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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논문 발표회를 가지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여부와 상관없이 통일시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녘동포뿐만 아니라 

신 실크로드를 따라서 만주, 중국, 소련, 유럽까지 복음을 활발하

게 증거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통일이 될 경우 

70년 동안 다른 문화에서 살았던 우리민족의 정신적 통일은 가장 중

요한 문제입니다. 더욱 주체사상으로 세뇌된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신앙으로 정신적 통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습니

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현재 위기를 넘어 아포리아 상태에 직

면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영향으로 오직 기독교이어야 한다는 

신앙이 약해져 가는 현상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신자들의 자녀

들 까지도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후 가장 풍유한 때를 살

아가면서도 상대적으로 궁핍에 시달리고 있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신학교육은 현장은 외면하고 수 백년 동안 내려오는 틀 속에 갇혀 있

으면서도 변화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교회의 쇠퇴와 함께 교회분

쟁과 인수합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입니다.

더욱 권징재판은 영형기준이 없어서 소위 괘씸죄로도 목사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가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당

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통증을 느끼고 있던  법학박

사학위를 취득한 목사들이 뜻을 모아 종교법학회를 발기하였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개혁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을 이사 또는 회원으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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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면서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교계의 권징재판의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법리

로 외국사례와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므로 참석하는 분들이 분쟁방

지, 종식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으로 확신해서 초대합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사랑의교회와 참석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2015. 11. 9.

종교법학회 회장 유장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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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법정의 필요성

연세대학교 법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는 현재 사법부는 교회사건

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 현재 사법

부는 웬만하면 정교분립원칙에 따라 교회사건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징사건은 아예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

다. 교단에서 불법으로 출교면직해도 사회법정은 재판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출교면직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다.   

교단에서 불법재판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어서 억울해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재판으로 가면 종단의 자율권이라며 기각하

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미국처럼 교단이 상식적으로 결정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교단

은 형성된 지 겨우 100년 남짓하기 때문에 재판국원들이 법지식과 법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국원들이 판사들의 

형식만 흉내 내다 보니 불법, 오판의 재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그

러다 보니 인맥적, 지연적, 정치적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법원은 기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교단의 불법만 양산

되는 것이다.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다가 개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

회 총무 이다. 

2) 남형두, “종교단체 사건에 대한 사법소극주의 비판”, 대한변협신문,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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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구제나 선교에 투여되어야 할 헌금이 변호사에게 매년 수십

억이상 낭비된다. 그러므로 사법부의 소극주의, 불법재판 남용, 천문

학적 변호사비 탕진, 성서의 정신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

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법정의 출현은 불가피하다. 

이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거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도 않은 상태에서 즉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여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이

들을 정신적이라도 구제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서의 역사는 부실한 재판의 역사이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다니엘 역시 밀고자들로 인해 사자감옥에 갇히고, 바

울도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받아 감옥에 갇히고, 예수 역시 부당한 

재판을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이후에도 중세의 마녀

사냥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현실이 옛날의 현실이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도 전관예우, 무

전유죄, 유전무죄, 교단의 정치적 재판, 마녀사냥재판으로 인해 억울

한 재판이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성서의 정신과 신앙의 양심

을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일반 법정에서의 사법적 소극주

의와 천문학적인 변호사 낭비를 방지하고 기독교권위를 높이는 차원

에서 기독교 법정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러면 교회법정의 기원과 

설립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  

2. 교회재판소의 기원

교회재판소의 기원은 교권이 강력한 중세의 가톨릭에서 찾을 수 

있다. 중세는 교회의 권한이 왕권 이상 강했기 때문에 교회재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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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세속재판소와 다름이 없이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교회법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성직자의 경우는 민사사건, 평신도의 경우는 

혼인 등 비재산적인 사건, 계약, 유증 등의 사건, 십일조, 고아, 과부, 

십자군 전쟁에 나간 사람들 같은 세속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참

한 사람들, 이단을 위한 사건을 관장하였다.3)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교회재판소가 로마법과 카논법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었다. 주교제도가 확립된 뒤부터는 주교가 교회의 질서유

지와 신자들 간의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이 교회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기원이 되었다.4)

재판소의 권한은 신앙적인 문제나 교회재산 처리 등에 대해서만 

취급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나, 중세 이후 교황수위권의 대두 등

으로 교회의 권한이 더욱 커지자 결혼, 이혼, 미망인, 고아 등 세속의 

일반적인 사항에도 영향력을 미쳐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교회재판소는 교회의 규율이나 행정, 성직자나 교회 관련 기관들

이 주장하는 재산, 십일조와 성직록(聖職祿), 맹세와 서약 이외에 교

리분쟁과 관련한 이단에 관한 시비 등 모든 분쟁들에 대해서 재판권

을 지녔다. 이단들이 너무 강력히 침투하여 반드시 진압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교회재판소, 즉 종교재판소

(Inquisition)가 설치되었고, 평신도 군주들은 파문의 위협 때문에 이 

재판소가 아무리 가혹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대로 집행해야만 했

다5) 

3) 김상용, 서양법사와 법정책, (서울: 피앤시 미디어, 2014), 393.

4) 네이버 백과 사전.

5)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mtt_id=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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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에서의 교회법정

영국에서 교회법원은 11세기에 노르망디 왕조가 성립한 후에도 여

러개의 지방법원이 존재했다. 자치법원, 봉건법원, 교회법원, 상인법

원이 있었다.6)

자치법원(communal court)은 자치적인 인민공동체가 재판권을 행

사하였고, 사법기능은 민법, 행정기능과 분리되지 않았고 지방의 관

습을 따라 운영되었다. 도둑을 잡을 의무와 다리를 수리할 관습적 의

무는 인민에게 부과되었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형벌권을 부과하는 

등의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봉건법원은 봉건영주가 주최하는 법원으

로 장원내의 분쟁을 처리하였다. 한도 내에서 자치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할 수 있었다. 교회법원은 로마교황청을 정점으로 하는 기독교법

원의 체계에 속해있었고, 성직자의 규율이나 민중의 신앙, 결혼, 상속 

등의 사항을 관할하였다. 교회법원은 한도 내에서 일반법원의 관할권

을 배제할 수 있었고, 1857년 폐지될 때까지 친족, 상속에 관한 일정

한 관할권을 유지하였다.7)  

이와 같이 영국에서 교회법원은 결혼 및 상속 등의 가사문제에 대

한 민사관할권과 성직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였다.8) 

성직자에 대한 형사재판은 성직자특별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교회법원으로 이관하여 다스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법원의 재판

관할권은 왕립법원과 충돌을 가져왔고 결국 왕립법원이 승리하여 교

회법원의 가족 및 상속문제는 19세기 중반까지 교회법정에서 다뤄지

6) Ueda Jun, 박덕영 역, 영미법 입문 (서울:박영사, 2014), 12.

7) 위의책, 12.

8) 이상윤, 영미법, (서울:박영사, 20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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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9) 

4. 영국의 형평법 법정

영국에서는 이미 존재했던 보통법정이 있었지만 재판의 한계가 있

자, 형평법 법정을 발전시켰다. 영국의 형평법 법정은 15세기 보통법

(common law) 법원에서 얻을 수 없는 구제수단을 제공하면서 발전하

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고등법원의 대법관부(또는 형평법부)를 구성하

고 있다. 자신의 보통법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으나 보통법원에 의해

서는 구제를 받을 방도가 없는 경우, 원고는 형평법법원에 재판을 신

청하게 된다.10) 동 법원은 영국 연방의 몇몇 지역과 미국의 일부 주

에서 여전히 독립된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보통법은,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엄격한 부분이 많았고 점점 더 경

직되었으며 융통성을 상실하였다. 민사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구제수

단은 주로 손해배상의 지급과 토지나 가재의 소유권 회복에 한정되었

다. 이처럼 보통법 법원은 새롭고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여 구제

수단의 유형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를 거부했으며, 법률의 문언에 집

착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이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외에도 15세기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강력한 지방영주들은 배심원들을 매수하거나 위협하고 법원의 명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보통법 법원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져 나갔

다. 

그러한 이유로 패소하거나 또는 적절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소

9) 위의 책.

10) 이상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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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당사자들은 결국 국왕과 왕실회의에 대해 보통법의 엄격한 법 규

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덕과 양심이 요구하는 행위를 상대

방에게 강제할 것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청원을 받으면 국

왕은 보통 이를 대법관에게 보내 처리하게 했는데, 15세기경 대법관

은 형평법에 기초한 일련의 구제수단과 그러한 구제수단을 운용하는 

방책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보통법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절차가 바로 형평법 절차

이다.11) 여기서 형성되는 판례는 equity(형폅법) 라고 불리고, 동법원

은 equity 법원(형평법 법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판결기준은 정

의와 양심, 공평성이었다.

형평법 법원은 15, 16세기에 걸쳐 보통법 법원을 앞질러 극적으로 

발전했다. 17세기에는 보통법 법원의 법관들과 의회로부터의 반대가 

거세지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들은 형평법 법원이 보통법 법원의 영

역을 침범하는 데 분노했으며, 대법관은 손해배상 등과 같이 보통법

에 적절한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말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평법원은 보통법과 달리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 기독교법정의 판결원칙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5. 가톨릭의 교회법정

가톨릭교회법정은 오랜 전통을 가졌고, 일반법정 못지않은 효력과 

법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평판이 높고 교회법학의 박사들

이나 적어도 석사들이어야 한다.12) 교회법에 일가견이 있는 자들로 

11)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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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가톨릭에서는 어느 재판에서든지 단독 재판관은 2명의 덕

망 높은 성직자들이나 평신도들을 배심관들로 채용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13) 주교는 더 까다롭거나 더 중대한 사건에서는 3명 또는 5

명의 재판관들의 재판에 위탁할 수 있다. 재판의 대상은 자연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추구하거나 법률적 사실을 선언하는 것과 범죄 행위들

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는 것이다. 재판에 대한 것은 민

사소송사건과 형사소송사건들이 있다. 민사소송사건에는 성품의 유대

에 관한 소송, 혼인의 유대에 관한 소송이 있고, 형사소송사건에는 성

직자 신분에서의 제명처분의 형벌을 수반할 수 있는 범죄들에 관한 

소송, 파문제재를 부과하거나 선언하는데 관한 소송이 있다14). 

심급은 1심, 2심, 사도좌 대심법원이 있다. 1심법원에서 단독재판

으로 판결하였다면 2심법원에서는 합의제로 진행해야 한다.15) 교황은 

전 가톨릭 세계의 최고 재판관이다. 그는 사도좌의 통상법원이나 자

기가 위임한 재판관들을 통하여 재판한다. 가톨릭의 교회재판소는 오

랜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신도들은 교

회재판소에서 결정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으로 가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처럼 개신교 역시 천주교처럼 자체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사와 형사의 문제를 수용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교회재판소가 출현

할 때가 되었다. 

12) 교회법전, 1421조

13) 1424조.

14) 1425조.

15) 1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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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독교법정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1) 사법소극주의, 2) 변호사비 과다지불, 3) 세상법정

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정신, 4) 기독교 권위의 회복, 5) 비전문

가의 재판 방지, 6) 재판기간감축, 7) 실체적 진실규명의 이유로 필요

하다. 

상술했지만 한국교회의 분쟁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독

교법정은 세상법정으로서의 소송을 방지하여 성경의 정신을 실현하

고, 일반 사법부의 사법소극주의로 인해서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

되는 교회사건을 판단하고, 비전문가의 재판을 방지함으로써 법정의

를 실현하고, 재판기간을 단축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고, 공의

와 신앙양심에 입각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실추된 기독교의 정

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기독교법정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다. 

 1) 중재재판소로서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화해중재원 처럼 양측에서 합의하면 중재재판소로서

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사단법인의 형태로 출범하여 피고, 원고 양측

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중재법 제3조(정의) 1

항에 의하면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

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

차를 말한다고 규정한다.16) 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승낙하였

을 때 중재인의 판결에 임할 수 있다. 2항에 “중재합의”란 계약상

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16) 중재법, 3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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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 3항은 "중재판정부"(仲裁判定部)란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

을 내리는 단독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

을 말한다고 규정한다.17)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약점은 양측이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해야 하

는데 대립과 갈등인 상태에서 중재나 화해로 일을 해결하기에는 한국 

상황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화해중재원에서는 교회분쟁을 해결

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고 중재와 화해를 하는 경우가 아주 적다

고 한다. 이런 경우 기독교법정은 화해중재원보다 보다 적극적인 판

결을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법정의 중재재판국으로서의 단점은 한 

쪽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판결이 어렵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

교법정은 교단법정의 형식을 띨 필요성이 있다.  

 2) 교단법정으로서의 성격

기독교법정은 교단법정처럼 심급제도를 두고 교회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 원고와 피고는 양측 모두 사회법정

으로 가지 않는다는 서명이 있은 후에 이에 응하는 사람에 한해서 재

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단법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심

급제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교단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각 교단과 

우선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각 교단이 기독교법정의 판결을 인

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각 교단의 법적 비전문성으로 인

해 기독교법정에 위탁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독교

17) 중재법 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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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재심법정으로서의 성격

교단에서 신도들이 최종판단을 받았거나 일반 대법원에서 최종판

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서 다시 요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재

심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

다. 대체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대형 로펌이나 좋은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판단을 받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기

독교법정은 형식적 절차에 상관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

을 규명하여 늦게나마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교단이나 국가법원에서 선고한 것에 대해서 파기할 수는 없지만 

의견표현 정도(예를 들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재심법정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억

울한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여 늦게나마 누명을 풀어 정신적이나마 새

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

표현을 저널에 게재하면 사회법정도 보다 세련된 판단을 하게 될 것

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전도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8. 기독교법정의 원칙과 재판관의 구성

1) 판결기준

기독교법정의 판결원칙은 형평법원이 보통법원의 판결원칙과 다르

듯이 기독교법정 역시 판결기준이 일반법정과 달라야 한다. 일반 법

정은 소송절차를 중시하여 소송절차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만 기독교법정은 소송절차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에 목표를 두고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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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자연법적인 기준을 갖고 임해야 할 것이다. 즉 증거와 증언을 

통한 사실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형평법처럼 공의와 믿음, 양심을 토대

로 하여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사건인 만큼 윤리.도덕

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정법적 기준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기독교법정은 증거, 신앙, 성경, 양심, 자연법, 교회법, 

관습법적인 원칙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2) 재판국원들

기독교법정은 기독교인 법전문대학원교수, 기독교인 변호사, 기독

교인 판검사, 교회법 석박사, 교단재판국장출신, 신학교 교수 등 교회

문화에 전문성을 띤 사람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띤 재판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판결 범위

기독교법정의 판결범위는 교회와 관련된 행정소송, 권징사건에 국

한되어야 한다. 즉 교인총회, 목회자지위, 교인의 지위, 교회분쟁, 교

리, 신도와 목사의 권징문제 등이다. 양형은 각 교단의 헌법에 준하거

나 양형조항을 만들어 판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봉사, 기도

원 금식, 성경 일독, 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길로 양형을 규정해야 

한다. 비기독교인들과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의견표명 정도만 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선고 효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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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법정의 판결효력은 기독교법정과 협약을 맺은 교단에 국한

한다. 선고효력과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구하는 개인에게는 의견표

명정도로 제한해야 한다. 

5) 변호인의 문제

기독교법정의 변호인은 법무사, 변호사, 법학학사이상의 법전문인

으로 한다. 

6) 판결대상

판결대상은 기독교법정과 협약을 맺은 교단산하의 교회이거나, 교

단협약이 없을 경우 교인으로서 쌍방 분쟁이 있을 때 쌍방이 기독교

법정에 가기로 합의한 교인들이다. 또한 비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늦게라도 

규명하기 원하는 사람도 판결대상이 될 수 있다.        

    

9. 결론

기독교법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의 권위회복을 위하여 반드

시 필요하다. 먼저 기독교의 권위회복은 법정의 권위회복이 되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교인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이사 법정의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교회분쟁은 대부분이 신앙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

에 세속법정이 아니라 기독교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고 성경

적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는 모두 구제와 복음전파를 위해서 

쓰일 돈이다. 그리고 소송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패소한 사람은 지대

한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세상법정에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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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사건을 불신자 판사 앞에 가져가면 

기독교인의 권위만 손상될 뿐이다. 더군다나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타격을 입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다. 특히 사법소극주의 때

문에 기각사례가 높아지면서 불법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

법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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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교단재판의 부실로 인한 교계 사람들의 영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로 구성된 기독교법정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때이다. 교계는 비전문가로 인한 불법 재판이 비일비재

하고, 일반 법원으로 가면 대부분 기각을 당하고 만다. 그런데다가 개

신교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가 천문학적이다. 구제나 선교에 투여되어

야 할 헌금이 변호사에게 매년 수십억이상 낭비된다. 그러므로 사법

부의 소극주의, 불법재판 남용, 천문학적 변호사비 탕진, 성서의 정신

과 기독교의 권위의 추락으로 기독교 전문인들로 구성되는 기독교법

정의 출현은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상태이다. 

기독교법정은 그 판결방식이나 원칙, 재판국원ㄷ구성이 일반 사회

법정과 달라야 한다. 판결방식이나 원칙은 증거, 양심, 신앙, 도덕을 

포함하고, 재판국원도 기독교전문인으로 한정해야 하고, 일반법을 전

공한 교수들을 비롯하여 신학을 전공한 법학도들, 신학교수들이 대상

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법정은 불의의 재판을 미연에 방지하

고자 하거나 성서의 정신에 따라 세상법정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

들이다.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쓴 불신자들도 재심식으로 판단대상이 

된다. 결국 기독교법정은 성서의 정신을 실현하는 법정으로서 자리매

김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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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교회법 비판에 관한 소고

김 정 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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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1. 요약 

   2. 한국 개신교계의 교회법 문화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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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독일의 교회사학자 아돌프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

은 종교개혁의 혁명적인 본질을 신적인 교회법2)이 절하되었다는 사

실로 평가했고3), 독일의 기독교 역사철학자인 에른스트 트뢸치(Ernst 

Troeltsch, 1865-1923)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법의 영역에서 중

요한 혁신들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했다.4)

한국 개신교의 주류는 장로교이고 장로교 교회법은 신학적으로 개

혁주의 유산에 기초한 칼빈주의 교회법의 영향을 받았다. 올바른 개

신교 교회법 제정을 위해 참고할 비교법적 자료는 1차적으로는 외국

의 장로교 교회법이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개신교 교회법의 원리의 

기초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서 개신교 교회법의 초기 

형태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루터주의 종교개혁가들이 어떠한 투쟁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시기를 지

나면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루터주의 종교개혁가들

에 의해 비판이 되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법과 교권 구조의 폐해의 잔

재를 한국 개신교계나 교회법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으로서의 가치와 향후 한국 개신교 교회법전의 제정에도 중

요한 통찰을 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2) 이하 교회법이라고 하면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의미한다.

3) Adolf von Harnack, Das Wesen Des Christentums,「기독교의 본질」, 한

들출판사, 2007, 222면. 

4) Ernst Troeltsch, Die Bedeutung des Protestantismus für die Entstehung 

der modernen Welt「Protestantism and Progress」, translated by W. 

Montgomery, Beacon Press, 1958,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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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로마 가톨릭 교회법의 위상과 폐해

1. 정치적⋅법적 실체로서의 교회법의 존재 및 위상 

중세 세계에서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교회법은 막강한 위

력을 발휘하였다. 서유럽에서 교회의 권위가 강화되고 교회의 조직이 

체계화되어가면서 교회법은 단순한 영적 규율의 범위를 넘어 현실 세

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법으로 작용하였다. 혼인과 상속 

등 현세적인 문제조차 영적인 것으로 연관 지어 규정하고 있던 교회

법은 중세의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독일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

고 있는 엄청난 법적․정치적 실체였다. 교회는 독일에서 광범위한 영

적인 재판 관할권을 주장했다. 교회는 성직자, 순례자, 학생, 이단자, 

유대인,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 

예배의식, 교회재산, 교육, 자선, 상속, 구두 약속, 선서, 도덕적 범죄

와 혼인 등에 걸친 문제들에도 관할권을 행사하였다.5) 또한 교회는 

보다 세속적 권력에 속하거나 혹은 세속 권력과 동시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요구하였다. 교

회 법원은 교회법상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판

결하였고 사건들은 교회 법원의 심급에 따라서 상소되었으며 궁극적

으로는 교황의 법원에까지 갔다.6) 

1200년과 1500년 사이의 서양 세계에서 교회는 단지 비슷한 생각

5) Paul Johnson, A History of Christianity,「기독교의 역사: 2천년 동안의 

정신」, 김주한 옮김, 살림, 2005, 202면.

6) John Witte, Law and Protestantism: The Legal Teaching of the Lutheran 

Reformation, Cambridge Press, 2002,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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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교

회법도 신앙인들을 지도하기 위한 영적 훈련의 법전이 아니었다. 교

회는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통치하는 서양의 하나밖에 없는 보편

적 주권자였다. 교회법은 서양의 유일한 보편적 법으로서 유럽 전체

를 통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했다. 이 기간에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행사했다.7) 이 당시 교회는 법을 선포하고 집

행하는 힘, 문자 그대로 “법을 말하는”(jus dicere)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였다.8) 이러한 권한 행사는 교회를 그리스도교 제국의 입법자

인 동시에 재판관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 제국 전체에 걸

쳐 통용될 수 있는 일련의 교황의 교령, 교서, 공의회의 법령과 칙령

들을 공포하였다.

2. 교회법의 폐해 

교회법은 성례(sacrament)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는 인간 생

활의 모든 국면들을 상세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회법상의 

성례는 교회를 모든 도덕적 행위에 대한 사법권을 지닌 권위 있는 기

관으로 만들었고 성직자 계급의 특권적 신분과 세속 권력 대하여 우

위권을 내세우는 교회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역할을 하였다.9) 이 법은 처음에는 정의와 인간애의 원리에서 출

7) John Witte, From Sacrament to Contract: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30면. 

8) 교회적 관할권의 중세적 개념에 대해서는 Harold Berman,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221-224면.

9) Wallace Klipert Ferguson, Europe in Transition, 1300-1520,「서양근세

사」, 이연규·박순준 공역, 집문당, 1995,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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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그러나 마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세세하게 규제하

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개별적 행위

들을 상세하게 규제하려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교회법 제정자들은 포

괄적이고 종합적인 도덕 원리들을 도외시한 채, 많은 법규들을 끊임

없이 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의 발전을 크게 저해했으며, 사람

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멍에를 씌웠다. 교회법은 다가올 저 세상을 돈

과 결부시키고 교회법학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

포심을 조장하였다.10) 중세의 교회법은 교황 제도가 지니는 장단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11) 이 점에서 교황제도에 대한 비판은 곧 그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던 교회법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

고 볼 수 있다.12) 교황은 교회의 법 제정자였다. 절대적 권력을 통해

서 그는 기존의 교회법을 발전시키거나 특권과 사면을 허락함으로써 

임의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가능한 한 많은 청구권들을 사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해서 교황은 조직적으로 교회법적 장애들을 증가시켰다.13) 

교회법은 성직자들이 무슨 죄를 범하든 교회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교회법은 교황의 권리 주장들을 뒷

받침하는 막강한 근거가 되었다. 교회법의 독재성이 마침내 유럽의 

지식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신앙 문제에서 인간 입

법자의 감내할 수 없는 오만을 드러냈고,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했

으며 교황은 자신의 공식적인 무오류성에 힘입어 어느 때고 자신의 

10) Paul Johnson, 앞의 책, 260면.

11)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 6권, 683면.

12) 교황권과 교회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요한,「중세교회사」, 그리심, 

2003, 218-219면.

13) Karl Heussi, Kompendium der Kirchengeschichte,「세계교회사」, 손규

태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2004, 322,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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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교회법을 대체할 수 있었다.14) 이하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폐

해의 유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직자의 세속적 사법권으로부터의 면제 

성직자들은 그들의 직업이 지닌 성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모든 세

속적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들 계급의 가장 중요한 특권 가

운데 하나는 교회법에 따라 교회 법원에서만 재판받을 권리였다. 

성직자가 세속 법원의 사법권으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지니는가 하

는 문제가 세속 권력에 의해 제기되었을 때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유일한 거룩(Unam Sanctam)이라는 교령을 공포하였다. 중세 교

황의 교령 중 세속적 권위에 대한 영적인 권위의 우위를 가장 강력하

게 표명한 이 교령은 영적인 문제와 세속적 문제 모두에 대한 교황의 

우위권15)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재확인하였다. 이 교령은 로

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모든 인간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였다.16) 이는 법적 처벌에 있어서 불평등

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교황권의 남용으로 인해 중세 말기의 교황권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2) 교회법상의 유보제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교황들 가운데 처음으로 ‘교황의 성직 

임명 유보’(reservation)17) 혹은 교황의 직권적 성직 임명을 대규모로 

14)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5권, 684면.

15) 영적 우위권이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세속적인 주권을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 

16) Ferguson, 앞의 책,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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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했다.18) 특히 교황 클레멘트 4세는 성직 유보가 교황청을 방문하

는 동안 공석이 된 모든 성직과 성직록을 교황이 임명하고 수여할 권

한을 지니도록 법제화했다.19) 

1295년에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 법을 다시 확대하여서, 교

황청 방문에 나선 성직자가 이틀 이내에 죽으면 어느 지점에서 죽든

지 상관없이 그의 모든 성직록이 교황에게 귀속되도록 했다.20) 14세

기 동안에 교황권은 교회법상의 유보(Reservation)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권의 임명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노력했고, 종교개혁 1세기 이전부

터 교황은 각종 구실을 제시하며 어느 특정한 성직 수혜자에게 공석 

자리를 내어 주는 것이 교회의 권한임을 선포했다. 교황 요한 22세는 

교황의 비호 아래, 어떠한 특권이 유보되어있는가를 밝히는 일련의 

규율을 제정하였는데 교황청의 법률제정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요한 

헌장(Constitutiones Johanninae)은 교회의 모든 특권을 교황에게만 묶

어두는 효과를 가져왔다.21) 이러한 유보제도는 교황 요한 22세의 후

계자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교황

청의 성직 유보권은 교회법과 유럽 국가의 세속법 사이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빚곤 하였다.22)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가운데 하나는, 교황이 자리가 빈 

17) 유보 제도 또한 교황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교회법상의 제도였다.  

18) Philip Schaff,「교회사 전집」 6권, 85면.

19) Ferguson, 앞의 책, 288면. 교황의 성직 임명과 이에 따른 경제적 착취는 

독일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비판 되었던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

다. 

20) Philip Schaff,「교회사 전집」 6권, 85면.

21) Thomas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1, The Reformation in 

Germany from its Beginning to the Religious Peace of Augsburg,「종교개

혁사1」,이형기 ·차종순 역, 장로교출판사, 1990. 23면.

22) 위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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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에 후임자를 직접 지명하는 것을 통해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해 간 것이었다. 교황은 그의 완전한 권세에 입각

하여 모든 성직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교황 인노센트 3세가 시작했던 관행, 즉 교황이 직접 임명하는 성직

을 유보하는 관행은 13세기 동안 점점 더 늘어났다.23)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아비뇽 교황들은 유보된 성직의 범위를 크게 넓혀, 결국 그러

한 성직에는 대부분의 선출직(대주교, 주교, 그리고 수도원장의 직책

들)과 아주 많은 수의 하위직(임명직으로 통상 성·속의 후원자가 마

음대로 임면하는 참사회원이나 교구 사제)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성직 임명권은 교황이 교황청 관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교황의 수입을 증대시켜 주었다. 성

직들이 교황의 임명분으로 유보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성직 수임자

가 교회법상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채 성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그 성직들에서 발생한 수입은 교황청 재정으로 귀속되었다.24) 아비뇽 

시대에 교황들은 유보된 성직으로부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기간, 즉 

전임자가 죽은 때부터 그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오는 

수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아비뇽 교황들에 의해 줄곧 크게 확

대되고 더 체계적으로 부과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개 유보된 

성직에 부과되었으므로, 유보의 관행이 확산됨에 따라 함께 확대되었

고, 사실상 유보의 관행을 확산시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이들은 교황의 수입에서 큰 몫을 차지했고, 따라서 교황청의 재정 관

리들에게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교황에 의한 성직 임명제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은 지역에서 교구민들이 목자

23) Ferguson, 앞의 책, 287면.

24)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6권,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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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 방치되어 있거나 또는 성직 대리인에게 내맡겨져 있게 된 것

이었다.25)

(3) 교회법상의 특별면제 제도

한편 교회법을 위반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

이 특별면제(dispensation)26)가 부여되었다.27) 즉 금지된 촌수 내의 혼

인을 허가해 주고, 2개 이상의 성직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회법의 제

한을 없애주며, 무역이나 혹은 여타의 부당한 이익확보에 대해 허가

를 해주고, 고리 대금업자를 사면하고, 사생아를 적자로 인정하며, 그 

밖에 비슷하게 교황의 완전한 권세에 입각해 특별히 허락해 주는 사

안들에 대한 대가로 온갖 사례금을 받아들였다.28) 교황은 항상 자신

이 만드는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교황은 법 

위에 있는 법 혹은 절대법이었으므로 교회법상의 특별면제 제도는 목

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황 자신이 교회법보다 우위권을 가

질 수 있었다.29) 평신도와 사제에게 하사되는 모든 종류의 특허와 특

별면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적법한 혼인 밖에서 태

어난 사제, 자신의 성직록에서 떠나 있기를 바라는 사제, 법정 연령 

이전에 임명받고자 하는 사제가 모두 특별면제를 받아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다.30) 비교적 큰 액수는 교황청 재정과 추기경

25) Ferguson, 앞의 책 , 288-289면.

26) 가톨릭 교회법상의 용어로는 관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Lindsay, 앞의 책, 27면.

28) Ferguson, 앞의 책, 290면.

29) Lindsay, 앞의 책, 23면.

30) 특별면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은 Owen Chadwick, The 

Reformation, 「종교개혁사」, 서요한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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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으로 곧장 들어갔다. 작은 수수료들은 공증인들과 문지기들과 

추기경 개인들과 그 밖의 관리들에게 건네졌다. 이런 중개인들이 손

을 벌린 채 긴 줄로 서 있었다. 오늘날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한 마디

로 정교한 뇌물 체계였다.31) 특별면제라는 교회법상의 제도는 비록 

형평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제정된 제도였지만 이는 재량권의 남용의 

여지가 있는 제도였다. 특히 이러한 특별면제제도는 금전으로 권리를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법질서의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심하게 훼

손하는 법제도였다고 볼 수 있다.

(4) 부패한 교권중심의 사법제도

교황청 최고 법원(Roman rota)은 일상적인 사법 업무를 수행하였

다. 교황청 조직 가운데 어느 분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달한 분야는 각종 법률 소송을 다루던 분야였다. 교황청에는 각종 

청원과 불평을 들어주고, 판결을 기록하고, 판결을 집행하는데 필요

한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된 서신들의 사본을 보관하는 복잡한 조직

이 있었다.32) 로마 교황청은 전 서방교회에서 가장 높은 항소법원이

었다. 이것은 법률사업에 관련된 막대한 금액의 돈거래를 의미했으

며, 필연적인 법률적 경비지출을 뜻했다. 교황청은 주교나 대주교 법

원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재판까지도 기필코 이곳까지 끌

어 오곤 하였다. 이러한 재판과정은 교권적이고 재정적인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재판 업무가 대부분 로마에서 진행됨에 따라 막대한 돈

1999, 11면. 

31)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 6권, 88-89면.

32) Richard William Southern, Western Society and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중세교회사」, 이길상 옮김,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128면.



제1회 종교법학회지 ▮ 37

이 로마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교황은 가난한 소송 당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가 부과되었

다.33) 교황청은 서유럽의 최고 재판소가 되면서 과거에는 꿈도 꿔보

지 못했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항소 건이 

교황청에 도달했다. 항소자들은 돈과 시간만 있으면 아무리 하찮은 

사건이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제후들과 왕들, 참사

회들과 주교들, 수도원들과 대수도원장들로부터 항소가 쏟아졌다. 교

황청은 항소 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에게서 마르지 않

는 수입원을 발견하였다.34)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으로부터 거대한 양의 소송 업무가 교황청 

대법원으로 몰려들어오자, 교황청은 일단의 사무직원들을 필요로 했

으며, 이들에 대한 월급은 유럽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유보된 성직록

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 당사자들이 내는 소송비

용이나 뇌물로 충당하였다. 교황청의 법원은 악명 높은 느림보, 강탈

자, 금전만능의 세상이었다. 모든 서류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손을 

거쳐야 했으며, 각 단계마다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불했으며, 소

송비용도 교황청 대법원이 정하는 액수에 따르더라도 이미 과도한데, 

공식적인 조견표 이외의 비정규적인 수수료가 수없이 가산되어서 산

처럼 높았다. 로마교회는 특권, 특별면제, 성직록 구매 등의 업무가 

수행되는 곳이었으며,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부서에 간청하고 다녀야 

하는 비정한 곳이 되어 버렸다.35) 

33) Lindsay, 앞의 책, 28-29면.

34) Philip Schaff,「교회사 전집」5권, 696면.

35) Lindsay,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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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

루터는「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에서 로마 가톨

릭 교회법에 대한 반감을 다음과 같이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교황이라는 직책과 그의 법령에서는 좋은 것이 나와 본 일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황의 영적 법령에는 경건

한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이 될 만한 것이 단 두 줄도 없고 더구나 그릇

되고 위험한 법령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

.”36)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루

터의 비판은 교회법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반감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하에서는 루터가 비판했던 교회법상의 제도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

다. 먼저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이

어서 재산권적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회법

상의 제재였던 파문37)의 남용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을 검토한 후 루

터주의 종교개혁가들이 왜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그토록 강하게 비판

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평등의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교회법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직자 우위중심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

었다. 성직자와 관련된 문제는 교회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에 따라 세

36) Martin Luther,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독일 기독

교 귀족에게 고함」, 원당희 옮김, 세창미디어, 2010, 93-94면.

37) 현대적인 개신교 교회법상의 용어로는 출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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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법적 처벌에서 성직자가 면제됨으로 인해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

등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영적 권위를 세속 권

위보다 우위에 두는 교회법적 현실에 대한 루터의 비판과 루터가 제

시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사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영적 권위를 세속 권위보다 우위에 두는 교회법

로마의 교황주의자들38)은 세속 권위가 그들을 억누를 때, 세속 권

위는 그들을 제압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반대로 성직자의 권위가 세

속 권위 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39) 그들은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 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들, 군주들, 직공들, 농부들

을 세속적 계층이라고 불렀다. 교회법은 성직자들의 자유와 생명, 재

산에 대해서는 너무 높게 관심을 두었던 반면에 평신도는 그들만큼 

영적이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

럼 취급해왔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이는 단지 인간의 법과 조작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라

고 비판하였다.40) 교회법은 “설령 교황이 큰 무리의 영혼들을 악마

에게 넘겨줄 만큼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할지라도, 그를 파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41) 루터는 로마 교회가 이 가증스럽고 사

악한 근거에 따라 모든 체계를 세웠다고 비판하였다.  

38) 이 용어는 루터가 교황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

다. 

39) 이것의 법적 적용은 성직자가 세속법의 관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인데 이른바 교회법상 특권(previlegium fori)이라 부르는 것이다. 

40) Martin Luther,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17-18면, 25-26면.

41) Decretum of Gratian, Dist. XL, C. Ⅵ, Si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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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에 관한 신학사상의 법적 적용: 차별 없는 법적 처벌

의 요구

루터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계층에 속하며, 그들 사이

에 직무상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었다. 세상 정부가 성직자

를 제압하지 못하며, 그들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법적 주장은 옳

지 않고 세상 정부는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상 권력은 악한 자

들을 징벌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므로, 해당자가 교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 수도사, 수녀들, 그 

밖의 누구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교의 전체를 통하여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

황이든 주교이든 사제들이든 고려치 말고 벌을 받아 마땅하거나 필요

할 때에는 처벌하고 죄과를 물어야 했다.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

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벌을 면할 충분한 이유는 없고 

죄가 있는 곳에서 벌로부터 도피할 길은 없다고 주장하였다.42) 루터

는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사상을 세속법의 영역, 특히 법적 처벌

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법적용에 있어서의 평등’이라는 

영역에 적용하였다.

2. 재산권적 가치를 침해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

(1) 교회법적 탈법행위를 통한 재산권 수탈에 대한 비판

루터는 교황청이 교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영지들

을 보유할 수 있는 탈법적 수단들을 고안해냈다고 비판하였다.43) 교

42) Martin Luther, 앞의 책, 19-27면.



제1회 종교법학회지 ▮ 41

회법에 따르면 두 교구나 두 주교구 등이 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보

유할 수 없는 인콤파티빌리아(incompatibilia)라고 불리는 몇 개의 영

지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로마 교황청과 교황은 거기에 연합(unio)

과 합병(incorporatio)이라는 주석을 달아 교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

다. 즉 많은 인콤파티빌리아들을 통합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성직록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해서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였다. 따

라서 그런 주해를 교황과 그의 서기관에게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교황청과 교황 자신이 

교회법 자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비판이

라고 볼 수 있다. 교황은 또한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부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다타리우스(Datarius)

의 집이었다. 영지와 성직록을 거래하려는 사람은 이곳을 통해 교회

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불

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들도 합법화 되었다. 따라서 루터

에게 있어서는 모든 교회법이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제정된 것처럼 

보였다.   

(2) 교회법상의 유보 제도에 대한 비판

교황은 또한 ‘심정의 유보와 전권에 의한 자기규정’이라는 교회

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성직록을 얻게 되었을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나타나 이

미 제공된 성직록을 원하는 경우, 교황은 그 성직록을 처음 사람에게

서 빼앗아 그에게 주었다. 만일 사람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면, 교

황은 '자신이 이제까지 그런 영지에 관해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은 없

43) 위의 책, 52면,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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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그것을 가슴과 심정으로 자기 자신과 절대권능에 의거하여 유

보했다'는 교묘한 답변으로 합리화하였다.44) 또한‘허위적인 심중 유

보’(reservatio pectoralis)45)라는 조항을 통해서도 교황은 재정적 수탈

을 단행하였다. 루터에 의하면 '유보 제도'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쌍한 양심의 소유자들을 함정과 혼란

에 빠지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교황은 모든 교회법을 그 자신의 마

음 속에 두고 있어서, 법적 현실에 있어서 교회법은 책 속에 들어 있

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달

려 있었다. 어떤 사안이 간혹 교회법에 철저히 기초해 있을지라도, 교

황은 항상 자신의 뜻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법이 교

황의 마음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46) 이를 오늘날의 교회법적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사안에 적용될 교회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

것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주체가 주관적 의도를 많이 개입

시킬 경우 올바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3) 교회법상의 특별면제 제도에 대한 비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에 관한 교회법상의 장애사유들을 관대하

게 처리해 주는 공식적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당사자들이나 그 자녀들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였다. 당사자들은 금

전을 제공하면 교회법상의 장애사유들부터 특별면제를 받을 수 있었

44) 위의 책, 54-55면.

45) 특정인에게 어떤 직무를 넘기려는 교황의 무언의 의도. 심정의 유보, 전

권에 의한 자기 결정, 마음의 상자의 개념이 모두 이와 일맥상통한다.

46) Martin Luther, 앞의 책, 68-69면, 130-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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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한 성직자들은 면제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어떠한 장애사유이든 상관

없이 관대하게 해제시켜 주었다. 성직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

애사유들에 대한 특별면제를 하면서 받은 뇌물에 대해 종교개혁가들

은 신랄한 공격을 하였다. 루터는 그 당시에 ‘돈으로 합법화할 수 

없는 혼인의 장애사유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이러한 규칙들은 돈을 긁어모으고 인간의 영혼들을 

올가미에 잡아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하였

다.47) 이러한 남용은 신성한 목회자의 직무를 더럽힐 뿐 아니라, 부

자들에게만 장애사유들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축시키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특별면제에 대한 비판이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보다 법규

정이 원칙에 따라 집행되지 않을 때 초래되는 법적 결과들에 대한 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집행의 주체가 법원칙을 설정해 놓고 이에 

대해서 금전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이라는 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

래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의 대량 상실이다. 법이 이렇게 운용될 

경우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법규정을 탈피

하려는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 속에서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법을 계속 만들어낼지라도 법을 집행하는 주체가 

그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 법으

로부터 탈법의 여지가 가능하도록 운용한다면 그 법은 본연의 기능을 

47) Martin Luther, “교회의 바빌론 포로”,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루터저작선」, John Dillenberger(ed), 이형기 역, 크리

스챤다이제스트, 1998.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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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없게 된다.

3. 교회법상의 파문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한 비판

(1) 문제 상황 

당시 독일에서 흔히 남용되던 성직자의 권한이 파문권의 행사였

다. 원래 만성적인 부도덕을 교정하기 위한 종교적 징계였던 파문은 

이제 전혀 대수롭지 않은 빚, 법정 비용 또는 행정 비용의 미지불에 

대해서도 독일인을 괴롭히는 수단이 되었다. 일부 성직자는 가난한 

교구민들에게 파문으로 위협하여 매주 교구의 제분업자, 숙박업자, 

제빵공, 제화공, 대장장이, 재단공, 목양업자, 목축업자 그리고 그 밖

의 수공업자들로부터도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는 파문을 심각하게 두

려워했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평신도로부터 생명의 피를 빨아 먹

고 있다고 제후회의 참석자들은 불평하였다.48) 교황들이 파문의 위협

을 통해 강화시킨 수입원들의 종류는 모든 성직자들에게 부과되는 십

일세인 직접 소득세, 일정한 촌수 내에서는 혼인을 금지했던 교회법

의 조항들에서 면제시켜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무자격 성직자가 

성직록을 받는 일에 대한 교회법적 제한들을 제거해 주거나, 교회법

이 허용한 범위를 초과해서 재산을 축적한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고리대금의 죄에 대한 사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 등이 

있었다.49) 교회법상의 파문 제도는 그 본래의 법적 취지와는 다르게 

48) Steven Ozment, Protestants: The Birth of a Revolution,「프로테스탄티

즘: 혁명의 태동」박은구 옮김, 혜안. 2004., 49-50면.

49)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개혁의 

시대: 중세 말의 지성 종교사와 유럽의 종교개혁」, 손두환, 강   정진 

역, 칼빈서적, 198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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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착취의 수단으로 오용 및 남용되고 있었다. 

(2) 루터의 비판 내용 

루터는 영적 고위층이 행사하는 파문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했다.50) 루터에게 있어 파문에 세속적 권력을 사용하는 것

은 성서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파문이 부당하게 부

과될 때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교회법에 의해서도 금

지되고 있었다. 당시의 교회법은 “파문은 독약이라기보다 치료약이

므로 그것은 그것에 예속되는 사람이 그것을 멸시하지 않는 한, 개선

을 위해서만 처벌하고 파멸을 위하여 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모

든 영적인 재판자는 파문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51)고 규

정하고 있었다. 교회법의 본문에 따르면 파문은 매우 조심스럽게 파

문을 당하는 사람의 개선과 치유를 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직 겁을 

먹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파문으로 두

려움을 일으키고 그것에 위엄을 부여하였다. 영적 권위자들은 파문을 

행사하며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

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스도인 특히 영적인 고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이러

한 행위는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는 동시에 교회를 두려움의 

포로로 만들려는 자신들의 맹목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의도를 드러내

50) 이하의 내용은 Martin Luther, “파문에 관한 논문”, ｢루터선집」8,지

원용 편집, 컨콜디아사, 1985. 29-50면.

51) Decretalium D. Bonifacii Papae VIII, Lib. V, tit. XI, De Sententia 

Excommunicationis, C. I. CIC 2: 1093, 위의 책, 38면(각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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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 폭군들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파문의 선함과 유익을 숨

기고 또 그것을 악용하였기 때문에, 파문에 대한 두려움은 평민들을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영적 재판자

들의 압제적인 위압과 위협들을 통하여 너무나 거대하게 되었다. 고

위 성직자들, 주교들, 그들의 관리들은 파문을 조급하게 사용하지 말

아야 했다. 루터가 볼 때 파문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법과 많

은 명령들을 제정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루터에게 있어 

많은 법들을 제정한다는 것은 가련한 영혼들에 대하여 많은 올가미를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당시에 파문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특히 거물들일 때,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방치함

에 대해 비판하였다. 

루터는 파문은 성서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곳 외에

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파문은 올바른 신앙

을 가지지 않은 자나 공적인 죄를 짓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만 사용되

어야 하며, 현세적인 재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재의 

사태는 전도되어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파문이 다른 사람들을 착

취하고 모독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며, 모든 파문은 현세적인 재산을 

위해서만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적 불법이야말로 재산 축적의 

근원지라고 비판하였다.52) 파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인권이 제재

의 성격 및 목적과 관계없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법의 

제재가 본래의 제정 목적이나 취지와 무관하게 실행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4. 교회법 전반에 대한 루터의 비판과 이유

52) Martin Luther,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98-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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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루터가 교회법에 대해 비판한 개별적인 영역들을 살펴보

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비판의 이유라는 측면에서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53)

첫째, 루터는 교회법이 교황의 폭정을 조장한다고 비판하였다. 교

회법학자들은 교황을 세상의 주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겼다. 따라서 교황은 무제한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

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보편 공의회조차 교황권에 효과적으

로 저항할 수 없었다. 교황과 그의 사절단은 성서, 전통, 공의회의 교

리에 따라 살지 않고 법의 규칙들을 그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파

괴하고 변화시키고 제거하였다. 그는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도 교회법

을 폐기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독일 민족들도 교회

법관련 서적들을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루터는 특별히 불의를 

야기시키는 사건에 있어서 교황과 그의 사절단이 형평이라는 명목 하

에 특별면제를 허용하면서 자의적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중세 교회법을 형평의 모체라고 불리우게 했던 이 특별면제

라는 제도가 루터에게는 교황을 폭군의 아버지로 만들게 하는 것이었

다.

둘째,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법은 남용적이고 자기 숭배적이었다. 

수 세기 동안 교회법학자들은 성직자들에 관한 일련의 특권과 면제들

을 만들어 왔고 세속권력에까지 그러한 관념들을 주입하였다. 따라서 

지역 성직자들은 그러한 특권들을 이용해 수많은 재단과 기부로 유지

되는 면세 재산을 거대하게 축적했다. 이렇게 축적된 재산을 가지고 

교회는 성직자의 사치스런 삶을 조장하였다. 세속 권력이 이런 관행

들에 도전하면 지역 성직자들은 그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그 사건을 

53) Witte, Law and Protestantism,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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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법원으로 보내고 지역 교회 법원은 다시 파문과 성사금지령의 

위협으로 세속 재판관할권을 강탈하여 그들의 영적인 범위를 넘어서

는 사람과 문제에 대하여 교회법을 적용하였다.  

셋째, 루터에게 교회법은 탐욕과 착취의 도구였다. 교회는 사치스

러움과 서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거운 성직 취임세와 십일세, 종교

적 세금을 독일 민족들에 부과하였고 성인들의 유물과 장례의식, 성

지순례 등을 고안해 사람들의 재산을 사취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루

터가 보기에는 뻔뻔스러운 강탈과 사기행각이었다.

루터에게 있어 교회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본

래 목적과 모순되는 것이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법적 권

위를 교황이 아니라 제후들에게 맡겼고, 제후들은 세속권력이 사회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도

록 부름을 받은 신적 대리자였다. 따라서 교회법을 공포하고 강화함

에 따라 교황과 주교들은 제후들의 권위를 강탈한 것이었다. 1520년 

초기에 루터는 모든 법적 권위들은 성직자들이 아닌 세속 권력에 맡

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5. 교회법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비판

교회법의 폐해는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았다.54) 멜란히톤은 1521년에 성직자들은 교회의 특권, 그

들 자신의 수입에 관해서 그들 자신들을 위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것은 불경건하고 놀라울 정도로 폭군적인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마치 

어느 누구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서도 세상의 지배자인양 행세하고 있

다고 했다.

54) 위의 책, 60-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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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반응이 멜란히톤의 동료 신학자이자 법학자인 유스타스 요

나스(Justas Jonas)로부터도 흘러나왔다. 그는 1521년 비텐베르크대학 

교회법 교수로 임명되었는데, 임명 직후에 그는 교회법이 자기 숭배

적인 악취를 풍기고 있고 성서적 진리를 배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교회법 교수직을 포기했는데, 루터와 멜란히톤이 개입하여 신학부 교

수직으로 임명되었고, 거기서 교회법에 저항하는 강의와 설교들을 꾸

준히 행하였다.

몇몇 종교개혁가들도 심각한 불의를 야기하는 개별적인 교회법 규

정들의 축출을 촉구하였다. 뉘른베르크의 개혁가 벤체스라우스 링크

(Wenzeslaus Linck),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가 볼트강 카피토

(Wolfgang Capito)는 성직자의 세속법상의 소추로부터의 면책 특권의 

폐지와 과세 및 부역, 다른 시민적 의무로부터의 면제의 폐지를 강력

히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한 특권들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인간의 

본성과 이성에 반하고 공동체에게 광범위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보았

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직자 또한 세속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

들처럼 세속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란시스코 수도원으로부터 나온 요한 에벌린 폰 귄츠부르크

(Johann Eberlin von Günzburg)는 황제가 교회법의 남용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비판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적 사안이 항상 로

마로 상소되는 것, 교회법 규정으로부터의 용이한 특별면제, 성사 금

지령과 파문의 과도한 사용, 교회의 직책 및 교황청 법원의 인원과 

재정의 과도한 증대, 교황에게 성직 취임세를 내는 것, 면벌부, 수도

원이나 자선기관의 재산 축적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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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과 결과

루터의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을 몇 가지의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루터의 교회법에 대한 비판이 로마 

가톨릭 측의 종교재판을 야기시켰던 점을 고찰하고, 두 번째는 루터 

및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 종교개혁을 거치

면서 가시적으로 어떤 긍정적 변화들을 가져왔는가의 측면을 살펴본

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적 관할에 속해 있었던 영역들에 자신들의 신학을 적용하면서 법제

화 시켜나갔던 루터주의 교회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 루터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회법과 관련된 법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서는 루터의 

로마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한 로마 교황청의 

기소, 루터에 대한 심문과 보름스 제국회의에서의 재판의 사건

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루터에 대한 로

마 가톨릭의 종교재판 사건과 루터의 대응이 갖는 헌법적인 의

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카예탄 추기경의 심문과 루터의 공의회 항소 

로마 교황청에서는 1518년 5월 혹은 6월에 루터에 대한 소송이 시

작되었는데 교황청 주교인 히에로니무스 지누치가 교황 측 판사로서 

사전심사를 담당했다.55) 루터 문제에 대한 로마의 사전심사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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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소환 요구로 이어졌는데 이단성과 교회 직권에 대한 반항이 그 

이유였다. 루터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응해야 하는 소환장을 

1518년 8월 7일에 받았고 즉시 자신의 영주에게 그의 문제가 독일에

서 처리되도록 요청하였다. 이는 로마 교회 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

우 법적인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56) 선

제후 측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황제에게 로마로의 루터의 소환을 중

지시키고 독일인 조사위원이 임명되도록 힘써줄 것을 청원했다. 

당시 아우구스부르크에 있던 교황청 대사인 카예탄(Cajetan) 추기

경은 8월 23일자 교황의 교서를 통해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라는 교황

청의 강력한 지시를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속 권력의 협조를 얻

어 이단자를 사로잡을 임무가 부여되었다. 카예탄 추기경은 10월 12

일에서 14일까지 아우구스부르크 심문에서 루터에게 그의 오류를 철

회하고 잘못된 교리를 더 이상 대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요구했으

나, 루터는 끝내 철회하지 않고 심문은 끝났다. 

이에 대해 루터는 10월 16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항소장을 작성했

다. 교황에게 낸 항소라는 법적 수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리 문제

를 정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법적 형식을 띤 시도였다. 이 항소장은 

교황에게 전달되었다. 한편 교황에 의한 파문이 기정사실처럼 예견되

었기에 루터는 11월 28일 만일을 대비하여 교황에 관해 공의회에 항

소를 제기해 두었다.57)  

(2) 교황청의 파문 위협 교서가 공포됨

55) Reinhard Schwarz, Martin Luther,「마틴 루터」, 정병식 역, 한국신학연

구소, 2007, 121면.

56) 위의 책, 124면.

57) Reinhard Schwarz, 앞의 책, 125면-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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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년 말 로마 교황청은 교황청 산하 네 개의 추기경 회의에서 

최종적인 회의를 했고, 1520년 6월 15일 교서인주여 분기하소서
(Exsurge Domine)를 공포하였다.58) 

파문 교서는 본문의 첫 부분에서 루터의 여러 저서에서 41개의 문

장59)을 뽑아 열거했고 문장들은 반론의 과정 없이 폐기해야 하는 것

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그것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파문이나 교회가 

정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정죄할 내용을 담고 있는 루터의 글들을 비난

하였다. 교회의 주무기관은 이 글들을 즉시 압류해서 공개적으로 소

각해야만 했다. 만일 루터의 글을 소지하거나 그것을 확산시키면 처

벌을 받게 되었다. 

루터 개인에 대해서는 본문 세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다. 로마에서 

진행된 소송에 대해 루터는 허락받지 않고 공의회에 호소했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이 된 이단으로 정죄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그의 추종자에게 철회할 수 있는 60일

간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제부터 당장 설교도 할 수 없는 루터는 글

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혹은 로마에 직접 출두해야 했다. 60일

간의 유예기간은 관할 감독교회에 파문교서가 공식적으로 고지되면서 

시작되었다. 철회를 거부할 경우,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완고한 이

단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모든 교회와 세속 권

력은 60일이 경과하면 루터를 사로잡아 로마로 압송하여 형을 받게 

58) 이 교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Roland H. Bainton,, Here I Stand,「마르틴 

루터의 생애」, 이종태 옮김, 생명의 말씀사, 2002, 188-191면 참조. 

59) 대부분의 내용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교황권에 대항하는 신학

적 진술들이다. 41개 문장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김기련,「종교개혁

사」,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4, 98-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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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단을 보호하는 자는 교회의 관례에 따라 

그 자신과 지역이 중형을 감수해야 했다. 

루터에게 개인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

시 한 번 루터를 로마로 소환하고자 노력한 교회법학자들의 의견을 

따른 결과였다. 비록 교서가 루터와 그의 추종자에 대한 최종적인 파

문을 아직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의 파문 위협교서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교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이단적인 

저서의 폐기를 명령했다. 법적인 교회의 심의기관이 지닌 권력 대신

에, 성서와 객관적인 논지로 반박해 달라는 루터의 요구는 전혀 고려

되지 않았다. 루터가 철회를 거부할 경우, 그의 교리에 대해 명백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제 루터라는 인물에 대한 파문만이 남게 될 것

이었다. 1520년 5월 말 파문위협 교서의 윤곽이 드러나고 추기경 회

의에서 최종심의가 임박해지자, 루터에게 철회를 종용하도록 프리드

리히 선제후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1520년 가을에 파문위협 교서가 

공포되었다. 레오 10세는 히에로니무스 알레안더(Hieronymus 

Aleander)와 교황청 대사인 요하네스 에크에게 제국 전체에 파문 위

협교서를 포고하라고 명했다.60)

(3) 교황청의 파문 위협에 대한 루터의 대응 

루터에게 있어 파문교서는 교황청 사법부의 권력의 표현이었으며, 

진리에 대한 아무런 교훈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것이요, 억압하는 것이었다. 주어진 철회 시한이 다 경과되기 

전인 11월 17일 루터는 공증의 형식으로 이미 2년 전에 시작한 공의

60) 위의 책, 195면-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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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소집을 다시 호소했다. 왜냐하면 파문교서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공정한 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성서를 통해 반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루터는 11월 말과 12월 초 라틴어로 이

단이라고 정죄한 41개 사항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독

일어로「로마의 교서가 부당하게 정죄한 모든 사항의 근거와 이

유」61)라는 글을 집필했다. 1520년 여름 로마의 소송이 종결되자, 루

터는 교황이 만든 모든 교회법을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주요 서적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루터는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시 

동편에 있는 엘스터 문에서 교황서적들을 불태웠다. 루터는 이 후에 

이 사건을 설명한 책「무엇 때문에 교황과 그의 측근들의 책이 마틴 

루터 박사에 의해 소각되었는가」62)에서 로마의 교회법에서 뽑아 온 

30개의 항목으로 교황의 권위가 지나치게 고조되었음을 설명하며 교

황이 만든 교회법의 거부를 전면으로 다루었다.63) 

루터가 비판한 30가지의 항목을 검토해 보면 법조문의 형태

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황권 중심의 사상을 표현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 왕국에서 교황은 태양이고, 세속 권력은 달을 상징한다. 교황

은 모든 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교황은 모든 공의회와 교령들

을 없애고, 바꾸고, 확립할 수 있다. 교황이 사람들을 악마에게 인도할 

만큼 사악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교황을 처벌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 

다음으로 교황에게 달려 있다. 이 세상의 누구도 교황이나 그의 결정을 

61) “Defense and Explanation of all the Articles,” in Luther Works 32, 

3-100면. 

62) “Why the Books of the Pope and his Disciples Were Burned,” in 

Luther Works 31, 379-396면. 

63) Reinhard Schwarz, 앞의 책,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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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할 수 없고 오히려 교황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

다. 교황은 그리스도교 교회를 위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황은 쓸모없는 법을 복음 및 성서와 대등한 위치에 놓았다.” 

  이처럼 몇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교황은 자신이 만든 법보다도 

우위에 있었고, 어떤 권력도 교황권에 견줄 수 없었기 때문에 루터는 

교황권을 무제한하게 남용될 여지가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았다.

(4) 보름스 제국회의 심리 및 루터의 답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의 심문64)이 시작되었을 때 트리어 대주교의 

법률 고문인 요하네스(Johannes) 박사가 황제 측 심문을 맡았다. 요하

네스 박사는 라틴어와 그리고 독일어로 황제가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질문의 내용은 루터 앞에 제시된 20여 종류의 

서적들을 그가 자신의 저작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점과 이 책들에 담

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루터는 그 책들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서는 황제에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고 황제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 하루를 주었다. 

다음 날, 루터는 자신의 글을 세 가지 장르로 구분했고 첫 번째 장

르인 순수하게 신앙적인 글들은 논적들조차도 읽을 가치가 있음을 인

정하고 철회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장르인 교황권을 반박하는 글들에 대해서는 로마 교회가 

64) 보름스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종훈, “보름스 제국의회에 선 루

터: 제가 여기 섰으니 하느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서양사연

구」, 한국서양사연구회 제37집, 2007; “웜스 제국의회에서의 루터,” 루

터선집 5,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84, 353-3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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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권한을 이용해 신자의 양심을 고통스럽게 해왔고, 특히 독

일에서 재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탈하고 있음을 반대한 것이며, 복

음 또는 교부들의 생각과 상반된 교회법과 그것에 근거한 교황청의 

법과 교리는 부당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장르인 로마 교회의 몇몇 논적자들에 대한 글들에 대해서

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기에 철회할 수 없으며, 복음을 

적대하는 폭군들이 신자들을 더 괴롭게 한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했

다. 

그는 황제와 모든 참석자들에게 성서를 인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고, 만일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면 모든 오류를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저는 성서의 증거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납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교황이나 공의회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인용한 성서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한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

문입니다.” 

심문은 루터에게 그의 정당성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지 

그의 의견을 철회할 기회만 주었다. 루터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성

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의한 설복을 요구했고, 성서에 사로잡힌 

양심을 기초로 로마 교회의 인간적인 교리가 양심을 억압한 것에 대

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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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문의 결과

루터가 철회를 거부하자, 그 결과는 자명했다. 루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1520년 11월 말 이후로 

이단자로 확정되어 파문이 결정되었고, 법적인 집행만이 남아 있었

다. 칼(Karl) 5세는 다음 날 교황청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직접 프랑

스어로 쓴 성명서를 제국의원들에게 배부했다. 황제는 단호했고, 악

독한 이단자를 대처하듯이 지체 없이 루터를 대처하라고 명했다. 4월 

25일 저녁, 루터는 최고 법관을 통해 공식적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황

제는 이제 가톨릭 신앙의 수호자로서 루터를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었다. 황제는 5월 26일 칙령 공고에 서명했다. 칙령은 첫째, 파문된 

이단인 루터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박탈하고, 그를 체포하여 황제에

게 이송할 것을 명령하였다. 파문당한 자를 지원하거나 숨겨주는 행

위도 금지했다. 루터의 추종자와 보호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둘째는 루터의 모든 저서와 그의 추종자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제국 내 모든 종교적 출판물은 감독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65) 교황청의 공판 결정 이후에는 오직 행정상의 

조치만이 남게 되었다. 루터는 세속 권력에 넘겨진 후에 처형될 것이

었다.66) 

(6) 종교재판 사건에 대한 평가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의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재판의 성격과 절차상의 하자의 문제이고, 둘째는 재판

65) 위의 책, 218-222면.

66) Heiko A. Oberman, Luther: Man between God and the Devil,「하나님과 

악마 사이의 인간」, 이양호, 황성국 공역, 한국신학연구소, 2000,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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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루터의 증언이 갖는 근대적인 함의와 관련되어 있다. 

루터에 대한 로마 소송에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은 교황의 교리결

정권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에 기인한 것이었다. 루터는 논적의 글들

을 통해 그리고 교회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당시 교권에 대

한 교황청 전체의 이해가 얼마나 교회법적 전통에 얽매여 있는지 알

게 되었다. 교회법, 특히 교황의 교령은 루터에게 왜곡된 교회 권력 

이해의 한 표현이었고, 루터에 대한  로마의 판결은 결함으로 얼룩진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로마의 판결은 공정한 판사에 의한 심문도 없

었고, 고소한 오류들도 성서를 근거로 그 진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

다. 

루터는 철회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사법부를 배격하고자 했다.67) 루터의 답변과 관련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후대까지 가장 위대한 장면으로 언급되는 이 사건은 루

터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건이었다. 루터는 성

서에 사로잡힌 양심에 근거해 실정법에 불복종했다. 여기서 성서에 

사로잡힌 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세를 통

하여 타율은 종교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군림하였다. 그러나 종

교개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에 구속되

는 신율(theonomy)로 전환되었다.68) 신율이란, 자기 자신의 가장 심

오한 법이면서 동시에 인간 자신의 터전이 되는 신적인 터전에 뿌리 

내리고 있다. 신율에 따르면, 삶의 법이 인간 자신의 법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그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는 교권주의적인 타율

(heteronomy)이나 세속적인 자율(autonomy)과는 구분된다. 가톨릭 교

67) Reinhard Schwarz, 앞의 책, 206-207면.

68) Walter Von Loewenich, Martin Luther: The Man and His Work,「마르

틴 루터: 그 인간과 그의 업적」, 박호용 옮김, 성지출판사, 200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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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신율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명백히 타율적인 성격을 지닌 의

미를 만들어 냈다.69) 루터의 이러한 행위는 중세적 타율에 대한 종말

의 신호였다고 볼 수 있고,70) 근대적인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의 발전

에 초석을 놓은 것71)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성직자의 세속법적 의무 이행 및 세속법에 의한 처벌

성직자들은 세속법과 관련해서 면제와 특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

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있어서 세속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었다. 새롭고 강력한 징계 법안들은 면책특권이란 미명 하에 일반 

시민들에게 유해하고 이들의 평화, 이익, 복지를 저해하는 성직자의 

악행들을 금지하였다.72) 성직자에게 동일하게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되었고,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고73) 많은 

교회 재산들도 세속적 과세의 대상이 되었다.74) 성직자가 지은 범죄

라 하더라도 세속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었고,75) 1524년 레겐스부

르그(Regensburg)의 개혁법령은 어떤 성직자든 도시에 의해 유죄가 

69) Paul Tillich, The Protestant Era,「프로테스탄트 시대」, 이정순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1, 117면, 339면.

70) Walter Von Loewenich, 앞의 책, 55면.

71) 독일에서는 가장 먼저 규정된 세속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였고, 처음에

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계희열, 헌

법학(중), 박영사, 2007, 326-327면; 나달숙, 헌법, 청목출판사, 2008, 

406-407면;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0, 640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

사, 2011, 672면; 김백유, 헌법학,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0, 470, 475면. 

72) Ozment,「프로테스탄티즘」, 192면.

73) 위의 책, 69면.

74) Witte, Law and Protestantism, 64면.

75) Ozment,「프로테스탄티즘」, 6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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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자는 세속 법원의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76) 이러한 변

화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루터의 신학 

사상이 법적용 및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고 평가할 수 있다.

3.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정적 수탈 행위의 감소 

교구 십일세 및 성직록 십일세를 징수하던 교회의 권한은 폐기되

었고, 평신도들은 죄사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

다.77) 성직 취임세, 면벌부, 다른 형태의 교회적 과세와 수수료가 줄

어들었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었다.78)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무엇보다 종교개혁가들의 합리성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가 

기초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종교개혁가들에 있어서 부당한 명

목으로 경제적 수탈을 조장하는 교회법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들의 자

연스런 법 감정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종교개혁가들의 사고가 

법제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교회법적 관할 영역이 세속법적 관할로 이전됨

지역의 교회 법원에 속했던 사건이 세속 법원으로 이전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었다.79) 분쟁 시 교회법과 교회 법원을 이용한다는 조

76) 위의 책, 186면.

77) 위의 책, 189-190면.

78) Cohn, Henry J., "Church Property in the German Protestant 

Principalities," in Kouri and Scott, eds., Politics and Society in 

Reformation Europe, 1989, 162면 이하.

79) 이하의 내용은 Witte, Law and Protestantism,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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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이 계약과 조약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단호하게 세속법으로 금지되었다. 도시 및 지역 의회와 법원들은 이

전에 교회재판할권에 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배타적 재판관할권

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종교개혁 볍령은 명시적으로 교회법

의 사용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1526년 헤세(Hesse) 

지역에서는 모든 교회법의 조항을 금지하였다. 1536년 하노버

(Hannover) 지역의 법령은 교회법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금지해왔고,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그 제한들에 대해 특별면제하였는데, 세속 권

력은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법적 관할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교회법에서 다루었던 문제들

이 세속법의 영역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 이

면에는 교회법이 이러한 영역을 너무 교권 중심적으로 다루거나 비합

리적으로 취급했던 점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5. 종교개혁 신학의 법제화를 통한 루터주의 교회법의 제정

종교개혁가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구상들을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신학을 법제화하는 것

이 급선무였다. 이하에서는 우선 루터주의 법령 제정이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도시 및 영방의 법개혁과 어떤 관련을 맺으면서 추

진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법제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루터

주의 법령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 분야들에 어떤 영역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종교개혁을 수용한 지역들이 얼마나 종교개혁 신학들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교구 시찰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루터주의 교회법원은 어떠한 구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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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력의 기초 : 도시 및 영방의 법개혁

15세기와 16세기에 도시와 영방에서 일어났던 지역적인 법개혁은 

부분적으로 교회법과 교회 정치제도(polity), 교회 재산권의 남용, 특

히 교회재판 관할권의 대담한 확장과 교회의 재산권 보유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에 세속 당국은 교회법에 대한 

반감을 새로운 세속법과 정책 속으로 옮겨 넣었다. 1530년경, 6개의 

영방, 16개의 주요도시,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새로운 루터주의 교회

법들을 공포하였고, 1540년까지 그 수는 2배 이상이 되었다. 그 법령

들의 지역적 차이가 어떠하든지, 새롭게 종교개혁의 이상을 받아들인 

정치 공동체는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과 권력을 잠식해가면서 교황과 

교회법의 권위에 도전함으로 개혁을 시작하였다.80)  

15세기의 법개혁은 16세기에 교회에서 국가로 대량의 재판관할권

이 이전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된 

가르침 중의 하나는 법은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교회의 영역

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교회의 재판관할권을 통제했

던 15세기의 법개혁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다. 루터주의 교회법들

은 이러한 경향들을 포섭하면서 지역교회의 재산, 성직자에 대한 법

적 권위를 지역의 세속 권력으로 옮기면서 가속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루터 진영의 운동에 가담했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법률가들이 지역 법원의 판사 혹은 시의회의 비서 혹은 법률 고문이 

됨에 따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루터 진영의 많은 법률가들과 신학자들은 법원, 지역 시의회, 

소송에 관해 공식적인 법적 의견들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공식적인 

의견들은 이후에 수집되어 출판되었고 중요한 법률텍스트가 되었다. 

80) 위의 책, 6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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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종교개혁의 새로운 신학사상들을 지역 도시를 위한 새로운 법 

속으로 옮겨 넣었다.81)  

(2) 법제화의 방식

종교개혁가들은 도시 정무관과 제후들의 지원을 통해 조직을 갖추

고 제도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정치적․도덕적 

법령들에 의해서 공식적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82) 이 법들은 보통 도

시, 공작령, 영방에 있는 세속권력자들에 의해 공포되고 위임되었는

데 그 기초자들의 대다수가 대부분 법적 훈련을 받은 루터 진영의 신

학자들이었다. 

법령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되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제후들

이 자신의 권위로 입법해서 공포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제후들이 위

원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해서 발표하기까지 전적으로 일임하기

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영방 내에 있는 정무관들과 제후 

사이에 심의회를 거쳐서 발표되기도 했다. 때로는 이 법령을 적용할 

도시의 목회자와 시의회가 직접 입법하기도 했다. 한 다른 예를 보면, 

루터주의 진영의 주교가 이 법령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한 지역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구법으로 정한 법령을 

제후 권력이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기도 했다.83)

(3) 루터주의 교회법들의 명칭 및 주요 분야 

독일 영방에서 루터 진영의 지도자들은Ordnungen이라 불리는 

81) 위의 책, 179면-182면.

82) Steven Ozment,「프로테스탄티즘」, 170-171면.

83) Lindsay, 앞의 책,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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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들은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

회의 권한에 속해 있던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었다. 이 법령은 종교개

혁을 받아들인 지역에서 종교 및 교회와 관련된 삶을 규율하는 일련

의 성문법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령들은 Refomationen, 

Rechtsrefomationen, Refomationenordnungen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자주 교회법령들(Kirchenordnungen) 또는 교회법(Kirchenrecht)으로 

불려졌다.84) 루터주의 법령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였

지만 전형적으로 (1) 종교적 교리, 전례, 예배, 교회행정 및 감독 (2) 

종교적인 공중 도덕의 문제 - 신성모독, 안식일 준수, 거짓맹세, 사

치, 만취 등 (3) 빈민구제와 다른 형태의 사회복지 (4) 혼인, 가족관계 

(5) 교육과 공립학교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

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법보다는 세속법 아래서 

그리고 교회 법원보다는 세속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

다.85) 

(4) 루터주의 교회법의 정착화 과정 : 교구 시찰제도

종교개혁가들이 초기에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으로 개신교 신학

과 교리를 확립했을지라도 이제 이것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파고

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있

더라도 이 법을 통해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준수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및 감독이 필요하였다. 법제화는 

생활방식의 변화에 필요조건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확인과 감독으로 

84) Kirchenrecht도 교회법이라고 번역되나 이는 가톨릭 교회법을 의미하는 

Canon Law와는 구별되는 개신교 교회법을 의미한다.   

85) Witte, Law and Protestantism,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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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서가 바로 1528년 멜란히톤에 의해 작성된「교구 시찰을 위한 지침

서」이다.86) 이 문서가 작성된 동기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 사

람들이 영적인 자유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갔기 때문이다. 이 신학

적 문서는 사실상 영방의 법령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

다.87) 나아가 이 문서는 루터 진영의 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에 근간이 되었다.88) 우선 작센 지역을 네 곳으로 분할하여 신학자들

과 법률가들이 1개 조가 되어서 각 순회 구역의 순찰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신학자들은 목회자의 역량을 진단하는 일을 그리고 법률가들

은 예측되는 모든 법률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나 여러 교구에서 발생

하고 있는 수도원의 관할지역의 조정 등의 책임을 맡았다. 

(5) 세속 제후들의 권위에 기초한 교회 법원의 설립

중세시대의 혼인에 관한 소송은 거의 모두 교회 법원에서 처리되

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 교회 법원이 권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그

러한 사건을 법적 권위를 갖고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이것은 

선제후령 작센(Saxony)의 교회 행정의 잠정적인 합의사항이었다가 정

규적인 법적 형태로 발전되었다. 종교개혁가들은 목회자를 감독자

86) 이 문서의 내용은 “색손지방 목회자들을 순방한 팀을 위한 지시문,”

「루터 선집」8집, 333-389면. 이 문서가 다루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교리, 십계명, 참된 기도, 환난, 세례, 주님의 삶과 피의 성사, 참된 회

개, 참된 고해, 죄에 대한 참된 보속, 교회의 인간적 질서, 혼인, 자유의

지, 그리스도교적 자유, 터키인들, 교회에서의 매일의 예배, 참된 그리

스도교적 파문, 감독들의 직책, 학교들.

87) Witte, Law and Protestantism, 185면; Lindsay, 앞의 책, 416면.

88) 1520년대 후반 독일의 루터주의 영방교회의 조직에 대해서는 김광채,

「도해 종교개혁사」, 아침동산, 2009,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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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ntendent)로 불렀는데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의 순회를 위

해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한 4개의 순회구역마다 목회자 하나씩을 배치

해서 혼인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포함한 모든 교회적인 사건을 제후국

의 공직자와 함께 해결하게 하였다. 선제후 제후를 그의 영토 내에 

있는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간주해 왔으나, 그가 개인적으로 모든 것

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선제후의 대표 혹은 기구로서 모든 교회의 소

송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제후들은 이전의 가톨릭 교회 법원을 변형시켜 법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된 모임을 조직하여 제후의 이름으로 혼인사건을 포함한 모든 교

회의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루터주의 교회 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

였다. 그 결과 비텐베르크 교회 법원이 1542년에 설립되었다. 이 법원

은 가톨릭 교회 법원을 모델로 해서 법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교회 법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교회 법원의 구성

원이 세속의 최고 권위에 의해서 임명받았으며 또한 그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교회행정에 관한 모든 구조는 감독의 법(jus 

episcopale) 혹은 교회적 감독권이 최고의 지역적 세속권력에 속한다

는 생각을 기초로 전개되었다.89) 

Ⅴ. 맺음말

1. 요약

(1)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법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

다.

89) Lindsay, 앞의 책, 417-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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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의 로마가톨릭 교회법은 정치적, 법적 실체를 갖고 있었

고, 교황제의 폐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성직자가 세속적 사

법권으로부터 면제되도록 규정한 점과 유보제도, 특별면제 제도를 통

해 교회법의 해석과 적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재정

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부패한 교권중심의 사법제도가 

금전적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3) 루터는 평등의 가치를 저해하는 교회법을 비판하고 만인제사장

이라는 신학사상을 법앞에서의 평등 사상에 적용하였다. 또한 재정적 

착취의 수단이 되었던 유보제도와 특별 면제 제도를 비판하였다.

(4) 교회법적 제재수단이었던 파문은 본래의 교회법적 목적과는 달

리 오용 및 남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였다.

(5) 루터에 대한 종교재판은 교권 중심의 재판이었고 루터는 성서

에 사로잡힌 양심으로 중세적 타율의 구속에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

적 신율로 대항하였다.

(6) 교회법에 대한 비판의 영향으로 성직자가 세속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었고 교회법에 의한 재정적 수탈 행위가 감소했으며, 교회법

적 관할 영역이 세속법적 관할로 이전되었다.

(7) 루터주의자들은 종교개혁 신학을 법제화시키면서 루터주의 교

회법을 제정하고 법학자와 신학자의 협력으로 정착화시켜나갔고, 법

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된 루터주의 교회법원을 만들었다.

2. 한국 개신교계의 교회법 문화에 던지는 도전과 함의

(1) 개신교가 권력화 되고 개신교가 어떤 법을 그 종교의 유지를 

위해 이용할 때 그 법은 인간의 자연스런 법 감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반대로 신학에 내재하는 긍정적인 가치들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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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의 부정적 측면 혹은 한계를 발전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그 

결과로 법을 보다 성서와 인간 존중의 가치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

각된다.

(2) 교회법이 인간의 내적인 양심을 억압하거나 그 자유로운 행사

를 침해하게 돨 경우 그 법은 저항을 받게 된다. 오늘날 개신교계의 

현실에서 입법이나 법집행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서 있어서 법이 양심

이라는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교회법이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혹은 부패가 일

어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교회법은 저항을 받게 된다.

(4) 교회법이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내지 않을 때 비판을 받게 된

다. 법이 특권적인 집단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집행될 때, 법적 현실

은 평등을 구현하라는 외침, 차별을 없게 하라는 자연법적 원리에 의

해 항상 저항을 받게 된다. 존재하는 교회법이 불평등을 야기하    거

나 존재하는 불평등의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법현실은 없는 지에 대

해 보다 섬세하고 비판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교회법의 내용이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할 때 비판과 저항을 받

게 된다. 

(6) 루터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법을 수정하며 루터주의 교회

법을 만들 때, 신학자들과 신학적 소양을 가진 법률가들이 협력하여 

작업한 방식은 한국 교계의 개신교 교회법전 제정과 연구 과정에서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개신교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한국 개신교 교회법의 발

전을 위해 독일의 두 학자의 통찰을 제시하며 논의를 맺고자 한다.  

    



제1회 종교법학회지 ▮ 69

1) 헤겔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을 진정으로 영원한 인권에 의

해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안정은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만 가능하고 프

로테스탄트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만 이성의 주체적 자유가 실현된

다”90)고 보았다. 

2) 칼 바르트는 “교회가 교회법에 있어서 지혜를 구하고자 한다

면 세상이라는 학교를 방문하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미처 

모르고 있는 바를 세상은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91)라고 충

고하였다. 

90) G. W. F., Hegel, Vorlesungen U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 「역

사철학 강의」, 권기철 옮김, 동서문화사, 2008, 416면.

91)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교회 교의학』Ⅳ-2, 최종호 옮

김, 대한기독교서회, 2012, 10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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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 관리보존⋅처분의 법률관계

소 재 열 1)

1) 소재열 목사/ 리폼드신학대학원(D.Min), 칼빈대학교대학원(Ph.D), 조선대

학교(법학석사, 법학박사), 현재, 칼빈대학교 전임대우교수, 한국교회법

연구소장,「교회정관법 총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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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선교사들을 통한 복음의 전래 이후 이 땅에 복음이 증거 되고 예

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생겨났다.2)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교회

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 각 지역에서 지교회 형태

로 교회가 세워졌다.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회가 조직될 까지 

교회 혹은 선교사,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는 임기 1년의 

임시인‘영수(領袖)’제도를 두기도 했다.3)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고 그 헌금이 

모아져서 일정한 재산이 형성된다.4)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소유가 되

2) 1884년 9월 20일 알렌선교사의 입국과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장로

교), 아펜젤러(감리교) 선교사가 내한한 이래 1910년에 이르러 성인 세례

교인은 3만9,394명이었다. 1920년에는 6만9,025명, 1930년에는 9만1,270

명, 1940년에는 13만419명이었다. 일제에 의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해산되는 해인 1942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침체된 11만805명의 장년 세례

교인수로 기록된다. 교회는 1천404명이었다. 1920년에 523개 교회, 1930

년에는 984개 교회, 1940년에는 1천342개 교회로 성장했다. 목사의 수는 

1920년에 10명, 1920년에는 159명, 1930년에는 331명, 1940년에는 549명

이었다. 본 통계는「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회의록」(1910-1930년) 참조.

3)「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1922년 판, 1930년 판, 1934년 판, 정치편, 제

3장 제3조 제3항.“영수; 당회가 조직될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그러나 1961년에 결의공

포된「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 정치편에서는 사라졌다.

4) 대법원 1957. 12. 13. 4289민상182 판결 [판결요지]“교회라 함은 야소교

(耶蘇敎)의 교도들이 교리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률상 법인이 아니므로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교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회

의 소속 교회신도들의 합유로서 각교도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

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나 그 권리가 지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적으

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교회 장정(章程)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히 할 수 있으되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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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교회재산은 교인들 간 분

쟁의 불씨가 되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재

산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땅에 복음이 전래된 초기 당시나 지금이

나 교회 분쟁은 결국 교회재산분쟁으로 이어지고 교회재산분쟁은 법

정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교회가 집합체로서 재산의 공시방법,5) 재산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의 자격과 범위, 처분과 관리⋅보존행위6)를 할 경우 정족

이 없는 경우에는 본법의 원칙에 따라 교도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도들이 각기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

니고 교도들이 분열로 인하여 교파로 분리되고 수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경우에 동 재산의 귀속 여하에 관하여서도 역시 위 장정 기타 규정이 있

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종전 교회의 교리를 준봉하는 교파의 

단독소유로 귀속할 것이 아니고 종전 교회에 소속되었던 교도의 총의 즉 

총회의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총유로 바뀌기 전 판례로 교회재산을 조합재산처럼 합유로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그 외에도 4289민상323, 4289민상569, 4290민상

436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은 합유가 아닌 

총유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60. 7. 14. 4291민상547 판결 [판결요

지]“교회신도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회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

5) [개인소유]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

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공동소유]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

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

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6) 총유에서 소유권은‘보존행위’와‘관리⋅처분’이 있는데 보존행위는 

교회재산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것을 의미하고‘관리⋅처분’은 교회재

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사용⋅
수익’권인 바 교회재산인 예배당을 사용하거나 교회에서 교회재산으로 

건립한 교육관을 이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한‘수익’이란 소득을 나눈다거나 이자를 받는다는 등의 의미라기보

다는 교회재산을 사용하면서 얻어지는 포괄적인 경제적 이익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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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7) 문제 등은 언제나 분쟁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쟁

의 원인들을 살피고 교회가 더 이상 재산분쟁으로 교회가 해체되거나 

교회의 운영이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가 본래적인 사명

을 감당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현재 가장 이상

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적 규정도입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

성되었다.

2. 제정민법 이전의 교회재산 공시

초기 개신교 중에 장로회 정체에 따라 운영된 장로교회들은 교회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관리⋅보존 및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현재 교회 재산을 총

유로 해석되고 있으며, 제정민법 이전에 총유 이해는 교회재산을 이

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8)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共有)만이 인정되

었으나 그 당시에도‘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써 총유를 인정

하는 데에 장애는 없었다.9) 

한다.

7) 개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에게 처분권이 없는 총유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때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원(교인)들이 몇 명 출

석하여 몇 명이 찬성해야 효력 있는 법적 결의가 되는지에 대한 정족수

의 법률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교회분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8) 우리나라에 계수된 근대민사법은 일제치하에서「조선민사령」(조선민사

령은 1911년 3월 25일 총독부법률 제30호로 제정된「조선에시행할법령

에관한건」 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의 민사법들이 그 시초를 이룬다. 

9) 민유숙,“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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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분쟁 예방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20년에 이르러 전국에 523개 교

회, 1930년에는 984개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었다.10) 하지만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교회 분쟁이 많았다. 1925년 교회 토지 소유권 문제로 

곡산교회의 분쟁,11)애 대해「동아일보」는“속출하는 교회분규”라

는 평양노회 장대현교회의 분규를 1면에 게재하여 교회를 비판하였

다.12) 당시 장대현교회는“청년 몇 사람이 분규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보는 일이 있었다”라고 총회에 보고하고 있

다.13) 교회분쟁의 형태는 오늘날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교회재산에 

대한 소유권 문제, 장로선거 문제, 목회자 비리 문제 등으로 치열했

다.

교회분쟁에 있어서 1927년 9월 1일자「매일신문」, 1927년 9월 2

일자「동아일보」기사에서는“교회쟁탈전 끝에 재단법인 설정도모”, 

혹은“분리의 미연방지로 교회를 재단으로 통일”이라는 기사가 당시 

교회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예컨대 교회가 두 파로 분열되면서 

판례해설」제60호, 법학도서관, 2006, 31면.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일

본에서는 해석론으로서 합의와 총유의 개념을 모두 도입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의 구민법

에도 도입되어 해석상 총유, 합유가 인정되었다. 예컨대, 일본 최고재판

소 1957. 11. 14. 노동조합의 분열에 관한 판결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의 재산은 사단을 구성하는 총사원의 총유라고 판시하였고 학설도 총유

설이 다수설이다.

10)「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 회의록」, 1920, 1930년 참조; 지금처럼 장

로교단들은 여러 갈래로 분열되었지만 당시에는 하나의 장로교회였다. 

1951년에 이르러 고신측과 분열로 장로교회의 분열이 이어졌다.

11)「동일일보」, 1925년 4월 6일자.

12)「동일일보」, 1927년 3월 12일자.

13)「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의록」, 1927, 영인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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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예배당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 8년 동안 이어졌다. 1923년 3월

에 경북노회 소속 대구 남성정교회(담임 이만집 목사)는 경북노회를 

탈퇴하여 자치를 선언하면서 분쟁이 발생되어 결국 1931년에 법정 판

결로 종결되기도 했다. 1925년「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4회 총회」

에 경북노회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대구남성교회는 상고판결에 의

하여 금년 2월 7일 주일예배당에 들어가려하다가 도로 막혀 목사 외

에 10명이 경찰서에 검속된 일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14)

이러한 분쟁은 결국 재단15)을 설립하여 교회재산 등록을 위해 재

단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위의 경북노회와 같이 관내 모든 

교회재산을 재단에 등록하기로 결의하는 등 재산관리에 필요성이 제

기하기 시작했다. 1930년은「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내 전국의 장

로교회는 984개 교회로써 1천 교회에 이르는 시점이었다. 최초로 재

단법인 설립인가를 받는 노회는 평양노회와 전남노회였다. 전남노회

는 1930년 9월 2일자로 총독부로부터 전남노회 재단법인이 설립인가

를 받았다. 9월 4일자「동아일보」는“기독교장로교회 재단법인으로 

조직, 재정분쟁은 일소할 듯 효시는 전남장로회”라는 관련 내용을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16) 전남노회 재단법인 설립인가는 교회 재

1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4회 회의록」, 1925, 영인본, 62.

15) 재단이란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과 다르게 재산을 출원한 당사자들의 단

체를 재단법인이라 한다.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만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등기이사들이 법률행위를 행사한다.

16)“⋯ 년 전의 대구장로교회 가티[같이] 분규가 생길 때면 큰 분쟁을 일으

키기도 쉬운 일임으로 장로교인들 사이에도 그 좆기을 재단으로 고치고

저 대정 8년 이래 총독부 당국에 교섭하야 왓스나[교섭하여 왔으나] ⋯
최근에야 제일착으로 전남로회(全南老會)에 대한 삼만원 재단법인 조직

의 인가가 9월 2일부로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효시(嚆矢)로 정차 전조선

장로교회도 전부 재단으로 조직되고 이에 딸하[따라] 일어나기 쉬운 재

산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은 업서질[없어질] 모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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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재단법인에 등록함으로써 노회나 교단탈퇴를 위한 자치선언을 

막고 교회분쟁을 막는 길은 노회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재단에 교회재

산을 등록하는 길 밖에 없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재단

법인 설립은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교회를 장악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

공하는 형국은 피할 수 없었다.

2) 일제강점기 시대 종교단체의 재단법인 설립

앞서 살펴본 대로 제정민법 시행 이전에는 민법상 총유에 관한 규

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동소유의 형태인 공유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당시에도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총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는 없었다.17) 우리나라에 계수된 근대민사법은 일제치하에서「조

선민사령」(조선민사령은 1911년 3월 25일 총독부법률 제30호로 제정

된「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제4조에 근거하여 1912년 조선총독

의 명령인 제령 제7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후 17차에 걸친 개정이 있

었다)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의 민사법들이 그 시초를 이룬다.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할 당시에 의용된 부동산등기령

에서는 비법인사단 명으로의 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비법인사단인 종중 소유토지가 많았으나 종중명

의로 등기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종중소유 토지의 등기를 위하여 

1913년 조선 총독부 임시토지 조사국 조사 규정 제8조에는 서원, 종

17) 민유숙, 전게논문, 31면.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일본에서는 해석론으

로서 합의와 총유의 개념을 모두 도입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는 

총유라고 해석하였고 이러한 해석이 우리의 구민법에도 도입되어 해석

상 총유, 합유가 인정되었다. 예컨대, 일본 최고재판소 1957. 11. 14. 노

동조합의 분열에 관한 판결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사단을 구

성하는 총사원의 총유라고 판시하였고 학설도 총유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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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으로서 법인격이 없는 경우는 그 소유 토지를 그 구성원의 공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18년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제2조에 의한 신고심득(申告心得) 제2항에서는 종중재산을 종

중원의 공유 또는 개인소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1923

년에 와서 비로소 부동산등기령의 개정(1923. 10. 23. 제령 제10호)에 

의하여 그 제2의 4에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

였다.18) 1913-1923년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기에 서원이나 종중 등

의 재산을 종중원의 공유로 재산을 등기할 수 있었다. 

불교의 경우를 보면 불교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총독부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접촉할 이유가 없었

다. 그러나 일제는 불교를 장악할 의도를 갖고 불교 단체를 통폐합하

여 1922년 5월 27일에 이르러“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라

는 중앙집권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관련 법률로 불교계를 

관리감독하였다. 일제는 1922년 12월 30일자로 재단법인 인가를 승인

했다.19) 불교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는 가톨릭교회보다 2년이 늦은 시

기였다. 가톨릭교회는 1920년 5월 8일자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

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10년이 지난 후에 재단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제정민법 이전 일제치하에서「조선민사령」은 1911년 3월 25일 총

독부법률 제30호로 제정된「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에 근거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었다. 이미 가톨릭교회는 1920년 5월 8일에 재단법인 설립

18) 김상용,“교회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황 법률과 판례의 검토”,「법조」

제59집 제6호, 법조협회, 2010, 49면 주21 참조.

19) 김순석,「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

인문화사,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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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재산을 관리했고, 미북감리회선교부는 1920년 12월 18자

로 미국감리교회유지재단이 설립되었다. 불교는 1922년 12월 30일자

로 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 총독부는 종교단체의 재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종교단체

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었다. 

장로교회는 다른 종파에 비해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장로교는 다른 교파에 비해 총독부에 덜 협

조적이었기 때문에 재단법인 설립이 늦었지만 총독부와 교섭이 계속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나섰다. 1923년 9월에 신의

주교회에서 소집된 제12회 총회(1923년)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

었다. 

재단위원장 곽안련 씨가 여좌히 보고하매 보고는 받고 조선총독부에 

교섭하는 일은 교섭위원회에게 맡겨 교섭하기로 동의 가결하다. 

1. 각 노회에서 재단부를 두고 총회에는 재단본부를 설치할 일.20)

2. 법인(法人)의 명칭은 각 노회의 명칭을 따라서 정할 것이니 예컨대 

‘조선예수교장로회 의산재단부’라 할 일.

3. 법인의 목적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경영에 속한 토지건물의 소유를 

관리하기로 목적할 일.

4. 각 노회 총 대회에서 재단실행위원 3인씩 택정하여 본 위원과 협의

케 할 일.

5. 재단실행위을 택하기 위하여 금일 오전 정회 시간후 30분간 각 노회 

총대회모이기로 허락할 일.

6. 각 노회는 재단부 이사를 3년조로 9인씩 택할 일

7. 재단총본부위원은 상비위원으로 9인을 선정할 일21)

20) 총회에는 재판본부를 두고 전국노회에서는 그 산하 재단부를 두려는 계

획을 갖고 있었으나 각 노회의 재단설립은 총회 재단본부와 상관없이 독

립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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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노회별로 총회 재단본부 산하 재단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

기로 결의했지만 이는 총회의 결의일 뿐 조선총독부는 허가해 주지 

않았다. 1924년 제13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조선 총독부로부터 신청

양식과 법인 이사회 정관 양식22)을 받아왔으며, 확실한 신뢰를 위하

21)「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2회 회의록」, 1923, 영인본, 40.

22)「조선예수교장로회◌◌노회 유지재단」 기부행위

제1조 본 법인은「재단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노회 유지재단」으로 

칭한다.

제2조 본 법인은「조선예수교장로회◌◌노회」에 속하는 제 교회의 전

도, 교육,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법인은 그 사무소를 ◌◌◌번지에 둔다.

제4조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 하나, 기부자 ◌◌◌의　기부하는 별지재산　목록기재의 

부동산. 둘, 장래 특히 기본재산으로 보는 법인에 기부된 재산

   2. 특별한 조건을 붙여 본　재단에 기부된 재산

   3.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부된 이전 항목(1의 기본재

산과 2의 항목) 이 외의 재산

   4. 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제5조 본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

할 경우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제6조 금전은 이것을 확실한 은행에 예입하거나 또한 확실한 유가증권으

로 보관한다. 

제7조 본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제2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지 특별한 조건 내지 목적을 붙인 기부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

은 그 조건 또는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8조 본　법인에 이사 ◌◌명을 둔다.

제9조 이사는「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 회원 중에서 하고, 본　법

인을 설립할 때에는 본 법인 설립자가 이사를 지정하고 그 후에

는「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다.

제10조 이사는 그 임기 ◌년으로 한다.

제11조 이사의 사망 또는 해임 기타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제9조

에 의해 1개월 이내에 그 보결을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 단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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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충노회23)부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 뒤를 이

어 각 노회에서 신청하기로 했다.24)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 문제는 생

각한 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는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4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지만 인가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외

국 선교회의 재단과 미감리교 조선기독교유지재단은 명치45년 3월 31

일 이전에 취득 미국 영사가 증명함으로 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등

궐 이사의 후임은 전임이사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12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장 1명을 호선하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기타 이사회

에 관한 일절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이사회는 정기 내지 임시의 두 종류의 정기회는 매월 ◌◌일에 

이것을 열고, 임시회는 이사 두 명 이상의 요청으로 열 수 있다.

       이사회는 본 기부행위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련하여 필요한 결의

만 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 일치의 동의가 없으면 통지 이외의 사항

에 대해서는 결의 할 수 없다.

제14조 본 법인 감사는 ◌명을 두고, 선임 또는 해임 기타 임기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감사는 언제라도 재산이나 사무의 상황을 검사하고 동시에 이사

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16조 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전원의 결의에 의해「재단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 재단의 재산은 이사전원의 결의

를 하여,「조선예수교장로회」 또는 이것과 동일한 (장로교)주의

의 교회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본 기부행위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또한 본조 이외의 조

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거치는 경우

에는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23) 경충노회는 경기지역과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노회로써 1924년에 경기노

회와 충청노회로 분립되었다.

2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3회 회의록」, 1924, 영인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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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었으나 우리 장로교 유지재단은 법령 반포하기 전부터 1907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설립된 서류와 1912년에「조선예수교장로

회총회」설립서류 미비로 인가를 얻기가 힘들었다.25)

총회 재단부(부장 한석진, 총독부 교섭대표 차재명)는 1926년 제15

회 총회에 보고하기를 재단부가“다년간 총독부 종교과 교섭을 시도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을 얻지 못했다고 보고하면서 총회차원에서 

총독부에 진정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26)「조선예수교장로회 제16회 

총회」(1927)에 보고한 재단부(부장 차재명)에 따르면“지난 총회 이

후 7차례나 교섭을 한 후 총독부 종교과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상

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27)「조선예수교장로회 제

17회 총회」(1928)에 보고된 내용 역시“지난 총회 이후 1년간 총독

부 학무국 종교과와 9차례나 교섭을 시도하였으니 인가를 받지 못하

고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는 데 그쳤다.28)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1929) 역시 작년 총회 이후 다

섯 차례 교섭을 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하였으며, 대신 각 노회에서 

예배당 소유 토지와 가옥을 비과세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급히 교섭

위원에게 맡길 것을 결의했으며, 전남노회에서 먼저 신청하였다는 보

고와 함께 허가가 나오면 그 양식을 전국 노회에 보내 노회별로 신청

하기로 결의했다.29) 결국 다음해인 1930년 9월 2일에 전남노회재단법

인이 설립인가가 나왔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9회 총회」가 1930년 9월 12일 하오 8시에 

25)「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4회 회의록」, 1925, 영인본, 40.

26)「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5회 회의록」, 1926, 영인본, 35-36.

27)「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의록」, 1927, 영인본, 47-48.

28)「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7회 회의록」, 1928, 영인본, 41.

29)「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8회 회의록」, 1929, 영인본,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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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밖교회에서 회집되었다. 전남노회 재단법인 설립 허가(9월 2일)

가 나온 10일 후에 소집된 제19회 총회에 전남노회 선교사 총대 중에 

한 사람인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이며, 전남노회 선교사 회원인 타

마자 선교사가 재단부 부장으로 총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노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재산을 등록한 것은 총독부로 하여금 교회

를 관리감독하고 교회를 장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격이 되

었다.

재단부장 타마자 씨가 보고하여 총회가 채용한 내용을 보면 재단

부는“총독부 종교과에 제출할 양식을 본 총회 헌법에 의지하여 새로 

작성한 양식을 각 노회 재단부원들에 배부하기로 결의”되었다. 이 

양식은‘포교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포교계(布敎屆) 2. 포교자 자격증명서(포교자이력서 첨부) 3.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4. 포교자 직명변경계 5. 포교 폐계 6. 포교소 설치계 

7. 포교소 폐지계 8. 포교담임자 선정계 9. 포교담임자 변경계 10. 포교

소 소재지 변경계 11. 포교소 명칭 변경계.

4. 전포교소 설치계는 개인명으로 설치가 되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

음으로 이전포교소는 폐지하고 노회장직인을 날인하여 새포교소설치

계를 제출할 것이며, 5. 총독부 종교과의 요구에 의하여 각 노회 구역

표를 곽안련 목사로 제출케 하시고 차를 총회회록에 기재하여 주심을 

바라오며, 6. 각 노회 재단법인사무실에다가 각 노회 사무실을 병치하

여 각양 통신상 편리를 도모할 것이오며, 7. 각 노회장 명으로 각양서

류를 제출할 시에는 노회사무실 주소를 기입할 것이오며, 8. 계출서는 

4통을 작성하여 3통은 당해관청에 제출하고 1통은 소속노회 사무실에 

비치할 것이오며, 9. 각노회 포교대장(포교자 대장, 포교소대장)을 비치

하고 그 이동을 그 시마다 기입하여 확실을 기할 것이오며 그 계출한 

사항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됨으로 주의하여 그 기재년월일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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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오며.30)

노회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데 멎어진 것

이 아니라 교회재산과 교회 담임목사 등 교회 교역자 이동이 보고됨

으로 일제가 교회를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 재산을 노회재단법인에 등록하여 관리하므로 교회분쟁과 이탈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그 대신 교회의 실상을 총독부 학무국의 종교과

에 보고하여 관리를 받도록 했다.

전술한 대로 1930년 총회 재단부(부장 타마자)는 개인 명의로 작성

된 기존 포교소 설치계를 대신하여 노회장 직인을 날인하여 새 포교

소 설치계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재단부장 타마자는 이를“본 총회 

헌법에 의지하여 새로 작성한 양식”이라고 했다. 1930년에 수정된 

교단헌법 중에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이다.

“제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

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31)

이같은 규정은「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초판인 1922년판에는 없

는 규정을「조선예수교장로회 제17회 총회」(1928)에서 헌법을 수정

하여 채용했다. 교회재산을 노회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총독

부에 노회재단법인 허가를 얻기 위하여 교회재산을 노회소유가 아니

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교단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노회재단법인

을 설립하였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30)「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9회 회의록」, 1930, 42-43면.

31)「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정치 제7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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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교회(포교소)를 폐지하고 노회장이 대표인 교회(포교소)로 하

여 노회장의 직인으로 노회 소유개념인 새로운 교회(포교소)로 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타마자가 총회에 보고한 대로 현 수정

된 헌법에 따른 것이다. 바로 그 헌법에“교회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하여 교회 재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헌

법 정치편이 수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예장합동).

3.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장로회 헌법’ 수정과 효력 유무

1) 노회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교단헌법 수정 필요성 제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가 1917년 9월 1일 서울 승동예

배당에서 회집되었다. 이 총회에서 1922년판인 최초의 헌법이 다음과 

같이 채용되었다.

정치편집부장 마포삼열 씨가 보고하매 채용한 전문이 여좌하니,

1.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우리 교회가 인용하는 바 웨스트민

스터 책을 번역하고 또 우리 총회에서 작정한 바로 편집케 한 일.

2. 교회 정치는 본 위원들이 곽안련 함태영 양씨에게 맡겨 편집하여 밀

판으로 성편하여 두 책씩 위원에게 보내여 교열케 하기로 하였더니 

지금 준비가 잘된 고로 각 위원이 교열하는 중이오니 만일 위원들 

보기에 완전한 줄로 알면 출판하여 후 총회에 드리려 하오며

3.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은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 4인에게 맡겨 

번역되었는데 지금 출판하여 각 노회에 그 당회수와 그 목사 수대로 

책을 보내고 그 값은 그 노회가 거두어 곽안련 씨에게 보낼 일.

4. 권징조례와 예배모범 두 책 교열법은 각 목사와 장로들이 열남 후에 

개정하라면 그 의견을 내년 5월 1일 내로 본부장 마포삼열 씨에게로 

보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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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서책은 다 언한문으로 출판할 일. 정치편집할 일은 총회 필한 

후에도 계속해야 할 일32)

이 헌법에 대해 수정하자는 헌의가 총회에 접수됐다.「조선예수교

장로회 제16회 총회」(1927년)에서 전북노회(노회장 고득순)와 평양노

회(노회장 리인식) 등이 헌법수정을 헌의했다. 본 헌의건은 정치부로 

넘어갔으며,33) 정치부 보고 안으로“헌법수정위원은 16인으로 하되 

곽안련 고려위 김인준 김선두 리자익 량전백 함태영 마포삼열 홍종필 

한석진 업아력 왕길지 박용희 정일선 리눌서 렴봉남”등 16명이 선출

되었다34) 또한 헌법을 수정하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로 개정하

여 보고케 하고 1천부가량을 명년 6월내로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배부

하여 열람케 하기로 결의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7회 총회」(1928)에서 헌법수정위원회(위

원장 양전백)의 보고를 채용하여 노회에 수의하기로 결의됐다.35) 다

음해인「조선예수교장로회 제18회 총회」(1929)에서 총회장의 헌의부 

보고에 의하여 수정헌법이 채용됨을 공포하였다.36) 1929년에 공포된 

헌법은 1930년에 발행되었다.

“192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위원 16인을 선거하여 헌법의 개정

을 명하매 위원 등은 1928년 6월에 개정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 각 당회

와 각 목사에게 분배공람하였고 동 총회가 이 제안을 접수하여 토의한 

결과 수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하였고 그 이듬 1929년 총회가 이것을 채

32)「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6회 회의록」, 1917, 영인본, 18-19.

33)「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의록」, 11.

34)「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6회 회의록」, 37, 1934년판 헌법 서언 참조.

35)「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7회 회의록」, 26-27.

36)「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8회 회의록」, 1929, 영인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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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발행위원을 택하여 교열출간을 명한 고로 위원 등은 이명에 응

하여 이에 발행하나이다.”37)

전술한 대로 노회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교회 재산을 법인에 등록하

기 위하여 헌법 정치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정치 제7장 제3조]

재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이같은 총회의 지교회 재산에 대한「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수

정은 권한이 없는 총회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임의로 변경

하는 행위에 해당된 것으로 노회 법인을 설립하여 지교회 재산을 등

록 시키려는 의도였다. 총독부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교회를 장악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회가 노회를 통해 교회를 장악하려는 의도

와 다를 바 없는 행위였다.

2) 교회 부동산 노회소유 규정이 재단법인 소유로 헌법 수정

본 교단(예장합동)인「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1922년판

이 최초의 헌법이다. 제1차 헌법수정판이 1930년판이며, 제2차수정판

은 1934년판이며, 제3차 헌법수정판이 1954년판이다. 제4차 수정판은 

1961년 고신측과 합동한 제46회 총회에서 1934년판을 기초로 하여 수

정⋅공포된 헌법이다. 1959년「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에서 

통합측이 이탈38)해 가면서 분열한 후 1951년에 분열했던 고신측과 합

37)「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1930, 헌법 서문, 1.

38)「대한예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에서“통합측과 분열”이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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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 후 헌법을 개정했다.39) 합동 후 다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최종

적인 개정공포는 1962년 9월 20일 승동교회에서 개회된 제47총회 총

회에서 공포됐다.4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합동)」(1960년 12월)가 고신측 

총회장 송상석 목사의 사회하에“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측 고

신측 합동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했다. 제45회 계속회는“합동총회”

가 되었으며, 이때 합동취지 및 선서문과 전통계승이 발표되었다. 전

통계승은“대한예수교 장로회 제45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에 평양

고“통합측이 이탈하여 분열되었다”라고 한다.“1959년 9월에「대한예

수교장로회 제44회 총회」가 대전시에서 개회한 후에 자유신학 노선을 

따르는 회원 및 사람의 책동으로 인하여 그를 추종하는 일부 회원들이 

본 총회를 이탈하여 소위 총회라 자칭하는 별개 집단을 서울연동교회당

에서 구성하였다가 그 집단의 불법을 자인하고 익년 2월에 자진 해산하

였다(수인의 발기로 후에 소위 자칭통합총회라는 것을 다시 조직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조, 정치 및 헌법적 규칙」, (1964. 1. 

15), 6. 참조)

39) 1960년 12월 13일 하오 2시에「대한예수교장로회 제45회 총회」가 서울 

승동교회에서 속회됐다. 합동위원의 보고에서“합동안”이 가결되고 동

일 하오 6시30분까지 정회하기로 가결됐다. 이때 합동방안 제2항에“헌

법수정: 헌법수정위원을 양측 각 5인씩 선출하여 헌법 수정위원회를 구

성하고 합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헌법수정과 규칙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안토록 한다”라는 결의였다. 또한 7항에 합동방식“금년 내로 합동총

회를 모이고 동총회에 헌법 수정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

켜서 각노회(합동된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통과 성

수가 될 때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토록 한다.”제46회 총회(1961. 9)

는 헌법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공포했다;“서기 박찬목 목사가 제45회 

속회 총회에서 통과한 헌법 정치 1부 개정건 각 노회에 수의한 것이 그

대로 통과됨을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합동안 제7항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헌법 수정이 통과됨을 1961년 2월 8일자로 공포함을 보고합니

다.”

40) 교회 헌법 정치 및 헌법적 규칙을 각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보고하니 

회장이 개정됨을 공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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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1회 총회로 창립한 총회로부터 일본 교단과 신사참배를 제외

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법통

총회임을 선언한다.”또한“단일총회의 헌법은 1934년 개정판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을 총회 합동에 구애되는 점만을 수정하여 잠정적

으로 사용한다”는 결의를 했다. 1962년 가결 공포된 대한예수교장로

회 헌법 정치편 목차의 특징은 <상편>과 <하편>이라는 단어가 삭제되

면서 제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구분이 안 되고 있다.4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7회 총회」인 1962년에 1934년판 헌법을 

근거하여 수정하여 개정⋅공포한 헌법에 의하면“교회 부동산은 노

회 소유로 한다”는 1934년 판의 정치 제7장 제3조는 다음과 같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정치 제20장 제2조 제3항]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재단

법인에 편입함이 가하다(행6:3-5).

1962년 총회에서 개정공포된 1964년판, 1966년판에서는 교회의 부

동산은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함이 가하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하

지만 이러한 규정은 다시 1934년판으로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재수정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41)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회직원, 제5장 목사, 제5장 치리장로, 

제6장 집사, 제7장 교회예배의식, 제8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9장 당

회, 제10장 노회, 제11장 대회, 제12장 총회.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식, 

제16장 목사 전임(轉任),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8장 선교사, 제19

장 회장 서기,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21장 의회(議

會), 제22장 총회 총대, 제23장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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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1장 제2조 제3항]

①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

교단헌법 규정이 교회 부동산(재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은 

소위“다른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임의로 재산의 소유권을 정하는 것

과 같은 규정”으로 문제가 된 규정이다. 즉 교회재산의 권리가 없는 

총회가 교회의 재산을 노회 소유라고 결정한 규정은 여러모로 보나 

효력이 없는 규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재산규정에 대한 교단헌법 

규정은 1991년에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었다. 

3) 교회 부동산 노회소유 규정, 62년 만에 대법원 무효판결

전술한 대로 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수정헌법이 통과된 

1929년을 전후하여 경북노회 산하 지교회인 대구 남정교회의 교회 예

배당의 소유권분쟁으로 8년 동안 분쟁을 겪으면서 경북노회는 교회 

모든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록하기로 결의하는 등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을 수정하는데 원인제공을 하였다. 경북노회 

사건은 62년이 지난 1991년에 와서 동일한 경북노회 사건이 원인이 

되어‘교회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 규정이 대법원에 

의해 효력이 부인되는 판결이 나왔다. 경북노회 산하 중동노회 사건

에서 상급법원인 대법원은 교회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교단헌

법의 규정이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본 판결은“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

부”에 대한 문제로써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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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42)

[판결요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

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

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

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43)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피고, 피상고인 중동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하다.

원고인 경북노회의 상고를 기각하므로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 7. 12. 선고 90나8488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중동교회

의 재산은 경북노회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판결이유]

1. 이 사건 건물이 본래 1965. 4. 14. 소외 구◌◌를 추종하는 파와 소

외 유◌◌을 추종하는 파로 분열되기 전 원고(경북노회를 지칭함) 

42) 대법원 1973.8.21. 선고 73다442,443 판결 참조;“교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여 교회용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은그 소속 노회의 헌

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토지(대지)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

가 교회원으로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43)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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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의 지교회인 중동교회의 소유재산으로서 1965. 4. 30. 위 유◌
◌을 추종하는 교인들만의 결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그 분열 전 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의에 따라 원

고노회에 증여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노회의 소

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

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원고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

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

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

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는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 전의 중동교회 전체교인들의 총

유이므로 그 총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 아닌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는 위 헌법규정에 관계 없이 무효이어서 그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노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

할 수 없고, 원고노회 명의로 경료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상, 같은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중

동교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

을 달리한 이중등기로서 무효인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노회로서는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무효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4)

4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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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한다. 국가를 상태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가 많다.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

를 하여야 하며, 그 등기를 위해서 부동산등기용 종교단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교회 고유번호증을 발행받

아야 한다. 또한 교회가 건축을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야 하며, 자동

차를 운영할 때 이에 관련된 법률행위들이 많다. 교회분쟁으로 소송

으로 이어질 때 법원은 일정한 법리적인 원칙을 갖고 적용하여 판단

하며, 판결한다. 교회가 국가와 상관없는 종교 활동이면 모르겠지만 

국가와 관계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교회가 법적 개념없

이 운영해서는 안 된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이 무조건 종교내부용으

로 작성된다고 할지라도 만능은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은 교회를 보호

하는 길이 된다.

4. 제정민법 이후 단체인 교회명의로 부동산 관리(등기) 가능

대한민국 민법은 1958. 2. 22. 법률 제471호에 의해 제정 공포되고 

1961. 1. 1.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법은 총 11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민법」이란“개인의 사적 활동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란 의미를 갖는다. 제정

민법에는 총유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제정민법 이전에는 총

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구민법에서는 그의 재산귀속

형태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구성원

의 총유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를 합유로 보는 견해, 당해 

단체의 성격에 따라 총유 또는 합유로 보는 견해, 총유나 합유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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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각종의 단체에 

관하여 개인의 각개의 효과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공유를 기본

으로 하고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차이를 검토하면 족

하다고 하는 경해 등이 있었다.45)

실제상 다수의 사람들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한 

경우가 있다. 이를 공동소유라 하는데 이러한 공동소유에 관하여 구

민법은 공유(共有)46)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법 제249

조 내지 제263조) 현행 민법이 제정 시행(1961. 1. 1) 되면서 공동소유

의 형태로 공유(제260조-제270조)⋅합유(제271조-제274조)⋅총유(제

275조-제277조)의 3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총유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 결합되어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
처분 권능은 단체에 귀속되고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소유형태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총유에 있어서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동 소유

자들은 단체로부터 탈퇴만이 인정될 뿐 자신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현행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를 총유로 하고 

있으며(민법 제275조 제1항)47) 판례도 전적으로 이에 따르고 있다. 따

라서 총유관계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인적 단체를 그 기본을 하여 

성립된다.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48) 되지만 비법인 재단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 교회의 법적 성격을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시에 법

45) 김증한⋅이영준,「판례학설주해민법(상)」, 사법행정학회, 1973, 461면.

46) 지분권이 부여된 공동재산,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

47)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48)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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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교회를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

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각 교회 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

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회가 법

인격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본다면, 교회재산

인 부동산이 교인의 총유이면서 동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의 단독소유

가 된다는 결과가 되어 그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소유관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회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면서 동

시에 법인격 없는 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49)

교회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데 법인은 국

가의 주문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단체를 의미하고 비법인 사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비

법인 사단이란“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

가(제32조)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과 기타 규제를 받기

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하여 강제주의를 채

택하지 않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집합체)의 재산은‘총유’로 인정된다.50) 

대법원은“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

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

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

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51) 비법인 사단인 

49) 대법원 1999. 9. 7. 선고 97누17261 판결.

50)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5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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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총유 재산은 교인들의 재산이므로 교회라는 단체이름으로 다

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관리 및 등기를 할 수 있다.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교회 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는 교회 

대표자로 해야 한다. 장로회 정체에서 교인이나 장로는 교회의 대표

자가 아니라 담임목사가 대표자가 된다. 교회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

기할 경우 이는 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명의를 대여해 준 자도 문제

가 된다. 또한 교회가 재산의 분쟁이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이 교회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소송은 교인 개인이나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

인들의 총회에서 결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민법 제

276조 제1항은‘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다.’, 같은 조 제2항은‘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

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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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

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

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

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

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52)고 판시한다.

5. 교회재산의 관리보전 및 처분권

1) 재산관리⋅보존권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

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것으로 본다.53)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관리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54) 법인 아닌 사단의 

5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례.

53) 이영준,「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9, 592면; 윤철홍,「물권법 

강의」, 박영사, 1998, 239면.

5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민법 제276조 

제1항은“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

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



98 ▮ 종교법학회지(2015. 11. 9)

소유형태인 총유는 단체성이 강하며, 구성원 개인에게는 지분권이 인

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보존행위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여

야 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은 교회에 대한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55)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56)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

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

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

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

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

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

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

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55) 이때 사원총회 결의를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5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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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사건에 있어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57)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와 법리에 근거해서 교회분쟁시 관리보존

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산본중앙교회 분쟁시 

교회 장로를 소속 노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제명출교 판결을 내렸

다.58) 그러나 하급심이긴 하지만 원고측인 교회는 제명출교된 장로들

에 대해 교회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교회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원에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각하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

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

다.”59)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하였다.

법원은“채권자 교회의 명의의 지분은 총유재산이므로 정관에 달

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채권자 교회에 정한 기타재산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5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 3. 3, 자 2010카합180 결정.

5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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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약이 있다거나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교인들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교단에서의 권징결의가 있다

고 하더라도 교회재산이 총유형태인 한, 교회당 출입금지를 하기 위

해서는 교인총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교단의 책벌과 민법상의 재

산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대

구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인인 원고측은 피신청인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제명출교를 당했다. 

그러자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을 교회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

기했다. 법원은 신청인측이 피신청인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예배⋅출입⋅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총유재산의 보

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

라도 정관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

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에도 달리 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60) 

(1)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으로 관리하는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나 대한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대

한 감리회 등은 하나의 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

60) 대구지방법원 2007. 6. 8.자 2007카합1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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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의 유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

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61)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

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62)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과 교회와 교

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

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

다.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

다.63)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64) 권리상실조

6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

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62)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통합측은 노회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장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6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

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

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64)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2편 제94조 단서에서는“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

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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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교회로 하여

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

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

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65) 그러나 물권

인 부동산 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

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명의신탁”으로 보았지만66) 

법령이 개정되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

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

로 보았지만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

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탈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65) 윤철홍,“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민사법학」제43집 

제1호, 2008, 3-42면, 백현기, 백현기,“교회의 분쟁에 대한 민사법적연

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9면; 같은 견해로는 이충상,“침

례교회가 유지재단에게 교회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대법원판례해설」제34호, 법원도서관, 2000년 상반기, 2000. 11, 67-68

면; 동지, 변동걸,“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법과정의」, 경

사 이회창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995, 490면; 오시영,“지교회와 유지재

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토지법학」제24-1호, 2008. 6 (주8), 238

면; 오시영,“지교회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에 대한 고찰”,「토지법

학」제24-1호, 2008. 6.

66) 윤철홍, 전게논문, 15면, 20면, 백현기, 전게 학위논문, 131-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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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67) 

교회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하나님께

서 교회에 주신 재산을 교회가 관리하지 못하고 교단의 이름으로 관

리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 자신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재산

권이 없는 교단에게 관리권을 넘기느냐라는 교회의 정체성과 자존심

에 대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관리하다 보

니 교회가 교회재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교단 유

지재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다. 

()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한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가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하여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 단체 명의로 관리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자들은 교단을 탈퇴할 경우를 대비해서 교단의 유지재단에 등록해

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는 교회 중심이 아닌 교단중심이다. 

재산권이 없는 교단이 지교회 재산을 관리하므로 교단이 지교회를 장

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교단이나 노회가 지교회의 독립성

을 훼손하고 지나친 간섭으로 지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67) 실명법, 부 칙[2013.7.12. 제118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

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

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

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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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의 대항력은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 

교회 내부의 갈등과 분쟁으로 교회 재산이 특정인의 권한에 넘어

가버릴 경우를 대비해서 교단 유지재단에 등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교단중심의 판단이다. 전술한 대로 교회재산권

의 1차적인 집행권은 교회정관이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장

이기도 하다. 교회재산을 비법인 사단인 법리에 따라 교회 단체 명의

로 등기를 하고 교회정관에 재산권, 즉 재산처분에 대한 규정을 엄격

하게 해 둘 경우 얼마든 교회재산을 지킬 수 있다. 예컨대“본 교회

는 교회분쟁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 단 본 규정은 개정할 수 

없다(불변조항으로 하다)”라는 규정을 두었을 때에는 분쟁의 원인자, 

분규를 일으키는 자는 정관에 규정된 치리권을 발동하여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하면 된다. 그리고 교회정관에 재산처분에 대한 엄격한 규정

을 두었을 때에는 절대로 재산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교회는 교회정관에 재산처분을 당회에 

위임하는 규정을 둔다. 교회에 분규가 발생되었을 때 당회가 재산권

을 처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회는 대책이 필요하

다. 교회재산을 당회중심, 즉 목회자와 장로 중심으로 처분하는 정관

규정을 두었을 때 이 역시 법원은 인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산처분

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정관을 통하여 당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 

분규시 당회의 결의로 반대파를 숙청하여 특정 그룹이 재산을 장악할 

의도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

제◌조 (재산관리와 처분)

1. 본 교회 재산은「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이름으로 등기한다.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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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교회 분쟁시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재산 분할은 금한다. 

3. 교회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동의회에서 목적물을 명시

하여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본 조항은 불변조항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비법인 사단의 재산관리와 처분은 1차적으로 교회

정관이다. 나중에 특정인들의 유리한 입장으로 교회정관을 개정하여 

재산권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불변조

항”, 즉“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불변조항이라 

할지라도 정관은 교인 총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

우 교인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이

런 규정들은 분쟁으로 교회재산이 분할될 염려가 없으며, 특정인들이 

교회재산을 장악할 수 없게 된다. 교인들의 총의가 아니면 불가능하

다. 교단이 지교회 교인들의 뜻에 반한 결정으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에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교회재산을 지켜야 한다. 

담임목사의 비위로 교단을 탈퇴할 경우에 대해서는 소속노회가 목

사의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직을 정직 내지 면직한 후 임시당회장

을 파송할 경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은 정직이나 면직 받은 목사에게 없으며, 임시당회장에 있다. 이런 식

으로 교회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 목사의 교단탈퇴의 시점이 목

사의 면직보다 앞설 경우 교단탈퇴 효력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

여 노회가 신속히 담임목사의 당회장직을 유보하고 임시당회장을 파

송하는 규정을 노회 상비부에 위임하는 노회규칙을 두고 있으면 가능

하다. 이 유보는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에 해당되므로 얼마든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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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 재산 처분권

교회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은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

기 때문에 교회법과 국가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대법원은“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다.68)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부동산등기법」 제

26조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다. 교회 교인들

의 헌금으로 구성된 재산은 교회 단체명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에 이를 어기고 교회재산을 교회단체 명의가 아닌 목사나 장로의 이

름으로 등기를 할 경우 이는「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률」에 위반이다. 교회 단체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이를 처분하

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야 한다.

교회는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교회재산을 처분하

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처분하면 된다. 정관 규정에 따라 처

분할 경우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①정관에“재산처분은 

공동의회에서 처분한다”거나“처분은 당회에 위임한다”라는 규정

이 있을 때 그 정관이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적법한 절차

에 따라 적어도“재적교인 과반수 출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회

68)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

다2045, 2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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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록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

서 3분의 2 이상”등의 규정은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정은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없기 때문이다. ②정관에 재산

처분 규정에 대한 법적 요건에 맞는 정확한 정족수가 정관에 규정되

어 있어야 한다. 

둘째,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

교회정관에 재산처분 규정이 없거나 법적 의사⋅의결정족수가 없

을 경우는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그때 결의는 민법의 원리

를 적용하여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

우 문제가 되어 법원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 교회정관에 재산처분 규

정이 부존재하거나 의사⋅의결정족수가 하자 내지 인정되지 못할 경

우에는 공동의회에서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처분에 대한 찬성

이 있어야 한다.69) 이 이야기는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이 공동의

회에 출석하여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의회 소집권한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집권자

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노회로부터 목사정직이나 면직처

6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

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

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

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

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

우에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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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받았을 경우 이러한 처분을 받은 자의 재산처분을 위한 공동의

회 소집은 위법이 되어 재산처분 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6. 교회 재산권에 대한 각 교단 헌법 관련 규정 분석과 평가

각 교단은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감리회는「기독교대한감리회 교

리와 장정」이라 하듯이 장로교 역시「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갖

고 있다. 3심제인 장로회 내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있는데「총회헌

법」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대법

원과 같은 최고의 행정⋅사법치리회인 총회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

회에는 헌법이 있고 총회 안에는 총회규칙이 있으며, 총회는 대한예

수교장로회 헌법에 구속된다. 총회헌법이라는 말은 결국 대한민국 헌

법을 대법원 헌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옳지 않다. 요즘 

법원 판결문에서「총회헌법」이라 하지 않고「장로회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은 표현이다. 장로교의「장로회헌법」이나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은 교단헌법으로써 이같은 교단헌법에 지교회(개체교

회)의 재산권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평가해 

보려고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

역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대마다 현실

적으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교단이 바로「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합동)」이다. 이같은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재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 승인권은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 두고 있으며, 

그 집행권은 제직회에 두고 있다. 공동의회는 민법에 사원총회에 해

당된 교인들의 총회이며, 교인들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직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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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70)라고 규

정한다. 

제직회는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 집행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직회의 재정집행을“제직회는 교회

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라고 규정한다.71) 제직회의 재정집

행의 근거는 공동의회가 승인한 예산편성에 있다.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재정을 집행할 경우 위법이 되는 이유는 당회는 재정

집행기관이 아닌 교회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및 치리기관이기 때문

이다. 제직회의 재정집행 후 반드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회가 위임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

유물권자들인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산 승인을 해 주어야 제

직회 재정집행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72)

70)「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Ⅳ. 정치편 제21장 제2조 제1항.

71)「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Ⅳ. 정치편 제21장 제2조 제3항.

72) 배임죄에서‘'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

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배임죄의 고의는 업무

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

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

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할 것

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

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02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

도756 판결 참조). 교회재산의 소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극서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교회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회헌금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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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회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재정처리: 제

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73) 와“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

다.”74)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이같은 장로회헌

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

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

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

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75) 국가

의 강행법규란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종교단체 

내부규정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해야 할 

법률적 분쟁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과 재판국판결을 채용한 

들 총회의 사건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출행위가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별 지출행위의 목

적, 동기와 경위 및 절차, 개별 지출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후 승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교회의 재정상황이나 다른 교회의 관행 등에 비추어 특

정 용도에 대한 지출금액의 규모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사후적인 태도 등 제반사정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자 여부와 피

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02의 원심판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

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참조)

73)「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Ⅵ. 정치 제7장 제3조.

7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Ⅵ. 정치 제10장 제6조 제8항.

75)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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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권징결의에서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 반

한 지교회 재산의 권리문제를 판단하여“부동산은 노회소속이기 때문

에”라는 판결은 종교내부의 독단적 개념일 뿐 효력이 없는 판결이

다.76)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정처리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교

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77)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

이 나면 노회가 불법행위를 처단할 권한이 있다.”78)

지교회의 부동산은 교회의 재산이다. 이는 우리의 민법과 부합하

다. 민법에“법인 아닌 사단이 집합체로써 물건을 소유로 할 때에 총

유로 한다”(제27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

여 교회 교인들에 의해 관리보존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교회의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한 분쟁으로 변론이 나면 노회는 교회재산의 

권리관계를 판단하여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의 원인은 처단

할 수 있다. 예컨대 당회가 불법으로 정관을 만들어 그 정관에 따라 

재산을 처분했다면 불법으로 정관을 제정하여 법률행위를 한 그 행위

를 처단하여 직위와 교인의 지위를 상살케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장 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교회 재

산은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6) 본 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0회 총회에서 이를 

그대로 채용한 결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77)「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Ⅵ. 정치 제7장 제3조.

78)「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Ⅵ. 정치 제10장 제6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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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은 1922년판이다. 이 헌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은 

현재까지 이 헌법의 특정 일부만을 개정한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1959년 이후 1922년판인 기존 헌법을 수

차례 부분 개정을 한 후 2003년 제88회 총회에서 1922년판의 헌법을 

전면 개정을 결의한 뒤 3년간 개정작업을 진행한 후 2006년 제91회 

총회에서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 2007년 5월 15일에 총회 공포 효력

이 발생되어 새로운 헌법을 갖게 되었다.79) 따라서 한국 최초의 장로

회 헌법인 1922년판이 그대로 계승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이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해 놓았을 때 그 법률관계는“명의신탁”으로 보아 실명

제법 위반으로 보았지만80) 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실

정법 위반이 아니다. 종교단체에 소속된 지교회가 소속교단의 재단법

인(유지재단)에 편입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종중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는 다르게 특례혜택을 받지 못하여 실명법 위반으

로 보았지만 2013. 7. 12.자로 실명법 일부가 개정되어 종교단체 역시 

종중과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과 같이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 위반

에서 벗어났다(개정 실명법, 제8조). 개정이전의 명의신탁 역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

인 1995년 7월 1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81) 지교회 재산을 유지재

79)「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2007, 서문 p. 3.

80) 윤철홍, 전게논문, 15면, 20면, 백현기, 전게 학위논문, 131-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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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편입은 증여에 근거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것이다.

교단들마다, 혹은 그 교단의 산하  노회들마다 유지재단을 설립하

여 운영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는 각 노회별로 수개

의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개별교회의 재산에 관해 그 소

유를 교단 또는 교단에서 설립한 별도의 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82)는 

내용의 헌법, 장정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83) 문제는 지교회에서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끼리의 분쟁, 교회와 교단과의 분쟁으로 재산분

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교단에 편입된 재산이 법적으로 지교회 재산

의 소유관계, 즉 교단의 재산인가, 지교회의 재산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교회 재산을 교단이나 교단의 유지재단 명의로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 교단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

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 판례도 부동산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

률적 분쟁에 대해서는 교단의 헌법이 지교회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84) 대법원은 지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 등에 증여

81) 실명법, 부 칙[2013. 7. 12. 제118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례)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

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8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

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8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통합측은 노회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장고신,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총회유지재단의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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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그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는85) 

권리상실조항에 대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교단헌법이 

자치법규라고 한다면, 목사 등의 임면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모든 규정들은 지교회를 구속하기 때문에 지교회는 이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변경이나 대표자 임명 등의 조항에 대해

서는 지교회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강제하면서, 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86)고 주장하지만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관계에서는 문제가 된다. 교회와 

교단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교회가 그 교회의 예배당건물과 그 부지를 소속교단 명

의로 등기한 것은 교단으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8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

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건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

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 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85) 예컨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제2편 제94조 단서에서는“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지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

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이

탈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86) 윤철홍,“기독교유지재단의 운영현황과 문제점”,「민사법학」제43집 

제1호, 2008, 3-42면, 백현기, 전게 논문, 19면; 같은 견해로는 이충상,

“침례교회가 유지재단에게 교회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

지”,「대법원판례해설」제34호, 법원도서관, 2000년 상반기, 2000. 11, 

67-68면; 동지, 변동걸,“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법과정

의」, 경사 이회창 선생 회갑기념논문집, 1995, 490면; 오시영,“지교회

와 유지재단의 재산관계(주8),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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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교단에 대한 소속감

을 강화하고 소속교단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

는 교단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교단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

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87)라고 판시하고 

있다. 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의 재단법인(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이

전해 놓은 개별교회의 재산을 교단 탈퇴로 인하여 환수하려고 요구하

면“교단은 교회 앞으로 그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가”라는 법률문제

가 발생된다. 대한감리회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유지재

단에 이전 등기된 지교회가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하는 경우에, 유지

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권리상실규정

을 두고 있다.88)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와는 달리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89) 교회의 분열을 부정하는 태도

와는 달리 정당한 절차를 통한 교단의 탈퇴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지교회 측에서는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재산을 환수받고자 할 것이다. 이때 소속 교단을 탈퇴한 지교회는 재

산권상실조항의 무효와 함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유지재단측에서는 재단에 편입된 부

동산을“유지재단에 증여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87) 대법원 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88)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헌법」제96조 제3항:“대한예수교 장로회 교

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

다.”

8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마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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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증여 형식으로 지교회가 유지재단에 소유권을 이

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종의 명의신탁이라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 실무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약이 뒤따

른다. 즉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기재해

야 하고(민법 제43조) 정관변경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민법 제45조 제3항) 결국 재단법인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주

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90) 대법원은“비록 명

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재단에 편입된 재산을 처분

하는 것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9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규정 중에“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92)는 규정이나, 제직회 결의사항으로

“부동산 매매”93)나 재산의 관리 및 용도에서“노회의 재산 중 지교

회 부동산은 그 지교회의 당회로 관리케 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산은 제직회로 관리케 

하되 지교회의 운영에 사용케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

90) 황교안,「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도서출판 만나, 1994, 176

면.

9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

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

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고, 또 일단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

에 편입하여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분(반환)하는 것은 정관의 변

경을 초래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92)「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 제10장 제68조 제8항.

93)「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 제13장 제9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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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없다.”94) 또는“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

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 및 사용수익권도 가지

지 못한다.”95)라는 규정 등은 국가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

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 

제3자가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

게 이야기해서 나의 재산을 제3자가 처분과 관리보전권을 갖고 행사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는 지교회 상급기관인 교단헌법은“지교회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였

다.96) 또한“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

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97)고 하였다. 지교회 부동산과 재정 문제는 지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자유의 본질에 해당되므로 지교회 상위 치리회

인 노회나 총회가 관여할 수 없으며, 총유물권자인 교인들의 권한이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에 따르면 제직회 결의로 재산의 처

분과 취득을 하도록 돼 있는 교단헌법을 갖고 있다. 개교회 정관으로 

부동산 처분과 취득을 제직회에 위임할 경우는 가능하다. 이는 총유

권자가 교회정관을 제정하여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교회 재산

의 총유권자가 아닌 교단이 헌법규정으로 지교회 재산의 처분을 제직

회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지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

사유가 된다. 통합측 헌법에 의하면 제직회는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

94)「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 제14장 제96조 제2항.

95)「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 제14장 제96조 제3항.

96)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5 전원합의체 판결.

9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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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돼 있

다.98) 이는 총유권이 아닌 자들에게 지교회 재산의 처분권을 규정한 

교단헌법은 재산 소유자가 아닌 교단이 남의 재산의 처분권을 행사하

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교리와 장정」

개신교회 중 구세군교회는 그 교리의 특성상“구세군의 모든 자산

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

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99) 또한 가톨릭교

회 역시“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

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와“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

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법인 아닌 사

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구산하 

개개의 본당들은 권력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00)

그러나 장로회101)나 감리회102)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총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교인들의 총회격인‘공동의회’

가, 감리회에서는‘당회’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권을 행사

98)「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통합)」, 정치 제13장 제91조 제1항.

9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2648 판결.

100) 대법원 1966. 9. 20. 선고 63다30 판결.

101)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102) 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2민상467 판결.



제1회 종교법학회지 ▮ 119

한다. 감리회“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한

다.”고 규정한다.103) 감리교회 개체교회는“의회법에 따라 당회가 

구성된 교회를 개체교회”라고 하며, 개체교회의 최고의결기관의 회

원은“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고 규정한다.104)

하지만 감리회 개체교회가 소속된 교단의「교리와 장정」에 개체

교회 재산의 처분과 관리보존행위를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에 해

당된‘당회’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구역회’권한으로 두고 있

다.105) 구역회는“구역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목사, 전도

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② 장로, 권사, 속장 ③ 선교부장, 교육부장, 

사회봉사부장, 문화부장, 재무부장, 관리부장 ④ 남선교회 회장대표, 

여선교회 회장대표, 청장년선교회 회장대표, 청년회 회장대표, 교회학

교 교장, 당회 서기, 감사”106)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체교회 교인들의 총회인 당회에서 구역회에 위임하는 교회정관이나 

결정을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개체교회 재산권을 갖고 있지 않는 소

속교단이「교리와 장정」에 헌법상으로 규정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103)「교리와 장정」, 헌법전문 제2장 회원.

104)「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2장 제1절 당회【302】제7조(당회).

105)「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3장 제1절  구역회; 구역회는 개체교

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

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

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역회는 교회에 기증된 동산과 부동산을 받아 처리한다. 구

역회는 교회 및 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구입, 매매, 임

대차 또는 기증한 동산과 부동산의 사무처리하다 는 등의 규정을 갖고 

있다.

106)「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3장 제1절  구역회,【325】제30조(구

역회의 조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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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이며, 이는 앞서 통합측 헌법에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의 판

례입장인 교단이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독립성, 국가의 강행법규

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에서는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개체교회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는 위법

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교리와 장정」에 의하면“개체교회의 … 소유, 관리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107) 이같은 결의는‘나의 

재산을 타인이 유지재단으로 편입시켜 등기하여 관리하라’는 명령과 

규정은 국가 강행법규의 법률관계에 위반이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개체교회 재산을 교단의 유지재단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지라도 이는 교단헌법(교리장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개체교회의 종교의 자유원리와 독

립성 적용되어야 하는 국가 강행법규에 따른 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교단이 지교회(개체교회)를 장악하는 장악력을 국가의 강행법규를 위

반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교단이 국가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7. 결론

지금까지 교회재산의 관리보존 및 처분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교

회법이든 국가법이든 교회재산은 교회 특정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교

회재산으로 교인의 공동소유인 총유로 설명한다. 총유란 개인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양도나 개인의 처분권이 없다. 단지 사용⋅수익

107)「교리와 장정」,제2편 헌법 전문 제7장 제 7 장 재산관리【87】제22조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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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으며, 사원총회에 해당된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장

로회), 당회(감리회)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결의에 참여하여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회분쟁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중요한 두 가지 판

례를 내놓고 있다. 첫째는 교회재산(법인 아닌 사단)의 관리보존행

위108)와 둘째는 교회분열인정여부와 재산의 귀속관계이다.109) 또한

“교회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①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

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②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

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라는 판시이다.110)

하지만 교회재산의 관리⋅보존행위와 처분 및 합병⋅분립이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의 법률관계에서 현행 한국 개

신교의 모든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교회 최고의결기관이‘출석한대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사정족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인정을 받지 

108)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10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구  분 1993. 1. 19. 선고91다1226 2006. 4. 20. 선고2004다37775

분열
인정

여부

다수
의견 분열 인정 분열 불인정

소수
의견

분열 불인정
(윤관, 김상원 대법관)

① 분열 인정(박시환 대법관)
② 종전판례 유지(강신욱 대법관)

재산

귀속

다수
의견 분열 전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잔류 교인들의 총유가 원칙
2/3 이상 동의 있을 경우 탈퇴교
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

소수
의견

① 잔류교회 교인들의 총유가 원
칙 3/4 이상 동의 있을 경우 
탈퇴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
속   (윤관, 김상원 대법관)

② 분열 교회 상호간의 공유
   (이회창 대법관)

① 종전판례 유지(강신욱 대법관)

② 분열교회 상호간의 공유
    (박시환 대법관)

110)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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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 5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2006년 전원

합의체 판결111)에 따라 교회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야 한다. 

결국 교회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회내부용으로만이 아닌 국가

법과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 한국교회가 소속된 교단들이 교단헌법을 통해서 지교

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교회가 특

정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관계가 아니라면 특

정교단의 헌법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강북제일교회의 사건에

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는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을 부인한 판결과도 

맥을 같이한다.112) 또한 교단과 지교회의 관계에서 교단은 지교회의 

종교자유 원리와 독립성을 침해할 경우 교단헌법이 지교회를 구속하

지 못한다는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113)

결론적으로 교회법인 교단법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재산권에 대

한 권리행사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 교단의 

결속을 위하여 지교회로 하여금 교단헌법과 결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는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 강행법규

를 적용해야 하는 법률관계인 재산권 문제를 징계의 수단으로 하여 

지교회(개체교회) 재산권을 박탁할 수 없으며, 이를 헌법규정으로 제

정할 수 없다. 교회 역시 교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집행권

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 교단은 지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된다.

111) 주 123번을 참고하라.

11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29446 판결.

113)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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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에 대한

교회법과 국가법의 법률관계 

-열린선교교회사건을 중심으로- 

김용욱 · 유장춘 1)

1) 김용욱 박사,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일반대학원(Ph.D) 열린

선교교회담임목사. 유장춘 박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리폼드신학대

학원(D.Min), 총신대학교·칼빈대학교(Ph.D), 단국대학교(법학박사), 새

소망교회담임목사.

목 차
1. 사실관계 

가. 설립과 특색 

나. 헌신과 갈등의 원인 

다. 민·형사상 사건 등 

라. 소결론 

2. 법적인 쟁점 

가. 교단탈퇴 및 소속문제 

나. 정관개정 

다. 횡령사건과 정관 

라. 정관효력정지 

마. 헌금변제와 이익배분

3. 정관제정·개정과 권징재판의 한계 

가. 정관제정 및 개정 

나. 공의로운 권징재판

4. 제 언

가. 권징재판

나. 공의로운 사법처리를 위하여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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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발표하는 것이라 부담이 되지만 목

사가 당할 수 있는 사건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

개한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주요쟁점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필자의 사견으로 제언을 제시한 이후 결론을 내리고

자 한다. 전개방식은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판결문형식을 따르고

자 한다. 

1. 사실관계 

가. 설립과 특색 

1) 2002. 11. 7. 김용욱 목사(이하 ‘김 목사’)는 남대문시장에서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열린선교기도처를 시작했고, 선교회가 안정되자 

2004. 2. 경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선교교회를 

시작했다. 2010. 9. 경 서울시 은평구 불광2동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열린선교기도처로 자리를 잡으면서 열린선교회라고 칭하고 

서울시 중구 퇴계로 6길 3-28 있다가 서울시 중구 회현동으로 이전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에 수련원을 

소유하고 있다. 

2) 열린선교교회의 특색은 우선 새벽기도회에 교인들의 절반이상

이 참석한다는 것과  담임목사와 셀 리더들이 교회설립이후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예배 후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회의 대소사를 의논한 뒤 

기도하는 것이다. 

나. 헌신과 갈등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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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 권사는 열린선교회와 열린선교교회의 초기 멤버이고, 스스로 

신문지상과 교인들에게 간증하기를 김 목사를 만나기전 사업이 어려

웠고 약17억 원의 부채가 있어서 당시 가계수표를 계속 활인해 가면

서 버티고 있을 때, 김 목사가 당시로서는 거액인 3천만 원을 조건 

없이 제공한 금원이 발판이 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모 권사는 현재 남대문 일대에서 손꼽히는 재력을 얻게 되었고, 열린

선교교회에 출석당시 셀 리더의 대표로 일반교회 장로의 역할을 능가

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2) 문제의 발단은 열린선교교회 교인 중에서 한사람이 모 권사와 

같은 업종의 기업을 창업하자  모 권사가  필요이상으로 막았으나, 

김 목사는 신생업체도 동일하게 코칭을 한 것이다. 또한 리더들에게 

‘이제야 복음을 깨달았다’는 취지의 문자가 확산되어 조사한 결과  

원인제공자가 모 권사의 조카이면서, 모권사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김 목사와 모 권사는 원인제공자를 회

사에서 해임하기로 합의했으나, 모 권사가 해임을 미루다가 오히려 

김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3) 모 권사와 가족들과 직원들은 2014. 2. 경까지 예배참석하고 열

린선교교회를 자발적으로 떠나서, 서울과 수도권에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2014. 7. 27.(일)오전10시 20분경부터 1시 20분

까지 약 3시간동안 은평구 불광동소재 교회앞 도로에서 가족, 회사직

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규합하여 90여명이 예배를 방해했다.

다. 민·형사상 사건 등 사건 등

1) 교회내와 교회를 이탈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내용

은 재정의혹, 이성문제, 김 목사의 설교를 문제 삼아 이단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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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포, 김 목사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총신대학교에 진정, 국

세청에 김 목사와 교인에 대한 신고(추측), 기독교언론에 공개, 노회

와 사법당국에 고소, 가처분과 본안소송, 열린선교교회의 주장에 의

하면 헌금했던 것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작

정해준 차용증을 근거로 협조하여 거액을 변제하도록 판결을 받으므

로 선교회빌딩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2) 김 목사는 노회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전에 노회를 탈퇴하였고, 

노회는 탈퇴한 이후에 재판국을 구성하였으나 국가기관에서 조사중이

므로 판결을 유보한 것을, 노회장이 노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김 

목사에게 통지한 후에 항변을 듣지 않고 면직을 결의하였으나, 절차

상 하자등으로 공포하지 아니하고 유안건으로 남겨 두었다가, 2015. 

10. 12. 정기노회에서 목사면직을 의논한 것 자체를 원인 무효하였다.

3) 노회에는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사법당국에는 강간으로 고소

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확정되었으며, 165억 원을 횡

령 등으로 고소한 건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확정되었다. 모 권

사 등이 신청한 정관무효가처분은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중이며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 목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인격권침해 가처분

을 신청하여 인용되므로 열린선교교회에 와서 예배방해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4) 선교회관을 매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 집사가 인천소재 빌딩

이 매각되면 헌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선교회관을 매입한 

이후 10억 원을 헌금했으나, 7일 뒤 남편과의 화목을 위해서 차용증

서를 작성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

다. 이사건 발생이후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하여 1심에서 원금

과 이자 그리고 선교회관의 투자이익에 대한 지분까지 약4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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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가집행에 근거하여 현재 경매진행중이고, 

고등법원은 2015. 10. 28. 약27억8천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5) 모 권사의 주도로 기독교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보도되어 김 목사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모 선교회

에 소속된 목사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을 제시하며 기고하여, 필자

와 김 목사가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이탈교인 외

에도 제삼자가 총회와 사법당국에 고소하였다.

라. 소결론 

한 개인의 불만이 가족들과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

원들과 이미 오래전에 떠난 교인들까지 규합하여, 엄청난 자금을 무

기로 노회와 민사제소·형사고소, 언론사에 유포, 총회에 고소, 총신

대학교, 세무서에 투서(추측)하였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나머지 교인

들은 오히려 더 단결하여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

이다. 한국교회는 자칭 이단감별사의 활동, 언론사의 폭로성기사, 교

계단체의 폭로성 기사, 권징재판의 한계등은 한명의 목회자와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국교회전체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 할 것이다.

2. 법적인 쟁점 

가. 교단탈퇴 및 소속문제 

1) 노회에 고소 

김 목사가 노회를 탈퇴한  3달 후 필자가 담임하는 새소망교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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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목사로 부임하고 노회로부터 부목사청빙 허락을 받았다. 모 인터넷

신문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삼자인 모 목사가 사법당국에 업무

방해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2) 노회와 총회의 결의

 모 목사가 총회에 고소하자 총회재판국은 담임목사와 교회가 탈

퇴한 이후 다른 교회의 협동목사로 부임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

만, 수많은 소송과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평남노회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하였고, 총회는 그대로 결의를 하였다.

 평남노회는 김 목사가 총회결의대로 교단에 복귀할 경우 원래 소

속되었던 노회에 복귀하겠다고 원래 소속되었던 노회에 제출한 서류

와 원래 소속된 노회에서 목사면직을 결의한 것조차도 원인 무효하였

다는 소식을 듣고, 김 목사가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어 원래소속노회

에 복귀할 때 까지 현재 상태로 두기로 하였다. 다만, 모 씨가 총회와 

국가기관에 계속 소송을 하므로 공포는 유보하기로 했다.

3) 노회와 총회 재판국이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건에서도 김 목사가 탈퇴하지 아니한 채 목사면직을 받

았다면 김 목사는 목회를 할 수 없거나 현재교회건물이 아닌 다른 장

소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나

마 다행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과 총회의 결의이다. 

나. 정관개정 

1) 원시제정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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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선교교회는 2004. 2. 개척하였으나 정관을 작성하지 아니하다

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2010. 5. 6. 김 목사가 날인한 정관을 

동대문구청에 제출하여 여러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014. 3. 30. 정관

을 개정하였으나 김 목사스스로 흠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필자

의 도움을 받아서 2014. 6. 15.에 정관을 개정하였다. 정관개정을 위

해서 6. 1.자 주보에 확정된 교인명단과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게재하

고 게시판에 공고한 이후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6. 8. 교인을 확정

하였다. 신청인들은 2014. 2.경 이후  열린선교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2014. 7. 27. 열린선교교회에 들어오려고 했

으나 교회측에서 막았다. 추측하기로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위해서 6개월 이전에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정관개정절차

6. 8.자 주보에 6. 15.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공동의회를 통

해 확정된 교인은 참석하시기 바란다는 광고하고, 6. 8.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교인들에게 6. 15. 교인총회안건에 관한 사안들을 서명받고, 

결석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다. 6. 15. 교인총회에서 정관개정

을 통과하고, 노회를 탈퇴하고, 개척이후 사용한 헌금에 대해서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을 받기로 하는 결의등을 하였다. 그리

고 결석자에게 교인총회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6. 15. 당일에 퀵과 다음날 내용증명우편으로 노회담당자들에게 노회

탈퇴사실을 전달했고, 신문에도 공고하였다. 

다. 횡령사건과 정관 

사법당국은 강도 높게 조사하고 횡령, 배임은 혐의 없음과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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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오히려 조사를 받으면서 

교회의 재정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무고여지

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모 권사는 고소를 취하였다.

1) 목사개인명의의 부동산 

김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셀 교회를 지향하였다. 모 권사는 

장로가 없으므로 당회는 물론 공동의회나 제직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

었기 때문에 재정을 보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사법당국에 그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금액에 상당하는 165억 원을 횡령 등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고소하였다. 고소핵심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총회의 결의 없

이 소유권을 김 목사 개인의 명의로 한 것이 횡령이라는 취지이다. 

김 목사는 교회명의로 한 것은 오히려 고소인이 주동해서 한 것이며, 

이유는 고소인이 교회명으로 하면 서류가 복잡하고 대출도 까다롭기 

때문에 김 목사 명의로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고, 입증서류를 제출하

였다. 그리고 김 목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관을 통해서 교회재

산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하였다.

검사는, 총회의결 없이 리더회에서 결의한 것이 총회의 결의로 대

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리더회의 결정이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여

지가 없다거나 리더회의 결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으로 교

회재산임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  

 고소인은 대출받은 금액을 김 목사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기

화로 몰래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다. 김 목사는 부동

산을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금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검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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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가 법인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교회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교리를 신봉하는 다수

인이 공동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①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범을 제정하여 ②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신앙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서 성립·존속하게 되는바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

원합의체 판결) 

3) 사법당국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가 아니라 리더회에서 결의 

한 것과 정관으로 재산을 교회소유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개인이 사

용한 것이 없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당회, 제

직회, 공동의회가 없었더라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규약과  의사결정

기관에서 의논하면 된다. 

라. 정관효력정지 

모 권사를 선정당사자로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에

서 심리 종결 후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1) 신청ㆍ청구취지  

〇 신청인은, 열린선교교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와 열린선교회 부

동산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열린선교교회 정관

으로 교회의 출입을 방해하고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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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정관의 효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하였

다.

〇 신청원인요지는 ① 2014.  3.  30. 정관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무임목사가 소집하였고, 1주일 전에 광고하지 않았고, 안건을 기재하

지 않았고, 신청인에게 주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을 배제하

고 교회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위배된다. ② 

2014. 6. 15. 정관개정을 교인총회에서 결의, 재정보고와 노회탈퇴를 

가결하였으나 역시 소집권 없는자의 소집, 안건사전통지를 거치지 않

아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정의관념에 반한다. ③ 권징

절차 없이 신청인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되

었다. ④ 김 목사를 무임목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당회가 없는 미조

직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1년의 시무목사(임시목사)이고, 

임기만료 후 계속시무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

동총회헌법, 정치, 제4조2항『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

의 2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 기간을 1년간이요,  …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 3부의

2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공동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서 정관개정을 했던 교인총

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으므로 정관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김 

목사가 임의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정의관념에 반한다

는 취지이다. 

2) 답변요지

〇 피신청인은 동법15장 제12조1항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는 조항과 소속노회는 그동안 노회촬요에 시무목사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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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무임목사는 별도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발급한 서류에 

임시목사, 무임목사가 아니라 담임목사로 기재하고 있고, 서류하단에 

담임목사는 당회장직을 헌법과 노회규칙에 의거 정식 당회장직을 부

여함 이라 적시하였다. 따라서 목사의 소속은 노회의 직할이기 때문

에 노회의 결의대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시목사가 시무연장을 

받지 못한 경우 무임목사가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동법 제4장4조 6항

에서 무임목사는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신청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열린선교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시무

한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이 이전에는 아무도 이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〇 또한 6. 15.정관은 교인을 확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았고, 확정

된 교인들에게 교인총회에 대한 장소, 날짜, 안건을 서명 받았고, 결

석자에게 등기로 통지했고,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명을 받았고, 결

석자에게 서명을 받았으므로 하자가 없다. 

3) 재판부의 결정 

① 피신청인이 신정관으로 개정되어 구정관은 효력 상실했다는 주

장에 대하여 구정관은 교인총회에서 신정관으로 개정되었고, 신정관

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 정관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피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 ② 신청인은 열린선교교회와 김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였으나“단체의 의사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은 

그 의사결정을 한 당사자인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김 

목사는 당사자로서 부적합하다. ③ 신정관,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이어

서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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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이 1년이지만  합동총회헌법 제15장 제12

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한 교회

나 미조직 교회가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

는 다시 노회의 1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

을 줄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속노회에서 2014. 6. 30. 까지 재직증명서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

었고, 노회촬요에 무임목사와 구분하여 시무목사로 기재하였고, 개척

초기에 작성한 정관에서 담임목사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 발행 

고유번호증에도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개척이후 지금까지 계속 교

회를 시무하였지만 담임목사의 지위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적도 없기 

때문에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교인총회 개최전인 6. 1.자 주보에 교인확정명단을 공지하고 6. 

7. 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교인을 확정한 사실을 게시판과 주보

에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교인확정명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6. 8. 공공의회에 94% 교인이 참석하였고 안건과 6. 15. 

교인총회를 의결하였기 때문에 교인총회의 개최 날짜 및 안건에 대하

여 이미 공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석자 6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

인총회 소집사실을 통보하였다, 6. 8자 주보에 6. 15. 11시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그 개최사실을 광고하였다. 따라서 개최

통보 과정에 중대한 절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정관이 

교회운영을 전횡할 수 있도록 하여 정의 관념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

렵다. ⑦ 신청인들이 2014. 7. 27. 열린선교교회에 찾아온 것은 예배

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규탄하려고 온 것으로 보인다.  

마. 헌금변제와 이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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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를 이탈한 교인중에서 선교회건물매입을 위해서 상가가 매

도되면 10억 원을 헌금하겠으니 기도해 달라고 했으나 건물을 매입한 

뒤 10억 원을 헌금했다. 헌금한 이후에 남편과 화목을 위해서 차용증

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서 차

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선교회건물이 재건축되면서 매도하게 되자, 차용증을 근거로 원

금과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청구하였다. 지방법원에서는 40억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했고, 고등법원에서는 약 28억 원을 변제하라고 판결

했다.  결국 수많은 증거도 처분문서를 부정하지 못했다. 

3. 정관제정 · 개정과 권징재판의 한계 

가. 정관제정 및 개정 

1)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는 정관작성을 완벽하

게 제정하지 아니하고 구청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의 흠결을 치유해야 한다. 다행

인 것은 관련법은 설립자가 설립요건이 포함된 정관에 기명날인을 요

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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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변경 

〇 의결권있는 교인의 2/3이상의 동의 

예장합동헌법 공동의회는 정치 21장 제1조 4항에서 『당회는 개회

할 날자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

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그러나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전체교인의 삼분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의회

는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한 날과 장소와 안건을 모인수의 2/3이

상 또는 과반수이상이 아니다. 정관변경 의결권 있는 전체교인의 2/3

이상의 동의가 얻어야 한다. (민법 제42조)  재산권변동에 해당하는 

노회변경도 정관변경에 해당한다는 유념해야 한다.

〇 1주간 전에 안건을 기재하여 통지 또는 광고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민법 제71조 『[총회소집] 총회의 소집은 1

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發)하고 기타 정관

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회의 목적을 정하는 취지는 사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

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

적사항은 사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3.10.12.선고 92다50799 판결)    

〇 합당한 소집권자 

이 사건에서 계속 논쟁이 되는 것은 소집권자의 문제와 소집절차

이다. 소집권자와 소집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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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렵게 된다. 

나. 공의로운 권징재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임총무의 칼부림 사건이 예장합동교단 

소속노회와 총회의 권징재판과 뇌물을 제공하는 풍토라는 것을  분명

하고도 확실하게 들어내 주었다. 권징재판의 실상과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양형기준과 판결효력 

가) 칼부림 사건의 최초원인으로 알려진 울산모교회에 대한 사건

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목사 면직 판결한 노회판결은 과연 정당했

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울산모교회는 계속 국가법원에 제소

와 사법당국에 고소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두 곳으로 양분되어서 

집회를 하고 있으며 집회참석인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난 상태이다. 

 나) 예장합동헌법은 권징조례 42조로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

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

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행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는 조항에서 목사

면직 조항은 이단 주장과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두 가지만 목사면직조항이라고 특정하지 아니하

였기 때문에 국가법원판결문에도 두 가지도 면직조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많이 있다. 양형기준이 없다보니“재판국원을 투표선



142 ▮ 종교법학회지(2015. 11. 9)

정 할 수 있으니”(권징조례 제117조)에 따라서  투표로 까지 선정하

고, 재판국원들이 심리한 이후 합의하면 괘씸죄로도 목사면직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소될 경우 권징조례 제46조는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

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

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목사를 소속된 노회에 고소하면 노회

는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서 목사의 직무

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사안을 노회를 소집하지 아니

하고도 노회규칙으로 임원회와 정치부에게 위임할경우에는 임원청치

부에서 고소장을 받고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뜻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즉시 운면면허증을 회수해

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 노회재판국이 목사면직을 공포하면 권징조례 제121조 2항은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부터 본 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는 규정 과 권징조례 제

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

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고 그 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 까지 결정

대로 한다.』의 규정으로 노회재판국이 목사면직을 공포하고, 임시당

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정상적인 재판을 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또는 괘씸죄로도 목사를 면직하고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악용될 여지

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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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가법원도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적 하자를 넘어서 정의관념에 반할 때 당부한다고 하지만, 권징

재판을 당부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더 뚜렷해지고 있어서 괘씸죄로 면

직된 목사가 소송을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면직당한 자가 

억울한 심정으로 사법당국에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고소와 고발

을 해도 처벌받게 하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이다. 

 바) 예장합동헌법은 괘씸죄로도 목사면직을 하여 상소와 상관없

이 즉시 설교를 못하게 하고 즉시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더욱 국가법원도 권징재판에 대해서는 당부하는 것을 자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권징재판제도는 한국교회를 무너트릴 수 있

는 요인이다. 따라서, 총회는 양형기준을 정해야 해야 하고, 목사면직

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조항을 세칙으로 결의해야 한다.

 

2) 총회재판국의 실상  

가) 제100회 총회헌의안 중에서 총회상설재판국과 관련한 안건을 

통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일단 절차와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총회 상설 재판국의 판결은 중압감이 있고, 더

욱 총회결의로 확정되면 그 무게는 훨씬 더 크다. 예장합동헌법 권징

조례 제27조『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필자의 경험

으로 비추어 볼 때  총회재판국이 재판하는 과정은 변호인제도가 활

성화 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피고를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서류

를 제출하고 총회재판국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참석조차 거부당한 사

실이 있다. 필자의 생각은 총회재판이 법리보다는 정치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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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나) 총회재판국이 심리하는 모습은 재판국원15명이 재판장만 심

문하거나 특별한 경우 재판국원이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15대1로 심

문하고 있다. 필자의 경험상 재판국원들이 제출한 상소이유서 또는 

답변서를 읽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15명이 한사람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정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 것이다. 필자

의 사견은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다) 그럼에도 총회에서는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의 당사자에게는 

발언권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총회가 일정에 쫓기기 때문이라는 것으

로 이해는 되지만 결국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못된 판결이더

라도 환부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국가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피

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

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변호인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 하고, 재판부는 마치 15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심문하는 형식

이 아닌, 원고의 피고의 주장을 서면 또는 구두로 듣고 확인하는 방

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결의할 때에도 당

사자가 진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서류제출의 명확성 

가)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상소장과 상소이유서가 잘 전

달되어야 함에도 여러 곳에  함정이 있어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제1회 종교법학회지 ▮ 145

없도록 할 여지가 있다. 

 나) 총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직원과 총회서기 그리고 헌의부

를 통과한 이후 재판국으로 이첩되도록 되어 있다. 원칙에 어긋난 서

류는 사무직원이 이유를 설명해서 반송처리 해야 할 것이다. 사무직

원이 서기에게 서류를 이첩시키면 서기는 총회규칙 제7조 『1) 총회 

개회를 위한 준비 업무를 주관한다.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1,2

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1, 2심을 거친 소송건은 

15일 이내 , 총회 개회와 관련된 서류는 총회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기가 보관한 할 여지도 

있다. 

 다) 또한 헌의부는 총회규칙 제8조 4항『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한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

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의부는 언제

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다만 6월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

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의 

규정하고 있다. 헌의부는 소송서류의 경우 『상소인은 하회 판결 10

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만을 심의해서 기각하여 반송하거나 재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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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헌의부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 따라서 우리 총회의 제도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총회실력자의 

뜻에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직행할 수도 있고, 책상에 잠잘 가능성

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여지가 처처에 숨겨져 있다.

4. 제 언

가. 권징재판

1) 합동총회헌법은 권징조례 제134조로 『총회상설재판국을 규정

하고 있고 상설재판국은 총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

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국 비용은 제142조로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

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은 총회개회전에 빨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상소인을 위하여 제93회총회(2008)에 상설재판국 설치

연구위원회 보고를“유인물(보고서 p. 809-814)대로 받기로 하고, 위

원회를 1년 더 연장하여 위원선정 문제 등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

도록 하였고, 제94회총회(2009)“유인물(보고서 p.802-803)대로 받기

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한 재판사건들이다.

 3) 필자의 사견은 상설재판국 국원선출을 획기적으로 바꿔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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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요즈음 입학시험과 취직

시험에서 영어성적을 공인시험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에

서 인정한 화해중재원과 같은 성격의 사단법인 총회상설재판국을 설

립할 것을 제안한다.

예장합동교단헌법은 권징조례 제78조〜제83조까지 위탁판결을 규

정하고 있다. 노회에 피소된 사건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노회재

판국에서 재판을 받든지 또는 사단법인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의하면 된다. 상소사건도 당사자가 총회상설재판국

에 상소하든지, 사단법인 총회상설재판국에 상소하든지 선택하고, 최

종 총회의 결의로 확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 사단법인 총

회상설재판국원은 금품을 제공받으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전제아래 

목회자, 국가법 또는 교회법을 전공자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서 재판국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결의하였고, 총회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므로,  총회결의를 기초하여 사단법인 총회상설재판국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나. 공의로운 사법처리를 위하여 

 1) 모 권사와 함께 교회를 이탈한 여성이 노회에는 성취행을 당

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사법당국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강간

을 당했다는 날짜에 고소인이 대구에 있었던 것등을 입증기도 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성관계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런데도 마치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면서 불기소 

결정을 했다. 필자 역시 김 목사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검찰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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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술한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해서 확인한 결과 강력하게 

부인한 것을 확인했다. 검사가 조서를 마친 후 

“수사해야할 가치도 없는 사건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

에까지 오게 한 목사의 책임이 있으니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고소인

에게는 무고여지가 있으므로 고소를 취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김 목

사는 교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검사의 인간적인 말에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전했다. 

2)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대검총장 귀하에게“진정인은 사법경찰

관과 OOO 검사실에서 일관되게 성행위자체를 부인했고, 진정인이 

진술한 내용을 등사 신청하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행위를 인정한 

진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마치 진정인이 성행위자체를 시

인한 것으로 불기소이유서를 적시했습니다. 비록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을지라도 피진정인 000 검사의 편파적인 수사를 철저하게 조사

하여 징계해 주시고, 불기소이유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부했

다는 통지 후 결국 피진정인 후임으로 온 검사에게 배당하였다. 

3)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서명날인한 내용에 없는 내용을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으나 이것을 기독교 인터넷 언론은 기사화 했고, 모 

단체는 실명을 거명하면서 비난했다. 검찰에 고소했으나 공익목적이

라는 취지로 불기소 처리했다. 

4) 이 사건을 통해서 검사처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

는 구조라는 것을 여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김 목사가 조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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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모 검사장 출신의 전관예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보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전관예후 변호사의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5. 결 론 

정관은 지금이라도 교단의 정체성과 그 교회 상황과 일치하게 정

관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의결권 있는 교

인의 2/3이상의 동의와 전체교인의 확정과 1주일 전에 안건 등을 광

고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하고, 처분문서

를 작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노회와 총회재판국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교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재판국을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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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열린선교교회는 개척 때부터 셀 교회로 운영하고 있다. 모 권사는 

핵심리더 리더이었으나 다른 교인이 자신과 동종업종을 창업하면서 

김 목사가 동일하게 코치하므로 불만을 품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문자가 교인들 사이에 전파되어서 조사해 보니 모 권사의 직원이며 

조카의 행위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해임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해임을 

미루다가 오히려 목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불만들이 규명되자 

교회를 스스로 이탈하여 노회에 성취행과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다. 

횡령과 성추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소문과 노회중진들이 고소인과 

밀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 목사는 교회실정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하면서 노회를 탈퇴하였다.  

모 권사는 가족과 자신의 기업에 속한 직원들과 함께 교회를 이탈 

한 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신자들까지 규합하여 노회에 고소, 사법

당국에 횡령, 강간 등으로 고소, 법원에 정관효력금지가처분, 본안소

송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 김 목사가 겸임교수이기 때문에 총신대학

교 진정, 언론사들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유포하였다. 또한 헌금을 한 

뒤 가정화목을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해준 차용증

에 대하여 유리하게 증언하였다. 

현재 노회는 김 목사의 목사면직을 거론한 것조차 원인 무효했고, 

횡령과 강간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며, 가처분1심은 기각하여 

승소하였다.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한 소송에서 원금변제와 이익을 배

분하라는 판결이 나도록 협조해서, 현재 선교회관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열린교회사건을 통해서 흠결 없는 정관작성법과 그 효력과 처

분문서작성의 신중성, 교회분쟁을 방지 또는 조기수습을 위해 권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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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사법당국의 한계를 알 수 있

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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