칙입니다. 
  
공회노선은 은퇴 제도가 없는 대신 목사와 장로직부터 매 년마다   2

전교인을 상대로 시무 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전진적인 은퇴 . 
제도의 개념이 전 연령 전 성직 전 생애를 걸쳐 계속 적용되는 것, , 
입니다 만 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목회 현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 2
있으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할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몇 개월 단  

위라면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또는 수년 이상이 된다면 너무 기
간이 멀어지게 됨으로 만 년을 주기로 하여 여년 시행하고 있는 2 40
중입니다. 
 
년마다 한 번씩 시무에 대한 신임 투표로 각 교회가 자기 교역자  2

에 대한 신임을 묻게 된다면 은퇴 제도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는 교회가 원하는 시기에 개별적으로 은퇴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은퇴는 해당 교회에 그때에만 해당되는 임시 조처이므로 타 
교회에서 그분을 모신다든지 또는 년 후 다시 모시게 되는 경우가 2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늘 깨어 있는 충성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일괄 연령 은퇴 제도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보는 것입. 
니다.

총공회의 이런 시무 투표 제도는 일반 교인들로서는 절대 다수가   
찬성할 것이고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극구 반대를 할 것입니, 
다 그러나 맡은 직책이 주의 일을 맡아 봉사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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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희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면 봉사와 수고와 희생을 쉬라, 
는데 이를 반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반대한다? 
면 그는 말로는 봉사 수고 희생하기 위해 성직을 가졌다고 했으나, , , 
실은 권세와 부와 육신의 안일에 유리한 직장으로 자리를 맡아 온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무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았다면 그 멍에를 벗었다고 생각해야   

하며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야 
옳습니다 또 신임을 받지 못한 자신은 더욱 노력하여 다시 청함을 .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청함에는 자신이 어, 
떤 단점과 약점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면서 겸
손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제도의 일회 적용을 반대하는 것  ④ 

사람은 어떤 죄인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자가 되고 어  , 
떤 성자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인 악인이 된다는 면을 성경이 가
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교회 정치를 하려면 한 번 죄인이었다. 
고 평생 다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든지 한 번 성직을 가진 성자이기 , 
때문에 그는 다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천주교와 같이 한 번 잡은 권세는 놓지 않. 
고 싶은 것이 인간의 부패성이며 이를 위해서 구약적 성직을 주장하
고 있지만 구약의 성직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졌지 성직이 성자, 
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본인의 충성이 성자를 만드
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약이겠습니까. ? 
  
영은 중생이 되어 불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심신은 하  

루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변동되는 것이고 이렇게 극심하게 변동되
는 자신의 마음 속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력할 건설구원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 
조심하고 앞선 자가 뒤설 수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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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직도 주어진 인간끼리의 직함 자체에 의의를 둘 것이 아  
니라 그 성직에 상관없이 그가 바로 충성하느냐 불충하느냐에 따라 
의인과 죄인이 찰나에 교체되는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충성하도록 
만들고 불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 
다. 
 
은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세 일괄적 은퇴를 반대하는 것이지   70

은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한 번의 은퇴로 완전히 성직이 , 
중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반복적인 은퇴와 직분을 다시 맡는 
것이 반복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총공회의 년 시무 신임 투표제도의 예에서 보다시피 세가 아니  2 , 70
라 목회 나간 처음부터 시무 신임 여부를 전체 교인을 상대로 죽는 
날까지 계속 받아야 합니다 첫 신임 투표에서 교회가 거부하게 되. 
면 그러면 자기를 좋아서 찾을 수 있는 다른 교회 아무래도 좀 형, , 
편이 어려운 교회로 내려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 
임 투표에서 거부된 사람이 다른 교회의 청빙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기간은 계속해서 은퇴한 상태와 동일하게 됩니다 단 다른 것. , 
이 이런 경우 또 다시 힘쓰고 노력해서 재신임을 받거나 다른 교회
에서 청빙을 받게 되면 다시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성직의 시무 신임 투표의 실제 운영  6) 

총공회의 성직 신임 제도  ⑴ 

세상 사람이 비판을 한다면 세 은퇴가 시행되면 유리하게 될 많  , 70
은 젊은 사람들이 세 은퇴 때문에 불리하게 되는 소수의 나이 많, 70
은 사람을 이기고 만든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 선의로 된 것이. 
라면 다시 한번 되물어볼 제안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직자들에게 . 
매 년 정도로 시무 신임 투표를 실시하여 반대가 많으면 연령과 근2
무 연한에 상관없이 해직을 시킬 수가 있도록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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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 뜻이 좋다고 해도 그 제도에 찬성하겠는가 반대로 이 제안? 
을 교인들에게 제시한다면 과연 반대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 

  성직에 대한 총공회 기본 신앙노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선직 예를 들면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 
장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맨손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실력으로 전도 
관리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지역을 분할시켜 맡기는 형을 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이 없는 경우는 자연히 사람이 없으므로 . 
특별한 조처 없이 그만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나 장로직. 
의 경우는 매 년마다 시무의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찬성의 2 . 
기준은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단한 충성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75% . , 
없이는 계속 성직을 유지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기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계 등 살림을 맡는 일반 행정직에 준할 수 있는   

직책인 경우는 매 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일선직이 아1 . 
닌 경우는 세상 시각으로 권세 나 권력 이 따르는 경우이기 때문입' ' ' '
니다 예를 들면 집사와 같은 직은 안수집사로 평생 신분의 변화 없. 
는 직책을 없애고 매년 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리집사로 유지시킵
니다.
즉 구원직은 본인의 충성에 따라 자연히 그 직이 유지 또는 중단  , 

되며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그 직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
다 그러나 장로나 목사직은 원칙적으로 영구직이며 그 직책의 중요. 
성이 전 교회에 미치기 때문에 매 년 신임 투표를 시행합니다 집사 2 . 
등의 일반 살림 또는 행정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 년 재신임을 확1
인하게 합니다 결국 충성하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어려도 아. 
무리 나이가 많아도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그 반대의 사람, 
에게는 세 은퇴가 되기 수십년 전에라도 은퇴와 같은 해직을 맞게 70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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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몇 가지 분석  ⑵ 

의 찬성으로 신임을 기준 한다면  75%① 

공회의 시무 투표는 찬성 기준이 입니다 절반의 찬성으로 신  75% . 
임을 기준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지만 평범한 교인이라면 자기 목회, 
자 또는 장로를 상대로 신임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 , 
사람들의 평범한 심정에서는 공사로 냉정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형태의 친분 관계 또한 차마 반대를 표시로까지 하기 어려운 , 
안면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불, 
안 더구나 교회 내 반대표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막, 
상 투표에서 반대를 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표시된 정도의 반대표가 있다면   , 25% 

이미 그 교회의 절반 이상은 반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고 계산하
는 것입니다 즉 찬성이 기준이라는 그 수치 자체에 특별한 의. 75% 
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현장적인 상태를 읽은 것입니. 
다. 
  

특히 교역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 ?② 
 
아무리 제한을 둔다 해도 교역자의 강단 설교권은 남용 또는 오용  

이 되어 문제가 발생됩니다 교역자의 위치는 스스로 아무리 겸손하. 
게 내려앉아도 지나치게 그 높이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 
을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출발 의식이 존재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성
질이 아니라는 것이 총공회의 성직에 대한 기본 인식입니다. 
  
자녀 교육 사택의 경제 교역자 자신의 신분 등 어떤 면을 고려해  , , 

도 직장인 이 아닌 성직 이라면 어떤 제한 어떤 십자가도 달게 질 ' ' ' '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숨겨두어 모르던 것이 하나님. 
의 심판 앞에서 환하게 드러날 것이고 행한 대로 영원히 살아야 할 ,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면 오늘 잠깐의 세상에서 자신을 충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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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 일이지 거부할 일이 아
닐 것입니다.

장기적인 소신 목회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③ 
 
장기적인 소신 목회에 정말로 충실하다면 교인의 신임을 받지 못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장기적인 소신 목회를 앞세워 현실 안주를 원, 
한다면 시무 투표 때문에 조기에 정리가 될 문제입니다 물론 개인적. 
인 감정 등으로 목회자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교회가 사람을 고쳐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목회의 대상
으로 그들을 상대할 일이니 거부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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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전원일치  3. 

  총공회신앙노선은 그 운영의 첫 원리가 진리전원일치 입니다 모든 ‘ ’ . 
교리뿐 아니라 모든 행정 사항까지 전원일치가 아니면 결의하지 않
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에 대하여 공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 
그것이 현실 교회에서 시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 
나 교회가 교회로 존립 하려면 전원일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한 지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회는 그 행정 원리의 가지 기본 원3
칙 중 첫째로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선입관  1) 

총공회 교회 내에서조차 거의 모든 분들이 전원일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천국에나 가서 할 일 천국에서나 . ' , 
될 일 이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한적도 있습니다 총공회 내부 교인들 ' . 
중 이상의 교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정90% . 10% 
도의 교인들은 일단 발언에서만큼은 전원일치는 가능하며 또 그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회 내에서도 전원일치 에 . ‘ ’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이 중 요 찬성하는 분들이 중 이라는 말10 9 , 10 1
입니다 대 이라는 분포는 수학적 표현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 '9 1' 
으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전원일치를 지지하는 정도의 공회 내부 교인들도 사실10% 
상 백목사님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점을 고려 그분을 존중하는 자
세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이 전원일치 원칙은 우선 그 . ‘ ’ 
이해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너무도 확고한 . 
선입관념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전원일치라야만 하고 또 실제 그렇. 
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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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2) 

개인의 자유성 보장  ① 

신앙의 단체화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자유성  ② 

교회의 단체 속화를 막는 방법  ③ 
 

양심자유 교회자유 원칙의 필연적 결과   ‘ ’ ‘ ’ ④ 

오늘 교회의 극단적 탈선의 방어책  ⑤ 

교회의 진정한 모습   ⑥ 

전원일치는 교회 행정의 본질  3) ' '

자유성의 행정   ① 
  
다수결로 결정을 짓는 것이 인간 수준의 세계에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며 가장 상식적인 방편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입니다 인간. 
의 의식 수준이 정상대로 움직이는 사회라면 다수결이 해당되지 않, 
는 경우는 어느 특이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일 것입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상 중  
에 자유성을 주셨고 이 자유성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강제하지 않, 
으시고 세월 속에 타일러 가며 보여줘 가며 스스로 알도록 자원하, , , 
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했습니다 역사 천년이 흘러온 이유가 . 6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 인생이 평생을 살게 된 원인도 바로 이 자유, 
성입니다 교회 행정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다수결이 되어야 하지. 
만 신앙의 본질은 자유성이기 때문에 전원일치제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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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만들되 기계를 제작하듯 높은 산을 만드시듯 우리를 상대  , 
하셨다면 천국만 만들어 천국으로 바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하나
님의 전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 
여러 과정 여러 세월을 주시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
도록 하시려고 각양각색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 
할 수 없는 것은 직접 하시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하시고 혼, , 
자 해야 하는 것은 인간 혼자 하도록 하나님은 숨어 버리시는 등 각
양각색의 오묘하고 신비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
에게 있는 자유성입니다. 

순간이면 다 될 일을 이렇게 역사 세계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  
시고 평생 세월 속에서 한 인간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이제 천, 
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하나, 
님처럼 모든 것을 다 움직이며 영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실. 
은 하나님이 처음이며 나중입니다 하나님 대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 
하나님 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 자유성이 바로 그 본질이, 
기 때문입니다.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전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맞출 수 있
습니다 해결하는 것만 문제라면 전능자가 해결해 버립니다 문제는. . ,  
인간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물어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스, 
스로 요청하고 그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여 힘을 받는 이 인격 이 실력 이 훈련이 , ,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천국까지 맡길 수 있습니다. 

  천국 자체가 문제라면 천국만 만드시고 천국에서 살도록 하면 됩
니다 타락이라는 순서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 . 
자유로 원하여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
시려 한다면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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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려 한다면 그 본질은 바로 자유성 이며 따라서 이 자유성으로 ' '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 과정이 역사 교회 교회의 역사로 나, 
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성으로 기르는 데는 세월이 필요  ② 
  
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가  3 40 . 

나안에 넣는 것이 목적이면 순간에라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하나님께 물어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도우심을 받는 , 
이 경험 이 실력 이 인격을 길러 가시려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연기시켜 놓고 광야에서 수없는 반복으로 훈련을 해야 했습니
다.
  
무지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  ? 

님 노릇을 하게 하는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기계처럼 제작하여 인간. 
을 그런 실력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유성을 주, 
셔서 그 자유성을 죽이지 않고 그런 실력의 존재로 만들어가는 방편
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가능한 방편 중에 하나님은 두번째 방편을 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번째 방편은 세월과 노력이 첫번째 방편과. 
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 
이 두번째 방편을 택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 과정이 문제  ③ 
  
교회의 결정이 다수결로 된다면 이쪽편의 생각에 따라 저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원치 않는데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교인의 자유성. , 
그들의 자라가야 될 신앙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 쪽이 혼자 독단
해 버리는 경우 비록 그 결정이 옳았다 해도 그 방편이 다른 사람, , 
다른 교인들의 신앙을 자유성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하지 않은 것입
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그들의 자유의사로 동참하고 이해가 되. 
어 따라 오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미 그 결정은 가나안 입성만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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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광야 년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40 .

전원일치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원일치란 이 땅 위에서 사  . 
실상 시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본다. 
면 다수결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에 이르는 과정의 내용이 하. , 
나님으로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 기준? 
으로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면 출애굽 한 이스라엘 중에서 
단 두 명이 통과했을 뿐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주님의 대속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중생이 되는 순  
간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가나안 입성이 목. 
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이 목적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느냐는 그 과. 
정 그 동행의 강도가 바로 각자마다 다른 건설구원의 내용입니다, . 
힘들어도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하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것이 우
리 할 일입니다 마지막 안 되면 안 된 그 자리에서 끝내고 말아야 . 
하는 것이 자유성을 가진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전원일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지하여 무조건 따를 때 가능한 것  
이며 혹 한쪽이 너무 강하여 반대쪽이 억지로 머리를 숙일 때 가능,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일치는 이런 두가지 형태로 시행이 되. 
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원일치는 문자적 전원일치는 되었을. 
찌라도 성경이 말하는 전원일치는 아닙니다 만일 무지한 사람에게 . 
맹종을 요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힘으로 눌러 전원일치를 만들었다
면 세상은 이를 독재라는 수준에서만 욕하겠지만 실은 자유성 없이 , ' '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지한 이에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알려 주어서 그들  
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될 때 알게 된 지식으로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 
하는 것이 옳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되어진 다음 진정한 전원일치
가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반대하는 이들을 힘이나 회의 기술로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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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전원일치로 만드는 것은 점령이지 양육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 
가할 수 있는 압력을 배제하고 반대하는 그들 속에 그 지식과 그 옛, 
사람을 회개하도록 여러 과정을 거쳐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그 결과
로 전원일치가 되어야 이것이 전원일치인 것입니다.
이 일은 거의 불가능하며 거의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 

과정에서 된 것만큼이 바로 건설구원의 양입니다 성공 점. 100% , 100
을 다 맞는 사람이 없다면 백지를 낼 것입니까 점짜리라도 만들? 50
어야 할 것이고 어린 신앙의 그 중간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신앙의 본질이 자유성이라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의 자유성을 고려  
해야 하고 그렇다면 일이 생겼을 때 해결에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자유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가치를 가져야 할 것
입니다.

교회의 행정만은 효율성 보다 좋아서 따라야 하는 것  4) 

  누가 자유성을 꺾고 강제로 하자는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모든 ? 
사람이 다 좋아서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하자는 말을 누가 쉽게 반대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좋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 
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행정은 효율성과 다수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절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는 것이 . 
좋겠느냐 또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등 어떤 중, 
대한 문제라도 결국은 다수의 생각을 고려해야 하고 또 그렇게 결정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득을 보겠느냐는 것을 계산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고 또 . , , 100% 
이익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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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행정은 실제 자유성과 함께 전원일치로 갈 수밖에 없음  ⑴ 

  교회의 행정만은 한 사람의 반대라도 그 반대를 꺾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원이 찬성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 , 
효율성이란 완전히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의 횡포에 거대한 . 
교회와 교단이 할 일을 포기하고 전부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극단적 이상주의 극단적 이론주의를 실제로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있는 교회는 나누어지고 갈라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   ① 

 교회 분리를 조장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것 . 
이며 필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와 기독교로 예를 들어보면 쉬. 
울 듯 합니다 분리가 없고 분파가 없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 . 
천주교는 생명이 없는 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 
나 세상이 조롱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분파가 많습니다 핵분열이라. 
고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옳은 것을 사람의 숫자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 
의견을 연구 과제로 미루면 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우가 있
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당장 결정하여 시행치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는 것입니다. . 
  
각자에게 깨닫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가 되고 분파가   . 

되어도 꼭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누어 가? 
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파 그 자체를 가장 큰 죄로 보고 분파할 수 . 
없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주장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 
파 자체보다 양보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
이 있다면 결국 서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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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안에는 이 파와 저 파가 있지만 한 몸 안에도 여러 지    , ② 
체는 존재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을 믿으면 되는데 왜 이 파 저 파가 있어 , 
분요하냐고 합니다 그분들도 또 하나의 파가 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 
한 것입니다 만일 세상 이권 때문에 나누었다면 이는 분명 정죄할 .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속에 감추어 . . 
놓아야 할 욕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추. 
어 놓은 것을 들여다보며 정죄를 해야 하겠습니까 본인이 세상 이? 
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까지 한다면 그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
고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내심을 감추어두고 밖으로는 이 말 , 
저 말로 명분을 진열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며 고? 
문해서 밝힐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듣고 말 일입니다 만일 교회 안. . 
에서는 정죄할 일이 있다 해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그 행위를 그 
사람 자체에게서 분리하여 잘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 여전히 그 사람 자체를 복구불능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사람 자체를 지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분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  , 

들인데 깨닫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분들과 저렇게 
깨달은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를 하고 분파를 하. 
는 사람들을 동정한다면 얼마든지 이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 
백 번 읽고 연구해도 침례가 옳으며 세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분리 불가를 내세워 침례와 세례를 섞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섞어도 되고 안 섞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 
데도 분리를 한다면 그때는 분리의 폐단을 지적하여 막아야 될 것입
니다. 
  
교회의 운영을 모든 교인에게 일일이 확인시킬 것 없이 대표를 뽑  

아 대의정치 혹은 의회민주주의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장로교인들
이 옳다고 깨달은 대로 믿고 나가는데 그 깨달음에서 볼 때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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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껴지는 침례교 정치나 감독교회 정치로 섞으라면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 버릴 욕망 명예 등등으로 교회를 나누는 것은 몸된 교회, , 
를 나누는 참으로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깨닫게 해 주시. 
고 가라는 길을 따로 보여주신다고 확정이 된다면 오른팔과 왼팔은 , 
태아의 초기 시절 분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반대하고 두팔을 
한 몸으로 묶어 버린다면 기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왜 틀렸느냐 왜 나누었느냐 왜 깨닫는 바와 행하는 바가   , , 
다르냐는 문제를 가지고 한 사건 한 행동 자체를 먼저 파악한 뒤 거, 
기 대한 잘 잘못을 따질 일이지 나누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무조, 
건 틀렸다고 해 버린다면 교인 통일 교회 통일 교단 통일의 단계를 , 
거쳐 결국 종교 통일까지 진행될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 
로 옳은 것과 진리는 구호로만 앞세워 놓고 자기 주관의 착각 또는 
세상 이권을 위해서 분리해 간다면 종교 분리 교단 분리 교회 분리, , , 
교인 분리까지 진행을 하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자체를 해부
하는 죄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밖에 없으나 찾아가는 과정에는 시행착오    , ③ 
가 존재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주님 안에는 옳은 것이 하나입니다 녹음으  . 
로 예배 설교를 대신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
한다면 진정 성경과 양심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있는 힘껏 반대했, 
던 분이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돌이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 .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진정 죄라고 느끼면서 분리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 

우상예배라고 느끼는 예배 참석을 계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자기주장, 
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힘으로 막아야 하
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예배라고 깨달았으면 우상예배가 아니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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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로 자기들만 예배를 분리해서 보고 재독예배가 은혜롭기 때문에 ,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대로 하면 될 일입니다 한 쪽이 양보하면 좋. 
고 양쪽이 다 양보할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나누어 예배를 분리하
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당을 양보하고 누가 분리될때 유리하. 
게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돈 싸움이며 욕심 싸움일 . 
뿐입니다 녹음 설교를 예배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양보. 
를 못하겠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주도권 문제는 극. 
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문제는 대개가 세상 투쟁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는 있다고 우리는 단정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 
깨달음이 한 자리에서 성령과 악령으로 교차 되었으며 이런 횟수는 
하루 번이라도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490 .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쉽게 결정하고 쉽게 밀어붙이는 사람
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 옳다고 생각되지만 열 번 백 번을 신중하
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신중 하다는 장점을 . 
가진 대신에 다른 단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두는 , 
단점을 가진 대신에 다른 장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전원일치라는 교회 행정면을 두고 말한다면, ,   
매사 신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인격입니다. 
  
분리가 되어도 끝까지 밀고 나갈 깨달음인가 당시로는 꼭 그렇다  ? 

고 해서 했지만 세월 속에 다시 생각해 볼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조심을 하든 한 두 번. , 
의 실수를 경험으로 그렇게 알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 있게 연구하
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꼭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 
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누구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 실수를 통해 그를 기르시는지 또는 그의 잘못 자체가 필요해서 
그렇게 동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이 옳다고 진행하는 것을 힘으로나 다른 기술을 동원하여 내가 막
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진행과 나의 깨달음이 현. 
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양보와 희생이라는 것 또 다른 여러 가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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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전원일치를 주장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함   ⑵ 

교회 내에서 의견이 다른 문제를 가장 극단적으로 예로 든다면 교  
회가 둘로 쪼개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예배당 건물이나 교. 
인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투쟁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투쟁은 결국 혈육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 
문제이며 전원일치의 자유성이 교회 행정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이라면 무엇이든지 결국은 다 내주고 포기할 자세가 되어야 합니
다 하나라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이미 . 
성경에서 환하게 단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뺏겼다고 해서 뒤에 후회한다든지 통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  . 

들은 현장에서 전투를 하고 후회해야 회개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갈등이 있는 곳마다 결국은 그리 될 .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면 성전 건물 자체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 
야 했고 신약은 내 속에 성령이 물러나실까 염려하여 건물과 교권과 , 
돈을 양보하고 그 대신 자기 속에 성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 
된 신앙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개는 오물을 보고 좋아서 먹고 사람은 먹어주는 개를 보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권에 굶주린 사람은 혈육전을 통해서라도 교권. 
과 건물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성령을 붙들고 싶은 사람은 . 
성령을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그. 
리고 그런 이권보다 여러 배 혹은 백배까지 되갚으실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 . 
있고 서로 자기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 하나, 
님의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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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점령법을 쓸 수 없기 때문  5)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  ① 

끝까지 서로의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법이 있  ? 
고 강제 집행이 따르게 됩니다 감옥에 보내며 경찰이 진압을 해버리. 
면 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끝까지 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 
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우리에게는 혈과 육에 ? . 
대한 권리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인이 부처 믿는다고 절로 가버린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설득  ? . 
으로 돌아서면 되지만 교인이 연보를 하지 않는다고 회원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까 두고 볼 일이지 회비 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 . 
회에서 출교를 명했는데 그 출교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죄인을 부르
시는 주님이라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면 대문에서 멱살을 잡아내겠습
니까 결국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 . 
질입니다.

결국 영의 사람은 말씀을 차지하고 육의 사람은 예배당을     , ② 
차지하게 됨     

만일 횡포자 폭행자가 교회를 차지하면 어쩌겠습니까 교회 안에  ? 
서 교인으로서 만일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
에게 교회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사에는 . 
많이 있었습니다 한 두 사람의 횡포에 교회를 넘겨 줄 것인가 절대 . , 
다수를 확보한 쪽에서 예배당을 정말로 넘겨 줄 것인가 물론 그 한 ? 
두 사람의 횡포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우선 조사할 일입니다. 

신앙노선 문제가 아니라 공연히 술 한 잔 먹고 난동을 부리는 차  
원이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노선 . 
문제로 시비가 생기고 그 극단의 투쟁이 뒤 따르고 이를 막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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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육전밖에 없다면 결국 택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과 육을 경계하고 말씀 하나의 가치를 우주보다 크게 보는 사람  
은 말씀을 새겨 할 일이 있고 못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년. 10
을 한 예배당에서 서로 주도권을 위해 싸운다면 이는 혈과 육이지 
신앙은 아닙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새기고자 하는 측은 먼. . 
저 개척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교인이 아닌데 세상 사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예배를   

방해할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신 대로 경찰과 법원
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저항주의가 아니며 우리는 도. 
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이며 성경을 들고 나오는 .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목적 어떤 흉악함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은 피하고 기도로 상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서 막아주면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넘겨주라는 
말씀인 줄 알고 동일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많고 또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 그 결정이   
천차만별이지만 원리만 가지고 말하면 이는 단호합니다 따라서 채찍. 
으로 성전 안에서 휘두를 때가 있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말 , 
한마디 못할 때가 있어야 신앙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치리 제도 자체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  ③ 

교회가 교회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세워둔 법을 이용해서   , 
적법 절차에 의한 악행을 일삼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가 실제 . 
그렇게 하여 왔으니 결국 교회법은 하나의 선언적 교훈으로 몇 가지
만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실제로는 바로 믿도록 노력하고 하, 
다가 안 되면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교회가 힘쓸 일은 바. 
른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혼자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일만 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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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회법은 교단에 상관없이 치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 말  . 
로 하면 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화형까지 시켜 버리. 
는 힘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그런 권리를 줘도 버려야 하고 또 그런 
권리를 가질 수도 없는 교리를 가졌습니다 현 교회의 치리 제도는 . 
세상 재판소를 배껴 놓은 것이라 보면 될 만큼 법으로 정해놓고 있
습니다 교회의 의회민주제와 함께 교회의 치리 제도가 근본적으로 . 
수정될 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는 그 모든 결정을 교인들이 뽑은 대표들이 다수결로 확  

정하고 그 집행에 반대하면 교회 법정이 이를 강제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결정과 집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없
다면 허공을 향한 것일 뿐입니다.

우선 말 몇 마디로 교인의 다수나 대표의 다수를 자기편으로 바꿔   , 
놓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교회의 집행은 자기편 주먹이 많으면 결국 . 
주먹을 따라 가지 법을 따라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서. 
로의 생각이 결국 다를 때 최종 판단의 기준이며 법정은 그 집행 수, 
단인데 그 법과 그 집행 자체를 교회는 주먹으로 해결해서 안 되며 ,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 방향을 선언하는 정도
에서 끝내야 합니다.

결론은 세상 점령법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고 전원일치의 결    , ④ 
정 외에는 생각할 수 없음     

해방 후 고신이 자신들은 진리를 지킨 쪽이고 따라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들이 한 것은 옳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를 했던 죄인들과 신사참배를 승리한 의인들이 소송이라는 죄와 폭
력이라는 죄를 꼭 같이 사용했고 교권과 돈을 위해 싸울 때도 꼭 같
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자는 악령이었습니다 신사참배 환란으로 . . 
한국 교회를 대부분 거머쥐고 해방 후 그 나머지 신사참배 승리 쪽, 
을 점령하였습니다 고신은 자신들이 사선을 넘은 승리자라고 안심했. 
었는데 바로 그 지점에 설치된 덪에 걸릴 때는 걸린 줄도 몰랐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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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교회에 발생되는 모든 일을 두고 전교인이 결국은 전체가   
이해되기까지 늦어지고 차질이 생겨도 타이르고 권하며 서로가 기도
의 제목으로 정해놓고 한 건 한 건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에서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마. 
귀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교회의 단체 속화가 기술적으로는 전원일치 부재    6) 
에서 기인합니다     .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면 전원일치라야 하겠다는 생각은 쉽  

게 할 수 있지만 현실 교회의 운영은 다수결이 아니고는 실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원일치. 
와 다수결을 살펴 보겠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다보니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의 교리로 등장    ① 
     
세상도 웃을 일입니다 윤회사상이 불교 교리라면 고기를 먹지 말  . 

아야 되듯이 교회가 하나님 유일주의라면 일본인이 신으로 받드는 , 
태양신에게 절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모든 일을 . 
다수결로 결정하다 보니 신사참배가 한국 교회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총칼이 무서워 그러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 
방 후 교회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총칼이 사라진 . 
해방 후까지도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이들이 오늘까지 한국 교
회의 주도권을 쥐고 한국 교계의 대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 
죄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정도입니다.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안 믿고 싶은 사람을 믿고 싶은 사람이   . 
다수결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봐야 믿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가 옳다는 교인이 많다고 해도 세례가 옳다. 
는 소수를 표 대결을 통해 그들의 세례를 버리도록 할 수는 없습니
다 여성을 목사 장로로 안수해야 된다는 목표를 위해 여성계가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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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노력했고 결국 과반수를 확보하여 통합측 교단은 여성 안수가 교, 
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여성 안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리였습. 
니다.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말씀대로 바로 믿는 생명길  , 
그러나 좁은 길은 사람이 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넓은 길, , 
사망길로는 가는 사람이 많으니 결국 교회는 속화 타락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넓은 길이 체질인 사람만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야 하. 
는 사람까지 데려가는 법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 되다 보니 세상 선거와 교회 선거가 같아짐  ② 

교회가 떠나고 초월할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인데 본토 친척 아비  , 
집의 표를 모아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교단 선. 
거에 선거 관리위원회 가 있어야 하고 사전 운동 금지 기간이 있으' ' , 
며 부정 선거 방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묶고 있는 , . 
호텔이나 여관에 후보자들이 방문하면 안 된다는 규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 선거였다고 법원에 무효 처분. ' '
을 내려달라는 소송이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교회는 의회민주주의 정치로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문제  ③ 

한국 국회나 정치가 엉망인 것은 제도가 아니라 민족성 때문이라  
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인간이 가질 .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며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까
지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표시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것만 다를 뿐. 
입니다 신사적 모습으로 포장을 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영미 선진. 
국이라 보면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만이 교회가 연구할 일이며 이것을   ? 
찾은 이가 어린아이 하나일지라도 옳은 그것을 전체가 따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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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교회입니다 서로가 옳다는 것이 다르다면 기다릴 뿐입니다. ? . 
서로가 토론할 뿐입니다 해봐도 결론이 꼭 같아지면 눈을 밝혀 바른 . 
것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기도를 . . 
해도 꼭 서로 의견이 옳다고 확신이 들면 또는 목적을 두고 억지를 ? 
끝까지 부린다면 그 결정은 미루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루는 ? . 
것이 한쪽에 유리하니까 계속 반대 의견을 낸다면 불리해도 서로의 ? 
확신이 일치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다 교회. 
가 마비되고 더 이상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최종에 이르면 서? 
로 교회를 분리해야 합니다.

교회 분리를 장난으로 알아도 큰 죄가 되겠지만 교회 분리는 예수  
님 몸을 분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가견교회 와 불가견교회 를 오' ' ' '
해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교로부터 청교도가 미국으로 분리 이주한 . 
것은 발전이요 성장이지 멸망을 위한 분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 
교회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사안이 생긴다
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나 역할이 달라서 그러한가 이? 
런 과제로 보이는 예배당을 분리하는 문제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전원일치  7)    
  

전원일치라는 과정을 가져야 오류도 수정할 수 있음          ① 

재론되는 말이지만 교회는 다수결로 신사참배를 옳다고 할 수 있  , 
습니다 또 전원일치가 되어 신사참배를 옳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다른 점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전원일치제라면 
한 사람의 이의와 한 사람의 수정제의로 교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과제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수결 역시 그럴 수 있지만 기준 . 
숫자 이상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바른 깨달음으로 교회를 
위기 때마다 구원했던 성경 역사와 교회 역사를 생각한다면 다수결
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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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발언은 한 사람을 통하여 나옴    ② 
  
  우리는 다수가 항상 옳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할 때마다 한 사람의 
바른 깨달음이 전부를 살린 경우를 늘 예로 듭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에는 또 하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바른 깨. 
달음이란 항상 옳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 
아합 시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라는 사람에게는 항상 옳고 바른 것이 전달된다고 단정하면 곤란합
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혼자서 택한 백성 전부를 책. 
임졌던 인 절대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들이 1 . .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썼기 때문에 그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었고 이 땅 위의 인간이란 누구든지 틀리지 않을 수  
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십자가상에 . 
있던 강도도 옳게 깨달아 그 순간에서 옳은 의인이 될 수 있고 노아, 
가 홍수 심판을 이기고 완전 승리를 했던 그 자리에서 실패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한 사  , 
람에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역사라는 점까지를 고려하라
는 것이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원불변 완전을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투쟁과 분리보다 연구의 확신이 분화를 가져와야함  ③ 

교회 갈등의 대부분 모습이 투쟁이며 그 투쟁의 결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고 확. 
신으로 이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같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 
을 함께 찾았으니 큰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르면 그. 
리고 그 결과가 다른 상태로는 한 예배당을 운영할 수 없다면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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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주신 역할 맡기시는 사명이 달라서 그러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집에 남매가 한 솥밥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7 . 
가 되면 하나씩 결혼해서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 
투쟁과 분리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분화되는 과정으로 봅니다 오히. 
려 성장일 수 있고 더 넓은 범위로 복음을 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척과 모든 교회 분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개척과 분. 
화를 가장하여 자기 사업을 도모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
릅니다. 

  따라서 조심에 조심을 더하며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무엇이 하나, 
님의 뜻일까 최종 결정을 한 뒤에라도 또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 
보며 그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그 열심 그 충성 그 계속성이 교회, 
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천주교가 세계적 단합과 . 
일사분란을 자랑하며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싸움만 있는 기독. 
교계를 조롱하며 천주교는 화평의 봉사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그 천주교가 수도 없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여 이루고 확보한 재산
과 교권을 가졌을때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문명시대가 되
고 보니 이미 벌어놓은 돈으로 폭력배들이 합법적 회사를 운영하여 
변모한다는 세상뉴스와 같은 수준에서 오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교회의 추한 모습 분명히 교회의 추한 모습은 예배당을 두고 싸우  , 
는 극단적인 투쟁들이지만 그 흙탕물 속에는 우주와도 바꿀 수 없고 , 
전 인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 
뜻을 바로 찾으려는 그 중심이 지극히 미약하나 섞여 있습니다 외부. 
에서는 꼭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그 속에 그런 중심이 있으며 그 중
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전원일치라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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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대법원이 교회는 전원일치를 하라고 함8) 

  세상 말은 듣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우리 신앙노선입니다 그들. 
이 옳고 그들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며, 
신앙의 옳고 그른 것은 믿는 사람이 성경으로 서로 살펴 찾는 것뿐
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담이 되겠고 좋게 보면 참고할 자연계시일 수 , ,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신앙 문제로 싸워 법정으로 오면 최종, 
의 판단은 교인끼리 전원일치로 합의를 하라 합니다 그 합의 없이 . 
무슨 교회법으로 무슨 교회 회의로 교단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주장 
한다 해도 결국은 세상 법원이 교회 문제는 전원일치로만 하라면서 
빠져 버립니다. 
혹 질서 유지가 안되는 문제 등은 임시 조처만 해 줄 뿐입니다 정  . 

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세상 법원도 이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장로교회 헌법 정신 제 조와 조가 말하는 신앙자유         9) 1 2 
는 전원일치에서만 가능

  
 교회라면 헌법이 있고 헌법에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장로교 헌 , . 
법원리는 제 조에 양심의 자유 를 제 조에서 교회의 자유 를 선언1 ' ' , 2 ' '
하는 바 교단 헌법의 각론이 이 자유성 의 원리를 반한다면 그 규, ' '
정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유가 실현되려면 전원일치. ' '
라는 의결 과정이라야 한다는 것이 총공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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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헌법 원리 제 조와 제 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2 ?⑴ 

헌법 규정 소개  ① 

제 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1 ' ', .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 
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 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 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 )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제 조 교회의 자유 전조에 설명한바 개인 자유의 한 예로 어느   2 ' ',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 ,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
권이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 , 
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 
뿐입니다. 

헌법 규정 내용과 역사  ② 

누구든지 신앙생활에 대하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박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양심의 자유 이며 따라서 교회' ' , 
도 교회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며. , 
실은 따로 말할 필요도 없는 성경 원리들입니다 초기 건전했던 천주. 
교가 천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양 불교로까지 타락하게 된 이유는 1
잘못된 교리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니고 신앙은 강제라는 기본. 
인식이 천주교를 천주교로 만든 가장 최종 범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각론적으로 전부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이란 신앙 자유 가 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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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면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것이 
장로교 헌법 초두 조와 조에 신앙 자유 를 헌법 근본 원리로 채1 2 ' '
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신앙 자유를 막는 교회법은 위헌 규정이 . 
되어 원인 무효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종교개혁 후 영국에서도 상대편의 깨달음을 칼로 제거할 수 있는   
국교가 있었고 결국 미국으로 밀려나온 청교도의 출발 이념은 신앙
이란 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들이 우리나라를 . 
선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뼈아픈 역사를 한국 교회 헌법에 기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일치가 아니면 장로교의 신앙 자유 원리는 파기된 것   ' ' ③ 

서로의 깨달음이 같으면 교회는 매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자  . 
기 신앙양심에 옳은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깨달음이 다른 경. 
우는 어찌 되겠는가 내 생각에는 분명히 틀린 것인데 그것을 옳다? 
는 사람이 많아서 끌려가게 됩니다 양심에는 싫은데 환경이 나를 강. 
제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신앙 자유 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러나 현 장로교 헌법은 교인이 ' ' . 
자기 양심에 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효. 
율성을 앞세워 양심과 반대되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노회가 여성 안수는 비성경적이라는 양심을 가졌더라도 다른   
노회들이 성경적이라는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결국 양심에 반하, 
여 자기 노회 안에서 여성 안수를 시행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 
부하게 되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여성안수를 해야 . 
양심인데 다른 교회들이 여성 안수를 안해야 옳다고 하면 못합니다. 
기어코 해버린다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제재를 하겠다면 제. 
재를 당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와 노회 그리고 자기 교단 전부가 여. , 
성 안수를 안 하는 것이 성경에 옳다고 결정했다면 그런데 나 한 사, 
람만 이 여성은 장로로 장립을 해야겠다고 양심에 느낀다면 결국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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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됩니다 신앙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꼭 막을 수 있다면 그 교단은 천주교로 삐  
뚤어져 나갈 수 있는 요소는 이미 갖췄다고 봐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 자유 는 전원일치라는 결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 '⑵ 
요구         

서로가 달리 깨달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① 

다수결제도에서는 찬반의 기준만 다를 뿐이지 결국 소수의 반대를   
누르고 다수가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물론 누른다는 . 
말에 이의가 많을 것입니다 누른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이라 양보. , 
한 것이라 양해한 것이라 승복한 것이라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 , 
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포기한 것이라 점령당한 것이라. , , 
보 전진을 위한 보 후퇴라는 표현들도 가능합니다10 1 . 

  
결과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같습니다 양심에 틀린 것을 다른 사람  . 

들 때문에 하게 된다면 자기가 좋아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 
결국 신앙양심 자유 라는 장로교 헌법 원리에는 어긋난 것입니다' ' . 

  전원이 찬성할 때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②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 
보일 때를 정치면으로 예를 든다면 전원일치 의 결의로 모든 일을 ' '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찬성하고 자신들의 신앙 양. 
심에 옳다고 느낄 때에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살리는 일
입니다 또한 교회에 다른 모순과 투쟁이 아예 발을 붙일 수도 없게 . 
됩니다 그렇다면 바쁘게 처리할 일이 있을 때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 
는 말이 되고 그리되면 비현실적인 말장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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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교회는 바쁘게 처리할 일이 실은 없습니다 특히 반대  . . 
하는 사람 양심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
여 해치워야 할 성격의 일이란 거의 없다고 본다면 맞을 것입니다. 
예배 보는 자리에 불이 났다면 그 불을 끄는 일이야 의논할 성격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다 타서 예배 볼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시급. 
히 예배당 건축을 의논해야 하는 경우는 어찌 되겠는가 꼭 양심에 ?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비록 한 사람의 양심이, 
라도 그 양심을 꺾고 빨리 전 교인이 예배 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
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그렇게만 가질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예배. , 
당이 없어도 볼 수 있으니 예배 보는 장소가 불편하고 차라리 양심
을 꺾지 않는 일이 교회의 운영 원리를 아는 사람이며 장차 더 큰 
위험요소를 미리 막는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예배당 건축이 계속 미루어지겠  
는가 더 어린 교인 새로 전도된 사람의 구원 문제는 고려해야 할 ? 
것이라는 반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기가 되면 좁은 고집으. 
로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대개는 입장을 철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 
획 단계에서 자기 주관으로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라도 다른 전체가 
강제로 밀지 않고 기다리며 불편을 느끼게 되고 자신도 불편을 느끼
게 되면 결국 자기주장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복음운동을 고려치 않고 막나가는 사람이 있다
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그래도 강제로 진압할 수는 없는 것이 교회? 
의 속성입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으로 전체가 다 묶인다면 어찌 . 
그를 방치하겠는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할 수도 더욱 없습? . 
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집단이기 때문. . 
에 하나님이 없는 일반 집단의 최후 강제집행과는 아주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 
확인도 되지 않는 강제력 이것은 교회 이외의 집단에서는 전혀 필요 ,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우스워 보이고 가장 신화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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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나의 핑계거리로 보이는 것 기도가 바로 교회의 본질적 요소이, 
며 어떤 세상 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자기가 마주친 교회 행정 교회 사건에서 이 기도를 참으. , 
로 큰 강제력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진정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고 남에게 가르칠 때는 기도가 이런 ? 
것이며 저런 것이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정작 교회에 생긴 교회 문. 
제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결처리를 유리하게 해 볼까 하는 일로
만 골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요 그 현실을 수습, 
해주고 그 현실을 지원하느라고 교회의 헌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
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③ 

기도를 해도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인간 강제력이 마지막으로   
나가야겠는가 최종으로 나가는 힘 그것이 그 집단의 속성입니다? , . 
기도가 최종이며 최강의 권위라면 교회일 것이고 법정의 재판장 판, 
결이 마지막 권위요 해결이라면 문명 불신자일 것이고 경찰의 진압, 
봉이 최후 진압을 하였다면 이는 미개인일 것이며 군대가 출동하여 , 
사살로 평정한다면 이는 교회를 적국으로 본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 
수단에 마지막 해결을 호소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기도입니다 혈과 ? . 
육의 싸움은 신약교회가 싸울 싸움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간 문제를 가지고 가라고 존재한 것이 교회
라고 보는 사람 그렇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 , 
나의 구호에서 써먹고 실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실력껏 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 일을 막으러 다닐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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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는 좋은 이상입니다 현실로 만들려면 그 대가는      . ⑶ 
끝없는 희생      

반대측과 은혜로운 결론을 가질 수 있는 최상의  ① 방법

첫 깨달음은 서로가 다를 수 있고 또 대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  
실수가 많고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 심령이 밝은 사람보다 휠씬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깨달음 중에서 가장 .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는 것이 교회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 
전원일치라는 의결법이 옳은 것을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서도 가장 
유리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강제로 꺾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 
그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실수하는 일들이 줄어들 것이고 또 반대
되는 의견끼리라도 연구 과제로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 
결정하게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상대편이 어느 유리한 시점을 택해
서 어떤 의결 규정을 사용하여 나올지 모르게 되고 이런 문제로 경
험 많은 교회들은 세상 정당들이 싸우는 싸움을 교회로 전부 옮겨놓
고 있습니다. 

그러든 말든 끝까지 세상 잇속을 챙기고 자기 주관을 고집 ② 
하겠다면    ,

기도로 노력하고 모든 대화로 힘써도 안 된다면 결국 신앙 있는   
쪽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필요하다면 예배당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수십 수백억짜리 예배당이나 교단 재산이 걸리는 경. 
우가 많지 않은가 그 액수는 얼마에 해당이 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 
가나안 황무지를 택했을 때 복으로 갚으심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 것, 
이 교회라면 당연히 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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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간단한 것이 전원일치 현실이 되려면 다 내놓은   ③ 
것이 기본     

결국 기독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가 칼  . 
로 망하기 때문에라도 칼을 쓰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 
차지하고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시니 장사 계산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심까지 하셨다면 그 제자로 나가, 
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진리를 잡고 세상을 다 포기 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첫 출발에서 가르쳐야 하고 아무리 , 
어려도 예수 믿는 교인이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교회 투쟁을 해결하는 근본 방법일 . 
것입니다.

이것이 총공회신앙노선입니다  .  

그렇게 배운 것이 총공회 교회들이라면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백  , 
영희목사님의 특별하다는 교훈이라면 그러면 왜 총공회 교단과 교회
들은 다른 교단 교회들처럼 분규로 년을 보냈느냐는 비판으로 이 10
전원일치 행정을 요약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총공회는 이 면을 미리 배웠고 따라서 어느 교단 어느 교인들보다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 아주 특별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 
게 하지 못했던 것은 교훈이 틀려서가 아니고 교훈대로 하지를 않아
서 생긴 문제이며 교훈대로 하지 않은 것은 실수나 몰라서가 아니고 ,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 
이 거두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전원일치 신앙을 배운 사람으로서 , 
다른 교단과 같은 불상사를 반복하는 것은 그 심판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섭게 나타날 것이고 이 면 때문에 총공회에 소속된 교회와 
교인들의 불행이 참으로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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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분명히 전원일치의 과정으로 교회의   ,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전원일치. 
가 아닌 의회민주주의식의 다수결 처리는 세상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라는 고정 관념을 완전히 바꾸. 
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 수정될 때는 크게 두 가지     10) 
경우       

  
전원일치 결의를 수정할 때는 전원일치 결의가 필요한가  ?⑴ 

결의된 것을 수정하는 문제를 두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① 

 전원일치는 그 성립과 함께 그 결의의 유지에도 적용 ㉮ 

  총공회 역사는 그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전원일치 신앙노선과는 ' ' 
분리할 수 없습니다 총공회 자체가 전원일치성으로 성립되고 유지되. 
고 있는 것처럼 총공회의 결의도 전원일치로 성립되고 전원일치로 ,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원일치제의 핵심인 자유성을 중심으로 이해할 문제   ㉯ 

전원일치 제도는 단순히 싸움을 막는 방편으로 모든 사람의 의견  
을 통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기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첫 시작인 하나님의 목적을 심층 . 
분석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 
적인데 하나님이 목표한 이 목적 존재는 만물과 달리 하나님과 같은 
자유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이 자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가장 
핵심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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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성을 가진 존재가 완전의 실력을 갖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평생 타이르며 기다리며 세월 속에 스스로 알아서 고쳐지도
록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느 인간이 누구를 향해 하나님도 사용하. 
지 않으시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런 점? 
에서 총공회와 같이 자유성 을 근본 본질로 삼는 전원일치 제도를 ' '
시행 않는 일반 교단들의 행정 체제는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 이상의 
권세를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전원일치란 세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떻게   , 
당신의 뜻을 나타낼지 모르기 때문에 주권 예정 섭리 성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 즉 믿음으로 접근하겠다는 면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 
천하가 다 똘똘 뭉쳐 단정하고 결정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
영했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취는 다수에 . 
있거나 인간 권위에 있거나 인간 예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원일치 성립뿐 아니라 유지되는 데에도 자유성들 의   , ' '㉰ 
전원일치      

어느 제도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  
더라도 자유성이라는 근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의가 성립되는 , . 
첫 날도 자유성들의 총의라야 되고 그 결의가 유지되고 진행되는 모
든 과정도 역시 자유성들의 총의로만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결의된 것이라 해도 그 결의는 그 당시 그 형편에서는 그 결  , 
의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시면 바뀐 현실 때문에 의견이 달라질 수 있
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결의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 
는 것입니다 새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의미는 전원의 의사를 .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수정안이 전원일치로 확정이 되지 . 
않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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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하기 이전에 수정에 대한 결의과정을 미리 의논해야 함    ㉱ 
     
전원일치란 전원일치로 성립이 될 때 이 안건은 훗날 수정안이 제  , 

시될 때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결의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이 제시
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전원일치 결의된 것이 깨진 것이 
되어 결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리 확정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사안 자체가 이렇게 예상과 예측이 되지 . 
못하여 확정해 두지 않고 시행되어온 것이라면 전원일치제의 원 취, 
지를 먼저 생각하여 중간에라도 이 사안을 전원일치 제도의 근본 신
앙 노선에서 인식을 하고 먼저 확정해 둔 다음 의논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시무투표를 비롯하여 인원을 선출하는 문제는 일단 전  , 
원일치의 의사로 선출 방법을 결정하고 그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사
람에 대하여는 선출 당시 결정한 조건대로 년 또는 년 임기를 마1 2
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일치로 수정하지 않고는 그대로 시행
됩니다 중도에 자기 의견이 바뀌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기 . 
때문입니다 서부교회 시무투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불신임을 . , 
받게되는 측에서 결과가 불리하게 되자 이 제도는 원래 문제가 있'
었던 제도였다 어린 중학생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 ' 
하고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유성으로 그 제도와 그 결과.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수정하자는 의견이 전원일치로 모아지지 않는 경우② 

수정치 않기로 했던 것도 전원이 다시 입장을 바꿔 전원일치가 되  
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 
우 연구하고 살필 핵심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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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과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하고도 이를 뒤집는 경우    ㉮ 
     
  물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불상을 들여놓는다 해도 자기 
자유겠지만 그 자유가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따라 우, 
리는 때로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을 방화하기 위해 휘. 
발유를 들었을 경우입니다 때로는 예배당에서 쫒겨 나고 매를 맞아. 
도 그대로 당할 일도 있습니다 교회내 교권 투쟁 차원에서 횡패를 . 
부릴 때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이권을 잃어버려도 이를 감사하고 지. 
켜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한다면 공회 외부인  , ㉯ 

결의와 결의한 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 결과까지를 자기 자유성으  
로 확정해놓고 생각이 달라져서 원래 결정한 것을 수정하겠다고 하
는 경우 그런데 만일 전체가 수정하겠다고 전원이 일치하여 변경하, 
지 않는 경우는 공회 행정 노선으로는 그것이 변경될 수 없습니다. 
수정하겠다는 사람이 전원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수정할 수 없습
니다 결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공회 원칙이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수정해야겠고 결의한   
것을 따라 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공회의 전원, 
일치법에 의하여는 수납될 수가 없고 그 대신 공회 행정 노선 자체
를 맞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공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이것을 전원일치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
니고 공회 안에 사람이 공회 밖으로 나가서 탈퇴한 사람들처럼 공회, 
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됩니다. 

이의 제기에 대하여 이런 점은 기본 상식  ㉰ 

공회 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서 매로 잡을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의견을 취급할 때 이제는 내부 결의 때와 같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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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라도 그 사람이 어려서 모르고 . 
그렇다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참고로 성경이나 교리 문제 또는 총공회 신앙노선의 근본적 문제  , 
가 발생했을 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일일이 표시를 . 
하지 않고 토를 붙여놓지 않더라도 우리 가는 걸음은 근본적으로 성
경과 교리 그리고 공회 신앙노선 상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결의는 이의 제기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전원이 일치하여 결의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이의가 있고 수정하  
자는 제의가 있으면 그 결의가 있기 전 상태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의가 되면 그것으로 시행만 남은 경우가 . 
아니라 일단 현 상태로는 의견이 합치됨으로 결의를 하였고 또 앞으
로 변경된다면 다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는 경우입니
다 그 시행 과정과 결과까지를 확정해 두는 경우는 인원 선출이나 . 
시무투표 등과 같이 비교적 명기된 몇몇 경우에 불과하고 대개의 결
의는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도 순수하게 행정 실무에 관련된 것은 이의를 미리 포함  
하여 결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훈적 요소가 들어있는 결의의 , 
경우는 거의 전부가 언제든지 이의가 가능하고 만일 수정 제의가 있
으면 결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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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배 론     4. 
  
  총공회 예배는 예배의 모습에서부터 일반 교회들과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옛날식 예배 같고 엄숙하다 못해 숨이 막힌. 
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가 자기 속의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모으. 
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군중이 하나 되어 율동하듯 움직여 가는 최. 
근의 예배 모습과는 너무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공회의 시각을 소개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  . 

이 윤곽을 간추려 봅니다.
  

신앙의 기본방향  1) 

교리적인 면에서 본 예배  ⑴ 

예배 라는 표현은  ' '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를 원어의 사  . 
전적 의미에서 풀고 나가면 다른 곳으로 가기 쉽습니다 성경은 성경. 
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지극히 쉽고 확실한 방법이 우리 교회에게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치 우리의 신분 이 두 존재의 접촉은 예. , , 
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만난다는 것만 뜻할 것 같으면 예배는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일 것입니다 앞뒷집 친구가 만난 것이 아니고 만나는 두 .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조금 더듬으면 이 만남은 만난다는 의미, 
에서 한없는 의미가 시작됩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나올 수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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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나 뵙는 분의 위치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가 예배  , ' '  ㉮ 
     
지극히 낮은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여야 적절하겠습니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단? . 
어 사용 전체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 고유적 의미로는 표. 
현할 수 없으나 성경에 필요하여 그 원어의 그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니 우리는 그 뜻을 다시 더듬어 올라
가며 찾으면 됩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일상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존재를 마주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 인간이 신으로 상대하는 존재에게만 . , 
사용하는 단어이며 따라서 예배란 이미 마주 앉은 두 존재의 위치를 
표현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왕이 아무리 높은 존재이며 또 부모가 . , 
아무리 귀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예배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무한  ' '㉯ 

하나님은 여러 높은 존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분으로 표현하는 경  
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존재 전부를 하나로 묶어 피조. 
물이며 하나님만은 창조주입니다 당신만 높고 나머지는 다 지극히 . 
낮은 존재이며 이 차이는 무한이기 때문에 아예 그 거리를 재는 것
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존재들끼리는 높낮이가 수도 . 
없으며 그래도 그 존재들끼리는 그 차이를 측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만을 연구해도 평생이 부족하고 영원도 부족  

합니다 영원토록 알아 나가는 진행만 있지 그 끝을 측정하지도 못하. 
고 그 끝에 선다는 것은 더욱이나 말도 안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우리의 자세는 예배' '㉰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배 라는 표현  ' '
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은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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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가 제일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이와 . 
우리의 낮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다면 예배적인 자세 외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분을 상대하는 자세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의 내용  ②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예배 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 ' . 
과 우리가 만나는 접촉 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예배의 ' '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얻어 가지기만 하는 것  ㉮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접촉하면 부자의 부요함이 거지에게 묻어   
나갑니다 유식과 무식이 만나면 말 한 마디라도 무식한 사람이 듣고 . 
지식에서는 유익을 봅니다 정권자를 만난 사람은 만났다는 사실 하. 
나만 가지고도 평생 써먹고 무슨 혜택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본체는 완  ? 
전이요 그분의 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요 인간은 지음을 받았고 , 
그분이 아니면 순간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완전이란 다른 존재. 
에게 주기만 하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 
를 받아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유익을 보거나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
다 이 면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완전과 . . 
우리가 접촉을 하면 무엇이든 우리는 유익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 
쪽은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쪽은 받은 것을 조금이라도 되갚을 수가 
없는 이동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대가가 없었으니 은혜라고 . 
하며 받은 쪽은 거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으니 이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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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뵙는 자기가 어떤 신분이냐는 것이 문제㉯ 

알아도 귀신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두려워 자  
신을 떨게 만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었고 .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 받고 지옥을 가야 했던 죄인들입니다 중죄인. 
이 경찰 만나는 일을 기쁘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범죄가 난무하는 . 
밤길을 혼자 걸어가야 할 시민이 경찰을 만났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
로도 큰 혜택을 봅니다 이 경찰의 실력이 하찮으면 죄인은 다행일 . 
것이고 시민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찰이 완전 무결하다면 . 
죄인들은 떨 일이고 시민은 얼마나 다행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설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인지 하나님이 전력을 다 기울이시는 자녀인지 
그 신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 뵙. 
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죄. 
인 신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 뵈올 수도 없고 또 만나면 죽어야 합
니다 그러니 만나 뵙는 것이 문제입니다. . 

대속 받은 우리만 만나 뵐 수 있으니 부모와 자녀의 만남  ㉰ 

하나님과 우리는 그 높낮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예배 라고 표현  ' '
을 했으나 이런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존재 사이는 부모와 자녀'
입니다 만나면 자녀가 덕을 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챙길 수가 ' . 
있습니다 두 존재의 위치가 그러하고 두 존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 
이렇게 된 원인은 대속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를 앞에 놓  
아야 합니다 그 제사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많았습니다 다 지켜야 . .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이제는 마음을 기울어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대속이 완성이 되었고 이 대속으로 . 
구원을 받아 버렸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전제가 없고 다른 규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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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로막는 어떤 휘장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 
면 당신은 바로 들어오십니다. 

집을 나간 것이 우리였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찾는다  . 
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준비가 되면 아버지
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아버지는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에. 
게 찾아오실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배의 필요성  ③ 

영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나 마음은 힘쓰는 만큼 되기    , ㉮ 
때문     

하나님 접촉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영을 살리  . 
시고 이 중생된 영 속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다시는 분리될 . 
수 없는 하나님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 영원히 완
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격 우리 속에 있는 주체 바로 우리   . , , 

영인데 중생되는 순간에는 이 영만 해결해 놓으시고 마음과 몸은 먼
저 살아난 그 사람의 영에게 맡긴 것입니다 즉 중생된 사람이 평생 . , 
힘쓸 자기 성화라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과 자기 몸에 얼마나 하나
님을 모셨느냐에 따라 그 성화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며 이 성화는 ,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해 나가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노력에 따
라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우리 마음에 우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일, 
에 전력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이라 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은 그 의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만 두면 비록 중생된 사람이라 할 찌라도 그 몸과 마음의 기능  
과 요소들은 영원히 죽어 지옥으로 분리 유리될 수 있습니다 죽을 .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과 요소들을 영이 살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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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노력은 우리 , 
마음에 이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가 바로 우리 성화 구원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영을 살릴 때와 이치는 꼭 같으나 영은 순간이며 영원 해결이고  , 

마음과 몸은 평생 반복과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마음과 몸의 
요소가 수도 없는 복합체로 되어 있고 각 현실에서 해당되는 요소들
을 하나씩 각개로 따로 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힘쓸 이 일은 예배라는 이름에서 시작되고 진행  ㉯ 

  무슨 말로 표현해도 결국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
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우리 우리가 하나님. , 
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예배인데 그렇다면 성도의 평생 생활은 이 , 
일이 전부요 이 일을 빼놓는다면 다 헛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면 성도의 평생은 예배생활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 
다 주님 모시지 않고 혼자 움직인 시간 그 부분은 지옥에 버려야 . , 
될 쓰레기가 된 생애이며 주님 모시고 움직인 그 시간 그 생애만 추
려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여생은 하나님 모시고 .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생활 즉 예배생활이라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 
다.
  
그러면 따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날 중에는 주일 시  ? , 

간 중에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주일에 관한 명령은 
신약에서까지 유지를 시켰고 예배 역시 그 형식은 자유롭게 했으나 
신령한 예배 또는 영적 예배로는 신약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각 , 
교회와 각 개인의 형편을 따라 정해진 법은 없으나 양심껏 주일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주일 예배가 모든 날. 
과 모든 시간에서 주님 모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종자
가 되고 출발이 되며 그 중심 노릇을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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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따로 생활 따로 가 되는 예배는 이미 손발 잘린 예배    ' , '㉰ 
      
예배시간 예배가 얼마나 생활에까지 번져 갔느냐 이것이 우리의   

건설구원입니다 교회사나 교리사에서 다루는 예배 는 예배시간의 . ' ' '
예배 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시간 외의 일상 생활과 ' . 
비교하게 되면서 예배 자체의 중요성이 자꾸 강조가 되고 보니까 상
대적으로 일상 생활의 경건은 소홀하게 되고 결국은 생활과 유리된 
예배만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생활 현장에 . 
가져갈 예배가 그 현장 맞은편에 성역으로 구분이 되면서 믿는 사람
들은 건너편으로 예배 보러 가는 시간과 다시 건너와서 이편에서 자
기의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가
져 왔습니다.
  
예배를 드린 목적과 결과가 세상 속에 처한 자기 생활에서 예배적   

인격 예배적 행동 예배적 생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 , 
있습니다 예배를 구약적 예배로 선입관을 가져 예배는 생활과 분리. 
된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뵙는 참으로 지성스러워야 할 시간이라는 , 
것이 강조되면서 자꾸 형식화 의식화가 되어졌고 그러는 만큼 예배, 
때 모신 하나님을 예배시간 마친 뒤에까지 그대로 모셔 생활 속에까
지 동행을 해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진행된다는 점은 아주 잊
혀져 버렸습니다.

예배 보는 반대편에서 사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갈   
때만 저 건너편으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의미는 여러 가지. 
로 해석되고 강조가 됩니다 예배시간의 예배가 생활 시간 속의 예배. 
로 이어져야 하는 면을 간과한 결과 예배 마친 뒤의 교인은 전혀 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예배를 향한 준비와 자세는 아무리 강조가 되. 
어져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생활하던 자기 현실이 상대적. 
으로 덜 경건해지고 덜 말씀화되는 소홀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란 이런 것이며 저런 것이라는 설명이 높아갈수록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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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활의 모습은 뚜렷하게 이원화로 진행되어 심지어 천주교와 같
이 예배당의 예배 모습은 구약교회나 불교만큼 경건의 모양을 갖추
고 그 예배가 끝난 뒤 자기 생활 속에 모습은 술 담배가 평범하게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구약교회에서 재출발한 신약의 초대교회 . 
모습 또 천주교에서 완전히 개혁을 하고 나온 당시의 교회는 예배가 , 
생활이고 생활이 예배가 되었고 이것이 신앙과 생활의 일치라는 말
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교회의 모델이 될 만했습니
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사회 활동 따로. , 
라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안에 갇혀 있는 예배 를 예배시간 밖으로까지 진출시켜   ' '

전 생활이 예배가 되도록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과 생활이 하나되
는 참 성화 참 건설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며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 
숙달키 위해 중생된 우리는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데도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도록 붙들어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의 생활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예배가 경건하게 지엄하게 드려져야 한. 
다는 것도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을 만나 뵙는 것이며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생활 속에까지 
모시고 들어가서 생활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가 있어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까지 연결시킨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확대된 예배가 생활이며 축소된 생활이 예배인데 이 예배와 생활의 
하나됨을 놓치면 결국 신약시대에 구약교회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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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성구로 본 예배  ⑵ 

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4:23, ‘ ’① 

예배의 형식은 완전히 다 폐지   ㉮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 
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은 예루살렘에 구원의 . 
준비가 있었고 따라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 
예수님이 오신 신약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이며 너
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라고 하시면
서 이제는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장소도 형식도 시간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 
고 신령한 예배요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각.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면 신령한 예배가 되었을 것이고 아, 
니라면 예배를 드리려고 오기는 했지만 예배 자체는 실패한 것입니
다. 

신령 은 하나님을 모심 진정은 자기 마음 다 드린 상태   ‘ ’ , ㉯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구약에서는 성전 이라고 했습니  ' '
다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됩니. 
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집례로 구약의 예배. 
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이제 그뿐입니다 신약은 . .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각각의 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장소가 따로 없고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생활 속에. . 
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움직였으면 예배가 된 사람이고 예, 
배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를 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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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는 판단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은 자기 속에 이루어지  
는 예배의 유무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령한 예배가 예배이. 
기 때문에 온갖 조심과 형식으로 다 기울인 예배당의 예배시간이 예
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광야 같은 세상 그 깊은 속에 사는 어느 , ,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어 신령한 예배가 존재하는지 모
르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예배의 뜻이 이것입니다. .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오시느냐는 문제는 자기 마음을 얼  
마나 기울이고 자기의 정성을 얼마나 쏟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생. 
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며 중생은 그 흉내조차도 인간의 협력은 없
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외부의 흉내. , 
와 모양은 자기의 심신이 얼마나 움직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온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
게 되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화에 필요한 은혜는 . 
자기 있는 힘을 다 쓰는 자에게 그 정성을 보시고 그다음 당신이 판
단해서 당신의 은혜를 당신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 
일익을 맡는다든지 또 우리 정성 다한 것이 원짜리 정도라도 대가1
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향해 집중할 때  ㉰ 

천주교에서 개혁했던 교회는 중생의 기본구원관 교황 무오설 등    , 
수도 없이 다급하고 현황적인 교리 문제가 있었고 이를 집중 상대하
며 바른 교리를 세우는 데 그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생과 . 
사를 나눌 문제였고 이런 교리들은 생명을 내놓고 전념했던 신학자
들에 의하여 수백년을 이어올 수 있는 좋은 교리로 구현되어졌습니
다. 
  
그러나 이런 선배의 수고로 교회가 평안과 번영을 가지게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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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 그런 혜택을 가진 후배들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초석 교리들 위
에 이제 남은 평생 믿어갈 평소의 신앙 여생의 경건에 관계된 성화 , 
구원면을 소홀히 했고 교회는 천주교라는 절대 위협의 요소가 없게 
되자 안일과 나태에 빠지면서 서서히 세상 속으로 침체되어 갔습니
다 생사 투쟁의 초기 신학자들은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평소 생활에. 
까지 하나님을 모신 경건으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절박감을 주었는데, 
복음의 평화기에는 그런 외부 위협이 없고 이것이 평소의 신앙생활
을 풀어놓는 역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켜지고 집에 돌아가 혼자 살아가는   
자기 현실은 따로 진행되는 이분화가 가속화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 
의 초기 신학자들이 예배에 대하여 강조한 것은 그 예배가 생활로 
그대로 이어져 그들에게는 항상 긴장 속에 경건 속에 살게 했는데, 
후세대는 예배만 그렇게 하고 평소의 생활은 풀어지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은 그 예배마저도 경건의 모양만 진열할 뿐 예배 시간에서조
차도 경건의 내용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예배 시간 도중에 가족 소개를 하고 예배 시간 도중에 폭소를 유  , 

도하고 예배 시간 도중에 댄스팀이 다리를 치켜 들 수 있게 된 , TV 
정도입니다 개 교회 하나를 두고는 아직까지 예배 본질에 대한 집착. 
이 있어 이를 금지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교단을 두고는 소속 , 
교회들에게 이런 모습을 금지하는 곳이 하나도 없고 따라서 교단적
으로 예배 개념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교단이 없게 되었습니
다. 
  
예배가 무엇이냐고 시비가 발생되면 신학교 교재들이 인용되지만  , 

정작 아무 소리가 없으면 이미 예배 시간의 예배마저도 별별 진행으
로 다 어지러워졌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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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12:1-2 ②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 . 
영적예배니라     ’  

  
예배란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는 이의가 없을 표현이지만 미개했던 시대로 올라가면 죽은 자
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죽은 송장 또는 죽은 자의 권위를 , 
빌려서 더 높은 하나님께 상소를 할 수 있다는 미신 또는 이종교적 
예배의 형태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극단적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죽은 자와 신과의 연계 자체를 고대 미신 또는 
비교 종교학적 현상으로 설명해버리고 그런 행위 자체를 아주 역사
책에서 기억할 남의 일로 알아버립니다.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 

이제는 구약에서 명령했던 제사의 모습이 다 폐지된 신약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영적 예배라야 합니다 외부 진열이 영적 예배의 .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참고로서 이런 저런 규격을 정해 보
지만 그런 규격을 하나의 법칙으로 또는 강요나 의무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예배에 관한 한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육적 예배는 육체로 확인이 되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집례  

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 
나 신약에서는 레위인이 아니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가 혼
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 
이제는 신령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도 육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고 신령한 이스라엘로서 복음을 향
하게 되면 그들도 신령한 이스라엘의 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영적 예배로 출발했던 초대 교회와 개혁 교회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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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잊어버리고 육안으로 기준을 삼을 정도로 천주교와 구약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문제를 두고도 예배당 건축 . 
문화가 있다 할 정도가 되어 예배당을 건축해도 예배당 건축법을 법 
아닌 법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사무실 형의 사각으로 마감. 
하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정도이며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에 담아 , 
두기 위해 건축물에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를 반대
하는 적기독이라고 취급하는 정도입니다. 

예배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그 몸을 움직이는 우리 속  , 
에 마음은 이미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 
니다 따라서 죽이지는 않되 제사에 드려진 제물이 제 마음대로 움직. 
일 수 없는 것처럼 예배보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 
지 나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드린다 는 의미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제가 순종으로 움직이겠고   ‘ ’

움직이는 그 주권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 있으나 그 . 
사용권 그 소유권 그 활동에 관한 결정권은 내가 가졌던 것을 하나
님께 드려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명하시고 나는 
순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일 소중한 시간이며 따라서 세상에서 복잡했던 모든 것
을 추스르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간다는 압박감에서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예배의 의미를 모든 경건과 
지엄의 표현으로 나열을 시켰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 
말이어서 틀린 말이 없고 나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 . 
의미가 명확히 또 단촐하게 정리되는 설명 역시 없습니다 비판적으. 
로 말하자면 틀린 말이 없고 또 맞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 
린다는 말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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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고 되묻는다면 대답할 신학이 없
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산 몸으로 그러나 제물로 드려  . 
야 합니다 성의를 차려 입은 성직자가 다리를 떨면서 신부 입장의 . 
걸음으로 강단으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지금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구약입니다 강단은 설교자의 위치가 편리. 
하게 조성된 것일 뿐입니다 예배당이라 예배보는 모임을 편리하도록 . 
시설된 것일 뿐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가질 수 없습니다 제단은 . . 
없어졌으며 성전은 예배당 건물에서 그 동일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도 아닙니다 드려봐야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으시고 교회 운영자. 
들이 가져가서 그들의 결정대로 사용할 뿐입니다 강단에 올라가는 . 
성직자가 지금 산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 외 구경
하는 교인들은 예배에 상관없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설교자든 교인이든 어떤 순서를 맡은 자이던 예배란 참석한 사람  
이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치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라고 그 사용권을 맡기는 것이며 그 
결과 주님 나에게 원하는 뜻을 찾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영적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배 참석자 각자가 자기 속 주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   ㉰ 
이것이 예배      

  
설교자라는 직책은 예배에 필수가 아닙니다 찬양대도 어떤 순서자  . 

라도 예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직책이지 없으면 예배가 성립
되지 않는 필수 요소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참석자 자신들이 자신. 
들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회개를 감사를 각오를 새로운 깨달음을 주, , , 
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만남이 예배이며 그 만남을 위한 
순서와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교파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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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마다 예배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 . 
경험상 그것이 아주 유익하더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예배가 된다
고 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습이 예배로  ,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로 정할 수 없는 신약의 이런 외부의 형식 속. 
에 실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 
고칠 것을 지적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배워 감사했고 앞으. , 
로 살아갈 방향을 배우고 결심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 
그 설교에서 회개 감사 각오 등의 여러 진리 증거를 듣고 끝난 것, , 
이 아닙니다 들은 본인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속에 하나님과 . 
주고받는 대화에서 자기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 
모습을 외부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설교자가 성경만 읽어놓고 오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을 만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기도로 명상으로 찬송
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녹음된 테. 
이프를 틀어놓고 그 테이프를 들을 때 만일 그 테이프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사실을 교회도 인정하기를 주저 한다 이것이 
탄식이다고 했다면 그 테이프가 설교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테이프, 
에 담긴 성경 해석을 다시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속의 하나님께 참'
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 ?'
있으며 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이 사실을 잊고 산 적, ' , 
이 얼마나 많았는가 라는 자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감사도 각?' 
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공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내. 
용이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문제는 예배 참석자 자신
이 자신 속의 하나님께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
다.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전해 듣던   
새겨 듣던 읽어 들었던 상관할 것 없이 자기 속의 하나님과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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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적 대화 감사적 대화 각오적 대화 간구적 대화등 무슨 대화든 , , , 
오고 간 이 실제가 남이 있다면 이것이 모르는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빼버리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형식
만 쭉 진행이 된다면 이는 예배 같으나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예배뿐 아니라 모든 신앙 행위가 예배적으로 변화 되어야함  ③ 
  
신약교회가 그 신앙의 방향을 구약적으로 잡아 손해보는 일이 많  

고 반대로 신약교회가 신약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 쓰지 못할 
쓰레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가 오늘은 세상을 닮아 썩어진 . 
경우가 휠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조 속에서도 건전한 교회의 예. 
배를 보수하는 극소수의 교회들 중에서 그 정도가 지나쳐 구약까지
로 회귀하는 교회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성인이 많은 교회 상. , 
류층의 문화인이 많은 교회들일수록 장엄한 의식과 예법에 집착이 
많고 이런 경향이 결국 천주교를 닮을 수 있는 요인임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비단 예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사안들이 많다고 보. 
며 전반적인 신앙 경향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산술적 인 십일조는 있어도 자기 번 모든 수입이 주님의 것이  1/10
며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그 중 을 떼서 당신이 드리라는 복1/10
음 운동에 바치고 나머지 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맡아 내가 사9/10
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찾아 일일이 그렇게 사용하
겠습니다 라고 해야 십일조가 십일조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 
신령한 면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십분의 일을 계산해서 드린다면 그, 
리고 그 십일조를 드리면서 무슨 말로 해설을 하고 어떤 봉투로 포
장을 한다 해도 이는 너무 구약적이며 의식적이며 형식적이며 너무
도 영적예배가 되어야 할 신령한 이스라엘답지 않은 일이라 하겠습
니다.
 
교역자가 하나님 앞에 특수 신분으로 특수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그렇게 특수화되어 있는 것도 예배 십일조 등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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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오늘 교회의 구약화입니다 앞서 복음 사역을 맡은 그 . 
내용 때문에 목회자가 귀한 것이지 목회자가 된 그 신분 때문에 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혼동하면 잘못된 사역에 대한 비판이 없어지. 
고 잘못된 사역이 목회자의 신분에 묻혀 교회를 치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참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는 주일학생이라. , 
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과 끊어져 자기 주관대로 움직
이는 사람 그는 목회자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 . 
나님께 붙들린 종을 대적해야 하나님 대적이 되지 하나님께 붙들리
지 않은 종을 대적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대적이 되겠습니까 착오? 
로 실수할까 두려워하는 점은 물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부분 어느 대목을 일일이 짚어 말하라면 한도 없겠으나 전체  

적인 방향 그 지향하는 자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  ⑶ 

날 중에 제일 귀한 날이 주일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 ① 
예배 시간      

  
주일만 바로 지키면 일을 자유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며 예배 시  6

간을 바로 지켰으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날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주일은 명령으로까지 지키도록 했으니 
이 주일을 바로 지켜 주일의 은혜로 나머지 모든 날들을 바로 살도
록 하신 것이 주일이며 예배를 명령한 것은 예배가 바로 되어 예배, 
의 은혜가 예배 시간 외의 모든 시간까지 바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
니다.
  
따라서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주일이요 날 중에 중심이 주일이  , 

며 주일이 바로 되어야 나머지 날도 바로 될 수 있고 주일을 실패하, 
면 나머지 날들은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간 중에 . 
가장 귀한 시간이요 시간 중에 중심이며 예배가 바로 되어야 나머, , 
지 시간들도 바로 될 수 있고 예배를 실패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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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날 중에 종자와 같은 날이며 . 
이 종자가 나머지 일에 자라가는 것이며 예배는 씨앗과 같은 것이6 , 
며 이 예배 시간이 나머지 시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일과 예배를 바로 지키는 것은 우리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며 발진입니다 결국은 모든 날이 주일이며 모든 시간이 . 
예배라야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여생이 계속되고 하나님 , 
앞에 신령과 진정의 자신이 되어지되 늘 그리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형식  ② 

주님의 대속으로 예배의 형식은 폐지  ㉮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 
앞에 지극히 낮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 대속으로 구원받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
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 것
입니다. 

구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자세하게 제시되었고 그 모양과 그 형식  
을 전부 다 지켜야 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어린 구약교회에게 보이. 
는 면으로 쉽게 가르쳐서 점점 볼 수 없는 신령한 면으로 나아가도
록 했습니다 오늘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대속이 있으니 . 
이 대속을 받아 이 대속으로 사는 실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
식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신약 예배는 대속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내용이 전부  ㉯ 

대속의 사람으로 실제로 살게 하면 바른 예배입니다 신약시대 예  . 
배는 형식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대속 받은 사람이 대속을 힘입
어 대속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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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교인의 신앙 형편을 따라 하면 됩니다 구약은 누구에게나 정. 
해진 순서와 법이 있어 어길 수 없었으며 그 형식이 단일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는 그 형식의 실상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의 필요성이 구약과는 전혀 다  

르게 되었으니 대속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대속의 사람으로 살도
록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와 찬송 정도면 충분  ㉰ 

구체적으로 다 거론할 수는 없으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대속이 무  
엇이며 대속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 나가며 이 과정
에 간구할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어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가3
지의 내용들로 대속이 자기 속에서 점점 더 역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어떤 순서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느냐는 것은 은혜되더라는 경험과 느낌이 있을 것이고 그런 모습
이 같은 신앙 걸음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게 되어 
예배의 모범으로 예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경험과 권고일 . 
뿐이지 지켜져야 할 예배의 규격이 된다면 신약의 예배 성격에서 이
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일반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형태일 수도    ⑷ 
있음     

  
예배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① 
있는 것      

말씀 기도 찬송이라는 예배의 요소 가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  , , 3
타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의 .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습까지를 명령해 놓았으나 신약. 
에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부의 . 
모습의 일치나 형식의 재현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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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말씀 이라는 부분이 이런 모습일 수도 있음  , ' '㉮ 

예배의 요소 중 하나를 말씀 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성경을 읽  ' '
고 그 성구에 대한 설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
니다 그러나 성경만 읽고 그기에 대한 설교가 전혀 없다 해도 말씀. 
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각자가 바로 은혜를 받고 또 그 본문 .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각자가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으
로 인하여 더 깨닫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예배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읽지 않고 교리가 증거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교  . 

리란 성경을 근거했고 성구에 대한 해석이며 설교의 성격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야 성경을 근거한 것이라고 단. 
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은 뒤 설교. 
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기 전 먼저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참고하는 것이지 성경 봉독과 이어지는 
설교가 예배에서 생략되거나 반대로 되어서 안되는 절대성을 가진 
예법은 아닙니다. 
  
즉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말씀 의 부분이 성경공부 형식으로   , 3 ' '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용이 예배인데 그리고 예배의 . , 
말씀 부분인데 그 말씀 부분이 성경공부의 성격으로도 나타날 수 있
는 것인데 외부에 붙이는 이름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되는 정도로 
형식화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신약교회의 예배에 대한 기본 인식문제
라고 보는 것입니다.

찬송의 경우는 이미 많이 보편화가 되었고 지나친 경우도      ㉯ 
     .있음

찬양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지 요소 중 말씀과 기도   . 3
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의도가 되었다면 예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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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을 붙인 노래판이겠지만 말씀과 기도까지를 찬양에서 포함하
여 찬양의 모습이 가장 부각되도록 해 본다는 의미라면 전혀 정죄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찬양이란 음의 높낮이와 길이의 조절 그리고 최소한으로 줄여 표  , 

현하는 몇 마디의 감사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내용은 전부가 성. 
경에서 나온 말씀이라야 하고 또한 그 속에 우리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니 이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도 . 
상식으로 안다는 전제에서 특별히 찬양적 말씀 찬양적 기도 찬양적 , , 
찬양이 필요하다고 느껴 찬양예배라고 한 것이 찬양예배의 첫 모습
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찬양예배는 없어지고 찬양만 남고 찬양까지도 없어지며 노  , 

래의 기술과 숙련만 남고 노래의 기술과 숙련은 들러리가 되고 말초, 
신경의 예민함만 한 곳으로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까지 진행하여 열'
린 예배의 극단 까지를 혹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상적이라면 찬송 속에 말씀과 기도를 포함하고 그리고 찬송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예배를 진행한다면 이를 정죄하지 못한, 
다고 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필요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 ,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기도가 터져 결국 그 기도로 예배가 마쳐     ㉰ 
     .진 경우

광신들이 주로 써먹는 일이라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이나 성령에   , 
붙들려 감사가 넘치고 또는 간구할 제목이 있어 그 회중을 하나님이 
휘몰아 기도로 한 시간의 예배를 계속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러나 찬송과 말씀 증거가 없었다면 기도회라고 해야겠는가 예배로 ? 
모였다가 기도회로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 기도가 과거 받
은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회개가 있었다면 또는 , 
기도의 목소리만 있었으나 그 기도의 한 편에 받은 은혜의 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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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격발시켰다면 그래서 감탄의 신음이 나왔다면 찬송의 
요소가 빠졌다고 할 것인가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배 시간이었? 
다고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모습을 다 갖추고 정한 예배 시간의 모든   

요소가 다 나열이 되어져도 그 기도 속에 내용은 무속의 구복이 스
며갈 수도 있고 성경의 봉독과 설교의 강조는 이어져도 세상 정치와 , 
재미있는 이야기 거리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의 음은 높아. 
가고 화음은 어우러져도 대속의 감사는 찾아볼 수 없고 성악가의 기
술만 높이 휘날릴 수가 있으니 이런 경우는 예배의 모양은 있고 예
배는 없는 경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필수 인원이라는 개념도 신약은 구약과 차이  ② 

제사장이 없는 제사는 없었으나 목사님 없는 예배는 가능  ㉮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 꼭 순서에 담당시키는 직책이 사회자 설교   , 
담당자 찬양대 기도 맡은 분 등입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너무도 고, , . 
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순서를 다 외울 정도이고 이런 순서에 
변화가 생기면 정식 예배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기는 기존 지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혼자 모든 순서를 다 맡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  

다 실은 목사님이 빠지고 전도사님도 없어 교인 중에 한 분이 대신. 
해도 예배입니다 혼자 앉아 말씀 새기고 찬송하고 기도하여 예배를 . 
드려도 예배입니다 단순한 습관이며 단순한 인식이지 실은 정확히 . 
예배라 할 때는 사람이 몇 명이든 담당 직책이 어찌 되었든 그리고 
그 순서의 진행이 어찌 되었든 이는 예배의 본질에는 상관이 없습니
다. 
  
제사장이 없는 제사가 없듯이 목사가 없는 예배가 어찌 가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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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은 전부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말씀을 ? 
맡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자기 단독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필요하여 . 
모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단호히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예배에는 누가 . 
없으면 안 된다든지 특별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든지 심지어 어느 , , 
높은 차원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것입니다. 
   
천주교가 시작되고 교조주의가 시작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평범한 신약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
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것도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 
깊이 새겨 더 깊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든 신앙의 본질
적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일 대 일의 관계입니다 돕는 은혜는 . 
좋은 것이나 필수는 아닙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좋은 것이. 
나 목사님이 없다고 예배가 성립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대가 없는 예배라고 서부교회는 수십년 오해를 받은 적이 있  
습니다 오해를 하셨던 분들은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초기 건전했던 . 
때를 몰랐었습니다 그 큰 서부교회 예배당에 목사님 혼자 사회 설. , 
교 기도 찬송 인도 광고까지를 다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하, , , . 
여 어느 다른 순서가 다른 분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 
경계할 것은 양극단입니다 순서를 꼭 맡겨야 한다거나 꼭 누구 혼자. 
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 예배의 필수 인원은 자기와 하나님 단 
둘이며 누구도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관계인데 이를 변경시키게 되
면 신약의 예배는 그 본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당의 모습부터 이미 우려할 수준으로 진행 중  ㉯ 

왜 예배당은 다른 건물과 달라야 하느냐 성전이기 때문이라며 예  ? 
배당 건물에 부여하는 의미가 많이 의식화되고 있습니다 천 개면 천. 
개 만 개면 만 개의 예배당이 기독교 예배당의 일정한 모습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건물 꼭대기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 
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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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십자가란 건물에 올려놓은 표. 
시로 인하여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십자가 표시가 있어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자기  . 
희생이 있는 그 희생의 생활 그 희생의 생애 그 희생의 행위가 있, , 
는 곳에 이미 십자가는 그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는 노력과 수고가 사회인들에게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이야 모르니까 자기들 수준에서 아무 말이나 . 
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적을 하기 이전 예배당을 예배 보는 장소로서의 편, 
리함과 유리함에 두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참으로 탄
식할 교리 문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목회자의 성취감 과시 필요 교인들의 회집력과 자긍심 등 여러   , , 

신앙외적인 요소들이 동인이 되고 인력과 경제 동원은 구약의 성전 
건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숫자가 적으냐 많으냐? 
의 논란은 있겠으나 전혀 그런 신앙외적 요인을 배제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예배당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정작 더 문제가 되는 것은 . 
그 속에 들어 있는 예배 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배당이 치장되기 시' ' . 
작하면 예배의 내용은 비게 되고 예배의 내용이 차게 되면 예배당의 
치장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 
다고 예배당을 더럽게 관리하면 저절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느냐는 반
론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배보는 장소는 가정도 되고 들판도 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다  . 
만 가장 편리한 곳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곳 예배 진행이 잘 되어질 , , 
수 있는 곳을 예배당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또 죄 되지 않으면 교회, 
의 공동 행위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당은 그 중요성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적 차원의 예배당이기 이전에 예배 의 정. ' '
의와 관련된 예배당이라면 예배 보는 곳이 예배당이지 예배당이 예
배를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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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무교회주의나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오  
해도 있을 법합니다 교회의 정의를 먼저 생각한다면 예배당의 문제. 
로 무교회주의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 
그 차원이 예배의 정의와 예배당의 의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말씀
입니다. 
  
이미 예배당의 모습에서부터 교회들이 인식하는 예배 의 구약화  ' '

가 위험선을 넘고 있으며 구약이 신약으로 발전되어 온 교회사를 되
돌려 신약교회의 구약화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 
오류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된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때  ⑸ 

말씀이 새겨져야 예배의 실상인 하나님 경배가 경배답게 됨    ① 
  

아는 경배라야 함  ㉮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 예배의   , 
대상은 바로 찾게 되었으나 그 방법이 형식과 경건의 모양으로 흐르
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어떤 능력을 가. 
지신 분인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씩 둘씩 알아가게 되면 
아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그 자세가 저절로 커지고 높아
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 경배한다는 말은 없고 그런 몸짓은 없어. 
져도 예배보는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눌려 그 마음이 얼
어붙듯 하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 예배하는 사람의 여러 가  , 

지 좌석 위치나 앉는 자세를 사람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만 개발되고 
결국 깊은 중심에 느껴지는 중압감은 없고 외식으로 흐르기가 쉽습
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 우리가 어떻게 죽을 죄인이었는지 또 오늘. , 
에도 얼마나 망령과 강퍅을 가진 인간인지를 알게 되면 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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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시하지 않아도 중심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경배 받으실 하나님
과 경배해야 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게 되고 이것이 참으
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죽은 자가 예배드  
릴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며 또한 무생물이나 동식물이 예배드, 
릴 리가 없으니 산 사람이 살아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말은 강조할 것도 없고 재론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배란 살아 . 
있는 우리가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
배라는 것이 무슨 외부의 형식이 있는 것으로 무의식인 구약적 관념
에 젖은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새기는 말씀에서 몰랐던 하나님의 다른 면  
을 또 알아가고 부족한 우리를 또 다시 느끼게 되고 대속의 은혜를 , 
다시 새롭게 알게 되면 저절로 예배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 , 
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무엇을 드리는 형상을 탈피하고 진정 받은 대속의   
사람이 참으로 되어가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구원 받은 . 
사람이 구원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아니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 
더 경배하게 되고 그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할 , 
자신이 되어야 할찌 알게 되고 또 각오하게 되고 그런 순간에 하나, 
님께 부족한 자신을 도와주시라고 간구하게 되고 이러는 사이에 하, 
나님은 우리를 대속의 사람으로 인격을 만들고 행위를 만들고 생활
을 만들고 말씨까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
니 우리는 섬겼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더욱 붙들었고 우리는 이 예배를 볼 때마다 더욱 더 새로워지고 하
나님을 닮아가게 되니 이런 실체는 엄숙의 분위기나 경건의 모양이
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외부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새기는 데에서 하나님과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그 생활이 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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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신앙이 예배를 통해 자라감은 필연적인 일  ㉯ 

예배가 전 생활이며 전 생활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장성한   . 
신앙이 있고 어린 신앙이 있으나 예배를 통하여 자라가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섬겼다면 하나, 
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결실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 
다. 
  
예배라는 섬김 예배라는 바침의 외형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  , 

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오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 . , 
점점 향상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을 표현한다. 
면 섬김과 예배가 되겠고 내용과 결과를 말한다면 은혜를 받는 것이
며 배운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예배가 바로 진행되면 어린 신앙이 모든 면으로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만큼 이전에 모르던 찬송 이전에 못 보던 진리 , 
말씀 이전에 생각 못한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 

지식신앙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강조되어야    ㉰ 
     
물론 말씀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 나머지 두 가지 요소가 무시되  , 

는 데에 이르면 곤란하겠으나 바르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면 그 두 가
지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잘못 진행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말씀만 남아 있고 기도라는   , 
간구와 감사의 표현이라는 찬송이 없게 되면 그 말씀은 말라빠진 고
서적 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이유 감사할 내용도 모르고 찬송이라는 감정만 가진   
상태에서 감정에 맞는 곡과 가사만 가지고 세상 노래에서 오는 기쁨
인지 하늘로 오는 기쁨인지 모르고 찬양예배만 강조할 수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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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세상 노래 모임에서 얻는 기쁨과 교회의 찬양에서 얻는 기.  
쁨이 같은 수준 같은 차원에까지 나갈 수 있는 기형적 신앙도 주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는 감사하고 간구하고 결심하는 것 인데 기도의 형식은 성경  
에서 가져오고 기도하는 내용은 무당에게 자기 소망을 요구하듯 그
렇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만 강조해서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면 안됩니다 말씀으  . 

로 배우고 깨달아야 모든 것이 정상이 되리라 봅니다 신앙은 배워서 . 
알게 되는 지식이 있고 아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이 가르치는 , 
자기에 대한 깨달음 확신 각오 등이 생기면서 성장해 가기 때문입, , 
니다.

예배에 대한 성경 성구의 해석을 다시 한번 참고 하셨으면     ⑹ 
   

예배는 신령과 진정  ① 

영감을 받게 하는 것은 진리  ㉮ 

성령에 붙들리는 영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  
한 과정입니다 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 4:24, '
라 하신 신령은 성령에 감동된 영감의 예배를 말하며 진정은 우리 ' 
중심 우리 전부를 진정 기울인 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 '
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형식과 외형을 두고 사마리아 . 
여인이 질문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붙들도록 우리는 붙들리도록   , 
힘써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성령에 붙들려야 예배가 됩니다 하나. 
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그 
내용이 무릎을 꿇은 경건한 자세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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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칩니다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형식적 표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신약의 예배입니다 성령이 각자 속에 직접 와 계. 
시니 그분에게 자신이 붙들리는 것이 신령입니다 이는 다른 형식으. 
로는 될 수 없고 자신의 진정한 참 마음 그 중심을 내적으로 다 기
울어 집중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철저히 느끼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 이    
간절 이 중심이 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예배가 '
신령 하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되기까지는 남은 몰라도 자신이 ' . 
아는 있는 힘을 다 기울인 중심 그 진심이 바로 진정 입니다' ' . 

그렇다면 진리를 소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   ㉯ 

이 본문이 예배의 진행과 내용이 신령과 진정 이라야 한다고 가  ' '
르치신 말씀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게 만든 설교가 바로 , 
신령과 진정으로 안내한 설교이며 그 설교는 그 설교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과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듣는 사람 각자가 자기 속에 계
신 하나님께 자기 부족을 느꼈고 주님을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비로소 이것이 
예배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질 수 있습
니다 꼭 어느 방법 어느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 
니다. 

가장 일반적인 성경 봉독과 그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의 방  
법도 있겠고 많은 말씀의 내용을 함축 정리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 '
신앙고백서 의 내용을 읽음으로 그 교리서가 설교하는 내용을 파악'
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교회 목사님이 없. 
는 예배 시간도 있을 수 있으니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자신이 설교, 
하는 내용보다 더 진리의 내용 소개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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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면 원고로 삼아 읽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대속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붙들고 각자는   
자기가 성령에게 붙들리는 이 교제 이 연결 이 접촉 이 영감의 실, , , 
상을 만들어주는 진리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대표. 
되는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의 필수 요소가 아닙
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각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만. 
날 수 있으며 이것이 예배의 실체이며 이 생활이 생활에까지 이어진
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를 예배화한 성자일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니 진리의 말씀을 소개하는 방법은 다양  ㉰ 

따라서 테이프나 비디오를 다시 재생시켜 말씀을 반복하여 배우고   
새기고 연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그 선행의 진리 깨달음에 각성을 주고 해
설을 하는 것이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 
깨닫는 성령이 역사하고 이미 영감의 교제가 있게 되는 순서로 진행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재독에 대하여 반대한 분들은 한결같이 죽은 자의 테이프  '
를 다시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 틀렸다 고 하는데 이는 논쟁의 수단'
은 될찌라도 말은 전혀 안되는 주장입니다 꼭 반대를 하려면 반대하. 
는 이유를 죽은 자의 것이든 산 자의 것이든 재독 자체는 예배를 인, 
도하는 사람의 산 인격체의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테이프 라는 표현은 . ‘ ’
다분히 감정에 치우쳐 읽는 사람에게 부정적 채색을 시도하는 의도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산 사람의 산 인격체에서 발원된 것이라야 한다면 스  , 
피커 선을 통하여 이미 전류 파동의 기계적 처리로 바뀐 설교자의 
음성은 인격체의 것인가 발원이 인격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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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면 시차 문제이지 재독 테이프의 목소리 역시 같은 이치가 ,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시적 발음이 나와야 한다고 다시 반론을 .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분 자체가 없고 설교 순
서가 없어도 예배는 형성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모
순으로 귀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공회의 예배관은 재독 설교가 포함될 수 있는 노선  ㉱ 

원래부터 총공회의 예배관은 이렇게 형식보다 내용적인 면 전체적  , 
인 면보다 개별 구원적인 면을 강조해 왔고 그 선상에서 재독 설교
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진 설교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실제 . 
말씀을 새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에서 영감의 역사를 만
나게 되었던가가 문제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②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설교자를 산 사람으로 드리라는 말이 아 
니라 각자가 자기 몸을 말씀에 산 채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산 제사의 살아 있는 이라는 의미 ‘ ’㉮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각자가 된 것이 예배이지 그렇게 안내하  
고 소개한 것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에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롬 의 말씀을 인용하며 모두들 예배를 인도하는 자 설교자가   12:1-2 , 
직접 설교를 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지만 이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우리 사람끼리는 예배시간에 설교자 목회자 기도 대표 등등으로 이
름을 붙이지만 이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구성 요건과는 전혀 상관이 ,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없어도 예배 인도자가 없어도 예배가 성립. 
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설교자란 각자가 드리는 예. 
배에 도움을 주는 직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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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가 산 인격으로 설교하여야 함이 예배의 필수라는 것을 가  
르치는 성구가 아니며 예배를 참석한 모든 사람 그들 각자가 자기의 , 
몸은 살아 있지만 구약의 제물이 죽어 바쳐지면 제물인 짐승이 이제
는 자기 마음대로 언행심사를 할 수 없고 바쳐져 죽어 있는 존재가 
되듯이 예배드리는 각자가 자기 심신을 산 채로 그러나 죽어서 마음, 
대로 못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실 때 쓰여지는 자
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보는 사람이 산 제물이 되도록 재독을 사용 했다면   ㉯ 

이렇게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이 예배를 드린 사람 각자에게   
요구하는 말씀인데 이런 결심을 주는 방법에 사용되는 것이 재독 테
이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요소에도 상관이 없고 예배의 내용에도 .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일 뿐
입니다. 
  
생명이 없는 피아노를 쳐서 소리가 나게 하여 찬송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감정이 좀 더 커지도록 했다면 그 피아노는 생명 없는 무인
격체로서 예배를 드렸다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
는 사람이 그 피아노를 사용하여 찬송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아노를 앞에 놓고 머리를 숙였다면 피아노가 우상예배가 되겠
고 설교 테이프가 설교자 대신 산 인격체 노릇을 했고 산 제사로 변
해졌다고까지 주장을 한다면 우상예배 됩니다 그러나 재독을 예배 . 
보는 사람이 산 제물 되도록 도움이 되게 사용 한다는 인식으로 예
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이해 한다면 재독이란 
피아노 반주와 같이 스피커를 이용한 설교자의 음성 확대와 같다 할 , 
것입니다 전혀 예배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도. 
움이 되어진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도 하나의 수단이고 도움일 뿐 예배는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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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데 말씀을 통해 느껴지고 이해  
가 되며 또 결심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설교자의 설교이며 따
라서 설교자가 그 자리에서 직접 행한 설교가 아니라 과거 다른 사
람의 설교록을 읽어주든지 아니면 테이프와 같은 방법으로 듣는 사
람이 스스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도록 설득과 이해를 촉구하게 하
면 이는 예배를 예배답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그 테이프가 예배가 아. 
니며 그 테이프를 틀어주는 행위 역시 예배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
니라 그 테이프에 담긴 설명이 산 제물로 살아야 되겠다고 느끼게 , 
해 주는데 도움이 되었고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 
는 상태에서 앞으로 산 제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런 결심에 성
령이 각자에게 개별로 역사하였으니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예배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설교한 설교가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  
니라 공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면 설교자의 설교 때, 
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부인한 그 설교 내용 때문
에 그 설교는 예배로 하여금 예배가 되지 못하게 역할하였고 그 역, 
할에 영향을 받아 그렇게 감염된 사람은 인간이 볼 때는 그 날 예배
를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 되었
습니다. 

설교자가 설교한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것이 예배의 실체인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말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예배를 참석한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데 이는 설교자나 예배 인도자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듣는 각자의 마음속에 새긴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개, 
별 감동의 역사 그 유무로 그들 속에 예배가 되고 안되는 문제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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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기 참석한 전부가 예배를 드  
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마음속. 
에 하나님을 모셨는지로 예배 유무를 판단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 
가 받는 말씀이 옳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위해서는 대속으로 사는 
생활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
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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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찬송가 사용  5. 

현재 제기되는 공회 교회의 찬송가 문제  1) 
  
일반 교계는 교파를 막론하여 찬송가를 여곡으로 통일해서 사  600

용한지 약 년입니다 공회는 이전에 사용하던 새 찬송가를 중심으20 . 
로 곡으로 공회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회의 201 . 200
곡 찬송을 위주로 찬송을 부르신다면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내
면의 깊은 세계를 유지하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리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찬송 중에서 어느 찬송에 . 
눈이 많이 가느냐는 것도 보이지 않는 신앙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 중에 좀더 깊은 찬송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 600
고 할 수 없어 곡 찬송가는 가지고 있으나 그 곡 중에 가장 , 200 200
밖에 있는 것을 애용하며 탈출의 기회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
다 발전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안으로 들어오는 분이 복되다 하겠습. 
니다.

현재 교계가 사용하는 여곡 통일찬송가는 교계의 변덕병 때문   600
나온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가 . 
가사 변경입니다. 

입에 익을 만하면 바꿉니다 왜 바꾸는지 도무지 그 이유가 이렇게   . 
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애국가의 가사. 
가 벌써 몇십년째 계속 그 가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
이 보우하사 에 보우라는 뜻이 애국가 외에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다고 쉽게 바꾸는가 세상 나라도 공? ? 
식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나 명칭 또는 그 표현들은 오랫동안 아끼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뀌는 것을 타락 속화라는 이름으로 늘 조심시키. 
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 한다면 공회 신앙노선이 찬송가 가사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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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변덕스럽게 무엇이든 역사성 없이 계속성 없이 조삼모사로   
변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은 체질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하고 . 
믿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우리 민족의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다면 불신자일 것이고 그보다는 안 믿을 때 옛사람의 요소인 변덕성, 
을 아직 우리 교회들이 경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공회의 . 
노선의 변화만을 가지고 헤아려도 벌써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게 되
어 있습니다.   

소속 교단의 방침을 따르는 원칙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싫다면 소  . 
속을 떠나면 되고 좋다면 따르면 됩니다 소속은 좋으나 찬송가 라. ' '
는 단일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질문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 ' . 
래서 떠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좋아서 지금까지 따라오는 분들도 계. 
십니다 그리고 질문 이 계셨던 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 ' . 

이미 백목사님 생전에 의문 이나 이의 가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 ' ' '
제기했고 설명은 지나칠 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찬송가 라는 단일 사. ' '
안을 두고 더 이상의 재질문이 필요 없어야 마땅한데도 아직까지 '
의문 이 있다면 양심 문제 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을 작은 이권 때' ' ' . ' ' 
문에 또는 아무것도 아닌 기호 문제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 ( ) ' 嗜好
다 그렇다면 신사참배와 같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환란이 온다면 . 
어떻게 할 사람인가?  

왜 공회 찬송가인가  2) ?

요약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도 그러했지만 오늘은   . 
그 기승이 하늘을 진동하고 있는 교회 타락의 대 요소를 다음과 같3
이 소개합니다. 

영웅심 명예심이 큰 일   , ⑴ 

소위 전문 분야를 가진 이들 신학자 등 한 방면에 재주가 있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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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무언가 하나를 이루어야 할 강박 관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 
경 다음 가는 찬송가를 자기 손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유
혹을 떨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짜리 신편찬송가를 . 90
점짜리 새찬송가로 그다음은 기어코 개정 수정 등의 이름을 붙80 ' ' ' '

여 점짜리 통일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30 . 

찬송가 방면에 전문가들이 이유를 제조하여 제시하는데 누군들 수  
긍하지 않겠는가 말이 통하지 않는 무식한 총공회니까 팥으로 메? '
주를 쑨다 는 것과 같은 논리를 단지 신앙 본능으로 거부하고 있습'
니다 유식한 타 교단들은 팥으로 메주를 쑤게 된다 는 논리를 전문. ' '
가들이 펼칠 때 이해가 되고 그 글들을 읽을 재주가 있으니 자기들
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문가들의 논리에 결국 삼켜지는 것입니다. 
반식자 우환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써먹을 자연계시일 것입니다. 

교인들은 찬송가를 변경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라고 으  
레 박사 를 믿고 학자 를 의지하고 다 맡겨 버렸고 신학자들과 해' ' ' '
당 전문가들은 자기 이름 자기 손을 거친 명품을 만들어 만족하게 ,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중심인 악 이 들어 일을 냈고 그 증거는 점인   , ' ' '100
듯 만년이나 가야 할 명품인 듯 자랑하던 그 작품들이 몇 년 가지 ' ' ' 
않으면 또 개정되어야 할 논리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 
개정 년만에 현재 교계는 세기 찬송가 가 필요하다며 또 개정 20 ‘21 ’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웅과 명예 학위를 가진 이들이 나서서 . 
이번에는 자기들 차례라는 것입니다 천하 교회가 다 속고 따라 가도 . 
진리 하나를 예리하게 또 일관되게 주목하는 공회 교회들이라면 ' ' 
어림도 없는 사안입니다. 

학자들의 영웅심과 만나 음모를 하고 있는 세력이 돈  ⑵ 

학자들의 성취감 영웅들의 호기가 잔뜩 기회를 엿보고 노리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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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돈 냄새를 맡는 데는 아주 날랜 교단주 교단 집행부 교단 살' ' 
림꾼들이 이 대목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을 회원으로 본다면 그 숫자는 단일 품목을 판매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찬송가가 바로 그러합. 
니다 교단끼리 넘어갈 수 없는 신앙노선적 입장들이 많았으나 천만 . 1
기독교인이 당시로는 아마 백만 기독교인이 단번에 찬송가를 구입, 5
한다는 사실은 상품을 꾸준히 바꾸어야 할 현실적 이유입니다 일만 . 
악의 뿌리인 돈 욕심이 한국 교회를 다 삼켜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 
찬송가 판매 수입금의 분배 문제가 빙상의 일각으로 교계 신문에 나
오곤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능히 짐작하리라 봅니다. . 

지금도 돈 되는 일 돈 남는 일 주머니에 뒷돈 들어갈 구멍만 막  , , 
아 버리면 당장에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현 교계에 돈이 진리지 , . 
성경이 진리입니까 성경이 하나님과 맞설 상대로 하나를 뽑은 것이 ? 
바로 돈 입니다 이곳이 물질계이니 이연하지 않겠습니까' ' . ? 

영웅심과 돈 욕심 둘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통일 구호 가    ' '⑶ 
나서서 마무리     

자기 중심의 명예심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 이 중 하나만 해  , , 
도 일을 충분히 낼 수가 있을 것이지만 교회를 통째로 타락시키는 , 
일은 너무도 큰 중대사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없도록 가
장 큰 원수 통일 구호 가 나선 것입니다 이 통일 구호라는 것은 기' ' . 
독교만 잡고 기독교만 죽이는 기독교에게만 일대 원수입니다 명예나 . 
돈 둘을 제쳐 놓고도 그 둘을 포기하고라도 큰 일을 내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통일 구호가 명예와 돈 둘과 합했습니다 그렇다면 못할 . 
일이 없을 것 아닌가 교리와 신앙노선이라는 문제는 자고로 교회가 ?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교회가 간판을 내리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인데 
통일 구호 를 앞세워 각 교단과 교회들이 스스로 교리와 신앙 노선' ' '
을 자기들 손으로 없애도록 해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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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하나가 문제겠는가 그 문제 때문에 이 가지 세속화 절대   ? 3
요소가 뭉친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문제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만으. 
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모인 것은 완벽하게 찬송가 를 . 3 ' '
넘어서야 그다음 넘을 산 성경 개정 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 , ' ' . 
음은 교단 통합 기독교 통합 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은 종교 통일? ' , ' . ? 
입니다 그다음은 종교와 세상 통일입니다 그다음은 기독교까지 . ? . ? 
포함된 종교가 통일된 세상 속에 한 분자가 된 재림 당시 가 됩니' '
다 재림 시점 이 된 뚜렷하고 명백한 징조 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 ' ' ' ' . 
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장로교 안에서도 교리가 너무도 뚜렷하게   , 
다른 기장 통합 합동과 고신 등이 합하여 찬송가를 하나로 만들었, , 
다는 것은 앞으로 불교 유교 기독교를 합해서 역사 이래 가장 큰 업
적을 만들 시작의 노선이라고 보는 것이 이곳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죽을 일 아니면 따라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탄절 행사를 아직도 
폐하지 않고 그럭 저럭 마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 
이 쉽지 따라 가지 못할 일이 있는 바 성경 개정이 그 첫째이며 찬, 
송가 변경이 그 둘째에 세울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배웠고 들었던 공회 소속 교회들의 심판은 다를 것  3) 
  
한 의인 한 성자 한 선지자가 우리 살던 성읍에 있었고 그가 마  , , 

지막 자기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결국 강단에서 칼에 목숨을 잃었습
니다 그렇게 전해 준 복음 그렇게 전해 준 복음을 걸어가는데 필. , '
요한 주의 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쉽고 간단하여 주일' . 
학생도 알 만한 기초 산수가 바로 통일찬송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 ' . 
이 문제가 문제가 되다니요 공회 밖에서가 아니고 공회 안에서 찬? . 
송가 문제가 또 다시 재론이 되고 아직도 의문이 남았다니요 그것? 
이 몇 년 전에 예수 믿은 초신자 첫 신앙의 인물들에게서가 아니라  , 
목회자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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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잘못 들었을 것입니다 공회 이름이 붙은 교회이며 교역  . . 
자라면 피치 못할 다른 사정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으나 이 명백한 죄가 알고 보니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보니 구원에 사용된 필수 불가결한 양식 이' '
었고 동시에 영감 인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통일찬송가 를 , . ' '
아직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다윗과 같이 한 시대가 진동할 , 
구원 준비에 한갖되게 순종하는 남다른 하나님의 특명이 있었을 것
입니다. 

어쨌든 공회는 그들과 달리 공회찬송가 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  ' '
니다 공회찬송가만 사용할 시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한 총공회 . . 
교회에 이해 못 하는 타 교단 출신 교인들 몇 명이 오해하고 말고 
하는 정도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회 찬송가 외에 다른 찬송. 
을 불러보니 더 은혜가 되더라는 살짜리 아이의 간식 타령을 할 정3
도로 그렇게 신앙 어린 교역자는 없을 것입니다.

  독립 찬송가 사용은 백영희목사님의 결정 4)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검토한 것    ⑴ 

한국 교회가 함께 불러오던 찬송가들 그 찬송가들 중에서 어느 곡  , 
들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어느 목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도 들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의 애창 찬송가도 들어 있습니. 
다 다른 집사님의 간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백목사님이 . . 
했습니다 반대측 목사님의 애창 찬송가가 들어있다고 중간반측에서 . 
공회찬송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 집사님 가정의 애창 찬송가가 . 
들어있다고 공회 찬송가의 권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사. 
님의 간청 때문에 공회찬송가가 고신측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고 여러 층 여러 종류 여러 시각 여러 입맛, , , , 
여러 음감 여러 청감까지를 다 고려하고 마지막 기도하여 결정하였, 
으니 더욱 더 은혜롭고 더욱 더 신앙 어린 우리까지도 감사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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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애창 찬송가를 백목사님께 추천하면서 돈을   
주고 통과 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주. . 
지도 않을 분이지만 그렇다고 받기를 하실 분인가 집사님 가정의 ? 
애창곡을 요청 드리면서 인정상 고려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 
정이 있는 분입니까 어느 집사님의 간청에 고신의 입김이 있었다고 ? 
오해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 신앙 성향들을 다 고려하고 여러 말씀들을 다 상고하며 주님  
의 뜻을 오랫동안 찾다가 확신하고 마지막 한 곡씩 한 곡씩 다 들어
보고 확인하고 최종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백목사님의 가족 중에 찬송가를 만드는 과정에 일한 분이 계십니  
다 그러나 그 분 옆에는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 . 
산공회에 있지 않습니다 통일찬송가를 사용하는 타 공회에 소속한 .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부산공회와 목사님의 가족을 거명하고 있는가. ? 
백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이 많았던 분 중에서 자기 주
관의 오판으로 오해했던 분이 지나치면서 백목사님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다도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고 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목사님의 가족 중에는 우리 일반 교역자들이 따라 가지 못할 . 
높은 신앙 차원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현 총공회 교역자 중. 
에서는 그만한 신앙이 없다고 할 분이 바로 찬송가를 만들 때 심부
름하고 백목사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을 수종들
었던 여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10 .

공회 찬송은 백목사님 신앙노선을 가장 잘 요약한 예         ⑵ 

공회 찬송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일찬송가가 명백히 죄가   . 
되고 해가 되며 삐뚤어진 산물이어서 그 통일찬송가를 피해 차선으
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차선일 수밖에 없다고 차선의 노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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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총공회 백목사님. . 
의 신앙과 평생의 역량이 집결된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목숨을 걸고 . 
사랑하고 아껴볼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는 증거 그렇다는 이유? , 
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 찬송가 사용과 관련된 설교  5) 

한국 교계의 찬송가 에 대한 입장을 반대했던 백목사님의 신앙   ' '
걸음 그 걸음을 통해 백목사님의 신앙노선 전반에 일치하는 신앙 사, 
상을 알 수 있는 설교입니다. 

한국 교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찬송가에 대하여 성경 새번역 버  
금가는 정도로 비판했던 것이 백목사님의 신앙 입장이었습니다 찬송. 
가에 대한 백목사님의 신앙 입장이 현재 공회찬송가 입니다 년' ' . 1987
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교계에서 따돌릴까 두려워하던 몇몇 공회교역자들 중에서 엉뚱하
게도 그 찬송가는 다른 사람이 배후에서 주도했다는 소문을 내고 그
래서 공회찬송가를 사용치 않는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하였고 
부활 이라는 사기극으로 이룬 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 . 

현재 사용하는 우리 공회찬송가가 백목사님이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는 소문 때문에 통일찬송가 를 사용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 '
입니다 이런 시비는 그 시비에 응하는 것이 벌써 절반 손해를 보게 . 
됩니다 시비가 될 필요도 없는 사안이지만 혹 한 분을 위해서라도. , 
또는 훗날 더 큰 속화를 막는 안내판 이라도 되겠다는 뜻에서 다음 ' '
설교 내용을 발췌 소개합니다. 

  백목사님의 신앙노선에 취사 선택할 것이 있더라는 입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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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신앙노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버리는 사람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목사님이 주관하지 않았던 찬송 이라며 . ' '
공회찬송 대신 통일찬송가를 사용한다면 그는 백목사님이 주관했던 , 
모든 신앙노선을 따르겠다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 
백목사님의 신앙노선을 힘써 버리는 분들이 찬송가 에 대한 자기 ' '
변호에서는 이런 시체 도적설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설교록에까지 명백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 
그리고 수도 없이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백목사님이 정치적 발언. ' '
으로 설교했다면 백목사님의 모든 흔적을 자신들에게서 지우시고 그, 
가 영감에 붙들려 자신들을 인도했던 우리 시대의 스승이었다면 회
개를 하시라는 권고 소개문입니다, . 

일시 년 월 일 화요일 새벽예배: 1987 4 7

본문 계: 14:9-12

설교 찬송가에 대한 설교가 전반부였고 따라서 전반부 설교만 그     : ( , 

대로 소개합니다       .)

찬송가에 대한 주의깊은 통찰  ( )

그전에는 찬송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기록돼 있었는데 지금도 찬  

송가에 있습니까 새찬송가 에 있어요 주기도문이 끝에 있습니까 앞? ' ' ? , 

에 있습니까 찬송가가 너무 가사가 변해가고 또 장수도 변해져 가니까 ? 

우리가 익혀 놓은 것이 다 헛일이 되고 또 익혀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찬송가 변동과 변질의 역사  ( )① 

우리가 신편찬송가 를 보다가 합동찬송가 를 보게 될 때에 이것이   ' ' ' '

좀 더 구비하고 더 정확한 그런 찬송을 하게 되는가보다 하고 좋아했었

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합동찬송가가 없어지고 새찬송가가 나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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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새찬송가에 가사가 좀 틀린 것이 . 

있어도 그래도 조금 발달적이겠다 발전적이겠다 좀 더 정확한 걸 찾, , 

아간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 개편찬송가가 또 나왔습... . 

니다 개편찬송가는 보니까 개인의 마음대로 너무 찬송가의 뜻을 자주 . 

변개시켜서 처음에 창작한 사람의 근본대로도 되지 않았고 또 교리와 

신조에도 바뀌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 통일찬송가 가 나왔. ' '

는데 그 찬송의 느낌이 각각 다르겠지만 그 통일찬송가는 너무 가사가 , 

현저하게 바꾸어져서 너무 엄청나게 그렇게 바꾸어졌습니다.

찬송가의 의미  ( )② 

찬송가는 사람이 지은 하나의 교리라 신조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 

깨달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교리라든지 신조

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과 같이 그렇게 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잘

못돼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정확 무오한 . 

성경으로 믿지마는 찬송가는 그것을 정확하다 틀림이 없다는 무오라고 ,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공회찬송가 추진 동기  ( )③ 

그렇지마는 그래도 일반 어린 신자들은 찬송가를 성경 다음가는 성경  

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에 가사가 잘못돼 있으면 이는 어

린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래서

는 안 된다 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새로 만들 실력은 없고 그 대신 처, 

음에 은혜 받아서 영감으로 지은 그 사람들이 근본 저술한 그대로 우리

가 옮겨 받아서 찬송을 하자 또 이것이 성경에 틀렸나 맞았나 그것을 , 

봐서 성경대로 해 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

록 하자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변질되어 나가지만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두   , . , 

가지로만 구별하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든 

사색도 연구도 비판도 평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노선도 있고 또 하나님

보다도 먼저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비위를 맞춰야 된다

고 해서 사람 중심 사람 위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사색하기도 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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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

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노선이 됩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 . 

찬송가 제작과정  ( )

원본과 번역원본에 충실키 위해서  ( )①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서 오래 전부터 이 찬  

송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그 저자 또 우리 상고 때부터 내려. , 

오는 족보 그런 것을 좀 따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세상 따라서 이렇게 , 

타락해 가지 말고 은혜 받아서 찬송을 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은혜, 

를 그대로 우리가 전달해서 은혜 받고 전달해 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위원들이 나서 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수고를 제일 많이 한 분은 서영호목사님 입니다 바쁜데도   . 1

주간 동안을 꼬빡 기울여 모든 찬송가 족보도 참고하고 또 뭐 원어도 

참고해 가지고 하는 대로 또 수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이제 . 

목사님들과 또 평신도들 중에 찬송에 많은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여러 날 동안을 그렇게 합동 연구를 하고 대조를 했습니

다. 

찬송가 곡의 숫자  ( )② 

찬송가 안에 이렇게 많은 찬송을 뜻 없이 이렇게 그 곡의 수를 많이   

넓히면 우리가 다 부르지 못하는 그런 찬송들이 있어 복잡하니까 거기

서 예배드리는 찬송으로만 여곡을 간추렸습니다 물론 개인이 부르440 . 

는 거야 얼마든지 자기 개인주의고 또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찬송

은 자기가 지어 가지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내

버려두지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예배 찬송으로서는 그렇게 간추려 본 

것입니다.

또 그 순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존영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하고 그( , , 

거 다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



제 장 총공회 행정의 주요 운영 제도          2 ! 371

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이렇게 바꿔졌습

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 1987.5.9.)

공명심을 특히 극히 주의하며  ( , )③ 

그러나 이렇게 찬송들을 간추려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별개의 찬  

송을 하나 만들어 보려는 공명심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첫째 . 

성경도 속화되어 번역들이 자꾸 이상하게 타락해 나가지 또 찬송도 그

리되어지지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보조를 맞춰 내려가니까 어린 교인들, 

이 뭐인지를 모르겠고 또 후배들이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이기 때

문에 간추려 본 것이 여곡이었습니다440 .

작업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찬송가를 만드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모두 만들어 놓은 것 이미 지어 놓은 그 , 

찬송가를 그대로 받아 나가려는 것이며 또 비성경적인 표현이 섞여 있, 

는 것은 제거하고 성경에 맞추려는 것이며 또 단순하게 부르고 사용하, 

기 위해서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 , 

세계 교회들이 다 한가지 단일 찬송을 쓰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세계 교회가 단합해서 단일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마는 그보다도 찬송가가 성경대로라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의 찬

송가로 이렇게 다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리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기, 

쁨으로 맞이해서 사용을 하겠으나 그때까지는 부득이 간추려 몇장을 , 

빼 가지고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불러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있던 찬송가 중에서 다시 주워 모  

으고 고쳐서 한다는 우리 의도를 찬송가 서론에 발표를 하고 좀 더 수, 

정할 것이 있어 가본으로 열권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가본이 완성품이 . 

되면 이 찬송가를 우리 세계 교회들이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나 세계 , 

교회는 찬송에 능한 분들이니까 따라 올 리는 없고  그래도 우리 총공

회 산하에 있는 교회만큼이라도 이렇게 이 찬송가를 사용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공회에서만 사용하는 찬송가라도 그렇게 완전한 가본을 . 

만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가본도 완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도 많. 

은 시간을 걸쳐서 수고한 사람들은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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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통일에 대한 문제  ( )

찬송가에까지 따라 붙은 돈  ( )① 

물론 교계에서 통일찬송가 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신들도 우리와 같이   ' '

어쨌든지 단일 교회이기 때문에 단일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단일 , 

대속 단일 성경 단일 또 교회 단일 찬송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기 때, , , 

문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를 그렇게 하게 되면 찬송가를 판매하는 판권이라는 돈  

이 왔다 가고 이 돈은 참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찬송가에서도 ,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보면 돈이 여기 . 

붙었기 때문에 나중에 돈벌이가 되겠다 해서 이 찬송가를 통일시키고 

다른 찬송가는 다 없애 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만드는 일에 돈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판권을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판권을 우리에게 팔면 우리가 얼마를 주고 살 , 

것이고 또 이 찬송가 만들어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때 이익 배당하겠다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은 모르지. 

만 우리나라 전국 교회가 찬송가를 전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전부 이

렇게 해서 이제 통일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유행을 좋아하는 교계의 타락상  ( )② 

또 만들어진 통일찬송가는 그 가사가 엄청나게 틀리니까 그걸 잘 받  

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나따나 사니까 , 

뭐 찬송가야 성경도 아닌데 합니다 이래서 찬송가가 제 의 성경이라는 . 2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또 보수성이 적고 시대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는 시대를 따르는 사람 무엇이든 보수성이 없는 , 

사람 또 옳고 그른가를 구별하지 않으려는 사람 또 잘못된 사상이 하, , 

나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현실이라는 실상을 당했을 때 그 사상

이 자기에게 큰 미혹이 됐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자꾸 , 

유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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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지금 이 찬송가가 유행입니다  . 

유행이라 해도 누가 정죄를 못 할 만치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행. 

이라 속화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치 이렇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

 공회찬송가 출간 ( )

찬송가 출간 자유가 없는 교계  ( )① 

새찬송가를 사용하던 교단이 통일찬송가에서 이권 배당도 받았는데  , 

만들어 놓고도 이 통일찬송이 너무 허무하다 해서 따로 몇 가지를 더 

넣자고 했다가 시비가 나고 중지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데 . 

우리도 이렇게 사백 몇 곡을 해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 쓰려고 하면 

시비가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지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 ‘
사 왔는데 왜 도용을 하느냐 시비가 나면 저작법에 걸린답니다 한 ?' . 

일억원 정도면 우리가 하겠는데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일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출판할 수 있  

는 자유의 때가 오지 않겠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을 쓰고 있으? 

면 하나님께서 좋은 찬송가를 좀 힘있는 누구를 실력 있는 사람 권력 , , 

있는 사람에게 줘서라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 그때까지 기다리? , 

자 그러나 우리대로는 좀 수정할 대로 수정해서 그래도 좀 바르다 한 .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장을 해 놓자 하는 그 이념으로 낙망하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교계와 돈 시비를 피하고 출간되는 공회찬송가  ( )② 

언제 우리가 문공부에까지 허락을 맡아 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 

시간만 자꾸 흘러가도 안되겠다 하여 찬송가 몇 장만을 더 간추려 뽑, 

아 가지고 몇 장만을 인쇄해서 사용하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 

곡으로 생각을 했으나 은혜 받는 찬송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겠고100 , 

하다 하다 보니까 곡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머리말도 192 . 

없고 다른 아무것도 없고 그저 뽑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은 . 

하지만 그것을 팔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한 권씩 나누게 되면 아무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한 권에 백원 정도로 제작비가 들 것입니다 그래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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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주일 안으로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새찬송가 를 제일 좋아하는데 통일찬송가가 나온 뒤   ' ' , 

새찬송가는 다 회수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새찬송가를 살 수

는 있으나 그것이 내막으로는 불법으로 인쇄해서 나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말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찬송가에서 몇 곡을 뽑아. 

서 우리 교단 교인끼리 나누어 보는 것이야 시비하겠나 만일 시비가 ? 

나면 그때 하는 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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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문제와 교인 관리 문제   6) 
  

공회찬송가 문제는 교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  ⑴ 
  
 공회찬송가 문제는 한국 교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계가 통일찬송가를 만들 때 분위기는 ?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각 교파별 감시팀을 만들어 통일찬송가를 사용. 
치 않는 교파에 대하여는 기존 찬송가의 출판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
던 교계에서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년대 . 1980
서부교회 백목사님은 한국 교회 최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나 
공회찬송가 출간으로 교계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걷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교계는 공회찬송가 출간시 머리말에서 행했던 여러 변명에도 .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나 결국 예외로 인정
하고 덮어 버리고 말아 버립니다. 

백목사님이 통일찬송가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  
는 것에 맞서봐야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보수측 교단들에게 
영향을 미쳐 통일찬송가 시행이 깨질까 하였던 것입니다 즉 공회찬. , 
송가에 대하여는 모든 면으로 앞장 서서 시비를 하고 나설 외부 교
단들이 오히려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교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 
없었던 것이 왜 공회 안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가 라는 점입니
다.  

공회 내 찬송가 사용 문제는 전도에 불편하다는 주장 때문     ⑵ 
    
신학을 아는 사람들 교계의 향방을 아는 사람들은 백목사님이 지  , 

적하는 통일찬송가의 구조적 잘못에 대하여 아무 할 말이 없었으나 
타 교단 교회들 중에서 교인들을 모아 와야 하는 분들이 공회 교회
들과 교인 문제가 발생되면 찬송가를 가지고 말도 안되는 고성방가
로 자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라는 표현. 
이 해당될 때와 안 될 때를 모르는 무지한 이들이며 무식한 분들입



376 제 편 총공회의 주요 행정노선 3!

니다 따라서 그들이 공회찬송가를 문제 삼는 것은 자기들 소속 신학. 
교와 교단 지도부가 말릴 일이만 자기들 교회로 교인을 한 사람이라
도 더 확보하겠다고 그냥 고함을 질러 댄 것입니다. 

 이렇게 타 교단 교회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 공회 소속 교회로 오 
던 교인들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니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 공회의 찬송가 문제 본질입니다 공회찬송가 .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양심이 아닐 것입니다 공회찬송가는 통일찬송. 
가에 비하여 신앙노선 문제 차원에서 옳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옳. 
기는 옳지만 교인 전도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라는 
대처 문제만이 논의되어져야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고   ⑶ 
신앙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못할 일도 없는 것

 
사실 전도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날 시내  . 

버스를 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르친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찬송가를 . 
변경하는 것도 얼마든지 공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다고 느
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때에 바꾸고 어떤 때에는 . ,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허용이 되고 또 신앙노선을 지키는 범. 
위 안이라는 것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변. 
경이나 변화한 면만으로 말한다면 총공회 백목사님만큼 많이 바꾸고 
변경한 분은 없습니다 교계 어떤 잘나가는 교회라도 공회 정도로 광. 
범위하고 전면적으로 마구 교계 일반 상식 관례를 다 휘저어 버린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만큼 그렇게 미련스럽게 과거것을 . 
고집하는 곳도 없습니다 남녀 좌석을 분리시켜 앉는다는 것이 도대. 
체 언제 없어진 고래 폐습이라고들 알고 있을 터인데 공회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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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것과 변경치 못할 것에 대한 근본 자세가 문제     ⑷ 
  
다른 진영이 주일에 차를 사용하게 된 것과 공회가 주일에 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동기가 다르고 과정이 . 
다르며 그 결정의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다른 진영은 교. 
인들이 하나 둘 타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형편 따라 시대의 분위기를 
맞추어 허용한 것입니다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끝까지 막아야 하는 . 
것인지 허용한다면 어떤 시각에서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등에 , 
대해서는 전혀 상관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회 외부 모든 교파. 
들의 변경 성질입니다' ' .
  
바꾸는 것이 교인 확보에 필요하고 교회의 외적 성장에 도움이 된  

다면 불경도 읽을 수 있고 제사도 지낼 수 있으며 북한 정권하에 소, 
속하여 통일의 기수가 될 수도 있고 강단을 없앨 수도 있으며 예배
당 안에 건강 강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밤무대를 강단에 올려 놓을 .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고생이 엉겨붙는 콜라텍이라는 밤무대가 예배. 
당 내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별로 없고 대학의 써클 활동과 교회의 
청년 활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떼어 놓고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고 따진  
다면 해도 된다고 할 것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못 하게 막을 것도 , 
거의 없다는 것이 뻔한 결과입니다 술 담배 도박 마약도 하지 말라. 
고 성경으로 단정할 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성. 
경으로 교리로 신앙노선으로 또한 교회의 은혜면으로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의 근본 자세 등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한 뒤 하나, 
님이 인도하는 길이라 하여 그리했느냐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 
까 하느냐 해도 되는지를 성경 교리 신앙노선 은혜면으로 먼저 철저, 
히 살핀 다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했느냐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추도식을 하여 안 믿는 가족은 교회식 제사를 드렸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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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고 교인들은 예배로 참석했다 하여 위안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 
천주교가 제사를 한국 고유 효법의 한 모양 이라고 하여 전도의 길' '
을 터 준 것을 보고 기독교는 예배로 덮어 버렸던 것입니다 년 . 1991
통합측 교단 최고위급 회의에서도 공회의 추도식 금지 입장을 전해
듣고 확인했던 교회사의 상식입니다.  

지금 찬송가 문제 하나로 논하지만 실은 전반적  문제   , ⑸ 
전부가 포함     

  
철없는 타 교단 일부 교인들이 회원 모집을 위해 한번 고함지르는   

소리 때문에 찬송가를 변경하느냐는 문제가 공회에 제기되었으나 그 
문제는 그 교회와 교역자의 전반적인 신앙 성향과 자세에 관련된 일
부 표현일 뿐입니다 찬송가를 통일로 변경하는 분들은 수백 수천이 . 
넘는 사안에서 전부 일반 교회의 뿌리 없는 바람 몰이를 따라 갈 것
이고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세상 풍조를 거
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풍조 거부가 바로 성화라는 것은 . 
아닙니다 적어도 단체 속화 속화 일변도 속화 매진에 휩쓸리지 않. , , 
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할 것입니다. 

공회의 찬송가 문제는 공회의 모든 진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대  . 
에 밀려서 할 수밖에 없느냐 말단의 신앙 없는 교인들이 요구하면 , 
그들을 끌어 앉히기 위해 그냥 따라 갈 수밖에 없느냐 만일 신사참? 
배를 하지 않고는 교회가 존립될 수 없고 차라리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신앙어린 사람들을 그들의 어린 차원에서라도 길러가고 또 앞
날을 기약할 수 있겠느냐는 년도의 문제가 오늘 발생된다면 한1939 , 
국 교계 전체를 따라 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찬송. 
가 문제를 이웃 교회 교인들과 발생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면서 동시
에 모든 역사에 나타났던 교회의 타락사를 그대로 따라 가는 속화의 
길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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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경제관  6. 

경제 성공 없이는 신앙 성공 없고 경제를 보면 신앙을 거의    , ① 
파악      

예외는 더러 있지만 본인은 예외에 해당된다고 생각지 말아야 합  , 
니다 본인은 스스로 경제에 깨끗하며 경제에 성공한 사람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경제면을 두고는 책잡힐 일이 없어야 합니다. .

경제는 사용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회계 계산이 따름      ② 
   
같은 일을 위해 가장 적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역자의 경제 사  . 

용 교회 건축이 가장 허비 낭비 사치 문제가 있습니다 아껴서 남은 , . 
돈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 운동에 사용할 곳이 있습니다.

교인이 연보한 돈 그 돈이 교인의 시간이니 곧 생명  , ③ 

교역자는 사용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  . 
운지 노동과 장사 등으로 그 세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시간 때우기 . 
일당 노동이 아니라 돈내기로 일하는 노동과 같이 경험 삼아 잠깐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를 통과해 보아야 교회 돈을 
쓸 수 있는 첫 자격이 생깁니다. 

교역자의 첫째 조건은 경제 깨끗입니다 즉 교역자는 교회에    . ④ 
도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 

  
실은 교회 돈에 도적놈이 되지 않은 교역자는 희귀합니다 신학교  . 

에서 책상 공부만 하였고 그 연보를 하는 교인이 겪는 사정을 모르
기 때문에 교역자가 교회 회계를 볼 때는 배부른 부자집 아들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고난을 직접 체휼하신 .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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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가 받는 사례는 교인이 진정 주고 싶어하는 사례보다    ⑤ 
낮아야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받지 않기 위해 늘 애쓰는 목회자  
가 되어야 합니다 내핍 생활에 연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적게 쓸래. 
야 적게 쓸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적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 
교인 시절 생활했던 실력만큼 경제 충성을 하게 됩니다.

경제와 관련된 폐단은 발생될 소지 자체가 없어야    ⑥ 

결국은 교인들의 생각이 교회의 모든 경제를 목회자에게 맡기고   
지도를 받아야 가장 아끼고 가장 바로 사용하고 가장 정확히 사용하
게 된다고 인식을 하도록 교역자는 경제면을 가져야 합니다.
회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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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백목사님 없는 총공회의 진로 3 

  오늘 총공회를 두고 예언하고 가르친 교훈 1. 

총공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던 시기  1) 

  시일 화새 : 1980.3.25.

본문 빌   : 3:9-12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  ( )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 )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신 신정 국가가 이스라엘이  

고 하나님이 정치를 직접하신 시대를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라 합니다, . 

사사 시대와 그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망령을 부리고 패역, 

을 부려서 하나님과 일층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어지게 된 그 이스라. 

엘 때는 제사장과 왕으로 나뉘어 나라가 종교와 정치로 갈라졌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고 또 종교면에 교훈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교훈하는 계통을 제사장 계통이라 또 정치하는 계통을 왕 계, 

통이라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던 마지막 사람이 . 

사무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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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 국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멀어짐  ( )         ② 

사무엘은 사사였으니 정치와 종교를 혼자 맡았고 사무엘 다음 정치  , 

가로 처음 나선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그때 나뉘었는데 . 

나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고 사사가 하나님

으로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왕을 세운 이후 부터는 하나, 

님이 직접 이스라엘 다스리던 일을 하지 아니하셨고 정치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종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됩. 

니다.

초기 깨끗한 개혁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면 종교와 정치가              (③ 

분리됩니다      .)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개혁이   . 

되어 참교회 수는 적고 또 모든 것이 다 깨끗하고 솔직할 그때는 종교

와 정치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개혁의 사람들이 종교와 정

치를 혼자 겸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차 차차 교회가 많아지게 되. 

면 문제도 생겨지고 또 복잡도 하고 수도 많고 이러니까 한 사람이 종

교와 정치를 맡기에 힘이 들어 이제는 종교와 정치를 나누어서 하게 됩

니다.

마치 비유컨대 저 강물의 근원은 산골 생수입니다 저 산골 바위 틈  . 

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 강물보다 깨끗하고 또 방축을 쌓아 물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관수를 하지 아니해도 골짜기를 따라 제 마음대로 

쫄쫄 흘려 내려옵니다 별 피해도 없고 또 그것이 바로 잡아서 흘러 내. 

리지마는 차차 이 물이 모여서 많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물이 흘러 , 

나가는 길도 그렇게 자유롭지를 않고 또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물이 외

통으로 졸졸 흘러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시내가 이리 저리 흘러 모든 . 

농작물도 다 절단 내고 인가도 절단 내 버립니다 이러니까 부득이 이. 

것을 방축을 쌓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리 저리 나가게 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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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과 정치가 하나되어 시작했던 총공회의 좋았던 초기  ( )④ 

공회가 처음에 나온 때는 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또 그때는 모든 일이   

다 솔직하고 이래서 간편하고 간단하지만 차차 수효가 많아지면서 복잡

해져서 종교와 정치가 나뉘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교회 교파들이 다 종. 

교와 정치가 나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개교회로 나가는 교회도 .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이제까지 되어 나왔습니다 장로들이 있고 집사. 

들이 있으나 별 할 일이 없어서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

다 왜 성경대로 영감대로 이해가 되니까 종교라는 것이 정치요 정치. ? , , 

가 또한 종교라 그래서 성경대로 정치하고 또 정치 그것이 곧 성경이, 

고 이렇게 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총공회가 커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탈선하게 되어  ( , ⑤ 

왕정제도를 택한 과정      )

  

그러나 사람의 수효가 많아지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외국과 같이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준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을 세워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 

씀하시기를 너 사무엘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평안했고 이제 왕이 , 

통치한 이후에는 사무엘이 통치한 때와 같은 평안을 평생 만나지 못할 

것이지만 저들이 이렇게 너를 반대하고 정치하는 왕을 세워 정치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반대하기 전에 나를 반대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

다. 

이러니까 그것은 너를 반대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함이요 저희들  

이 복이 적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들을 그들대로의 자유성을 주지 아니

하면 도리어 더 심히 타락할 것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내가 왕

을 세우리라고 하여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층 타락하는 것인데도 행정은 행정대로 종교는   , 

종교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원하는 사람들이 나

타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고 원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는 차. . 

차 차차 어찌 할 수 없이 장로 한 분 세우고 두 분 세우고 세 분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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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제는 행정이라 정치라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진영에도 행정위원

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다 새것이 아니고 옛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니 역사를 변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재림 . 

때까지 타락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왕정 안에서도 사무엘과 다윗은 더욱         (⑥ 

크게 복음 운동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런 왕정 제도는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 산골짜기에서   . 

나오는 생수는 깨끗하기는 그것이 깨끗해서 아주 물맛이 좋고 위생적이

고 좋지만 그 산골 물 그거 가지고는 배가 다닐 수도 없고 또 거기에는 

큰 고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이 거기서 내려와서 물이 탑탑. 

하고 좀 나쁘게 되었지만 그 양이 많으니까 많은 양을 인해서 배도 다

니고 또 많은 양을 인해서 깨끗한 고기는 아니지만 많은 고기들이 생겨

지고 또 이용이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같이 교회 수가 많아지면 깨끗함은 처음 산골만 못하지만 그런   

많은 숫자에서 하나님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하나님의 뜻이 또 많이 이

루어져 나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두 세력 세상 세력을 사용하는 세력과   ( , 

신령한 권세만을 사용하는 세력의 충돌   )

  

  ( 교회를 개혁한 후 성장 과정에서 두 세력의 등장과 충돌)① 

이래서 교회의 역사는 개혁한 그 개혁의 복음 운동이 좀 지나면 차  , 

차 차차 타락하고 부패해집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타락해지고 부패해지. 

고 부패해지면 또 그 가운데에서 또 종교 개혁이 생깁니다 그러면 개, . 

혁을 한 그 교회들도 타락하고 부패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러나 부패해지는 그 속에서도 그들과 같이 부패해지지 아니하고 타락하

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아니한 사람. 

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 타락한 교회와 결국 충돌이 생겨집니다 충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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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겨지지만 언제든지 타락한 교회들이 세상 세력을 가집니다 타락한 . 

그 부분들이 세력을 가집니다 이 타락한 교회들이 세상 세력을 많이 . 

가지고 신령한 진리와 영감으로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령한 실력을 더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하여 갈라지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의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영감 진리의 세력과 싸워 이   , 

둘이 싸울 때에 타락한 교회는 세상적 힘이 있고 진리와 영감 계통의 

타락하지 아니한 편들은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력이 있는 , 

사람들은 세상 세력이 있는 자들에게 영적 세력인 진리와 영감을 양보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감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또 그 반대로 이 타락

한 교회들은 영감과 진리의 세력은 없고 이 세상적 세력으로 강하게 역

사하게 됩니다.

  ( 두 세력의 싸움은 결국 예배당 싸움으로까지 나타나는 법)② 

결국 영적 세력을 가진 자들은 이 외부의 육체로는 반대하는 그들에  

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감과 진리는 더 강하게 고수해서 . 

이것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뒤에 가다가는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 

제 예배당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대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어떤 교회에서 두 줄  , , 

기가 싸웁니다 싸우면 때리기는 누가 때리고 맞기는 누가 맞겠는가. ? 

누가 맞겠소 영적 세력이 맞겠소 세상 세력이 맞겠소 누가 맞겠소, ? ? 

자 세상 세력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봐요, ? 

그러면 영적 세력이 맞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맞아도 진리와 영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 . 

고수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승리이고 반대로 이쪽은 또 두드리는 것. 

이 자기들 승리입니다 그러면 예배당 시비가 일어날 때 예배당 차지는 . 

누가 하겠습니까 영적 세력이 차지해야 될 건데 영적 세력이 차지한? ,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세력이 차지한다? 

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세력들이 차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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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영적 세력의 사람들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  , ? 

십시오 이겼습니까 이긴다고요 맞았는데 예배당을 빼앗겼는데 뭐 . ? ? , , 

이겨요 못 이겨요 세상적으로는 못 이겼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 ? . 

이겼고 진리적으로는 이겼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때리고 예배당 빼앗아 갔으니까 그 사람들  

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소 졌소 세상적으로는 이겼고 천국적으, ? ? 

로는 졌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승리와 성도의 승리가 따로 있습니다. . 

교훈과 정치를 분리시켜 탈선을 제도화한 장로교의   (

정치체제의 경우   )

장로교 헌법상 교훈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며 총공회 행정            (① 

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편지       )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교회는 당회가 최고   . 

기관이라 당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그 부하인 제직들이 일선에서 

역사하고 목사는 설교만 하고 신앙면만 다스려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

다 목사는 설교나 하고 혹 타락이나 하는가 그런 거나 간섭하는 것이. 

고 교회 행정이라 하는 것은 손대는 것이 월권이다 하는 편지를 만리 , 

장성으로 썼습니다 그 사람 말이 제대로는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 . 

않아도 그리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차차 차차 그 길을 향. 

해서 타락해 갑니다.

  ( 교훈과 정치가 따로 놀면 바른 길은 갈 수 없는 법)② 

그것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사사 제도를 버리고 교훈과 정치를 해  

서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내나 그때 원하던 그것이지 별스러운 새것

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 인간들에게 원해져 가지고서 자꾸 그렇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요 정치가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 

교훈이 정치요 정치가 교훈이 되어진 그것이 하나 되어 나가야 그것이 

바로 되는 것이지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있고 교훈은 교훈대로 따로 있

는 이것 가지고는 바른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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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역사에서 그 교회들이 타락하는 제  

일 시발은 어디냐 요것이 나누어지는 때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현저히 ? 

나타나게 완전히 절단을 낸 것은 누구냐 교훈하지 아니하고 정치만 하? 

는 그 정치가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훈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겸하. 

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훈을 겸해서 이 둘이 둘을 겸하여 타락하지 않

도록 하려는 그런 방편으로 노력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타락

은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윤선목사님과 끝까지 대립했던 신앙노선은 교훈과 정치의 분리       (③ 

여부      )

총공회에서 행정위원회 를 만든 것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과 다릅  ' '

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정치는 장로가 하고 교훈은 목사가 한다 하는 . 

그것이 그만 일반 상식화 되어 가지고 어느 교파든지 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헌법을 제정하기를 그렇게 헌법을 제정해 놨습니

다 성경보다 헌법을 위주해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문. . 

제를 가지고 그때 고신에 있을 때 고신의 교리와 신조를 책임진 박윤선

목사님과 세 시간을 논쟁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교리와 신조를 제일 잘 . 

알고 있었고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서 모든 

목사들을 가르쳐서 내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자입니다 그 뒤. 

에 고려신학교에서 박윤선목사님이 쫓겨 나오게 되어 동래에 있던 이재

만목사님 교회로 가서 잠깐 머물고 계실 때 그때 또 가 가지고 두 시, 

간 논쟁했습니다. 

장로교의 정치와 교훈을 분리한 체제는 잘못된 것  ( )④ 

박목사님께 왜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만든 헌법대로 합니  , 

까 이것을 왜 개혁하지 않습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시대 ? ? 

타락으로 이렇게 정해 놨다 할지라도 박윤선목사님이 지금 교리와 신조

에 고신에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개혁 안 합니까 이 헌법을 ? 

고쳐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 정치만 하는 장로라는 장로가 어디 있습니. 

까 성경에 장로라는 장로가 어디 있으며 교훈만 하는 장로라는 장로가 ?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장로라고 기록한 것은 목사도 장로요 설교자도 ? 

장로요 정치하는 것도 장로요 다 장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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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시대에는 감독으로 나왔는데 감독 정치인데 감독 정치가 월권을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됐다 해서 이제 장로를 세워 가지

고 행정은 장로가 하도록 해 가지고 이 교훈과 정치가 서로 상호 견제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생겨진 것이 장로교입니다 또 장로가 나와 . 

가지고 폐단이 많으니까 안 된다 다시 감독 정치로 들어가야 되겠다 한 

것이 감리교 감독 정치 감리교입니다 이렇게 자주 갈지 자 걸음을 . ( )之

걷습니다 이렇게 박목사님과 신강하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대는 데. 

에는 결국 변명을 못 했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십시오 할 . 

때 성경에 대해서는 그분이 결국은 변증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 

하는 말을 옳다고 긍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는 증거는 못 . 

댔고 나는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증거를 대서 성경적으로 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긍정이 되었고 그분은 변명을 못 했습니다 그분은 . 

그래도 현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교훈을 잘하고 다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야 장로로   , 

선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장로로 선택을 입은 자들 중에서 다스리는 . 

정치를 못하는 장로보다 정치 잘하는 장로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

다 교훈을 잘하는 그 장로는 더욱 귀하게 여겨 교훈 잘하는 장로를 제. 

일 위에 대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정 잘하는 장로를 제이위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교훈 잘하고 정치 잘하는 . 

장로는 이제 탁월한 장로로 이렇게 대우해야 된다 하는 성경입니다.

인간지식이나 책이라는 말만 나오면 다 거꾸러지는 것이        (' ' ' '

교회 내에서도 탄식거리   )

총공회에도 헌법을 만들자는 의논 헌법은 인간 주장과 타협인데  ( , )① 

      

오늘 오후 총공회 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  . 

이 타락하게 되니까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 헌법을 정한다고 하지만 타

락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성경대로 못하고 시비해서 서로 서로 

이렇게 양편이 다 자기 주장만을 세워 가지고 타협을 하기 때문에 헌, 

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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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만 믿어 버리는 것이 탄식 헌법이  ( , ② 
권위를 가지는 이유       )

  

어째서 그렇게 될까 사람들은 책에 기록했으면 권위있는 줄 알지만   ? 

책 중에 거짓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 

그가 말하기를 그것은 책을 못 읽어서 그렇지 이런 책을 읽어보면 이것

이 이렇고 이렇다 하며 자기들끼리 시비하는 것을 내가 가만히 듣고 있

다가 너희가 그렇게 유치해 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 

박사들이 객관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주관이 가감을 하면서  ( , ③ 

받기 때문에 오판이 많은 것      )

  

그들 모두가 다 박사들입니다 모두 박사들이요 시비하는 사람들이   . 

다 박사 학위를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옆에 앉았다가 이렇게 견. 

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 

것 보다 자기 속에 있는 빛이 더욱 밝다 양심을 써보면 이런 것을 알 , 

수 있는데 책에 기록했다고 그것을 신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 

니다 왜. ? 

한 가지 일을 동시에 한 자리에서 같이 봐도 깨닫는 것은 백 명이면   

백 명이 다 달리 깨닫기 때문입니다 천 명이면 천 명이 은밀히 말하면 . 

다 다르게 깨닫게 됩니다 왜 같은 사건을 다 다르게 깨닫느냐 그 이. ? 

유는 자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 객. 

관의 것은 자기 아닌 것을 자기하고 둘이 합해 가지고 발표가 나기 때

문에 자기라는 그 본인들 자기라는 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즉 보이는 것은 하나지만 서로 합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 . 

이는 그 가수 될 것은 한 개지만 여기 피 가수 될 것이 두 개( ) , ( )加數 被

라면 둘하고 하나하고 보태면 어찌 됩니까 빨리 대답해요 예 셋입, ? . ? 

니다 열하고 하나하고 보태면 어찌 됩니까 백하고 하나하고 보태면 . ? 

어찌 됩니까 백 하나입니다? . 

밖에 있는 것이 하나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쪽에 내가 가진 그 피가수  

가 다르니까 그 답은 달라진다 말입니다 인간 발표가 그렇게 때문에 .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하고 그 어리석음을 한번 깨우쳐 준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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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샘 안에 개구리라서 너희가 좁은 학위를 받았고 정부   

초청하여 왔으니까 대단한 줄 알지만 아직까지 샘 안에 개구리다 너거, 

가 무슨 위대하고 어떻고 뭐 그 무슨 학위 받았다고 야단이지만 다 어

리석다 너거 모두 샘안에 개구리라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너거 . , 

아는 것만 알고 너거 모르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세상 지식을 대할 때 그것을 주관과 객관의 지식으로 나누어  (④ 

장단점을 알 것      )  

  

그러기 때문에 대개는 주관식이 객관식만 못하고 그러나 탁월한 것  , 

은 주관식에 있고 제일 간단해서 제일 냉냉한 것들이 새순에서 발달되, 

어 나갈 때는 주관식이지만 그 뒤에 강물이 되었을 때는 객관식이 좋

다 주관식은 바위 틈에서 나는 생수요 객관식은 그것을 큰 강물 되어. 

서 관수 되어 있는 것이니 주관식은 맞은 것은 굉장히 탁월함이 좋고 

틀린 것은 다 절단 나 버린다 왜 바위 틈에서 나오는 생수 그거야 귀. ? 

하지만 이제 생수가 많이 나온다고 여기 저기서 많이 나오는가요 여러? 

분들이 어쨌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 

그것으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보조학으로서 대단히 자기가 아. 

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학입니다.

세상 지식을 대할 때 주의할 점  ( )⑤ 

  

그런데 도움이 되는 학이지만 세상에 있는 학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  

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좋게 바르. 

게 이용되는 것 하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이 뜻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대적하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이용되는 것도 있고 간접 이용되는 것도 .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배울 때에 그 지식은 자기가 구원을 이루고 인격을 이루  

는 데에는 직접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간접으로 그 영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 지식을 배움으로 이와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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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람에게 나왔구나 내게도 요런 것이 들어 있구나 요것을 들어

내어 뽑아 내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들을 공부. 

할 때나 모든 이종교들을 공부할 때나 모든 주의들을 공부할 때나 철학

들을 공부할 때나 도덕들을 공부할 때에 그것을 구원 이루는 데에 사용

되는 것이니까 좋은 것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과 정반대되니까 그런 것이 인간 속에 있어 고것이 인간 주장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인간 도덕이 되고 인간 관념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뽑아야 진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뽑는 데 사용이 되

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되지요 불교에 불도가 있습니다 불도를 자. ? . 

기가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압니다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 . . 

도를 알아 가지고 불도대로 행하여 기독교 구원이 되겠다고 불도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도를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도 그, 

것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으니 정신에서 나왔는데 불도와 같은 것이 

내 속에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가 불도를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내게도 있어 그것을 뽑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도를 공부하는 것은 그 중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과 주의  

와 관념과 모든 인간의 부패성 타락성 망령성 허물성 편벽성이라는 그

런 것이 자기에게 있으니 자기에게 뽑을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위

해서 불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비뚤어진 것을 뽑기 위해서 . 

철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비뚤어진 도덕성을 뽑기 위. 

해서 세상 도덕을 연구합니까 뭐 이것을 사용하면 구원이 된다고 연구? 

를 합니까 그것을 뽑아야 된다고 연구를 합니까 공산주의의 사상을 ? ? 

민주주의에서 연구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뽑기 위해서 연구합니

까 그 사상을 받아 가지고 해하기 위해서 연구합니까 무엇입니까 뽑, ? ? 

기 위함입니까 쓰기 위함입니까 쓰기 위함 아니고 뽑기 위함입니다? .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  

의에서도 민주주의에서 쓸 것이 있습니다 그 둘 다 같은 동무이기 때. 

문에 이렇지만 기독교에는 이 세상 모든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사

상이나 주의나 그 아무것도 기독교에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을 . 

여러분이 판별해야 됩니다 요것을 판별하고 있는 목사가 심히 드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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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히 드뭅니다 이것을 판별하고 있는 신학자가 심히 드뭅니다 이. . . 

러기 때문에 샘안에 개구리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좁습니다 작습니. 

다 그러기에 이쪽에서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습니다 모르. . 

고 듣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 , 

큰 것을 지금 하나 말씀해 드렸는데 양성원에서는 종종 이것을 말했습

니다.

이종교나 비슷하지 않소 고것을 가리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 ? 

계시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수는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 666, . 

짐승은 세상을 말했지요 세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수라 인. . , 

간들 모아 놓은 것이라 그말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록을 바로 해석. 666. 

한다는 것은 세상 지식을 다 초월해서 그 위에 쑥 올라가 가지고 전체

를 포함한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영원 전 하나님의 이  ‘ ’ 
름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 

함께 계셨다는 말은 계시는 때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 전이라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그리스도가 육신 되어서 .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 

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 위에 놓았' '

습니다 이는 예수는 인성이 들었기 때문에 인성이 우리의 중보자지 인. 

성이 아니면 중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나와서 배워서 깨달아야 알아야 예. , 

수를 믿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것만치 그만치밖에 못 믿습니

다 아는 것 만치밖에는 못 믿어요. .   

해설 총공회의 사사시대를 기억하십니까  : ?

백목사님 앞에 서면 모든 교역자들이 시대의 선지자 앞에 서는 모  
습으로 얼어붙던 때입니다 그 속에는 말씀과 영감이 넘쳤고 그 열기. 
는 용광로 내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사이비 교주 집단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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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했고 안에서는 세상이 모르는 천국으로 살았던 때입니다. 

기쁨으로 굶을 수 있는 때였으며 어느 순간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한 생명과 한 가족 다 바쳐 순종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의가 없었고 반론이 없었으며 백목사님의 입에서 나오. 
는 한 마디는 바로 하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고대사나 초대교회. 
사에서나 있었던 일로 책에서만 보고 듣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 
간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지나고 있었습니다. 

참 감격의 때였으며 이런 순간이 알려지게 되는 훗날이 된다면 당  , 
시 그 속에 내부인으로 소속했던 이들은 내부인이었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역사적 인물들이 될 것이며 그 사실 자체로 복이 있었다고 
할 때였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그 시대를 살았다는 사. 
실 하나만으로도 복에 복이 넘쳤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목도. 
할 수 있었고 다윗을 목도할 수 없는 시골 변방의 사람들이라면 그 , 
다윗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멀리서 오는 향기를 맡아 느끼듯이 결국
은 그 은혜의 넓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겪은 이들은 노아 홍수 때를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아   , 
볼 수 있으며 모세를 따라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의 걸음을 자신
의 체험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서 . 
재현했던 다윗의 승리 속에 함께 있었으며 사자굴 앞에서 천하를 조
롱하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다니엘의 신앙에까지 이
르렀던 홍순철 전성수 서영준목사님과 같은 몇몇의 수제자들도 있었
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그 시기에 부산 과 서부교회 그리고 백목사님  . ' ' ' ', ' '
이라는 단어는 서울이나 전남 여수 어느 마을에서나 또는 거창 남해
지방 골짝에 있는 어린 교인에게까지 온몸을 전율시키는 긴급소식' '
이었습니다 어느 반사 신앙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교역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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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국 교회를 맡고 있었으나 그들은 부산 서부교회 백목사님께 , , 
배운 것을 전하는 이들이며 또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
로도 맡은 교회 교인들에게 천사와 같았고 그 더듬는 말 한마디 끝
에 수많은 장래 공회의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사에나 교회사에나 이런 때는 수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 
어지듯 했던 때가 그 후시대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대가 이어진 것이 특이한 경우였고 그 외에는 모세를 이4 , 
은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 다윗을 이은 솔로몬 초기시대 , , 
등입니다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전적 은혜의 시대들은 그 간격. . 
이 약 여년씩이나 지나면서 한 번씩 나타나는 정도입니다400 . 

광야를 통과하던 때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  
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촉구했습니다 총공회 소속의 사람들이라면 백. 
목사님을 통해 역사했던 은혜의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
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그렇게 놀랍도록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 
정작 잊어버리라는 것에 대하여는 탁월하게 기억해 내고 또 재복구
하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끝까지 홍해바다 너머 애굽. 
을 돌아보고 애굽 사람 고기 끓이는 가마솥에서 한 점 얻어먹던 때
를 그리워하다가 다 망해 버렸습니다 총공회로 출발하기 전 우리는 . 
대한예수교장로회 였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며 그때로 돌아가기를 ' '
원하던 공회와 교회들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섰던 교역자들이 있습니, 
다.    

처음에는 공회의 뒷날보다 공회의 중간이 그리고 공회의 초기가   , 
더 은혜롭다는 논리를 가지고 공회 가장 중심에서 공회 범위의 제일 
외부까지 나가던 때입니다 거기까지 갔던 이들이 담 넘어 한 걸음에 . 
바깥을 향해 줄달음치는 것은 그들의 첫 논리에서도 이미 보고 알았
지만 그 논리 때문에 무고하게 따라간 수많은 어린 사람들이 아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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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분들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 
에는 각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각 가정들로 연락을 해야만 만날 수 
있고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연락을 하지 , 
않았고 따라서 아까운 수많은 분들을 그냥 가도록 지켜보고만 있었
습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절로 연락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열  
렸습니다 혹 회복의 때를 주시는가 착각할 정도이지만 이것이 착각. 
이 아니고 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홈 을 시작하. (www.pkist.net)
던 년 통신으로 시작하던 년 개인 메일을 통해 사지를 찢1999 , 1998 , 
어 놓겠다고 협박하던 이들이 있었고 또 온갖 욕설로 이곳을 폐쇄하
려 도배를 하였으나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신 다니엘을 읽어보지도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막지 못하는 . 
시대라고 느끼지는 다른 홈들을 만들어 적절히 희석시키며 어린양보
다 더한 새끼양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본질이 문제고 본색이 문, 
제이지 덮어씌운 페인트가 해결일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이 신앙노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권 교권에 대한 욕심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이 길을 보면서도 이 길을 걷지는 못합니다. 
이 길이 좋은 길이라며 남들에게 홈을 통해 광고까지 하면서도
길목마다 안내 표시판은 엉뚱한 곳으로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깊이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396 제 편 총공회의 주요 행정노선 3!

총공회에 행정 조직 은 왕정 시대를 허락한 사무엘의    2) ‘ ’
상황      

  
공회의 제도와 기록은 이유와 원리를 모르면 무의미         ⑴ 

과거 기록을 보고도 기록 자체를 확인하는 것에 실패하는      ① 
안타까움      

  
공회를 사랑하고 백목사님의 교훈을 토씨 하나까지도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말라고 하는 홈이 있습니다 백목사님이 어린양이라면 백목. 
사님보다 더 순진한 분들이니 새끼양에까지 이르고 있는 신앙 수준
들입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백목사님과 그 가족까지를 공사. ? 
석에서 난도질하던 분들이 백목사님 설교 단어는 손도 대지 말고 그
대로 발표해야 한다는 정도가 되었으니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
다 그러나 과거 이 길을 비판할 때나 지금 회귀하며 이 길을 꼭 지. 
켜 나가야 한다 할 때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기록 , 
자체를 잘못 보고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비판도 착각 보수도 착각   , ② 
  
  총공회는 다수결행정 이었다고 그렇게 외치던 년을 기억' ' 1989-90
하십니까 대구공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겠? . 
습니까 총공회도 피고 소송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외친 부산공회의 ? 

년을 기억하십니까 공회 소속 모든 교역자들이 전부 피고와 원1992 ? 
고가 되어 불신 판사에게 총공회의 신앙노선이 어찌 되느냐고 결정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 재산을 두고는 환장을 할 수 . 
있습니까? 

앞글에 행정위원회 를 설치한 배경  ' '③ 

총공회 신앙 노선을 그대로 지키자는 분들은 모든 회의와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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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늘 공회의 역사와 기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회에 있었던 사례. 
를 중심으로 소리 높여 시비를 하고 있지만 공회의 과거 기록을 바
로 인용하고 바로 인식하여 바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
습니다 공회의 노선을 총체적으로 수정한 측에 대하여는 비교적 할 . 
말이 없고 반면 공회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논란하는 분들, 
에게 할 말은 윗글을 두고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위원회를 백목사님 생전과 같이 운영하고 그 체제를 가진다고   
하여 공회의 신앙노선을 지킨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
다 백목사님 생전 공회의 초기 공회의 전환기 그리고 공회의 마지. , , 
막 시기에 있었던 모든 조직과 체제 그리고 기록들은 반드시 그것을 
만들며 시행했던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정반대
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산공회로만 말한다면 현재까지 모든 교권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바로 노소원위원회였습니다 따라서 노소원위원회의 성격과 . 
유래 또는 그 실체와 운영에 대한 논란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정작 
노소원위원회란 백목사님이 여러 번 바꾸거나 변경해 왔던 제도 중
에 하나이므로 또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제도 자체. 
가 제의된 때는 젊은 교역자들이 막가는 행동을 보일 때 그들에게 
공회 운영을 내부에서 일부 참관하게 하여 세상 정치에서 철없는 학
생들이 실상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정신차려 알도록 하
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대만 하던 야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 과거 무작. 
정 반대하던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비로소 조금 사람이 되는 듯 하
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 소장파 목사님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공회의 근심과 걱정거  
리를 직접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교인과 교회를 지도하는 일에 참관
토록 한 방법이 노소원위원회인데 오늘 부산공회에서는 이것이 또 , 
하나의 정확무오한 제도로 인식이 되어 총공회라는 교단에 상설교'
권기구 가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상설 기구로 설치가 되었지만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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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의 법과 시행의 자유성을 이해하였더라면 그것은 상설로 설치된 
기구의 비교권 제도로 남아 백목사님 사후의 공회 신앙노선을 바로 
잡는 가장 핵심 기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도 그 이유. 
도 그 체제도 운영도 전혀 모르고 그냥 백목사님이 마지막 넘겨 준 
유산 으로서 총공회노소원위원회 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위' ' ' '
원회는 일반 교단의 집단 지도 체제적 교권기구와 동일하게 되어 있
습니다. 

탄식입니다 윗글을 읽으며 총공회 내부의 행정적인 모든 문제를   . 
다 파악하고 바로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왕정 시대를 주도하는 세상 세력을 구분하는 방법  3) 
 
세상 세력으로 예배당을 가진 측은 또한 공회 전 재산을 점령    ? 

하고 있는 측은 교회 내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투쟁이 벌어지면? , 
서로가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각자가 진리대로 살. 
겠다는 것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혼자 중. 
얼거리는 말을 다 들어 줄 시간이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이 . 
나뉘게 되고 평생뿐 아니고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은 어느 길이 옳으냐는 것을 착오 없이 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되는 수도 없는 갈등 중에서 한번쯤 양측에서 , 
벗어나 좀 멀리 떨어져 양측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쪽이 세상 세력을 사용하느냐
는 것입니다 소송 폭행 거짓말 등은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세. , , 
상세력입니다 그 다음은 교회 경제 문제 인사 문제 치리 등의 교권 . , , 
행사가 세상 세력과 같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 
지만 이제 말한 이런 세상 세력을 사용하는 것과 함께 누가 예배당, 
을 점령했느냐는 것은 아주 함축하여 세상 세력을 판단하는 기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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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공회 교권을 쥐고 기도원과 양성원을 법도 없이 원칙도 없  , 
이 신앙도 없이 양심도 없이 자기 것처럼 혼자 마음대로 사용하고 , , 
있느냐 부산공회입니다 부산공회가 청년 목회자를 동원하여 교권? . 
으로 충돌하는 곳곳마다 패싸움의 행동대원으로 사용하여 점령한 기
도원과 양성원으로 대표되는 총공회적 예배당을 점령했으니 세상 세
력이 세상적 기준으로는 승리했고 현재 점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과거가 된 각 공회의 성립 역사는 참고할 때이고 현재는 각  
공회가 자기 내부에서 또 다시 교권을 두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습
니다 출발이 그러했으니 나중은 오죽 하겠습니까만 혹 천에 하나 . , 
그 안에서 이제 다시 접하는 현실에서는 세상 세력을 사용하여 세상 
세력으로 교권과 예배당을 차지하는 일을 회개하고 이제는 신령한 
길 진리와 영감에 자유하는 길을 찾는 이들이 나타나도록 기대합니, 
다. 

총공회를 개혁하겠다는 주장들은 장로교 의 왕정제도   4) ' '
회귀안     

  총공회의 신앙노선은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라는 명칭에서 그 ' '
성격과 진행 과정 일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공회 의 홈. (2)
에서는 공회 명칭을 해석하면서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를 개혁한 정
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공회의 신앙노선. 
은 장로교 내의 한 흐름이 아니라 이미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
교 등으로 열거하는 차원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를 이름에 굳이 붙. 
인 것은 우리의 시작이 장로교였고 장로교가 다른 교파에 비하여는 
가장 중요한 장점을 가장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윗글은 장로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 장로교가 장로, 
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제일의 전제가 되는 행정적인 면이 근본적
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총공회는 장로교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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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 중국 공산주의. 
는 경제면으로는 이미 공산주의의 반대인 자유 시장 체제로 완전 전
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공산주의에서 시작했었기 때문. 
에 작은 가지로 나가면 그런 과거 형태가 곳곳에 수도 없이 남아 있
기는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과 같이 공회도 장로교
가 장로교로 이름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 즉 교훈은 목사에게 , 
교회 행정은 장로 중심의 당회에게 위임하는 이 문제를 전면 부정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 

  오늘도 당회 라는 말을 예사로이 사용하되 그 역사적 습관 때문' '
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근본 운영 원칙인 당회 위주의 
당회 정신을 지키고 사용하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공회는 이름조차 완전히 개명해 버렸지만 이곳은 돌아오  , 
라는 뜻으로 서울공회라는 이름을 그분들 뒷꼭지에 늘 붙여 놓고 있
습니다 괴롭지만 장로교 로 이름을 바꾼 그분들 뒤를 따라 다니며 . ' '
공회야 라고 불러 대고 있습니다 참 못된 행동이지만 어릴 때부터 ' !' . 
그렇게 못되게 자란 것도 있어 오해도 많으나 지금은 복음의 성질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그리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보다 원만하게 상대하여 돌이키게 하는 데에는 좀더 세. 
월이 가고 철이 들어야겠지만 중심만은 틀림없습니다, .

 서울공회의 현재 모습은 총공회 가 아니고 장로교 입니다 그분 ' ' ' ' . 
들이 총공회 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안에 합동 통합 고려파가 있듯 ' '
그 차원에서 총공회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이 다시 . 
홍해바다를 되건너 애굽 안으로 들어간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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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지식 과 책 이 다 삼킴  5) ‘ ’ ‘ ’

 세상 지식과 신학의 영향력 ⑴ 

 인간 지식과 신학을 그토록 비판하고 조심 시켰지만 결국 오늘  , 
공회를 대부분 다 삼킨 것은 바로 인간 지식과 신학입니다 서울공회. 
는 목사님 사후 바로 신학교 를 정식으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 '
있습니다 잠실동교회가 서울공회의 중심이니 과연 세상에 뚜렷이 내. 
어놓고 자랑할 만 하며 명예롭기 그지없겠으나 총공회 신앙노선의 
중심에서 본다면 타락과 탈선입니다 일반 교단과 완전히 안팎으로 , . 
다 섞여 버렸으니 총공회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까지 비판하
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곳은 공회를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아, 
직까지 약간의 변동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돌아올 문을 열어 두
고 나간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
분들을 서울공회 라는 옛이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 . 

부산공회는 국내 최고의 학벌과 정상급 학위를 가진 목회자를 중  
심으로하여 이미 백목사님 생전부터 백목사님과 맞설 정도로 그 구
심력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사후인 지금 백목사님도 마지막 때에. , 
는 누리지 못한 권위와 명예를 가졌으니 이것이 부산공회의 내부 혼
동입니다 교회 예배당 개층 내부 전부에 차량 스프레이로 완전 낙. 4
서를 하고 설교 강단에 칼로 새겨 욕설을 해 놓고 예배당 내 커튼을 
가위로 횡절단했으며 전국을 상대로 흑색선전 삐라를 우송하며 그 
노선 투쟁을 벌였던 바 그 중심에는 백목사님 생전부터 항상 세상 
지식과 세계 신학을 총공회 내에서 대표하는 장로교신앙노선의 신학
자가 있었습니다. 

백목사님이 가르친 책 이라는 것과 인간 지식 의 사용법   ‘ ’ ‘ ’⑵ 

책이라는 것으로 한번 출판이 되어 버리면 그 앞에 눌려 버립니다  . 
박사 앞에는 무조건 입을 닫고 배우려고만 듭니다 그 책과 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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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능가하지만 총공회 안에서는 휴
지 조각이 되었고 폐품이 되어 그렇게 천대를 받도록 했는데 백목사, 
님 평생에 끝까지 눌렀으나 눌리지 않고 그 복원력을 그렇게 강하게 
유지하고 오늘에는 꽃을 피운 것이 몇 가지 있으니 그 중에 첫 손가
락에 꼽을 것이 바로 세상 지식입니다 신학의 학위입니다. . 

 한 번 가르쳤다면 그 한 번 배우는 것으로 자기 평생에 두 번 실 , 
수치 않을 지식으로 확정하고 또 그 길로 걸어 가 버리면 좋을 것인
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봅니다 목회연구회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 . 
세상 학위를 가지고 세상 지식에 내놓을 것이 있다면 세상 지식과 
신학을 참 마음 놓고 짓밟아 놓겠는데 불행스럽게도 연구에 참여하
는 이들은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 감히 넘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세상 지식과 
신학계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맹이 하나로 철갑을 뚫을지 말. 
지는 누가 알겠는가 그리 된다면 그 무지한 자가 다윗이 될 수 있? 
다는 교훈이 있으니 다 함께 그리 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부 록〔 〕
  

다시 본 초대교회  1. 

신앙 강론    970801 1997.10.17.  
백영희목회연구소  연구부     

이 복음의 어제와 오늘  1.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새겨 본 사람이라면 두 가지 놀라움을  
공통으로 다 느낍니다 하나는 천하에 이런 복음이 있겠으며 도대체 . 
내가 어찌 이 복음을 듣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감탄의 심! 
정이겠으며 다른 하나는 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겠습니다 목사님 생전 우리들의 심정은 전자였고 현재 우리들의 혼. 
동은 후자입니다.  

놀라웠던 어제를 돌아보며   1) 

어디를 다녀서 이런 말씀 이런 뜨거움 이런 놀라운 세계를 보겠  , , 
는가 백목사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음 이 노선에 대한 이런 감사를 우리는 수없이 했고 또 들었습니다. 
성경 한권 들고 그 중에 한 성구를 가지고 시간씩 하루 세번 뜨3 4～
거운 감동으로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헤비며 옛사람을 들어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삼십여년의 집회를 기억하리라.  
  
한 자리라도 앞서 앉기 위해서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가   2
시간을 말씀과 능력에 사로잡혀 지나던 그때의 우리 모습은 분3 4～

명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상이었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며 그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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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일년간 우리 각자를 붙들고 주신 현실에서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복음으로 뛰게 하였으니 주일학교의 부흥이 세계 최대로 나
타난 것이 결코 우연일 수가 없고 무슨 기술개발의 결과일 수는 더
욱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천하를 한 손에 쥐어줘도 이 복음으로 호령할 수   

있었던 배짱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그래서 남들은 갈릴리 뱃놈
들이라고 욕을 해도 우리는 자기 최면에 걸려서 천성을 향하고 있었
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붙들고 동행하신 그 종을 우리는 보았으며 . 
그분의 한 말씀 눈길 한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성령에 붙들려 천
하와 다르고 세계 교회와 다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었던가!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고 걸으며 복음을 외쳤으니 바로 우리 자신  

들이었으며 또한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도 수없이 보았던 경우였습니, 
다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말씀이 소경된 우리 눈이 열리면서 성. 
경이 열렸고 천하가 펼쳐졌으니 밤새도록 기뻐 뛰며 두 손을 움켜쥐
고 이 길에서 죽으리라고 외쳤던 경험을 바로 우리 동역자 전부가 
가졌었습니다 스승이신 백목사님만 앞세워 나가면 천하 교회가 다 . 
이 길을 따르고 이 복음으로 돌아오리라고 단정했으며 우리는 이 길
에 제일 앞선 열두 제자들이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철은 없었으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제자들과 같이 큰소리 한  

번 쳐본 것이야 교만하다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이쁘게 봐 줄 일이
었습니다 많은 일반 교인들 중에서도 비록 목회 일선으로 나서지는 . 
않았으나 목회로 나선 이들보다 앞선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
습니까? 

흩어진 오늘을 보며    2) 

목사님을 보낸 지 불과 팔년 그간 네차례 쪼개지고 합하다가 다시   
둘러 엎어 나타난 결과는 부산공회 거창공회 대구공회 서울총회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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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되었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그렇게 될는지 예측도 못할 지경
입니다 시간문제이지 서파와 반서파가 한 공회에서 함께 갈 수는 없. 
는 일이 아니겠는가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으니 시간문제이! 
지 둘로 나와야 할 일입니다.  
  
공회가 나뉠 때마다 길 잃은 고아들이 생기면서 십수개의 교회들  

과 교역자들이 손익을 따져가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대문 틈으로 
얻어먹고 살 집을 엿보고 있으며 그보다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이 일반 교회로 유랑을 떠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공회의 대
략입니다.  
  
수십 차례의 고소 고발로 전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찰서 지검   , 

고검 대검찰청으로 쏠려 다니며 성경 대신 법전으로 전쟁하는 우리 
목사님들 썩은 자기 이빨을 뺀찌로 뽑고 전치 주의 진단서를 내밀, 4
어서라도 적을 죽이고 싶은 저격술을 가진 우리 조사님들 서로가 세, 
운 보스를 위해 패싸움에 지나온 나날들 전국 교회의 강단은 교역자, 
들의 이 복음 전파의 제단이 아니라 백목사님 없는 난세에 먹고 살
아야 할 구멍가게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의 중심인 서부교회는 . 
백마고지 이상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 과언이겠는가 비록 작으나 ? 
천하를 밟고 일어설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것이 더 흩어지면서 
천하에 짓밟힐 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복음  2. 

  이제 우리의 두 가지 과거를 교차시키며 우리의 앞날을 미리 볼 
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오묘한 주님의 섭리 너무도 철저히 예. , 
정된 순서를 진행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자는 말입니다 바로 초대교. 
회를 보면 오늘 우리 총공회를 볼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기 때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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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생전에 직접 배우며 따르던 제자들 주님을 모시고 다닐 때의   , 
그들을 보며 우리의 놀라웠던 어제를 회상하게 되며 주님 떠난 직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박살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
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 후의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살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신 제자들을 보며   1) 

주님을 모신 그들에게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만유주를 모  
신 그 든든함은 풍랑 치는 바다를 발로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 
은 기적과 그 능력을 직접 목도하였으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새법을 배웠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자
기들과 함께 함을 믿을 때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셨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분을 모셨으. 
며 그들은 주님를 따랐고 우리는 주님을 모신 분을 따랐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 복음 안에 능력과 기쁨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없는 제자들을 보며   2) 

다락방에 내몰린 제자들  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고 나머지 명은 전부 도  12 11
망을 가 버렸으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 
님 없이 시작된 초대교회는 주님을 따르던 수만의 무리는 벌써 다 
흩어져 버렸고 제일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은 제자와 문70
도만이 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잡혀 죽을까 봐서 다락방에 숨어 . 
문을 잠그고 사색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서는 , 
그들을 수색하여 잔당을 소탕하는 어지러움뿐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신 직후 총공회 분위기를 돌이켜 보십시오 이 공회를 뿌  . 

리 채 흔들어버릴 측은 대로를 활보하며 전국을 쓸고 다녔고 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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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으려는 교회와 교역자는 다락방에 숨어 문을 잠그고 어찌해야 
이 복음의 불씨를 살려볼까 사색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와 접촉되. 
는 사람은 전국적 지목을 받아 이 길로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
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새소망  ⑵ 
 
예루살렘의 살기 속에서 생사의 끝 벼랑에 내몰려 도무지 소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지경에 오고 보니 그들에게는 이미 전해 받은 
복음이 있었고 그 생명의 움싹을 거머쥐고 죽자 살자 기도하고 힘을 
쓴 결과 오순절 역사로 그들에게는 신약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을 받게 되었고 첫 복음역사는 뜻밖에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불씨를 지펴 보려고 뜻을 모은 우리들도 생사를 맡겨   

놓고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 했고 그 결과 뜻밖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으니 비록 적지만 꼭 이 복음대로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총공회
를 비록 만으로라도 서부교회를 중심으로 출발시킬 수가 있었습1/3 
니다 목사님 가신 직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전적 성령의 역사였고 . 
능력이었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태영목사님 측에. 
서 초기부터 장담한 것이 백영희목사님 측근 다섯조사는 낙동강의 
다섯 오리알이 되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박해  ⑶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려던 제자들이 힘  
을 모아보는 순간 다시 한번 예루살렘 안에서부터 큰 박해가 일어나
고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은 다시 한번 완전히 제압을 당했습니다 남. 
이 볼 때는 교회가 완전히 지하로 처박혀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
다 제자들은 모여야 힘을 얻는 어린 신앙들이었고 흩어져서 독립으. 
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의존적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는 한 사람도 같이 다니기 어려울 형편이 되어 천하로 뿔뿔히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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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과 낙망이었으며 두려움과 공포만이 그. 
들을 쓸고 지나가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새 곳을 향해  ⑷ 

그러나 성령은 개별 영감으로 장래의 역사를 위해 지역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수천년을 전해도 귀를 틀어막는 본토 이스라엘에게서 이. 
제는 이방인들로 향하라는 방향 전환을 위한 성령의 역사였고 천하
를 향하여 나갈 제자들은 각자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지역과 범위 
여러 종류의 사명들을 각각에게 맡기셨습니다.  
  
유대인은 예수 복음의 불씨를 끄려고 몇 개비 나무들이 모여서 타  

오르고 있던 모닥불을 마구 헤쳐 사방으로 흩으져 이제 예루살렘에
는 완전 암흑천지가 된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방에 흩쳐져 퍼져나. 
간 불티는 그 속에 꺼질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있었고 그 불은 비록 
작으나 더 많은 수의 불씨가 되어 많은 곳에서 다른 종류의 복음사
역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 각자 자기 형편. 
과 실력을 따라 받은 복음의 불씨를 지피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
을 때 서로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연락들이 오가게 되었
습니다.  
  
우선 맡은 곳에서 받은 복음대로 살다가 함께 모여 의논할 일이   

있으면 공회로 잠깐 모였다가 다시 각처의 자기 맡은 곳으로 돌아가
게 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총공회의 발원이었습니다 개. . 
인이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 자기 맡은 곳에서 충성 
하다가 함께 의논할 일이 있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모여 보았으
니 바로 예루살렘공회였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똑똑하게 . 
밝혀 주는 것이 개교회주의 공회 공회의 개교회주의 였고 이것이 ‘ ’ ‘ ’
바로 신약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년 월 일 저녁 시 제 회 총공회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백  1981 3 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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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께서 힘있게 외치셨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우리 총공회의 발. 
원이며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개교회주의로 진. 
리인 성경을 가지고 전원일치로 교권 없이 운영되었으니 총공회의 
발족 대원리로 요약하게 된 것입니다3 .  

교회 타락의 공식  ⑸ 

이 초대교회가 비록 적어 보였으나 로마 박해라는 말세 앞에 주님  
을 고대하는 순교신앙으로 승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나
아갈 좁은 앞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서기 년에 끝이 나자 곧 . 313
교회에는 성경법 대신 인간법이 들어서게 되고 전원일치의 개교회주
의 공회가 다수결로 교리까지 결정하는 과도기를 거쳐 이제는 경제 
인사권을 거머쥔 교황시대로 접어들면서 천년을 허송케 됩니다1 .
  
비록 이라는 소수지만 그래도 서부교회라는 본부를 중심으로   1/3

우리 복음의 좁은 길을 지키자면서 우리 부산 공회가 출발을 한 것
이 년 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월 월 두달을 지나면서 고1990 3 . 4 5
기 맛에 미친 중들처럼 교역자 사회석에 앉아서 어른 맛을 본 몇몇 
목사님들 그리고 서부교회 주도권에 맛을 들인 몇몇 분들은 어렵게 , 
시작한 부산공회의 목적 즉 성경으로 개교회가 모여 전원일치로 하
나님의 뜻을 찾자는 총공회 발족 대 원칙이 제일 괴로운 짐이 되었3
습니다 경제로 인사권을 쥐고 인사권으로 표를 사서 다수라는 힘을 . , 
배경으로 이제는 총공회의 신앙과 백목사님까지도 밟고 일어선 이들
이 서부강단과 공회 중심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대박해가 시작되는 때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에
게 주신 범위를 찾게 되었고 저절로 이곳 저곳에 묻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교권에 취해서 교권을 휘둘러  
보는 재미로 날을 새고 잡아 보지 못한 분들은 나도 한번 그래 보자, 
며 쟁탈을 위해 날을 새고 오늘까지 지나온 칠년 넘는 세월이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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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총공회 이 복음의 앞날은  3. , 

진정한 총공회는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공회의 초기 형편을 성경  ? 
역사로 예를 들면서 회 총공회 개회 예배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하10
셨던 목사님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미리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 
비록 적어도 비록 보잘것없어도 보이는 외부의 크기와 세력에 가치, 
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소수의 바로 그들 살아 있는 우리들에게 총공회의 ,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대박해 이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  

도를 따라 비록 어려워도 비록 암담한 현실뿐일찌라도 자기 맡은 곳
에서 받은 이 복음의 순수한 불씨를 지피며 앞날의 인도를 따르는 
그들이 바로 총공회 소속 개교회일 것이며 그 개교회가 공동의 의논
을 위해 진정 진리를 놓고 신앙 양심에 자유로운 의논을 통해 전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치를 보게 되면 또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
가서 결정된 그 결과를 자기 단독의 책임으로 이행해 나가는 바로 
이 운동이 총공회입니다 개별 영감을 따라 어떤 형편에서도 독립으. 
로 살 수 있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초대 교회 신앙으로 살래야 살 
수 없습니다.  
  
천주교를 향하여 나가던 세기의 로마 교회와 같이 어른이 있  4 6～

어야 하며 눈 앞에서 지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갈 힘을 얻는 
사람은 이 복음의 앞날과는 상관이 없는 이들입니다 모세가 잠깐 눈. 
에 보이지 아니하자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눈 앞에 세워 놓아야 안심
이 되던 이스라엘입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진리만으로 나갈 사람들. 
에게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총공회 신앙노선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면 백목. 
사님을 우리 앞에 세워서 역사하시던 때나 그분을 통해 전해 놓은 
복음만이 남아 있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백목사님이 앉으. 
시던 그 자리에 누군가를 앉혀 놓고 머리를 숙여야 비로소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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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은 바로 우상이 꼭 필요한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노선 다른 복음으로 걸어갈 사람들인 .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비록 전국으로 다 헤아려도 몇되지 않는 극소  

수이지만 오직 이 복음 이 진리의 길을 혼자라도 걷고자 하는 중심
이 있으므로 우리만이라도 이 노선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 진리노. 
선에서 작거나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무엇이든지 버리고 싶은 총공
회 교회와 교역자들은 전부 우리에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총공. 
회 교회와 교역자가 내다버린 이 진리 이 복음에 속한 것은 혼자라
도 쥐고 나갈 중심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인 시대를 바라보자  4. 

내쫓기에 바쁜 하나님의 뜻은  1) ?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은 박해의 시기를 지나면서   
결국 로마와 그 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제. 
자들에게는 세계를 향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리적 지역적으로 . 
내지가 아닌 외지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사명이었고 따라서 예루
살렘 안에서는 쫓아내는 역사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 복음으로 꼭 
바로 살아 보려는 사람들은 전부 쫓아내는 역사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 교권에 맛들인 사람들이 멋모르고 휘두르는 그 횡패 속에는 우? 
리에게 맡길 일이 있고 가라는 곳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바쁘게 쫓아내고 계신다는 것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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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사명은  2) ?

이 복음에 기갈된 시대를 향하라  ⑴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역은 어떤 면 어떤 범위로 역사를   
하실 것인가 오늘은 교회 없는 곳이 없게 되었고 예수의 복음을 들? 
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 .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지역적 지리적 복음
전파 대신 또 하나의 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도 많이 넘쳐 홍수가 났지만 참된 복음 참된 신앙노선은 너무도 찾
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  ‘

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 ’ 

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8:11-2 . 
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하의 교인이 갈구하고 갈급하는 .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와 우리가 쥐고 있는 책임은 이 . 
시대를 향한 서기관의 자리입니다 교역자라면 맡은 교회를 책임져야 . 
할 것이고 교인이라면 자기 교회와 교역자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에게는 공통적으로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 꼭 같
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라고 주신 복음  ⑵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는 그들 앞에 천년의 신약시대가 있었고  2
따라서 로마 한 나라를 년의 세월을 통해서야 기독교 나라를 2-300
만들었습니다 한 지역 한 지역을 수십년 세월을 보내면서 복음화 시. 
키기도 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천주교에서 기본구원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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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을 바른 복음이 싹을 틔워 나올 때 유럽에는 막 인쇄기가 발명
이 되어 대량 인쇄 체제가 출발되고 있었습니다 칼빈이 요약한 교리. 
서는 단 순간에 유럽에 전파되었고 천년 된 천주교가 단번에 깨질 1
수 있는 폭발력으로 역사하고 향후 여년 세계 교회의 신앙노선으500
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복음은 구약교회에서 새움으로 돋아  

나던 초대교회의 복음과 같이 썩고 또 썩은 현 교회를 살릴 새 움싹
과 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본족은 두고 이방으로 향해야 . 
했던 초대교회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속에서 나서 이 복음 속에
서 자라고 이 복음 속에서 오늘의 서부교회와 총공회를 이루었는데 
오히려 서부교회와 총공회 안에서 이 복음을 뿌리째 파내 버리는 참
으로 해괴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떤 복음이며 이 어떤 진리의 . 
노선인데 서부교회와 총공회 그리고 소속 교역자와 교인들이 이 복, 
음 안에서 생겨지고 길러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바로 자기의 뿌리인
데 그 뿌리를 도끼질 하고 있는 이 망측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 
한 이 복음 진정한 이 진리로 공회와 교회를 세우려는 이들은 무참, 
하게 도륙되어 어디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 
게 되어 엘리야의 탄식처럼 나만 남았나이다 하게 되었습니다‘ ’ .

이 복음 연구와 전파에만   ⑶ 

오늘 이런 탄식과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현재를 보고 있는 총공회   
교인들이여 피보다 더 진한 진리의 사람들이여 우리에게는 두 가지 , ! 
사명이 있음을 각인합시다 각자 주신 형편에서 이 복음대로 살기 위. 
해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은 개별적 개인 사명이니 스스로 받은 복
음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 
결국은 단독이 걸어갈 각오와 노력 없이는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은 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공통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 전파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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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목회연구소를 세울 때   
많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총공회가 먼저 깨질 것이고 서부교회도 결. 
국 전임자인 백목사님을 헐어야 자기 세력이 든든해질 것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이 올 것이니 결국 연구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진리 
연구와 진리 전파만이 남을 것이라고 하신 예언입니다 칼빈이 세운 . 
교회와 교파는 없어졌으나 칼빈의 신앙은 향후 여년 세계의 보수500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것과 같이 로마 교회를 세운 바울의 교회는 , 
없어졌으나 바울의 신앙은 지금까지 역사하듯이 백목사님도 당신이 
세운 교회와 공회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붙들어 주실 것이
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일 큰 증거로 서부교회와 공회를 맡길 후임을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후임을 정하지 않으면 
서부교회와 공회의 성격상 큰 대란이 생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는 것을 내 어찌 단독으로 조처하겠는가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연구소를 세우면서 많은 고민과 많은 연구를 하셨으니 바
로 연구소 규약이었습니다 그 규약은 이 복음을 연구 정리하여 반포. 
하는 일로 변치 말 것을 유언하신 것입니다 총공회와 서부교회가 흔. 
들리는데 연구소는 흔들리지 않겠는가 바로 연구소를 세운 목적 즉? , 
이 복음을 연구 정리하여 전파하는 이 길만을 믿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곳은 교권이 아닙니다  .⑷ 

오늘 우리에게는 심히도 어지러워 어디 한 곳 희망이 없는 듯한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리 할 일을 강권하시는 주님의 명. 
령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를 보이는 조직을 보이는 외부를 . , , 
붙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 
게 전해진 이 복음 이 진리가 있으니 이 복음 이 진리를 세계 교회
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신물이 나서 이 복음에 진저리를 치. 
고 나간 백태영목사님과 그를 따라 나간 교회와 교역자에게 전할 복
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신학과 일반 교회가 쓰레기통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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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것을 주워 담고 그것이 새것이라며 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곳은 우리 부산공회 우리 서부교회도 아닙니다  , . 

이 복음의 본산이며 본향인데 바로 거기에서 이 복음의 씨를 말리려
는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 
파라 반서파라는 두 파에 나뉘어 전쟁하는 그 가운데 어느 구석에 
이 복음의 진정이 있겠으며 양파의 전투를 지켜보며 항상 큰 쪽 이, 
기는 쪽 대세를 잡는 쪽으로 기웃거리는 개떼같은 습성 그 어느 속, 
에 이 복음이 더 전해지고 더 깃들 데가 있겠는가!  

나간 사람들이나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과거 총공회에 속한 교회  
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덜 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며 이 복음
이 외쳐지지 않아서 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으. 
로 그들을 만들 수 있는 한계 수치에 왔기 때문입니다 담을 그릇이 . 
다 찼기 때문에 더 부어봐야 넘쳐서 허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복. 
음의 불씨를 지피고 진정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 복음을 전
혀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을 듣지 못한 외부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세계 교회를 재림 전에 마지막 한번 살려   

참다운 건설구원의 꽃을 피워야겠는데 이 일에 매진할 총공회 은혜
받은 이들을 교권이라는 뼈다귀를 던져 이 개뼈다귀 싸움에 소진을 
다 하도록 만든 악령이여 너 과연 대단한 의 지혜를 가지고 있도, 666
다 소경된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젯! , 
밥이뇨 이 젯밥을 만든 복음이뇨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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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세를 통과하고 재림을 맞을 이 복음   5. 

이 복음을 사모하는 이방을 향하여  1) 

멀리서 백목사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존경과 사모  
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그러합니다 바로 서부교회 주일. . 
학교를 통하여 앞날에 전해질 복음의 길을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과. 
거 백목사님이라면 무조건 이단으로 듣고 거부감을 가지던 세대는 
대개 교계의 이선에 있거나 죽었습니다 현재의 교계 전면에 있는 이. 
들은 서부주교라는 소식을 듣고 또 단편적으로 백목사님의 소식을 
한 마디씩 듣고 우리가 생각 못할 정도로 마음 속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총공회 이름이 유명하라고 주셨던 세. 
계최대 주교였는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앞날을 미리 예비 ! 
하시는 준비 역사였으며 세계 최대 주교가 아니라 세계 최대 주교를 , 
만든 그 속에 세계 최고의 복음이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은혜 있는 설교 테이프 누구에게라도 전하고픈 좋은 설교를 추려  , 

서 우선적으로 외부에 알려봅시다 이 말씀에 한번 귀가 뚫리면 그 . 
폭발력이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은혜 ? 
있는 설교록을 택해서 목록을 만들어 우선적으로 소개합시다 백목사. 
님을 모르는 후세대 분들 중에서 설교록의 설교 몇 번 읽고 인생관
을 완전히 바꾼 분들을 주위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책으로 전하고 ! 
테이프로 전합시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단번에 세계를 뒤집을 . 
수 있는 빠른 시대가 바로 우리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 
우리가 바로 일어설 때입니다.  

다시 한번 새길 우리의 사명은   2)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설교록과 테이프 전반을   
소개하여 모든 면으로 진리의 사람을 만드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 이 진리를 조직 정리하여 나열하는 일도 우리 모두의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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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평생의 교훈과 목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약해 . 
주신 분명한 교리가 있고 진리의 요약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놓고 . 
많은 분들이 따지고 따져 뚜렷한 교리를 세울 때 우리 앞에 진행될 
복음 역사에 밝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칼빈의 교리서가 향후 여. 500
년 세계 교회가 눈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신앙노선이 된 것
같이 그러나 이 시대 이후는 백목사님의 교훈이 요약된 교리가 향후 , 
년이든 더 이상의 세월이 있던 예수님 재림 때까지 마지막 시대를 1
감당할 신앙노선이 될 조짐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힘쓸   . , 

분야 우리가 피땀 흘려야 한 대상을 잘못 정했고 잘못 상대하고 있, 
기 때문에 총공회는 안 할 싸움 안 할 노력 안 흘릴 피땀을 흘리고 , ,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개인이 받은 은혜로 흩어 버리고 각자의 . 
위치에서 이 진리를 이 시대에 전하기 위해 우리 할 일을 각자 찾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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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교리 교훈 요약 2. 

하나님을 향한 지식 가지 호 밤  1. 13 (132 1986. 1. 12. )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1) .
영원 자존 불변 사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2) .
영원 자존 전지 전능 하나님 우리 아버지  3) .
영원 자존 하나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꼭    4)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기로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영계와 우주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    5) 
든 것의 영원을 주권 의지로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

  6) 목적을 위해 예정대로 주권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7) 우주와 영계의 전부를 홀로 보존 관리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 

아버지      .
독생하신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사 우리의 죄 불의  8) , ,   
원수 이 모든 것을 담당시켜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칭의 화친       , , 
의 공로를 설정하사 우리 대속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형의 사죄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영생을 대속으로 주신 은    9) , , 
혜의 주님     .
신인양성일위로 부활하사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신인 친합 일행   10) , , 
이 이루어지게 기도와 역사로 힘써 이루시는 주님     .
대속하신 공로로 성령과 진리로 함께 역사하사 중생 성화 영   11) , ,
화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게       , , 
계속 힘써 만드시는 주님     .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충만을   12) 
영원 기업으로 주신 은혜의 주님     .
겨자씨 믿음의 계속으로 이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   13) 



주요 교리 교훈 요약             2. ! 419

하나님 아버지 호 주일오후 2. (118 1985. 4. 10. )

나를 낳아 준 하나님 우리 아버지  1) .
나를 영원히 사랑하여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  2) .
나를 영원히 안보하여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  3) .

  4)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영원히 양육하여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전부를 영원히 책임져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  5) .

  6) 영원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하여 줄 하나님 아버지  7) .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것 호 주일오전  3. (133 1986. 3. 9. )

하나님을 앎이 기쁘시게 함  1) .
  

성경 말씀을 앎이 기쁘시게 함   .⑴ 
성경 말씀을 들어 앎이 기쁘시게 함   . ⑵ 
성경 말씀을 배워 앎이 기쁘시게 함   . ⑶ 
성경 말씀을 외워 앎이 기쁘시게 함   . ⑷ 
성경 말씀을 생각하여 앎이 기쁘시게 함   . 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앎이 기쁘시게 함   . ⑹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앎이 기쁘시게 함   . ⑺ 

주님을 믿어 기쁘시게 함  2) .

양심이 믿어 기쁘시게 함   .⑴ 
지성과 이성이 믿어 기쁘시게 함   .⑵ 
신경 근육 피부가 믿어 기쁘시게 함   , , .⑶ 
이성 비판 평가가 믿어 기쁘시게 함   , , .⑷ 
욕심이 믿어 기쁘시게 함   .⑸ 
믿은 시청 언행이 기쁘시게 함   .⑹ 
믿은 결과가 기쁘시게 함   .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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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께 기도하여 기쁘시게 함  3) .

말 마음 행동과 자기 자체로 기도하여 기쁘시게 함   , , .⑴ 
감사 기도가 기쁘시게 함   .⑵ 
회개 자복 기도가 기쁘시게 함   ( ) .⑶ 
도고 의논 기도가 기쁘시게 함   ( ) .⑷ 
간구 기도가 기쁘시게 함   .⑸ 
기도 안에 있는 믿음이 기쁘시게 함   .⑹ 
바라는 계속 끊임 없는 소망 기도가 기쁘시게 함   ( ) .⑺ 

주님께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4) .

양심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⑴ 
지성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⑵ 
이성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⑶ 
욕심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⑷ 
이목구비 수족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⑸ 
직업이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   .⑹ 

  . 자기의 의식주가 순종하여 기쁘시게 함.⑺ 

가지 구속  4. 16
 
구원 근거 본질 가지  5

  
하나님의 목적인 예택 구원  1) .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 구원  2) .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구원  3) .
도선 인신하신 예수님 구원  4) .
신인 양성 일위의 사활 구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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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여 주신 자체 구원 본성 가지 8

죄에서 행방 자유 구원  1) .
사망에서 해방 자유 구원  2) .
마귀에서 해방 자유 구원  3) .
하나님 공심판 통과 하나님의 의 구원  4) .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  5) .
하나님을 향한 중생 구원  6) 
진리 영생 구원  7) .
영감 영생 구원  8) . 

구원 기업 본분 가지 3

제사장 직분 구원  1) .
선지자 직분 구원  2) .
왕 직분 구원  3) .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  5.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1) .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 받은 아들  2) .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 받은 아들  3)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  4) . 
우리는 하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생하는 아들  5) .

 우리는 만물의 고대 소망된 하나님의 아들 6) .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 왕이 된 아들  7) , , .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과 회개의 특권을 가진 아들  8) .
하나님은 목적 예정 창조 보존 섭리는 다 우리 위해 역사하    9) , , , , 
신 하나님의 아들     .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히 동거 동행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   10) 
님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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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조사할 가지 갈   6. 10 ( 6:6 10)～

나의 선생은 누구인가  1) ?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가 안 하는가  2) ?
나를 속이는 자는 누구인가  3) ?
현실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중 무엇을 존대하는가  4) ?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가 성령 주관으로 행하는가  5) ?
내가 거둔 것이 영생인가 영멸인가  6) ?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7) ?
심신이 낙심되는가 열심 내는가  8) ? ?
하나님께 순종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9) ?
모든 사물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중심과 위주인가 10) ?

겨자씨 믿음 눅 호 주일오전  7. ( 17:5 6. 132 1986. 1. 26. )～

  이 시간 내게 있는 악마와 죄와 마귀와 사망을 멸하고 나의 세상
을 양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전지 
전능한 영생력은 나의 현실에 가득 쌓여 있다 받아 가지면 된다 무. . 
엇이든지 자기 것 가지고는 못 가진다 다 내어 놓고도 겨자씨 믿음 . 
산 믿음만 가졌으면 뽑고 옮기고 심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모든 피조물을 상속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은 계속된다 현실에 . 
하나님의 영감에 직접 순종은 다 영생력이다.  

전 투 계   8. ( 17;9 14)～

세상은 전투하는 세상 우리는 전투자  1) , .
우리가 싸울 상대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곧 세상  2) , .
우리가 전투하는 목적과 소망은 영계와 물질계의 통일된 나라    3) 
를 다스리는 것     .
전투의 전법과 전술은 진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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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장소는 현장  5) .
전투 시간은 현재  6) .
전투의 실력과 배경은 진리 성령 예수님의 승리의 피공로 내    7) , , , 
가 보는 것의 전부 자기의 전부를 다하지 않으면 응원 부대는       (
응원이 없음     )
현실에서 승리하면 죄 사망 마귀 세상을 이김  8) ? , , , .
네 가지를 이긴 자는  9) ?

 예수님이 이기시고 얻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유업 받고   ,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음같이 앉게 됨    .⑵ 

회개 가지 사 눅 공과모음  9. 20 ( 1:18, 13:1 9. 1983. 2. 6.  ～
공과    6 7 8 ) ․ ․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  

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
이 되리라 사 ( 1:18)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 ⑵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⑶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게만 복종 할 것   .⑷ 

성경에 대해서  2) 

성경을 다른 독서량만치 읽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모든 독     ⑴ 
서량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것      .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에 있는     ⑵ 
것을 다 믿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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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으로 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성경으로 살 것   .⑶ 
성   ⑷ 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어디서나 지참할 것.

사람에 대해서  3)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만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하나님     ⑴ 
앞에서 대할 것      . 

   ⑵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것. 
사람에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여 사람에게 겸손할 것   . ⑶ 
사람을 조심 없이 대한 죄를 회개하여 사람을 삼가할 것   . ⑷ 

사건에 대해서  4) 

사건을 모든 사람들로만 의논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⑴ 
문의할 것      . 
인간 판단만을 상대 위주했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판단만     ⑵ 
위주할 것      . 

   ⑶ 사람의 지도만을 받은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지도만 받을 것. 
   ⑷ 도움을 가리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도움 받을 것. 

물질에 대해서  5) 

물질을 피조물에게서만 받은 인식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     ⑴ 
게만 받을 것      .
보관 저축주의로 살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보관하라는 것     ⑵ 
만 보관할 것      .
물질 주고 받은 것을 자유로 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라     ⑶ 
하시는 것만 줄 것      .
사욕대로 월권 남용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것     ⑷ 
만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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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가지 도적질 회개할 것 10. 

소유권 도적질 회개  
  

전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의 것으로   1) ,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으로   2) ,

용도 도적질 회개  
  

모든 것의 머리로 하나님 섬길 것   1) .
모든 것을 사용할 때 감사함으로 사용할 것   2) .
내게 수입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것임을 아는 표로     3) 
십일조 바칠 것      .
받은 바의 씨는 천국을 위하여 심을 것   4) .
받은 바의 양식은 내가 사용할 것   5) .

원수 마귀 호 주일오후 11. (100 1983. 12. 18. )

인간은 독존하지 못함  1) .
마귀에게 속하면 전부가 삐뚤어지고 하나님께 속하면 전부가     2) , 
옳게 됨     .
말씀에게 불순종하면 마귀가 와서 주장하고 불순종한 것을 회    3) , 
개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내주함     .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을 영접하는 준비는 기도뿐이다  4) .

기도 제목 가지 12. 15

기본구원 가지를 감사함으로 입고 살게 하옵소서  1) 10 .
  2)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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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로 충만케 하사 믿음으로만 충성하게 하시고 영육 강건을 주       
시고 범사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 
신앙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남녀 권찰님들 남녀 반    4) 
사님들 각부를 담당한 모든 직원님들에게 영육의 강건과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을 기쁘시게 충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
성경 공부와 기도와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사랑과 화평    5) 
에 힘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
완전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믿고 소망하고 순종하게    6) 
하옵소서     .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여 주시고 모든 이단과 고라의 당파를    7) 
멸하여 주옵소서     .  
믿음의 가정들과 국가와 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8) .
악의 세력들을 이기고 환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9) .
십계명을 다 지키고 더러운 음행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범   10)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 
교회 일에 열심하고 각자의 자기 일에 열심있게 하옵소서 11) .
항상 감사와 기쁨과 간절함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12) . 
부절히 회개와 겸손과 진실함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자라가게    13) 
하옵소서     . 
택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평강 중에 재림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14) .

 15)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할 은혜를 주옵소서.

말세에 대한 지식 가지 벧후  13. 7 ( 3:1 14)～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음  1) .
천지는 경건 성취되면 불사름  2) . 
주님의 심정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 년 같음  3) .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함  4) .
천지의 모든 체질이 불에 녹아지고 비밀이 드러남  5) .
의인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감  6) .
구원의 준비는 전심 전력을 재림 때의 것을 소망하고 거룩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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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을 이룰 것     .

 14. 연보 가지말 호 주일오전7 ( 3:7 12. 132 1986. 1. 19. )～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저주를 벗어나게 하는 길  1) .
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방편  2) .
땅의것을 죽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것으로    3) 
저축하는 방편     .
하늘에 있는 영원한 친구 곧 주님을 사귀는 길  4) .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 받는 길  5) .
의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주시기 위한 방편  6) .
영원 무궁세계에 좋은 터전을 마련하는 길  7) .

 15. 주일날은 제 계명 공과모음 공과( 4 , 1983. 4. 23. 10 )

매매하지 말 것  1) .
일하지 말 것  2) .
마음과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할 것  3) .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  4) , .
예배서 말씀과 성화를 받을 것  5) .
받은 은혜를 온 가족이 모여 새김질 할 것  6) .
남은 시간이 있으면 심방 전도할 것  7) . 



총3. 공회 관련 참고 자료           

역대 총공회1. 

회   차 연월일 총공회장 서 기 공회원 명/
제  회1 1966. 5.26 백영희 이진헌 11
제  회2 1970. 8. 4 “ 송용조 30
제  회3 1971. 3. 9 “ “ 35
제  회4 1973. 4. 3 “ 신도관 39
제  회5 1975. 3. 5 “ “ 47
제  회6 1978. 3. 6 “ “ 61
제  회7 1980. 3. 4 “ “ 67
제  회8 1980. 6. 2 “ 신구한 83/84
제  회9 1980. 7.18   
제 회10 1981. 3. 9 “ 신도관 101
제 회11 1982. 3. 2 “ “ 103
제 회12 1983. 3.12 “ “ 84(125)
제 회13 1984. 3. 6 “ “ 110
제 회14 1985. 3 .4 “ “ 152
제 회15 1985.12.20 “ “

1986. 3.17 “ “
제 회16 1987. 3. 2 “ “
제 회17 1988. 3. 7 “ “ 153
제 회18 1988. 9. 5 “ “
제 회19 1989. 3. 7 “ “ 154

총공회는 제 회까지 단일 공회로 이어졌으나 제 회 총공회에   19 20※ 
해당될 년부터는 총공회 노선이 분화되면서 현재까지 여러      1990
공회에 의하여 여러 형태의 총공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어느 계     . 
통으로 이어지는 총공회가 과거 제 회를 잇는 총공회가 될지 짐     19
작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점은 아니므로 당분간 더 지     
켜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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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원 졸업생2. 
 

회  차 연 도 성       명 졸업생수

제 회1 1980

장  렬 유차연 정수암 고장환 김철수 
김태희 김응도 신연범 정재성 이재순 
권오정..최재진..전성수.정경수..이종옥 
이종득 정재완 .박윤철.송종섭

명19

제 회2 1980
김영웅 전재수 천석배 이종희 김봉규 
김상곤 현창옥

명7

제 회3 1982
강행수 이병준 정풍섭 김명재 배종일
송용섭

명6

제 회4 1984
문석표 여헌영 박신찬 김정웅 김병춘 
신옥범 이동근 박영동 방영남 이상규
강대철

명11

제 회5 1985 김진태 조준영 서원균 백차인 신두범 명5

제 회6 1986 이석용 서천석 명4

제 회7 1987 이창환 김정식 김수복 명3

  

백목사님 생전 백목사님 지도하던 양성원을 정통으로 졸업한     , ※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년 이전 안수받은 분들은 양성원 시       . 1980
절 이전이었으므로 대부분 대한신학교를 다니고 안수를 받은        
분들입니다 대한신학교는 공회에서 양성원을 설립하기 이전까       . 
지 인정하던 유일한 교계 신학교였습니다     . 



목사 안수3. 
   

연 도 성          명 
1960 백영희

1965 백태영 김병도 백영익

1966 이재순

1968 백영침 신도범 송용조 박은석 서영호 

1973 김삼암 홍순철

1975 손오영 이동화

1978 이만기 신용인 장  렬

1980
박윤철 이종득 정경수 김철수 정수암 김응도 최재진 신연범 
권오정..유차연..정재성.이종옥..이재순..전성수..고장환 서영준 
정재완 송종섭 김태희 이종희 전재수 김영웅 천석배 송종관/ /

1982 김봉규 김상곤 배종일 송용석 , , ,

1984
이동근 강행수.박영동..현창옥.이병준 정풍섭 방영남 김명재
최재현/

1986
김진태 백차인 강대철 박상도 문석표 김병춘 김정웅 박신찬
신옥범 이석용 서천석

1987 정의진 안재남 여헌영 이상규 조준영 서원균 신두범

1989 정병준 박상도 한평회

   
※ 백목사님 생전 목사 안수 명단은 백목사님의 지도하에 어렵게 목  
사가 된 분들입니다 사후 안수는 여러 공회가 여러 형태로 안수     . 
를 하였으므로 연도별 표시는 하지 않고 교역자 전체 명단으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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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안수4. 
  

연 도     성           명                          

1970 신도관

1973 이동근

1975 신중수 김수길 신구한

1980
박노진 최세봉 조삼재 김무웅 석기정 김기수 진용택
김영수 박의근 이술이 강상영 백훈기 손성준 이춘영 
우인목 백도광 황길태 박영태

1981
전성근 정한봉 백종원 김찬수 박병근 김봉태 이준원
조희익 성선호 정경로 박병석

1982
정순환 홍종복 성정수 주덕원 이창수 김영석 이환봉 
이  형 김종삼 신종식 이성찬 

1983 김경문

1985
유병로 서원룡 김시원 고선규 최병선 배우진 윤만식 
류일벽

1987 성기정 권오옥 손헌배 구의남 박종범 서문행 김동근

1989
이상원 박호남 이윤재 조영일 정병철 진기권 박호구 
김정수 추은덕  정재우 .윤용철 김남집 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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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별 현황5. 

년 월 기준 작성되었으며 수정 연락은     2003 5 , (061-682-9800  pkist@pkist.net)             
   

목사님 명단

강대근  강대철  고삼용  고장환  구민완  권오정  김광주  김내한  김동억  김명재  

김문종  김병춘  김부호  김삼암  김상곤  김성도  김수복  김영덕  김영웅  김영채  

김영환  김요한  김용수  김윤수  김응도  김정웅  김종은  김종탁  김주석  김진태  

김춘도  김태범  김태희  김학현  김호경  김효성  노원기  류정현  류재룡  류차연  

마호인  문석표  문준집  박상도  박상돈  박성언  박신찬  박윤철  박준권  박태환  

박흥수  배종일  배한수  백광진  백도영  백명도  백복현  백석도  백소줄  백영침  

백차인  서영호  서원균  서원용  서윤호  석성유  손권식  손오영  송종관  송종섭  

신길범  신도관  신두범  신상만  신영철  신영학  신옥범  신화식  양진욱  여헌영  

예종길  오진형  오창연  우현룡  윤동혁  유진혁  윤오영  이강목  이광호  이도영  

이동근  이만기  이민영  이병준  이병철  이병호  이삼도  이상규  이순홍  이신영  

이영인  이원득  이원일  이은수  이재순  이종득  이종옥  이종일  이종출  이종희  

이진헌  이치영  이탁원  이해봉  이형칠  임상렬  장기상  장붕순  장  렬  전병두  

전성국  장신석  장영목  정경수  정기용  정동진  정병준  정우경  정재성  정재완  

정정표  조순길  조영엽  조준영  조태훈  천석배  최재진  최종원  최현수  한평희  

현창옥  황용극 

조사님 명단 ( )傳道師

고광철  구자희  김경수  김남수  김명환  김성민  김수경  김정부  김정호  김종선  

김태곤  김학현  김형렬  김희준  박경철  박인기  박인택  박재봉  박춘우  배종철  

백영기  소정훈  손  돈  손정복  송지영  신종기  유순열  윤병용  윤봉원  이미광  

이상호  이순호  이재희  임용식  임종국  장천룡  전병일  정광봉  정동출  정선균  

정영세  정종흠  정춘석  조일원  최광수  최종근  하영식

기타 교역자 외 목회자( )

장로님 박찬성( ) 

집사님 배종웅  이진희( ) 

기  타 백명희  백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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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회 주소록6. 
현재(2003. 5. 31. ) 

공회별 연락처

공 회 별     전        화      행정실 주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대구공회    대구시 서구 비산 동 송산교회053)561-7035     6 544-16 ( )    www.pgc.or.kr 

부산공회 부산시 서구 동대신 동 인산교회051)246-7760     1 382 ( )          Ⅰ  

부산공회 부산시 서구 동대신 동 이만기 서부교회017)589-3927     1 ( / )  www.chongkong.orgⅡ  

부산공회 부산시 동구 범일 동 동천교회051)633-3188     1 13678-3 ( )    www.pkist.netⅢ  

서울공회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교회02)424-0521      20-1 ( )Ⅰ  

서울공회 대구시 서구 비산 동 비원교회051)353-1383     7 1249-4 ( )Ⅱ  

부산지방

경남 울산( ,

포함)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부산지방 가곡동 부산 Ⅱ  055-735-4897
경남 밀양시 가곡동              

 621-3(8-11)

부산지방  거일 부산 Ⅱ 김수복 목사님   051-504-6447 
부산시 연제구 거제 동  1 317-21  

 14/6 

부산지방  거제동 대구  이형칠 목사님   051-503-9165 부산시 연제구 거제 동  4 676-86 

부산지방  거천 부산 Ⅰ 신상만 목사님   055-687-6129 
경남 거제시 옥포 동             2

 804-6(2/1) 

부산지방  광남 부산 Ⅱ 이민영 목사님   051-621-4183 부산시 남구 대연 동  3 30-3 

부산지방  괴정동 부산 Ⅱ 백명도 목사님   051-207-7921 부산시 사하구 괴정 동  4 563-12  

부산지방  길천 부산 . 백복현  052-262-1641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816 

부산지방  김해평강 서울 Ⅰ 박상도 목사님   055-324-9282 경남 김해시 삼정동  641-1 

부산지방  남명 부산 Ⅰ 백영기 조사님   055-356-5703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 리      1

 1101-3 

부산지방  남산 대구  서원용 목사님   052-273-0297 울산시 남구 야음동  694-36 

부산지방  남옥동 서울 Ⅱ 김동억 목사님   052-227-3927 울산시 남구 옥동  1392-20 

부산지방  남정 대구  신두범 목사님   051-248-2010 
부산시 중구 부평동 가 골   4 52-3

든오피스텔내  

부산지방  내외동 대구  예종길 목사님   055-321-2989 경남 김해시 내동 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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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다메섹 대구  김주석 목사님   051-264-4245 
부산시 사하구 다대 동  1 1549-2  

몰운대 동 A207 1107 

부산지방  대신 대구  김내한 목사님   051-243-8631 부산시 서구 동대신 가  1 203-6 

부산지방  동동 부산 Ⅰ  목사님   055-573-3645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         

 1454-2 

부산지방  동천 부산 Ⅲ 이치영 목사님   051-633-3188 부산시 동구 범일 동  1 1368-33/3 

부산지방  등대 부산 Ⅰ 백명도 목사님   051-255-7921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동 3 175-2  

청구빌딩 층  3

부산지방  만덕 대구  류차연 목사님   051-332-7543 부산시 북구 만덕동  818-35 

부산지방  모덕 부산 Ⅲ 이신영 목사님   051-302-5036 
부산시 북구 덕포 동             2

 24-45(21/4) 

부산지방  반구동 대구  이광호 목사님   052-291-2610 울산시 중구 반구동  689-1 

부산지방  반석동 부산 Ⅱ 전성국 목사님   051-783-3575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 동         2

 1291-538 

부산지방  복된 서울 Ⅱ 강대근 목사님   051-751-9133 부산시 연제구 연산 동  9 15-13 

부산지방  부감 대구  김정호 조사님   051-328-9843 부산시 북구 감전 동  2 132-1 

부산지방  산광 대구  김병춘 목사님   052-276-8487 경남 울산시 남구 달동  1377-7 

부산지방  산돌 대구  이병준 목사님   051-805-1688 
부산시 진구 전포동 협성   191-464

상가 층  APT2

부산지방  상남 부산 Ⅰ  055-354-8537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기산   

택지 10-4 

부산지방  새옥동 대구  김성도 목사님   052-276-8315 울산시 남구 옥동  18377-26 

부산지방  서광 개공회  이동근 목사님   051-247-8349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가 의   2 299

 5(4/6) 

부산지방  서부 부산 Ⅱ 서영호 목사님   051-243-9311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가  1 381 

부산지방  서부 부산 . 백명희 기타   051-243-9311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가  1 381 

부산지방  서전 부산 Ⅰ 박인기 조사님   051-802-6825 부산시 진구 전포 동  1 307-5 

부산지방  서정 서울 Ⅱ 이해봉 목사님   051-246-7081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가  1 35-4 

부산지방  서진 부산 Ⅲ 김형렬 조사님   051-266-6525 부산시 사하구 장림 동 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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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성광 대구  임상렬 목사님   051-245-4392 
부산시 중구 보수동 가 3 15-5    

 10-2 

부산지방  성남 부산 Ⅱ 장영목 목사님   051-642-7568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 동         2

 1263-9 

부산지방  성지 서울 Ⅰ 김요한 목사님   053-753-8505 부산시 수영구 망미 동  2 391-11 

부산지방  수영동 부산 Ⅱ 장기상 목사님   051-741-8178 
부산시 해운대구 우 동  2 1112-7  

삼주상가 층  3

부산지방  시산 대구  이삼도 조사님   055-356-2851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영 동      1

 1018 

부산지방  신정동 부산 Ⅱ  이병호 목사님   052-276-1617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 동        1

 703-6 

부산지방  양북 부산 Ⅱ 유순열 조사님  055-386-7828 
경남 양산시 북부동 양산   480-3(

경찰서옆 )

부산지방  연산동 부산 Ⅰ 최현수 목사님   051-869-4546 부산시 연제구 연산 동  7 669-14 

부산지방  영남 부산 Ⅰ 임용식 조사님   051-415-2514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가 2 48 

부산지방  진실로  서울 . 김복섭 목사님   051-292-0179 
부산시 사하구 신평 동           2

 611-7(5/1) 

부산지방  용호동 서울 . 정병준 목사님    051-627-9627 남구 용호 동  3 394-13 

부산지방  울산서광 대구  조준영 목사님   052-267-9658 경남 울산시 남구 옥동  258 -4 

부산지방  울천 부산 Ⅱ 김정부 조사님   052-274-2980 울산시 남구 야음 동  3 751-40 

부산지방  유곡 대구  김학현 조사님   055-573-8782 
경남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245-1 

부산지방  은산 부산 Ⅱ 정종흠 조사님   055-293-7676 
경남 마산시 회원구 석전 동      1

 261-1 

부산지방  새장유 부산 Ⅱ 조일원 조사님   055-338-1121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1106 

부산지방  전포동 부산 Ⅱ 김영환 목사님   051-819-8672 부산시 진구 전포 동  1 316-261 

부산지방  제자들 대구  김용수 목사님   051-302-0691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417-14 

부산지방  주형 대구  여헌영 목사님   051-343-5044 
부산시 북구 만덕 동  2 891-2

통 반   5 3

부산지방  진광 대구  윤봉원 조사님   055-542-5573 경남 진해시 경화동  1173-24 

부산지방  진산 부산 Ⅰ 신종기 조사님   055-884-6929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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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진성 대구  노원기 목사님   055-752-3948 경남 진주시 상대동 180-12 

부산지방  창천 부산 Ⅱ 김영채 목사님   055-288-0716 경남 창원시 명서동 154-11 

부산지방  충무동 대구  이삼도 목사님   055-542-5573 경남 진해시 충무 가 6 28-126 

부산지방  태광 대구  조준영 목사님   052-246-1697 울산시 중구 태화동  452-1 

부산지방  언양평화 대구  고장환 목사님   052-264-377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19-1 

부산지방  학장 부산 Ⅰ 류정현 목사님   051-318-4615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03-2 

부산지방  해광 대구  박재봉 조사님   055-322-6059 경남 김해시 삼방동  231-3 

부산지방  화평 대구  박준권 목사님   055-635-4536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503-2 

부산지방  후리 대구  고삼용 목사님   052-264-1410 
경남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566-1 

서울지방

경기 인천 ( .

포함)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지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서울지방  강동 부산 Ⅲ 손  돈 조사님   02-477-3323 서울시 송파구 풍납 동  2 503-10  

서울지방  강성 개공회  백도영 목사님   02-695-9177 강서구 화곡동  353-63 

서울지방  광안 부산 . 김종선 조사님   02-689-3516 경기 광명시 광명 동  4 158-1162 

서울지방  난곡동 대구  김영웅 목사님   02-858-7651 서울시 관악구 신림 동  3 646-94 

서울지방  당이동 서울 Ⅰ 박상돈 목사님   02-635-0453 영등포구 당산 가  6 306-1 

서울지방  동문 부산 Ⅱ 송종관 목사님   02-2234-9266 서울시 중구 황학동 1756 

서울지방  동서울 부산 Ⅱ 이은수 목사님   02-407-0839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덕   115-3 

수빌딩 층 층  3 /5

서울지방  동안양 부산 Ⅱ 김부호 목사님   031-424-542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 동    1

 1434-14 

서울지방  동은 대구  마호인 목사님   02-234-2391 서울시 중구 황학동  1 

서울지방  동중리 서울 Ⅰ 박흥수 목사님   031-835-7658 
경기도 연천군 왕징군 왕징면 동   

중리  478 

서울지방  문촌장로 서울 Ⅰ 한평희 목사님   031-918-4249 
경기 고양 일산 주엽 동 문촌 단   2 4

지 삼익 상가 A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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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방주 서울 Ⅱ 윤오영  02-693-4797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98-67. 

서울지방  번동 부산 Ⅱ 김진태 목사님   02-983-6526 서울시 강북구 번 동  3 183 

서울지방  사직동 부산 Ⅱ 이병철 목사님   02-735-6712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33-1 

서울지방  산본 부산 Ⅱ 김윤수 목사님   031-451-3339 경기 군포시 금정동  723-5 

서울지방  산성 서울 Ⅰ 김선기  032-545-6747 인천시 계양구 계산 동  1 944-18 

서울지방  상남 대구  김명재 목사님   02-822-0701 서울시 동작구 상도 동  4 244-126 

서울지방  새서울 대구   02-415-2926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80-2 (1  

층 ) 

서울지방  새소망 서울 Ⅰ 장붕순 목사님   031-835-5478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반  1

서울지방  서울 서울 Ⅰ 오진형 목사님   02-2606-0050 서울시 양천구 신월 동  2 474-7 

서울지방  선학동 서울 . 유진혁 목사님  032-814-1359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금호아파   

트 동 호  5 804

서울지방  성덕 대구  정재성 목사님   02-433-4174 서울시 광진구 중곡 동  3 181-12 

서울지방  송파 부산 Ⅱ 김명환 조사님   051-424-9192 서울시 송파구 송파 동 번지  1 91

서울지방  수산 부산 Ⅱ 김정웅 목사님   031-231-559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16-3 

서울지방  시산 부산 Ⅱ 정선균 조사님   031-494-3119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54-8   

대동빌딩 호  203

서울지방  아현동 부산 Ⅱ 김응도 목사님   02-364-5418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동 (1 )     

 415-17 

서울지방  동부장로 대구  배종일 목사님   031-386-5041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421-23 

서울지방  영성 대구  김희준 조사님   032-571-7837 인천시 서구 가정 동  1 508-16 

서울지방  예인 조영엽 목사님   02-419-583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01-16

지층   

서울지방  은평 장  렬 목사님   02-387-9243 서울시 은평구 응암 동  1 2-37 

서울지방  인산 부산 Ⅰ 이재순 목사님   032-422-2474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552-4 

서울지방  일천 부산 . 소정훈 조사님   031-968-070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06-27 

서울지방  잠실동 서울 Ⅰ 백광진 목사님   02-424-0521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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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장안동 부산 Ⅱ 이도영 목사님   02-2246-5828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동         2

층 314-4(3 ) 

서울지방  청량리 부산 Ⅱ 송종섭 목사님   02-2217-6106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동  1 645-1 

서울지방  충신 개공회  권오정 목사님   032-833-2247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84-77 

서울지방  충인 대구  전병두 목사님   031-261-1271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735-1 

서울지방  하계동 부산 Ⅱ 이진헌 목사님   02-975-8561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24-9(7/6) 

서울지방  하나 서울 Ⅱ 오창연 목사님   02-444-0817 
서울시 광진구 자양 동  3 227-262  

청아빌딩 층  4

서울지방  합정동 서울 . 김효성 목사님   02-3141-1728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4-1 

서울지방  효자촌 부산 Ⅱ 신영철 목사님   031-755-1631 경기 성남 수정구 태평 동  3

대구지방

경북 포함( )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대구지방  구전 대구  우현룡 목사님   054-333-3696 경북 영천시 화남면 구전동  40 

대구지방  달산 대구  장신석 목사님   053-553-0334 대구시 서구 비산 동  2 67-2 

대구지방  달산 서울 Ⅱ 배한수  053-553-2860 대구시 서구 비산 동  2 67-2 

대구지방  덕수 부산 Ⅱ 송지영 조사님   053-472-6553 대구시 남구봉덕 동  3 665-2 

대구지방  동성로 대구  신도관 목사님   053-471-3877 대구시 중구 공평동  49-5 

대구지방  두호동 대구  석성유 목사님   054-242-8308 경북 포항시 두호동  1053-8 

대구지방  비원 서울 Ⅱ 정우경 목사님   053-358-3801 대구시 서구 비산 동  7 1249-4 

대구지방  서성 부산 Ⅰ 백순희( ) 기타   053-628-4672 대구시 남구 대명동 1088-4 

대구지방  서성 부산 Ⅱ 김태곤 조사님   053-626-4157 대구시 남구 대명동 1088-4 

대구지방  송림 대구  김태희 목사님   053-323-0474 대구시 북구 읍내동  395 

대구지방  송백 대구  김문종 목사님   053-626-0691 대구시 달서구 송현 동  1 1999-3 

대구지방  송산 대구  최재진 목사님   053-625-8724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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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  수상 대구  이원일 목사님   053-762-7554 대구시 수성구 중동  492-3 

대구지방  수천 부산 Ⅱ 김태범 목사님   053-793-0467 대구시 수성구 가천동  519-1 

대구지방  신시동 대구  정기용 목사님   054-456-8291 경북 구미시 형곡 동  2 191-2 

대구지방  신일 대구  손권식 목사님   054-451-0691 경북 구미시 송정동  482-7 

대구지방  원동 서울 Ⅱ 정우경 목사님   053-357-5271 대구시 북구 노원 가  2 116-18 

대구지방  청도읍 대구  이종희 목사님   054-371-2843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 동      3

 267-1 

대구지방  충은 대구  김종은 목사님   054-465-0691 경북 구미시 오태동  42B 10L 

대구지방  침산소망 대구  최종원 목사님   053-356-2322 대구시 북구 침산 동  1 1448-1 

대구지방  파동중앙 대구   신영학 목사님   053-766-6129 대구시 수성구 파동 515-2 

대구지방  포양 대구  박신찬 목사님   054-275-6295 경북 포항시 학잠동  59-6 

대구지방  화전 서울 Ⅰ  054-632-2044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586-7769-910 

대구지방  무임 ( ) 대구  박윤철 목사님   053-614-1207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남동       

 224-50 

거창지방

합천 포함( )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거창지방  개명 부산 Ⅰ 정정표 목사님   055-942-7153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618 

거창지방  거남 대구  권오은 목사님   055-942-6294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구 1 923 

거창지방  도평 대구  윤동혁 목사님   055-942-6014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688 

거창지방  동산 대구  신화식 목사님   055-944-4015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산 21 

거창지방  무월 대구  하여식 조사님   055-944-1788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321 

거창지방  묘산 대구  김상곤 목사님   055-932-6092 
경남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15-6 

거창지방  봉산 대구  백차인 목사님   055-944-9289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원기   

동  472 

거창지방  봉천 부산 Ⅱ 서윤호 목사님   055-933-6235 
경남 합천군 봉산면 권빈리 구   1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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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방  성림 대구  이미광 조사님   055-942-3085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 리      1

 199 

거창지방  소망 대구  이원득 목사님   055-944-1663 경남 거창읍 대동리  672-3 

거창지방  신천 부산 Ⅰ 이종일 조사님   055-942-0789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461 

거창지방  원기동 대구  윤동혁 목사님   055-944-9289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원기동  

거창지방  위산 부산 Ⅰ 최광수 조사님   055-943-0174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375 

거창지방  창동 개공회  문석표 목사님   055-944-3172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8 

거창지방  창북 대구  정동진 목사님   055-944-4251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224 

남해지방

제주 포함( )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남해지방  갈화 부산 Ⅰ 정영세 조사님   055-863-3243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370 

남해지방  고현 부산 Ⅰ 윤병용 조사님   055-862-3375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6 

남해지방  금양 부산 Ⅰ 배종철 조사님   055-863-3045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014 

남해지방  남제주 부산 Ⅱ 배종웅 집사님   064-755-5096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 리  1 681-3 

남해지방  다초 부산 Ⅱ 이만기 목사님   055-863-1792 
경남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783-4 

남해지방  도마 대구  조태훈 목사님   055-864-2798 
경남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127-1 

남해지방  북림 대구  김종탁 목사님   055-864-21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동 2521 

남해지방  북제주 대구  임규완 목사님   064-783-7715 
제주도 북군 조천읍 신촌리       

 1916-4 

남해지방  서상 부산 Ⅰ 백석도 목사님   055-863-1792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514-1 

남해지방  제주새순 대구  최종근 목사님   064-744-4727 제주시 노형동  2532-8 

충청지방

대전 강원 ( ,

포함)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충청지방  기쁜 대구  김성민 조사님   043-648-1582 충북 제천시 청전동  497-21 

충청지방  남연 부산 Ⅱ 박찬성 장로님   033-372-4120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 리      2

 1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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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  동북 대구  강대철 목사님   042-623-7537 대전시 동구 삼성 동  2 347-6 

충청지방  명성 대구  전병일 조사님   042-527-2819 대전시 서구 변동 16-1 

충청지방  성정동 서울 Ⅰ 박태환 목사님   041-577-9649 충남 천안시 성정동  645-2 

충청지방  운학 대구  현창옥 목사님  043-848-4724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충청지방  천동 부산 Ⅱ 임종국 조사님   042-271-9789 대전시 동구 천동 175-1 

충청지방  청주 대구  이상호          043-234-627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 동      1

 196-35 

충청지방  청주소망 대구  류재룡 목사님   043-235-6909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60-9 

충청지방  충북 서울 Ⅱ 이정옥 목사님   043-642-5251 충북 제천시 동현동  231 

충청지방  충의 대구  현창옥 목사님   043-848-4724 충북 충주시 고현 동  2 1145 

충청지방  충천 부산 Ⅰ 김삼암 목사님   043-642-1188 충북 제천시 청전동 1004 

호남지방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 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호남지방  광은 대구  황용극 목사님   061-792-4939 전남 동광양시 광영동  763-9 

호남지방  광주동북 대구  정경수 목사님   062-262-9568 광주시 북구 우산동 번지  601-4

호남지방  금당 대구  신길범 목사님   061-722-177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664-2 

호남지방  대전 부산 . 이종출 목사님   061-683-7573 
전남 여천군 소라면 대포리       

 593-3 

호남지방  덕진동 부산 Ⅱ 김호경 목사님   063-254-017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        1

 1438-16 

호남지방  묘창 대구  문준집 목사님   061-686-3109 전남 여천시 묘도동  1376 

호남지방  성진 대구  이순호 조사님  061-745-1199 전남 순천시 상사면 응령리 41-3

호남지방  수평 부산 Ⅱ 이강철  (061)653-7934 전남 여수시 미평동  439-5 

호남지방  순남 대구  서원균 목사님   061-744-5026 전남 순천시 남정동 541-5 

호남지방  신풍 부산 Ⅲ 이영인 목사님   061-682-7833 전남 여천군 율촌면 신풍리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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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  여산 대구  천석배 목사님   061-662-8616 전남 여수시 공화동  . 977 

호남지방  옥천 부산 Ⅱ 김남수 조사님   061-772-6869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347-5 

호남지방  전주전은 개공회  권종택 목사님   063-272-57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95-80 

호남지방  조례 부산 Ⅲ 장천룡 조사님   061-722-9684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75-5

호남지방  천광 대구  손오영 목사님   062-521-7808 광주시 북구 용봉동  1356-5 

호남지방  청솔 대구   이순홍 조사님   063-857-9016 
전북 익산시 신동 청솔   142-111 

 APT 

호남지방  대구  서천석  061-753-5095 전남 순천시 가곡동  95 

미주지방 교회명 소속공회 교역자 직분 전 화 번 호 교 회 주 소

미주지방  미주서부 서울 . 박성언 목사님   313-923-3235 
 11924 S Leland Ave. Whittler,  

 Ca.90606  

미주지방  센트루이스 부산 Ⅰ 
 

00113144262428 

  St.Louis Presbyterian Church  

  2321 Buller Dr.St.Louis, Mo   

  63114  

미주지방  와싱턴장로 서울 .        목사님   206-5644162 
 7322 60th St. W#303 Tacoma,  

 Washington 93467 

미주지방  하와이동부 서울 . 조순길 목사님   (808)834-7113 
 1297 Ala Kopuna St.#103      

 Honolulu, Hi 96819 

미주지방  하와이서부 서울 . 이종옥 목사님   (808)833-5575 
 784 Kamehameha Highway     

 Teari,Hi 96782 

미주지방  
남가주 

우리교회 
대구   고광철 조사님 714-994-682 

 7799 Valley View St. # F103   

 La Palma, Ca. 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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