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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조직과 정치의 필요성

박형룡 박사는 그의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

정치 를 다룬다” 교의신학 교회론( : , 103-156)「 」 그.

는 신약에 나타난 사도적 교회 정치의 조직 형식“

은 장로주의를 기본으로 삼았다는 것은 피하기 어

려운 결론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서 개혁파 장로” . “ ,

파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 정치의 상세전부(詳細前

)部가 성경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그 근본적 원리들이 성경에서 직접 인출( )引出된

다 라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관은 교회” . “

의 유형함을 시인하는 동시에 이것의 조직 을 또”

한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조직은 결코 교회의 본.

질이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조직은 단순한 부수적 산물이다 이것은 필요한“ .

부수적 산물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것이 본무적. ( )本務的

임은 이것이 명령된 때문이다 우리는 조직을 방편으.

로 하여 단결과 성장을 가지는 바 이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큰 선교사업을 성취함에 자체 번식의

큰 방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가 장.

로교인 되는 것이 교회 본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조직

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박형룡 교( ,「

의신학 교회론: , 36)」

교회에서 정치나 행정 및 조직의 필요성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한

부수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 때문에 복음이.

방해를 받고 훼손당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손실이다.

정치는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때는 선하고 아름답

다 그러나 그 정치로 권력을 삼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의.

정치는 악한 것이 되어 사탄의 이용물에 불과하다, .

칼빈의 제자인 베자(Theodore Beza 1519-1605)는 사“

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의를 뒤엎기보다는 그보

다 쉬운 교회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한다” .

정치문답조례 제 문은 교회에 일정한 정치가179

필요하냐 답 세상 나라가 일정한 정치 없이 유지될? < >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꼭 같이 일정한 정치가 있어

야 한다 만일 법을 시행하고 지키게 하려고 하면 먼.

저 명백한 제정과 이에 대한 백성들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다수측이나 전체에 의해서도 원리나.

견해를 바꿔가면서 교회를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법과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를 주셨으니 일정한 정치가 필요한 것은 더욱 명

백하다 사회나 교회에 일정한 정치가 없으면 빈번히.

혼란과 분규가 생기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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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눈부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였다 세계에서 선교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

많은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러나 눈부신 부흥과 성장 뒤에 분쟁과.

다툼 세속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 회복이다, . .

그 정체성은 바로 교회의 속성과 표지로 나타난다 정체성을 상실할 때 교회는 세속화 되어간다. . 이 논문에

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에 나타난 교회의 표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 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의 표지의 방향을 찾아보았다, .

말씀의 사역자 성령의 신학자로 불린 칼빈은 실제 그의 목회와 사역 속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 .

래서 그는 교회의 참된 표지인 말씀을 강조하였고 말씀에 기초한 성례를 강조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

성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컨시스토리 를 통해. (Consistory)

권징을 강조하였다 물론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권징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말씀과 성례와 동일. .

하게 권징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실제로 칼빈 자신이 권징을 강조하였고 강력하게 목회 현장에서 시행하였.

다 이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회의 표지를 다시금 확인하여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김순정 목사 / 한국성서대학교 졸업 신학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수학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B.A.), ,

졸업 목회학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조직신학 말씀사역원 본부장 새사랑교회 시무( , M.Div.), ( , Th.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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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

을 이루어 왔다 이것은 모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제도와 복음의 빛이.

가려진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주

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퍼지게 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다.

그로부터 여 년이 지난 현재 한국교회의100

모습은 어떠한가 분쟁과 다툼 세속화로 세상의? ,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

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제 역할을 다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

도를 전해야 한다 교회는 내면적 속성과 외면적.

표지로 구성된다 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 AD 325

조(The Nicene Creed of 325)에는 거룩한 보편“

적인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the holy catholic

라고 기록하고 있다and apostolic Church) .1)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 보편성(holy),

사도성 등을 발견하게 된(catholic), (apostolic)

다 또한 년에 작성된 니케아 콘스탄티. AD 381 -

노플 신조(The Nicene-Constantinopolitan

는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Creed of 381) “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and [I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라고

기록한다.2)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one),

거룩성(holy) 보편성, (catholic) 사도성, (apostolic)

1)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
(New York: Harper & Brothers, Franklin
Square, 1881), 29.

2) Phili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vol. I,
28.

등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내면적.

속성이다.

그리고 교회의 외면적 표지는 말씀과 성례 권,

징이다 한국 개혁신학의 선구자인 박형룡 박사.

는 박형룡박사저작전집 교회론 에서 교회의VI:� �

표지를 말씀의 진정한 전파 성례의 정당한 거행, ,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밝히고 있다.3)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먼드 클라우니

(Edmund P. Clowney, 1917-2005)도 그의 저서

교회 (� � The Church 에서 교회의 표지들을 말)

씀의 참된 선포 성례의 합당한 집행 권징의 신, ,

실한 시행이라고 밝힌다.4)

칼빈(John Calvin)은 그의 기독교강요 에서� �

말씀에 대한 순수한 봉사와 성례전 시행의 바른“

의식은 충분히 보증이 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표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확실히 교회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하였다” .5)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 정체성이.

바로 교회의 속성과 표지로 나타난다 이 정체성.

을 상실할 때 교회는 세속화되고 만다 이 논문.

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에 나타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교회

가 찾아야 할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칼빈과 기독교강요2.

3)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교회론 서울 한, VI: ( :� �

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9), 98-102.
4) Edmund P. Clowney, The Church 황영철 역, , �

교회 서울( : IVP, 2009), 265-300.�

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2000), IV.

이하부터는 이 최종판을1. 11. Inst 로 표기하겠.
다.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2

구프린스톤의 신학자이자 세계 대 칼빈신학3

자의 한 사람 워필드 는(Benjamin B. Warfield)

칼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칼빈 신학이 하나. “

님 중심적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를 묻기 전에

그가 성령의 신학자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을 만

하다.”6) 워필드의 말대로 칼빈은 철저하게 성령

의 신학자였다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체계화하.

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

중심의 신학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그의 저.

서인 기독교강요 (Institutes of the Christian� �

는 개혁신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Religion) .

칼빈은 기독교강요 의 저술 목적을 다음과� �

같이 밝히고 있다 나의 목적은 신학을 연구하. “

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쉽게 읽도록 하여 성경 이

해에 진전이 있도록 하고 지장 없이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시키고 가르쳐주는데 있다 나는 기.

독교 전체를 각 부분에 있어 이렇게 이해하고 이

런 순서로 요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말하는 교리의 양식을 바로 이해하면 성경

에서 스스로 찾아야 할 것과 자신의 목적을 무엇

에 관련시켜야 할 것도 쉽게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7)

기독교강요 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

신학을 제시하는데 있지 않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진전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

다 년 월에 기독교강요 초판이 바젤에. 1536 3 � �

서 라틴어로 출판되었다 포켓형으로 된 이 저서.

는 페이지로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은 장에516 , 1

율법 장에 신조 장에 주기도문 장에 성례, 2 , 3 , 4 ,

6)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ed. Samuel G. C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1), 477.

7) 이근삼 칼빈과 칼빈주의 서울 생명의양식, ( : ,� �

2007), 95-96.

장에는 거짓 성례 장에 기독교 신자의 자유로5 , 6

되어 있다.8)

판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년에 판은2 1539 , 3

년에 년에는 프랑스어로 번역판이 나1543 , 1545

오게 되었다 판은 라틴어로 되어서 년에. 4 1550

나왔는데 모두 권으로 되어 있다 권은 성부4 . 1

하나님에 대하여 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2 ,

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권은 교회에 대하3 , 4

여 다루고 있다 이 최종판의 내용은 권 장으. 4 80

로 되어 있다 순서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른다. .

칼빈의 교회 표지3.

말씀1)

교회의 구별을 위한 표지(1)

칼빈은 먼저 교회의 구별을 위한 표지로 하나

님의 말씀을 제시한다 칼빈은 에베소서 의. 2:20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웠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모퉁잇돌

이 되셨다고 강조한다 이 교훈을 제거하면 교회.

는 더 이상 교회로 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교. “

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경건의 이 핵심뿐이므

로 이 핵심체가 죽으면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

다.”9)

칼빈은 로마교회가 따르던 성인들의 가르침이

나 전통들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건전하고 순수하

게 보존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

계승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10)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어거스틴 등과 같은 교부들부, ,

터 신학자들의 이론을 아무리 충실히 따른다 해

8) 이근삼 칼빈과 칼빈주의, , 40� �

9) Inst., IV. 2. 1.
10) Inst., IV.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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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바른 교회가 아

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교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총이 전달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열매로 회개와.

죄의 용서 성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11) 이처럼 칼빈은 말씀의 선포를 교

회 구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며 안내자이다 교사이며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

법칙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유일한 방법.

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유일계시 또 성경은( ).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계시.

외에 특별계시로 성경을 주신 것이다.12)

그러므로 칼빈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

포 없이 결코 살아 있을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

으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고 했다, ” .13)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의 맹목적 신앙 불경건 우상숭배, ,

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고 선지자

들의 책망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14)

교회도 하나님의 참된 표지인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것을 자랑한

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다 교회라는 이름만.

있는 껍데기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실 이

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빈은 교회가 참인.

지 거짓인지 구별하는 방법으로 교회의 표지인

11) 김길성 교회의 속성과 표지 신학지남 통권, “ ,” � �

호300 (2009), 73.
12) Inst., I. 6. 1.
13) Paul D.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이기문 역 종교개혁자들의, , �
교회관 서울 컨콜디아사( : , 1987), 105.�

14) Inst., IV. 2. 3.

말씀의 선포를 제시했다 교회가 바른 말씀을 선.

포하면 참 교회이나 거짓 복음 복음이 아닌 것,

을 전하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의 기초(2)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고 보았

다.15) 그의 사상은 웨스트민스� 터 소요리문답�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에)

도 그대로 담겨 있다.

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2.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

하셨는가 답 신구약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 .

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16)

칼빈은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

세습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 즉 하

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17)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으로만 지배.

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홀 즉 그분의 지극히 거룩

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은 거짓이다.18)

그러면 그 복음은 누가 전하는가 그 복음은?

목사 장로 감독 사역자가 전하는 것이다 칼빈= = = .

은 교회의 표지인 복음 선포가 중요한데 그 복음

을 선포하는 직책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15) Inst., IV. 2. 4.
16) 대한예수교장로총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

답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 ( :� �

국, 2010), 29.
17) Inst., IV. 2. 4;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Letter to the
Ephes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8),
2:20.

18) Inst., IV.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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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강요 권 장 절에서 복음 선포의 직IV 3 3� �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칼빈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직분들

을 말했다 그것은 목사와 교사. (pastors and

이다 이 둘의 차이는 교사는 제자 훈teachers) .

련이나 성례집행 경고와 권면을 하지 않고 성경,

을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고 한다 이것은 신자들.

사이에 건전하고 순수한 교리를 유지하려는 이유

에서였다 그리고 목사직은 이 모든 의무를 겸하.

여 사역한다.19) 칼빈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목사 감독 또는 장(Pastor), (Bishop Overseer),

로 사역자 를 열거하고 있(Presbyter), (Servant)

는데 성경은 이것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

다.20)

말씀과 성령의 관계성(3)

칼빈은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성령

의 역사가 없는 말씀은 불완전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도 불완전하다고

말했다.

성령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고 나“

는 답을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의.

말씀의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

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

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의 마음에 들어오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

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21)

19) Inst., IV. 3. 4.
20) Inst., IV. 3. 8.
21) Inst., I. 7. 4.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

씀을 성령의 내적인 증거(testimonium internum

Spritus Santi)를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칼빈

의 주장이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

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오늘날 성령을 강조.

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이나 말씀을 강조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이들은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 ,

씀은 성령을 통해 완전해진다는 칼빈의 주장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

다 성경이 소박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문체로 쓰.

여졌지만 성경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

상들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스스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이것은 성령의 가.

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22) 칼빈신학교에서 개

혁주의 조직신학을 가르친 루이스 벌코프(Louis

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만으로는 믿음Berkhof) “

과 회심을 산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성령도

통상적으로 말씀과 분리하여 역사하지 않기 때문

에 구속사역에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했다” .23)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맥에 따라서 뜻

을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경에는 문맥.

에 따라서 뜻을 해석해야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

다고 보았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

버리고 각종 오류들에 기울어져 있다 인간은 또.

한 인위적인 종교를 만들어 내려는 욕망을 가지

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가장 아.

름다운 모습 속에 찍혀진 하나님의 모습이 충분

22) Inst., I. 8. 11.
23) L. Berkhof, System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 하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 ) ( : ,『 』
1994),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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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말씀이

라는 도움을 마련하셨다는 것이다.24) 따라서 칼

빈은 성경이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

혜의 선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설교 는 하나님의 말씀에 국(sermon)

한되어야만 하고 구원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예배에.

서도 중요하게 여겼으며 칼빈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성례2)

언약의 표시인 성례(1)

칼빈은 성례를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The sig

로 이해했다n of the covenant) .25) 신자들의

믿음을 돕는 수단은 말씀과 성례이다 칼빈은 성.

례를 복음 전파와 관련지어 생각하였다 성례가.

제정된 목적과 오늘날 시행되는 목적을 알기 위

해 명확한 교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칼빈은 성례26)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례

24) Inst., I. 6. 3.
25) Inst., IV. 14. 1.
26) 옛날 사람들은 사크라멘트라는 말을 신앙 과 같은‘ ’

것으로 보았다 본래 라틴어는 약속을 지키는 진리.
를 의미하는 반면에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 개념을
사람들이 진리 자체에 대하여 가지는 확신 으로 사‘ ’
용하였다 칼빈은 사크라멘트라는 말이 사용될 때.
그 의미가 바뀌게 된 점을 다루어야만 했다 칼빈.
은 성례가 단순하고 내용을 가진 개념이라는 생각
을 갖고 있었다 특히 성례는 하나의 외적인 징표.

인데 주님께서는 그것으로써 우리 마(symbolum)
음에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약속하는 언약을 인치
셔서 우리 신앙이 연약하게 될 때 보호하신다 그.
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을 주님과 천사들 앞
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한다고 보았다.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 ( :� �

이레서원, 2001), 122-123.

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

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

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

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것

이다.”27)

이 성례는 첫째 인장의 특징을 가진다, .28) 무

엇에 대한 인장인가 바로 말씀에 대한 인장이?

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

듯이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보여,

주고 의미를 전달해 준다 둘째 언약의 표징이. ,

다.29) 성례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을 더욱 확고하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셋째. ,

성령의 도구이다 칼빈은 성례를 성령의 도구라.

고 보았다.30)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

해서 자비와 은혜 의(Compassion and Grace)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하셨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례를 받는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넷째 믿음을 강화시키는. ,

수단이다 성례와 말씀은 믿음을 발생시키는 원.

인이 아니라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인 것이다.

사크라멘툼(2) (Sacramentum 성례 표징,‘ ,’‘ ’)

칼빈은 성례를 표징 이라고 주장한다(Sign) .31)

27) Inst., IV. 14. 1.
28) Inst., IV. 14. 5.
29) Inst., IV. 14. 6.;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2 vol: Systematic
Theology 박문재 역 존 머레이 선집 조직신, , 2:�

학 고양 크리스챤다이제스트2 ( : , 2005), 381.�

30) Inst., IV. 14. 7.
31) Wayne Grudem은 세례는 사람들을 교회에 받“

아들이는 수단이고 성찬은 교회의 지속적 회원임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받. 는 사
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강조한다 라고 하였”
다. Wayne Grudem, Systematic Theology 노,
진준 역 조직신학 하 서울 은성출판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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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신병들이 입대할 때에 선서로써 사령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과도 같다 신자들은 이.

표징인 성례를 통하여 사령관이 되시는 예수 그

리스도(' )Ιησου Χριστος ́́ς를 고백하고 그의 군기,

아래에서 복무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칼빈은 주님께서 표징 성례( , sacramentum)

에 의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

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다고 보았다고후(

겔6:16; 37:27).32)

그리스도와 성례(3)

칼빈은 더 자세히 성례의 본체와 표징을 밝힌

다 성례의 본체 또는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주장.

한다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해지는 것.

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례는 아무런 약속도.

주지 않는다 성례가 제시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

으로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성례의 도움.

을 받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하고 강화하고 증진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풍부한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과 정비례하여 성례가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33)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

이다 세례 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Baptism)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

고 성만찬 은 우리가 구속함을(Lord's Supper)

얻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물은 씻음을 피는 보속을 나타낸다 이 두. “ .

가지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리스

도께서는 요한의 말과 같이 물과 피로 임하셨“ ”

2009), 39.
32) Inst., IV. 14. 13.
33) Inst., IV. 14. 16.

다 요일 곧 씻으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5:6).

것이다.34)

물과 피는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 ,

속하는 증거가 된다 하지만 물과 피보다 더 중.

요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증거이다 성령은 이러.

한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만든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되

었다 요( 19:34).

칼빈은 이 성찬의 결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생한 신자들은 이(union) .

성찬을 통하여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그.

리스도께서 상속하신 영생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의 영생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35)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

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로 하늘에 올라갈 길

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의 영생을 주셨다 이.

처럼 칼빈은 성찬이 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주장했다.

칼빈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실제적이고 영적인

임재설을 주장했다 칼빈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

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시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 마 에. 26:26-28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

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

34) Inst., IV. 14. 22.
35) Inst., IV.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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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 되어 있다 받아먹으라” . ‘

( )Λαβετε Φαγετε 마시라, ( )Πιετε 고 하셨다 받으’ .

라고 명령하심으로 살과 피가 우리의 것임을 알

리는 것이다 먹으라고 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일체가 됨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를 위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 그리.

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일하셨다.36)

성만찬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

스도의 나라 전체는 영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서 교회에 대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의 이성에

예속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37)

권징3)

권징의 이유(1)

칼빈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넣지는 않았다.

그러나 권징을 교회의 표지 만큼이나 강조하였

다 그래서 후대 개혁신학에서는 교회의 표지로.

권징을 넣게 된다 칼빈은 성도에 대한 권징과.

교육 훈련을 대단히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

서 인간에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주셨는데 교

회는 권징을 통해 이것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

았다 그래서 칼빈은 제네바교회의 컨시스토리.

를 통해 권징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consistory)

였다.

36) Inst., IV. 17. 3.
37) Inst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IV. 17. 32.

통해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고 지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천상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는 이 성례.
가 요구하는 성격의 임재이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
도의 살이 우리의 영혼과 혼합된다는 사상을 거부
한다 또 우리의 영혼에 주입된다는 것도 거부한다. .

칼빈은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교회의 권징은 인간의 삶. ,

의 제일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둘째 하나. ,

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셋째. ,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명령을 받았

다 넷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 ,

님의 성찬을 모독하며 더럽혔기 때문이다 다섯.

째 교회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죄가,

아직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러한 사. ,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담당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들은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소유하.

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서 하나님

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막고 교우들을 실,

족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38)

칼빈은 권징의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첫.

째 회원들 간에 생기는 어려움들이다 둘째 교, . ,

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분파주의이다 셋째. ,

부도덕한 행위들 예를 들어 근친상간 부도덕한,

음란행위 탐욕 우상숭배 쌍스러운 언어 술취, , , ,

함 사기 헛된 참견 게으름이다 넷째 거짓된, , , . ,

가르침이다.39) 교회는 이러한 죄악들이 교회에

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권징의 목적(2)

다음으로 칼빈은 권징의 목적에 대해 강조하였

다 첫째 하나님의 진리 수호가 권징의 목적이. ,

다.40) 하나님의 진리수호는 바로 성경 말씀의 수

38) 이억주 쟝 깔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 “
록 연구(1542-1544) ,” 65-66.

39) 이억주 쟝 깔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 “
록 연구(1542-1544) ,” 66-67.

40)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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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의미한다.41)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의 근거

는 하나님의 진리였다 칼빈은 진리의 말씀인 성.

경에 근거하여 권징을 시행해 나갔다.

둘째 권징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다.42) 만약에 교회가 교회권징을 소홀히 할 경우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43) 교회의 권징을

태만히 할 경우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또 교회가 가진 순결성을 상실할 수 있다. .

그래서 권징의 시행은 교회들의 순결과 도덕적인

부패 불결한 교리적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44)

셋째 권징은 범죄자를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

다.45) 로버트 킹던 은 칼(Robert M. Kingdon) “

빈의 강조점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은 용

서받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는데 있다고 하였”

다.46) 칼빈은 죄인의 회개에 관심을 두고 권징을

시행하였다.

넷째 권징은 도덕상 신령상의 문제이며 국법,

상의 것이 아니다.47)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

회를 뜻한다.48)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성도가 타

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죄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

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도 불경의 죄가 되는 것

이다.

41) 정성구 설교자를 위한 칼빈의 신학사전 서울, ( :� �

총신대출판부, 2000), 396.
42)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41-42.
43) Laney, A Guide to Church Discipline, 21.
44) 이종일 교회헌법정해 정치 권징조례 통상회의, : , ,�

법 해설 서울 성광문화사( : , 1994), 31-33.�

45)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71-77.

46)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1.

47)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411-417.

48) 엡 5:15-26.

이렇게 하여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권징을 통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교인들의 증거와 고백을 향상하도록 권장하

였다 성경에서는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 곳.

에서 언급하고 있다 마 갈 살후( 18:15; 6:1-2;

히 약3:14-15; 12:10-13; 5:20).

다섯째 교회가 시정책으로 권징 출교 을 행사, ( )

하는 것이다.49) 라니 와 스프로울(Carl Laney)

에 의하면 칼빈의 제네바교회 컨(R. C. Sproul)

시스토리는 권징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

다고 한다 교회의 권징 문제가 발생 정보를. “ →

입수50) 범죄 사실을 확인→ 51) 대상자 소→

환52) 검증→ 53) 심의 결정→ 54) 출교.→ 55)”

권징의 원리(3)

칼빈은 권징의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한다 첫.

째 경건적 원리이다 그는 제네바교회 컨시스토, .

리의 권징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경건적 원리이다 킹던.

은 칼빈의 치리는 단순한(Robert M. Kingdon) “

형벌을 위한 권징 처단하기 위한 치리의 영역,

뿐 아니라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전인적인 경건

을 위해 권징과 치리에 강조점을 두었다 고 하였”

다.56) 칼빈에게 있어서 권징을 하는 원리는 경건

49) 이억주 쟝 깔뱅 시대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회의, “
록 연구(1542-1544) ,” 67.

50) Carl Laney, A Guide to Church Discipline,
15; R. C. Sproul, In Search of Dignity, 184.

51) Laney, A Guide to Church Discipline, 16.;
R. C. Sproul, In Search of Dignity, 185.

52) Laney, A Guide to Church Discipline,
16-17.

53) Sproul, In Search of Dignity, 185-86.
54) Sproul, In Search of Dignity, 187.
55) Sproul, In Search of Dignity, 188.
56)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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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것이었다.

둘째 교화 적 원리이다, (Edification) . 페린

(Norm 에 의하면 칼빈의 실천신학an Perrin) “

적 목회는 교회적 원리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개념으로 확장된다 고 하였다” .57) 이러한 사

실은 칼빈의 신앙생활의 강조 즉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화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구원역사를 통하여 교화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셋째 성경적 원리이다 칼빈은 성경의 무오성, .

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성경은 무오한. “

표준이며 점이나 흠이 없고 확실하고 무오한 법

칙이다 그리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

하였다.58) 따라서 칼빈이 행한 권징의 원리는 바

로 그가 무오하다고 믿었던 성경에 근거한 것이

다.

칼빈은 성경적 원리를 교리와 연결하여 그 범

주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그의 원리는.

설교와 주석 서신과 제네바 아카데미의 사역에,

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교육서. � �

(Ketechismus 와 기독교강요)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그의 다른 문헌들에,

도 성경과 교리 사상은 그대로 담겨 있다.

결론4.

세계 대 칼빈주의 신학자의 한 사람 워필드가3

언급한대로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다.”59) 그는

57) Norman Perrin, 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 (London: S. C. M. Press,
1985), 114.

58) Calvin,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1536), 249.

59)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477.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와

신학을 체계화하였다 그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

하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었다 그.

래서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 는 개혁신학의 집� �

대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저서인 기독교강요 를 통해 우리는 많� �

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이 관.

심을 가지고 살펴본대로 교회의 참된 구별을 위

해 가지 표지를 칼빈은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3 .

특히 그의 기독교강요 에서는 참교회의 표지로� �

말씀과 성례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것.

으로 권징을 강조하였다.

칼빈의 이 표지에 대한 신학은 점차 개혁주의

교회론에 대 표지로 자리잡게 된다 그것이 바3 .

로 말씀과 성례 권징이다 오늘날 교회는 바른, .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 복음.

이 아닌 것을 절대로 강단에서 전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정당하게 거행해

야 한다 이것은 단지 교인이 되는 절차가 아니.

다 참 성도가 되었다는 증표가 바로 세례와 성.

찬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하여 거행되어야 하고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교.

회는 성례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단지

형식에만 급급하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끝으로 권징은 교회가 꺼리는 것 중 하나이다.

교인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권징을 피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신실한 권징. .

은 참된 교인을 얻기 위한 방편이다 반대로 권.

징을 통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것은 모두 권징에 대하여 오해.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순수성 성결성을 위해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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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필요한 것이다.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

더욱 은혜롭게 성장해 간다 교회의 표지는 그리.

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데 있어 가

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교회의 표지를 바르게 실.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

된 교회들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책 소개 본서 저자의 머리말< > ⦁

하나님의 구속역사 관점으로 성경읽기

현대 우리는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나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설교를TV ,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참으로 편리한 시.

대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때로는 우.

리에게 바른 설교 바른 성경이해에서 이탈하도록 유,

혹하기도 한다 이단 사이비들의 설교와 서적들을 쉽.

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야 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

시하였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 요.”( 20:31)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이,

다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하고 믿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

명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모태신앙으로 영아부 시절부터 설교를 들

어왔고 유초등부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었다, .

그러다 고향교회에 부임하신 소재열 목사님을 만났

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

성경은 위인전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계,

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대.

학교와 대학원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

바라기는 이 작은 책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

는 안경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김순정 목사 지음 브엘북스 신국판 양장본, ,刊

정가 원25,000

도서문의< : 070 8869- 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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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소속교단의 계약관계 법리 고찰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

목 차목 차목 차

서론1.

헌법과 법령에 의한 종교단체 성격2.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1)

민법의 규정2)

불교 사찰의 경우3.

사찰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1)

종단소속을 위한 요건2)

사찰 주지의 임면권의 효력3)

기독교 교회의 경우4.

교회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1)

교회와 소속교단의 계약관계2)

개별 지교회의 소속교단 가입결의(1)

교단의 지교회 가입 승인권(2)

교회 담임목사의 임면권(3)

지교회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의 관계3)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4)

결론5.

요약< >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신앙단체이다 이 단체.

의 성격은 법인은 아니다 단지 법인으로 볼 뿐이다 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교회 내부적인 교회법. . .

과 법원이 판단하는 판례법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영역과 법.

원의 가치영역은 다를 수 있다 법원은 언제나 보편적 가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또한 법. .

리적 판단 역시 엄격하게 판단한다 때로는 교회가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교회의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개별교회 지. . (

교회 와 소속교단과의 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은 불교 사찰의 분쟁에서 개별) .

사찰과 소속종단과의 관계를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의 법리를 적용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판결에서.

는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면 또는 편입하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즉 가입하면 해당 교단에 소‘ ’, ‘ ’ .

속된 지교회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었다 이는 지교회의 가입결의 와 교단의 승인 이라는 단계의 절차를. ‘ ’ ‘ ’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입과 승인은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이를 계약관계로 설명한 것이 최. ,

근 대법원의 판례법리라 할 수 있다 지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하면 합의에 의한 계약관계가 파기된다 반대. .

로 소속교단이 지교회를 탈퇴시키는 것 역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계약관계가 파기된다 이런 경우 교회.

는 소속교단이 아닌 독립교회가 된다.

※ 소재열 목사 /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교, (D.Min., ),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교회정관법총칙(Ph.D., ), ( ). , � � 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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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

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

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본다.1)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

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된다.2) 유

추적용도 한계가 있지만3) 법인 아닌 사단의 정

관은 사단법인의 정관에 유추적용하여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

규로 인정된다.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교인들의 총회격

인 공동의회에서 합의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제정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자치법규는 계약이 아닌.

자치규범이다 하지만 그 정관과 교단소속과의.

관계는 계약관계에 있다 이같은 계약관계의 개. ‘ ’

념은 최근 불교의 아래 년 불교사찰 판결‘2020 ’

에서 나왔다.4) 년 불교사찰 판결 중에 판‘2020 ’

1)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2000. 11. 24. 99 12437 .
2)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1992. 10. 9. 92 23087 ,

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2006. 4. 20. 2004 37775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0. 4. 29. 2019 226135 ;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
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
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적용을 할 수 있
다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
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
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
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적용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 ,
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4)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0. 12. 24. 2015 222920
건물철거등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

결의 근거가 된 사찰과 종단소속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부분만을 통해 교회와 교단소속과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와 교단소속과의 법률관계에 대한 대법원

의 판례법리를 살펴보면서 개별교회 교단소속과

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별교회가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교단소속을 결정하였을 때 지

교회 담임목사의 청빙 주체는 어디인가 지교회?

정관과 소속교단 헌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만?

약에 분쟁시 관련 내용이 교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소속교단의 헌법과 결정이 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사찰과 종단소속과의 관

계를 계약관계로 판시한 내용은 기독교 각 교회

와 교단에도 적용된다 개별교회와 교단소속과의.

계약관계에서 지교회가 소속교단을 탈퇴할 수 있

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교단이 지교회와 단절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는 법리가 구성될 수있다 이.

같은 법리를 비롯하여 지교회 자치규범과 교단헌

법과의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과 법령에 의한 종교단체 성격2.

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1)

우리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

로 규정하며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

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 .① ②

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

다 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 조에 모든 국민은” . 21 “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
건 공 상)[ 2021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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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

다 라고 했다” .

위와 같이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제 조( 19 )

종교의 자유 제 조 결사의 자유 제 조 를 기( 20 ), ( 21 )

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가치관 내지

종교적 신념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같은 가치관.

이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

여 자유로이 결합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5)

우리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의 엄격한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

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6) 그리고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는 행위 역시 종교의 자유 본질의 범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7)

민법의 규정2)

민법 제 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275 ( ) “①

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라고 규정한다 민법에서 총유는 법” .

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의 공동소유재산이

다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판단하므로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8)으로

5) 대법원 선고 두 판결 참2017. 12. 22. 2016 49891
조.

6) 대법원 자 마 전원합의체2009. 11. 19. 2008 699
결정.

7)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67. 12. 18. 67 2202 .
8) 비법인 사단은 외형적으로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갖추었으면서도 아직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격이 없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법적 용어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 ’, ‘ ’, ‘

판단하고 있다 종교단체인 기독교의 교회에 있.

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9)고 하여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판시하고 있다.10)

종교단체로서 불교의 사찰 역시 법인 아닌 재

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되고

있다.11) 그러나 영문교회12)와 가톨릭교회13)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에서 영문교회나 가톨릭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교인총회의 승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종교단체인 교회나 불교가 법인 아닌 사.

단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존속할 수 있다.14) 비

영리법인은 민법 제 조에 요건을 충족해야 한32

다.15)

민법을 비롯하여 각종 법령들은 교회나 사찰로

명시하지 않고 종교단체나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

행위의 당사자나 재산 소송의 적격성에 대한 성,

문 규정들은 종교단체인 교회나 사찰에 적용되는

법령이 된다 이는 입법과 법리 및 판례가 이를.

규정하고 언급하고 있다.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미등기 사단 이라 한다’, ‘ ’, ‘ ’ .
그 예로는 교회 사찰 종중 주택조합 동창회 등, , , ,
이 있다.

9)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9. 2. 12. , 2006 23312, .
10)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원1962. 7. 12. 62 133 .;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2006. 4. 20. 2004 37775
결.

11)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5. 6. 24. 2003 54971 .
12)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86. 7. 8. 85 2648 .
13)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66. 9. 20. 63 30 .
14)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대법원( 2006.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4. 20. 2004 37775 ).

15) 민법 제 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32 ( ) ,
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 , ,
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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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교단체는 민법 제 조에 의한 비영32

리법인인가16)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17)이지 여

부를 확인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대로 법인 아닌.

사단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

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

조 법인의 권리능력 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규34 ( ) .

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했다.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

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

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

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

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

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18)

불교 사찰의 경우3.

사찰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1)

16)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한다 여기서 언급한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 제 조는 영리. 32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을 민법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법인을 의미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
권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단체를 구성한 후에 국가
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이다 즉 단체.
를 구성한 후 허가를 받은 단체를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라 한다.

1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우1992. 10. 9. 92 23087 .; “
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재
산의 소유 형태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제 조 내275
지 제 조를 두고 있을 뿐이므로 사단의 실체277 , ⦁

성립 사원자격의 득실 대표의 방법 총회의 운영, , , ,
해산사유와 같은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민
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유추 적
용된다.”

18)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1991. 11. 22. 91 8821 ,
원 자 그 결정 등 참조2001. 9. 21. 2000 98 .

사찰이란 불교 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기 위해

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

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

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했다 이하 년 불교” ( ‘2020

사찰 판결 이라 함’ ).19)

이미 대법원은 사찰에 대해 불교교의를 선포“

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

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

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

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

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

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례”

법리를 내놓은 바가 있다.20)

종단소속을 위한 요건2)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사찰과 종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찰이 특정 종.

단에 가입하거나 소속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한

다 그 의사결정의 방법은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년 불교사찰 판결 은 법인격 없는 사‘2020 ’ “

단이나 재단으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

한 사찰은 독자적으로 존속할 수도 있지만 종교

적 이념이나 교리 또는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단체로 구성된 상위 종단에 소속되

19)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0. 12. 24. 2015 222920 .
20)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1. 1. 30. 99 42179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15

어 존속한다 고 판시했다 그런데 사찰의 종단” . “

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으로서 사찰이 특

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이에 관한 사찰과 특정 종

단 사이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고 했다” .

개별 사찰과 종교 소속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이라는 판례법리이다 계약의 영역이므로’ .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절차란 교인의 합의이다 합의란. .

사찰의 최고의결기관인 구성원들과 종단 사이의

합의를 의미한다 또한 사찰이 특정. “ 종단과 종

단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되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

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한다 고 했”

다 개별사찰과 종단은 계약관계라면 개별 사찰.

의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등록신청과 종단의 결

정이 있어야 한다 양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종단의 소속 사찰이 된다 년 불교사찰 판. ‘2020

결 은 사찰이 특정’ “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

의 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종단소속이 되었다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

을 사찰의 자치법규로 삼아 따라야 한다 특히.

종단에서 개별사찰 주지의 임면권은 종단에 귀속

된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 사찰 자체의 지위나. ,

권한이 사찰의 설립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가오게

되는 종단가입 이나 소속종단 변경 은 사찰 구‘ ’ ‘ ’

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21) 이에 대한 년 불교사찰 판‘2020

21)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97. 6. 13. 96 31468 ; 사찰
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때부터는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
나 종법을 그 사찰에 대한 자치법규로 삼아 이에
따라야 하고 사찰의 주지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등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
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
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결 은 사찰의 주지임면권도 종단에 귀속되는 등’ “

사찰 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되므로 어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

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

다 라고 판시하였다” .

한편 년 불교사찰 판결 은 자연스러운‘2020 ’

논리의 귀결은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결결정‘

방법 에 대해 사찰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

사찰의 법적 성격이 법인격 없는 사단인지 아니

면 법인격 없는 재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

지만 적어도 사찰 자체의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 .

사찰 주지의 임면권의 효력3)

대법원이 이미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당해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 등에 의하여 주지임

면권이 당해 종단에 귀속 된다 당해 종단의 종” .

헌 종법 등이 사단의 자치법규인 셈이므로 이러,

한 자치법규가 소속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사찰의 주지 자율임면권은 소속종단에 귀속

된다.

그리고 사찰과 소속종단 종파와의 법률관계“ ,

는 그 형성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그 단절을 의

미하는 탈퇴시에 있어서도 당해 사찰의 적법한

의사결정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이다 이로” .

보아 주지 한 사람만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좌우“

될 수 없을 것임은 사찰이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인 관계상 당연하고 이 점이 바로 위에서 본

사설사찰 등과 다른 점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

다.22)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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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불교사찰 판결 역시 이 사건 사찰‘2020 ’

의 소속이 대한불교조계종인지 아니면 한국불교,

태고종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기초 사실로서 해.

사찰에 대한 사찰등록은 경에 비로1965. 11. 8.

소 이루어졌다 해 사찰를 종단에 등록한 자가.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는 이전에 해 사찰이 대“

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좌우된다 고 보았다 정당한 법률행위의” .

대표자인 주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속종단에

등록했느냐 하는 것이다 해 사찰이 적법한 의결.

정과정을 통하지 않고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 가(

입 했다면 등록할 당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따)

져볼 필요 없이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이다.

이같은 법리에 따라 년 불교사찰 판결‘2020 ’

은 소외 이 대표자로 있던 사가 자율적인“ 1 ○○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

기로 합의하였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이 자신의 종

헌이나 종법에 따라 소외 를 사의 후임주지2 ○○

로 임명한 것이 정당할 수 있다 고 보았다.” . 그러

나 사가 이와 달리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

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대한불교조계종은

사의 주지를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외 2○○

는 사의 정당한 주지가 될 수 없다 라고 판.”○○

시하였다.

개별 사찰에 대한 주지의 임면권은 소속종단에

귀속한다 소속종단이 사찰 주지의 임면권을 가.

지려면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

의 가 있어야 한다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종단” .

소속으로 볼 수 없으며 해 사찰에 주지의 임면,

권을 행사할 없다 즉 임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징계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도 없다 이같은 판례.

는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 ”

22)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89. 10. 10. 89 2902

에 대한 계약관계가 파기 탈퇴된 후에는 종단이( )

해 사찰의 주지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유는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징.

계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년. ‘2020

불교사찰 판결은 최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

된 종교단체에 같은 판례법리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기독교 교회의 경우4.

교회의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능력1)

교회라 함은 야소교 의 교도들이 교리“ ( )耶蘇敎

의 탐구 예배 기타 신교상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기 자유의사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률상

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 이다 그러므로‘ ’” .

그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했다” .23)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

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

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

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24)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교회

의 재산은 총유이며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

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지분권이 아니.

므로 이를 단독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재산처

분에 있어서는 교회 자치법규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것이 없는 경우에.

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교회 최고 의결기관인

23) 대법원 민상 판결1957. 12. 13. 4289 182 .
24)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1960. 2. 25. 4291 467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967. 12. 18. 67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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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5)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

다.26)

교회와 소속교단의 계약관계2)

개별 지교회의 소속교단 가입결의(1)

앞서 년 불교사찰 판결 에서 살펴본 대‘2020 ’

로 사찰과 종단소속 관계는 사법상 계약의 영역‘ ’

이라고 했다 이같은 법리에 터잡아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해 종

단에 소속된 사찰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에도 같은 법리와 판

례가 적용된다 즉 개별교회와 소속교단과는 사.

법상 계약의 영역이므로 교회와 교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는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 공동의회 사무총( ,

회 가 있어야 하며 이 결의를 해 교단에 청원하) ,

여 교단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소속교단

과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지교회가 된다.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개별교회의 관계를 불교

의 사찰에서와 같이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

속에 관한 합의 에 의해서 교단가입이 가능하다” .

그러나 이러한 합의 로 가입을 설명하지 않고‘ ’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

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 이라고 설명”

한다.27) 같은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원리에

의해 지교회 편입은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에

25) 대법원 선고 다 전원2006. 4. 20. 2004 37775
합의체 판결.

26) 민법 제 조 법인의 권리능력34 ( ).
27)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2006. 4. 20. 2004 37775

의체 판결.

서 특정 교단에 가입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앞으로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와 해당 교단의 승인으로 가입된다고 해야

한다.

교단의 지교회 가입 승인권(2)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없으면 교단에 가입할 수 없다 반드시.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고 교단은

이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교단에 가입된 교회라

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

춘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 , ,

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

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지교회와 교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

다.

이런 의미에서 년 불교사찰 판결에서와‘2020 ’

같이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관한 합의“

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종단의 소속 사찰”

이 된다 즉 교회가 특정 교단. “ 28)과 소속에 관한

합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교단의 소속 교

회 가 된다” .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였을 경우 지교,

회는 교단의 교리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

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에 따라

야 한다.29) 여기서 교단의 가입‘ ’30)이란 지교회

28) 불교에서는 종교단체 의 준말인 종단 이라 하고‘ ’ ‘ ’
기독교는 교단 이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법원 판례‘ ’ .
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다.

29)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14. 12. 11. 2013 78990 .
30) 선고 다 판결 대법원2010. 5. 27. 2009 67658 ,;

자 마 결정 등 모든 판결에2007. 6. 29. 2007 224
서는 교단 가입이라고 한다 그러나 년 불교. ‘2020
사찰 판결 에서는 사찰이 특정 종단과 종단소속에’ “
관한 합의 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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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단가입 결의로만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

라 교단의 승인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교단에 가

입된 교회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교.

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속

교단으로부터 소속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지교회가 적법하게 소속 교단을 탈퇴하였다면 소

속 교단의 탈퇴 증명서가 필요치 않고 적법하게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통해 입증만 하면 된다.31)

개별교회가 소속교단과의 법률관계를 단절하

기 위한 일한으로 교단탈퇴 를 결의할 수 있다‘ ’ .

반대로 교단이 개별교회와의 법률관계를 단절을

결의할 수 있다 지교회가 교단탈퇴를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듯이 교단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별교회의 관계를 단절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교단의 단절이 있을 경우 개별교회. ,

는 해당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볼 수 없으며,

독립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운영은 교단헌법이 기준이 아닌 교회.

자치법규나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해 운영된다.

대표자의 임면은 소속 교단에서 단절되었으므로

교인총회에서 결정한다.32)

교회 담임목사의 임면권(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에 의하면 목사를( )

31)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84. 5. 15. 83 1565 .
32) 이 경우 현재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소집권이 될,

수 있지만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소집권,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정관에 교인총회 소집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예컨대 대.
표자인 담임목사가 부존재할 때에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서기 혹은 제직회 서기가 소집하여 임시의장,
을 선정하여 회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에는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
로 총회를 회집하면 된다 민법 제 조( 70 ).

교회의 대표자로 상정하고 있다.33) 법인 아닌 사

단의 교회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판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표“

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고 했다” .34) 법인 아

닌 사단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중요성은 교회“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 는 예배 및 종, ( )

교 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

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

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 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35)

최근 년 불교사찰 판결 에서 사찰 주지‘2020 ’

의 임면권으로 소속종단에 있으므로 해 사찰이

종단소속이 아닐 경우 종단에서 사찰 주지 임명,

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종단.

종헌이 사찰 주지의 임면권은 종단에 있다는 규

정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개별교회가.

특정교단에 가입하였을 경우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지교회 결의에 의해 소속 교단의 승

인이 있어야 한다 임면권은 소속교단의 권한이.

다.

대법원도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

북노회에 소속하고 있는 지교회로서 설사 개의2

파로 분파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교회의 대표자

는 어디까지나 위 경북노회나 원고교회의 운영방

법을 규율하고 있는 종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 고”

밝힌 바 있다.36) 이 판례는 대법원이 교회 분

열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법리 이전의 판결이

3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9『 』
조 당회장은3 ., “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
34)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86. 9. 23. 84 6 .
35)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207. 1. 16. 206 41297 .
36) 대법원 다 판결75. 12. 9. 73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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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럼에도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을

위한 법원 비송사건을 제기하였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헌법 합동 정치편 제 장 제 조( ) . 10 6Ⅳ

제 호에 따라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3 “ , , ,

해임 이명 권징 을 노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 , ”

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속교회의 공,

동의회에서 그 결과로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즉 담임목사를 공.

동의회에서 해임할 교회법적교회헌법 근거가( )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37)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의 규정에( )

따라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소속교단인,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 임시 대표자 을 직권으로( )

파송하는 문제에 대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

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위 헌법 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

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

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했다.38) 그러나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소

속 교단으로부터 대표자 지위를 박탈당했다면 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이런 경우. ,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

위를 겸유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지교회의 교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다 즉 해.

당 교회와 상관이 없는 무임목사가 된다.

그러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

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

37) 소재열 교회분쟁 현장 보고서, 『 』
38) 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1985. 11. 26. 85 659 .

회인 공동의회에서 선임한 담임목사당회장를( )

소속 노회가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그를 대표할 당회

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외의 제 자에 대한3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고 판시한 경우가 있다” .39)

지교회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의 관계3)

지교회가 특정 교단과 합의하여 가입하기로 하

였다면 지교회 자치법규와 교단헌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교회의 자치법규와 교단헌법이 충.

돌되지 아니할 때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호.

규정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느 법이 우

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교단헌법이 지.

교회 정관의 상위법이면 상위법에 위반인 하위법

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교회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식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가

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교회가

특정 교단과 합의하여 교단의 소속 지교회가 될

수 있다 이때 지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

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우 다.

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이 적용된다.40)

첫째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지교

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내부적으로.

39)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67. 12. 18. 67 2202 .
40)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2006. 4. 20. 2004 37775

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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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이 지교회 자치법규의 상위법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종교내부의 규정일 뿐이다 둘째. ,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

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

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

다 이는 교단이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특정 교단에 소.

속된 지교회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일

관되게 판시하여 왔기 때문이다.41) 이같은 판례

가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의 헌법과 민법의 법리

에 기초하여 교회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해석하는

기본 원리로 유지된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하는 교인들의 모임인 신앙단체이다 종교적 목.

적을 위한 종교적 집회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종교적 집회ㆍ.

결사의 자유의 본질상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다 지교회의의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 중.

에 교회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다 교회의 자치법규가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

립성 때문에 지교회 자치법규는 교단헌법이나 교

단이 제재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헌법 해석위원회( )

는 두레교회 개정정관인 시무장로는 년이 경과“ 7

하면 자의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를 사임하기로

하다 라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이를”

개정하라고 지시하였다 교단헌법에 반한 교회.

41)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1960. 2. 25. 4291 467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967. 12. 18. 67 2202 .

정관이므로 개정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개정정관이 분쟁으로 나툼이 되어 교회 내

부의 반목이 극심하여 교회 내에서의 자율적 문

제해결이 불가능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같은 분쟁은 교회 내부의 교리 확립

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

는 일반단체에 있어서의 분쟁과 유사하다고 보았

다 이때 법원이 앞서 소개한 다음과 판례법리에.

터를 삼았다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

관계에 있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

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 ,

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

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

단 헌법에 구속된다.”42) 두레교회가 자치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교회의 독립성 및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으로서 총회헌법에 구속되지 아니

하여 유효하다고 했다.43)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4)

앞서 살펴본 대로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

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

는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 “

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

42)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2006. 4. 20. 2004 37775
의체 판결.

43) 의정부지방법원 가합 판결 서울고2014 55717 ,
등법원 나 각하판2019 2053892 2020. 11. 27.
결 대법원 다 파기, 2017 232136 2019. 11. 28.
환송 서울고등법원 나, 2016 2015004 2017. 04.

소송종료선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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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다 라고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법리로 확” .

충되었다 그러나 지교회의 독립성이 아닌 자율.

권이 교단의 자율권과 충돌했을 때 어느 자율권

이 우선이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결44)도 있었

다.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

해 단독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 , ,

체성 선교와 교회 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 ”

에 따라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

지하는 것을 그 존립 목적 으로 한다” .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ㆍ개정ㆍ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

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ㆍ,

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종교단체의 자” .

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

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종

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 되어야 한다” .

그런데 경우에 따라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 이 있을 수 있다 이” .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

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단이” .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

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

곤란하게 된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

당 교단의 지휘ㆍ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

44) 대법원 선고 다 판2014. 12. 11., , 2013 78990,
결.

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 으로 볼 수 있다 그러” .

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

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관” .

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

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

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

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했다 교회의 자율권과 교단의 자율” .

권이 충돌될 수 있다 이 경우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며 이러한 자율권 충돌에 대한 문제는 교,

단의 내부관계에 의해서 해결해야 하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45) 목사의 임직은 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청

빙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목사의 해임 절차를 교.

인들의 의결이 아니라 교단 헌법에 따른 재판에

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런 헌법의 규정은.

청빙과 그 승인 절차로 임직된 목사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교회 내 분쟁을 방지함과 동시에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을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

다 고 보았다” .

이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통합 의 헌법( ) “

과 헌법시행 규정이 재판절차에 따르지 않는 이

상 교인들의 의결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정

하였다고 하여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

유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

하여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해임은 위법이라

45)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19. 5. 16. 2018 23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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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 이는 지교회의 자율권.

은 교단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판

례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5.

최근 개별교회와 소속교단과의 관계는 계약적

관계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시사한 바가 크다 교.

회와 교단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

거가 되고 있다 지교회 개별교회 구성원인 교인. ( )

들은 자신들이 소속할 교단을 결정한 권한을 갖

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이라.

고 말한다 가입과 탈퇴는 그 성격을 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

하기로 하고 결의하는 것으로 가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교회의 가입결의와 더불어 교.

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는 쌍방 결의가 있.

어야 가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교.

회가 특정교단에 가입결의를 할지라도 교단이 가

입을 승인하지 아니하면 가입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어느 한쪽이 가입에 따른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탈퇴가 된다 개별교회의 교단, .

탈퇴는 스스로 교단과 맺은 계약관계를 파기하겠

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계약 파기의 효력은 교단.

승인과 무관하다 지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였다면 탈퇴의 효

력은 곧바로 결정된다 결정된 사항을 교단에 통.

보하거나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무효사유가 되

는 것은 아니다 탈퇴의 법적 효력은 교회 구성.

원들의 적법한 결의면 족하다.

반대로 교단이 개별교회의 가입을 철회하여 탈

퇴시키는 결의를 할 경우 개별교회의 결의와 상,

관없이 관계가 단절된다 즉 교단소속이 아닌 교.

회가 된다 개별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권한이 있.

다면 교단 역시 개별교회를 탈퇴시킬 수 있는 권

한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교회와 소속교.

단은 계약관계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정립 이해의 부족으로 교단이 개별교회를 무

리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다 이는 결국 개별교회로 하여금 교단을 탈퇴하.

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소속교단은 지교회 자율권보다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지나치게 억압 내지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

다 여기서 교단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또다른.

대법원 판례 즉 교단과 교단헌법은 지교회의 독,

립성과 종교적 자율의 본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판례이다 정관작성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교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할 때 그 정관이 교단헌법,

보다 우선한다 교회정관이 교단과 교단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교회를 제재할 수 없다는 것

도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별교회와 소속교단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있

어야 한다 교단이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무.

리한 정치적 개입은 계약관계의 파괴로 이어진

다 계약관계 파기는 곧 교단탈퇴로 나타난다 교. .

단탈퇴에 대한 방법을 교회정관에 규정해 두었을

때 그 방법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었다면

이 결의가 탈퇴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법.

리는 교단탈퇴가 쉬어진다는 점이다 이제 교단.

이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의미한다 지교회.

와 소속교단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상호 설

립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하여 유기적인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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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을 중심으로 한 교회 재정과 관련한 논문이다 교회는 의결기관과( ) .

집행기관이 있다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당회와 제직회가 있다 당회와 제직회는. .

연말 공동의회에 년 동안의 경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교회 재정집행은 제직회의 직무이다 그러나 일1 . .

부 교회에서는 당회도 재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 정관으로 제정하여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에 보

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직회의 재정집행에 대한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교/ , (D.Min., ),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교회 정관법 총칙(Ph.D., ), ( ), , 「 」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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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교회재정이나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과 처분권

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

원의 공동소유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를 행사하

여야 한다 지분권 없는 공동소유이기에 단체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단체의 대표자.

는 개인소유의 권리가 아닌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에 근거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담임목사는 교회 재정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교인들의 재산으로 그 교인들의 총회인 교회 공

동의회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러한

권리를 정관과 규칙에 특별하게 위임규정으로 정

하여진 바가 아닐 경우 제 자에게 위임의 권한을3

줄 수 없다 예컨대 대표자라고 하여 개인의 독.

단적인 권한으로 채무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과 같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법과 단체.

의 규정에 구속된다.

교회는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수입으로, ,

이루어진 재산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교회의 설.

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많은 사업을 진행

한다 교회는 그 사업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

이 재원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교회.

규모에 따라 재원의 규모도 다양하다 몇백만 원.

에서부터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헌.

금으로 이루어진 재정 상태 및 운영은 투명성 등

에 관하여 객관적 검증을 거친 후 신뢰할 수 있,

는 교회의 공적 기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교회재정 집행은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여

모든 교인들의 총의를 위해 승인되어야 한다 재.

정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

히 당연하다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 재정 운,

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을 집.

행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공동의회에

서 승인1)되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교회분쟁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정문제이다 재정의 집행과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가 종종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2)

교회 재정과 재산은 목사 개인의 소유일 수 없

다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임의.

로 집행할 경우 남의 소유재산과 재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 재정을 맡은 자가.

주인의 허락없이 임의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 이것이 바로 횡령에 해당된다 교.

인 중에 권리를 갖고 있는 아무나 검찰에 고소

고발했을 경우 담임목사는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이때 입증은 재정집행에 관련된 공동.

의회 제직회 회의 결의를 기록한 회의록 및 관,

련 자료이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하나

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거나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말로 변명할지라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와 관.

련하여 한국선교 초기 장로회 헌법이 그대로 보

존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

동 에 규정된 제직회에서의 예산편성과 재정집행)

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여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 본고를 준비했다.

1) 소재열 교회 연말 공동의회 재정결산의 의미 총, “ :
유재산의 결산 승인권 교회법 제 호 한국교회”, 3 (『 』
법연구소, 2020). 24-31.

2) 소재열 교회분쟁 현장보고서 고양 브엘북스, ( : ,『 』
참조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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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직회2.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제직회 규정1)

년 헌법(1) 192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년 월 일 조1912 9 1

직되었다 조선총회는 년에 제정한 대한예. 1907

수교장로회 규칙을 그대로 사용했다 헌법은 제. 5

회 총회 년 노회에서 도당회 는 치(1911 ) ( )都堂會

리하는 권한이 없고 토론하고 가르칠 뿐이라고

결의했고3) 영수회와 제직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없으며 노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다.4)

제 회 총회 년 월 에는 헌법 초안을 전10 (1921 9 )

국 교회 목사와 장로의 교열을 마친 정치 예배,

모범 권징조례가 제출되어 통과된 후 노회에 수,

의하기로 결정했다.5) 그 후 제 회 총회11 (1922

년 에서 노회 수의 결과를 본회에 보고했고 이를)

공포하여 년 헌법이 탄생되었다1922 .6) 이 헌법

을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이라 했다 구성은. .Ⅰ

신경 성경요리문답 조선예수교장( ), . , .信經 Ⅱ Ⅲ

로회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이었, . , .Ⅳ Ⅴ

다.7) 신경은 년에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1907

경을 그대로 사용했다.

년판인 헌법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분되1922

었다 상권 제 장 하권 제 장으로 구. ( 1-12 ), ( 13-24 )

성되었으며 상권은 실체법 하권은 절차법이었, ,

다 이때 제직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제 장 장. ‘ 6

3) 곽안련 장로교회사전휘집 경성 조선야소교서회, ( : ,『 』
1918), 100.

4) 곽안련 장로교회사전휘집, , 98-99.『 』
5)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회 회록10 , 52-54.『 』
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회 회록11 , 17.『 』
7) 당시 헌법은 권징조례를 예배모범 다음이었지만 현

재의 헌법은 권징조례가 예배모범보다 앞서 배열되
어 있다.

립집사 안에 두었는데 이 제직회를( )’將立執事

집사회 의 대변 이라고 했다“ ( ) ( )” .執事會 代辦 8) 미

국 북장로교회 헌법 년 에서는 집사회라는(1917 )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장로교회 헌법. , (1922

년 에서는 장립집사 항목 안에 집사회의 대변으)

로서 제직회를 도입했다 제 장 장립집사에 제. 6 1

조 집사의 직임 제 조 집사의 자격 제 조 집1. , 2 , 3

사의 직무 제 조 제직회집사회의 대변으로 구, 4 ( )

성되었다 제 조에서는 여집사 제도를 두고 있. 5

다.9) 제 조인 제직회 집사회 대변 에 대한 규정4 ( )

은 다음과 같다.

지교회의 온 당회와 집사들이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니 회장은 목사가 예겸 하고( )例兼

서기 회계를 선정하고 왕왕 회집하나니 단( )往往

당분간 은 당회가 각기 형편에 의하여( )但 當分間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한 서리집사

와 조사 영수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

느니라.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조사 영수 서리집사, , ,⦁

등이 그 제직회의 사무를 임시로 집행하느니라.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회로 처리⦁

할 것이요 개인으로는 처리 못 할 것이며 금전 지.

출과 연보 수합 사 에 대하여는 가압으로 결정( )事

할 것이요 회계는 제직회의 명령대로만 금전을 출.

납하되 영수증을 사용할 것이다.

매년 정기회 공동처리회⦁ 10) 때에는 제직회가 경

과 상황을 대강 보고하며 각양 금전에 수입( )大綱

8) 조선예수교장로교회 헌법 제 장 제 조, 6 4 .『 』
9) 여집사5. 당회 가 여집사 를 선택“ ( ) ( ) ( )堂會 女執事 選擇

할 경우 에난 기직무 난 환자 피( ) ( ) ( ),境遇 其職務 患者
수자 과부 고아 기타 환( ), ( ), ( ), ( )被囚者 寡婦 孤兒 其他
란 당 한 자 를 위로 하며 고호( ) ( ) ( ) ( ) (患難 當 者 慰勞 顧

하되 하사 던지 당회 감독하) , ( ) ( ) ( )護 何事 堂會 監督下
에서 행 하게 할지니라( ) .”行

10) 년 헌법은 오늘날의 공동의회를 공동처리회1922
라고 했다 년 헌법부터는 공동처리회가 공동. 1929
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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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총계표와 내년도 예산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이니라.

에 회계는 검사받기를 위하여 장부를 제출其時⦁

할 것이니라.

본 교회의 가결 과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可決⦁

제직회가 본 교회의 가옥과 토지를 典執出債11)하

지 못하느니라.

제직회는 지교회의 모든 당회와 집사들이 연합

해서 조직하며 회장은 목사가 겸임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해서 모이는데 당분간은 당회가 형,

편에 따라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리집

사와 조사와 영수에게 제직회원의 권리를 주며,

미조직교회의 경우에는 목사 조사 영수 서리집, , ,

사12) 등이 제직회의 일을 임시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년 년 헌법(2) 1929 (1930 )

년 헌법에 대한 전체적인 수정은 년1922 1927

부터 시작되었는데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1927

제 회 총회에서 평양노회와 전북노회가 제출한16

헌법 수정 헌의안을 총회가 받아들여 명의 헌16

법 수정위원을 임명했다 헌법 수정위원들은 년. 1

후 년 제 회 총회에서 정치와 권징조례1928 17 ,

예배모범의 수정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수정은,

주로 정치에 집중되었다 총회는 헌법수정위원회.

의 보고를 채용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노회 수

의를 결정했다 노회 수의결과 헌법 수정안이 통.

과되어 년 제 회 총회에서 공포했다1929 18 .13)

11) 전당이나 압류 등을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12) 년판 헌법에는 여자 권사제도가 없었으며 대1922 ,

신 여집사 제도를 두었다.
13)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회 회록18 , 10. 1929『 』

년에 수정 공포된 헌법은 년에 예수1930 朝鮮 敎長『
예수( : ,老敎會憲法 修正再版 京城 朝鮮 敎長老會總會』

년 헌법의 첫 개정판인 년 헌법은1922 1929

제 장을 집사로 하고 집사 안에 규정되었던 제직6

회를 제 장으로 독립시켜 제직회 항목으로 두게7

되었다 제 장 제직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7 .

제 조 제직회 조직1 지교회의 당회원과 집사를 합:

하여 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으니 회장은 목사가 예

겸 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할 것이니라 당( ) .例兼

회가 각기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와 전도사 영수 에게 제직회( )領袖

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제 조 미조직교회의 제직회2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영수 서리집사 등이 제직회의 사무, , ,

를 임시로 집행하나니라.

제 조 제정처리3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

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

라 행( 6:3-5).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은 금전출납을 다 회(1)

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가부 에 의하여 금( )可否

전을 출납하되 영수증을 사용할 것이니라.

제직회는 매년 정기 공동의회 시에 그 경과 상(2)

황과 그전에 관한 일반수지 총결산을 보고하며 내

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통과할 것이오 회계는 장부,

검사를 받을 것이니라.

연합 제직회(3)

조직 각 지방 내 편리한 대로 연합 제직회를:①

조직할지니 회원은 해 지방 목사 전도사와 지( ) ,該

교회 제직회에서 선택을 받은 총대 인 이상으로1

조직할 것이니라.

직무 본회에 교회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②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주일학교급 종

교교육에 관한 사 를 의정 할 수 있고 그( ) ( )事 議定

으로 출판되었다 공포한 해를 년판이1930) . 1922
라 하는 것과 같이 년 총회에서 공포했으므로1929

년판이라 하는 데 출판을 이듬해에 했기 때문1929
에 년 헌법이라고도 한다1930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27

지방 내 교회들의 전도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 권사 전도인을 투표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

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니라,

임원 임원은 투표 선정할 것이니라:③

년 헌법에서는 제직회가 별도의 독립기1922

관이 아니었다 집사 항목 안에 제직회를 두었다. .

이런 의미에서 제직회를 집사회 의 대변“ ( )執事會

이라고 했다 그러나 년 헌법에서는( )” . 1929代辦

제직회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되 실체법 안에

두었다 년 헌법의 특징은 제직회는 교회. 1929 “

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 행 라는 규정이 삽입( 6:3-5)”

되었다.

년 헌법(3) 1934

년 헌법은 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년1934 1929

년 헌법을 개역한 헌법이다 이 헌법은 개(1930 ) .

정판이 아닌 개역판이다 이 개역판 헌법은.

년 고신측과 분열하기 전 함께 사용했던 마1951

지막 헌법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년 고. 1960

신측과 합동한 합동 헌법은 년 판을 기준으1934

로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여 사용하는 결정

을 했다.

년 헌법(4) 196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년에서44 (1959 )

합동측과 통합측이 분열하였다 통합측은 연동교.

회에서 합동측은 승동교회에서 속회총회를 열었,

다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합동측은 제 회 속회. 44

총회를 년 월 일 열려 회무를 진행했1959 11 24

다 이듬해인 년 월 일에 제 회 총회. 1960 9 22 45

가 소집되어 파회하지 않고 정회하여 그해(1960

년 월 일에 속회 계속회 로 회집되어 헌법) 12 13 ( )

을 년 헌법을 중심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1934 .

이듬해인 제 회 총회 에서 개정46 (1960. 9. 21.)

헌법이 각 노회에 수의하여 통과되어 공포되었

다.14) 년 헌법은 년과 년 헌법을1961 1929 1934

근거하여 변경했다 이때 실체법의 범위인 제 장. 7

제직회에 대한 규정을 절차법 범위인 제 장 의21

회란을 신설하여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이곳으로

옮겼다.

년 헌법 최종(5) 2018 ( )

제 회 총회 는 헌법개정을 전103 (2018. 9. 10.)

국노회에 수의하여 개정을 공포했다 이 헌법을.

년 헌법이라 한다 이 헌법에서 제직회 제2018 .

정처리 규정 중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

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

니라 행 라는 내용을 제직회는 공동의회( 6:3-5)” “

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으로 변경했”

다.15) 이 부분에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 행 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삭제( 6:3-5)” .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

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

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다.16)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회의록 합동46 , 15. ;
안 제 항에 의하여 개정안이 통과되어 년 월7 1961 2
일자로 공포함을 보고했다8 .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정치 제 장 제( ) , 21 2� �

조 제 항3 .①
1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1991. 12. 13. 91 29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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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대법원은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1991 “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

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

정 을 물권인 부동산소유권 귀속 등 국가의 강행”

법규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선고했

다.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

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

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

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

에 따라야 한다.17) 지교회 소속을 노회 소유로

한다는 헌법 내용을 년 제 회 총회에서2018 103

삭제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2)

의결기관이란 다수결의 형식으로서 교회의 의

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집행기관이란 의결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의결기관으.

로서 공동의회가 있으며 집행기관으로 당회 및,

제직회가 있다 집행기관인 당회나 제직회는 고.

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으나 그 직무는 의결기관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집행한다 특별하게.

규정된 직무나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법원 선고 다 판결 교1973. 8. 21. 73 442, 443 : “
회신도들이 교회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
하여 교회용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교회를,
건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은 그
소속 노회의 헌법규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그 토
지 대지 와 교회건물은 그 소속 신도가 교회원으로( )
서 그 총의에 의하여 교회로 영구히 사용할 권리를
보유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1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2009. 2. 12. 2006 23312
참조.

에서는 집행기관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교회적 결의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정관이나 공동의회의 위임이 없는 경

우 당회가 교회 재산권을 집행할 수 없다 특히, .

의결권을 갖고 있는 공동의회로부터 위임받지 못

한 경우 당회나 제직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 제.

직회는 예산에 대한 결의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공동의회에서 예산편성 승인에 따른 집행기관으

로서 제직회의 직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집행의.

근거인 의결기관의 공동의회 결의가 없을 경우

의결하여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사례 중에.

교회에서 차량이 필요했다 제직회에서 차량구입.

을 위한 결의를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헌금하기

로 결의했다 이 경우는 담임목사는 위법성 논란.

에 빠져 교회를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차량구입.

에 대한 결의와 예산 편성은 공동의회 직무이며,

헌금할 것인지 여부는 당회 직무이다 제직회가.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결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에 대한 오해.

로 인한 결과이다.

제직회 구성원 회원3. ( )

제직회는 교회의 산하기관으로 재정에 대한 집

행기관이다 집행기관으로써 제직회는 구성원인.

회원이 있기 마련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은 제직회를 공동의회와 같이 의회로 규( ) ‘ ’

정한다.18) 담임목사가 회장을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19) 당회에서 제직회 서기와 회

1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Ⅳ
장은 의회 라는 제목 안에 공동의회와21 ‘ ( )’議會

제직회를 규정하고 있다 년 헌법을 개정할. 1961
때 이를 실체법 장 이 아닌 절차법 장(1-12 ) (13-23 )
안에 포함시켰다.

1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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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임명했다고 할지라도 제직회 본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당회에서 먼저 선임.

하지 않고 제직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역시 정관 시행세칙으로.

규정해 두면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서기와 회계 선정 문제가 될 때 제직회의.

의결방법에 따라 결의하여 선정하면 된다.

조직교회 제직회1)

담임목사(1)

제직회는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

여 제직회를 조직한다.20) 제직회 구성원은 당①

회 집사 권사이다 여기서 당회원은 치리장.② ③

로를 의미하며 집사는 안수를 받은 시무집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무권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

제직회 구성원으로서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된다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회원.

이 아니듯 제직회 회원이 아니다.

공동의회 회장의장 과 제직회 회장의장 은 담( ) ( )

임목사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공동의회 회장과. ‘

제직회 회장은 회원 가운데 선출하는가 이다?’ .

장로회 정치원리는 담임목사는 회원 가운데 선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교단인 장로회에

소속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21) 이를 소

속노회에 청원하여22) 노회 승인을 받아23) 교회

대표자로서 담임목사는 당회장 권한을 갖게 된

제 조 제 항2 2 .
2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1 .
2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5『 』 Ⅳ

제 조 제 장 제 장 제 항2 , 21 1 5 .
2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5『 』 Ⅳ

제 조 제 장 제 장2 , 21 3 .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5『 』 Ⅳ

제 조 제 장 제 항2 , 10 3 .

다.24)

당회장을 겸한 담임목사는 자동적으로 제직회

의 회장이 된다.25) 담임목사는 제직회 회원 자격

이 아닌 의례히 회장 자격으로 제직회 구성원이

된다 따라서 제직회 구성원이란 담임목사인 회.

장과 지교회 당회원 집사 권사라 할 수 있다, , .

당회원 집사 권사(2) , ,

제직회 구성원은 지교회 당회원 치리장로와( )

시무집사 권사이면 제직회의 회원이 된다 본 교, .

단 합동은 만 세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 70 .26)

제직회 는 정년 은퇴자는 제직회 회원이( )諸職會

될 수 없다 원로장로 은퇴장로 은퇴집사 명예. , , ,

권사 등은 제직회 회원이 아니므로 제직회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없다.27) 그러나 예외적으로 작

은 규모의 교회나 농어촌교회에서는 교회별로 이

러한 정년 은퇴자들을 제직회 회원으로 참여시키

고 있다.

집사는 안수받아 임직을 받은 시무집사이다.

다른 교회에서 본 교회로 이명 온 집사가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만 세 미만인 무임집사는 당70

회 결의로 서리집사직을 맡을 수 있다.28) 이 경

우 당회가 무임집사 중 서리집사를 제직회 회원

2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9『 』 Ⅳ
조3 .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1 3 .

2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3『 』 Ⅳ
조 제 항2 3 .

27) “대구중노회장 남재석씨가 헌의한 원로장로 제직회
발언권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 정치 제 장 조( 21 2 )
에 의거 원로장로라도 정년 이전에는 발언권이 있‘
고 정년 이후에는 발언권이 없으며 라고 하기로, ’
가결하다 제 회 총회결의.”( 95 )., 소재열 대한예수, 『
교장로회 헌법 정치편 해설 고양 브엘북스( : ,』

제 판 참조2019 3 ), 1037. .
2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6『 』 Ⅳ

조 제 항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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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게 할 경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29)

권사는 시무권사를 의미한다 권사의 직제는.

만 세 이전의 시무권사와 타교회에서 이명 와70

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무임권사가 있다 그.

리고 정년 은퇴로 퇴임한 은퇴 권사와 당회가 임

명한 명예권사가 있다.30)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

약한 교회의 경우 무임권사 은퇴권사 명예권사, , ,

를 제직회에 참여시키는 교회도 있다.

전도사 서리집사 전도인(3) , ,

조직교회에서는 전도사와 전도인은 제직회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그 이유는 제직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서리집사는 당회가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경우 회원이 될 수 있

다.32)

부목사의 제직회 회원 여부(4)

제직회 회원은 앞서 살펴본 대로 회장으로서

담임목사와 당회원 집사 권사로 제한한다 여기, , .

에서 부목사는33)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는( )

2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1 .

3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3『 』 Ⅳ
조 제 항3 3 .

3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 1 .

3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 1 .

33) 목사 계속 청원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 장 제4 4
조 항에 의거하여 당회 결의로 부목사 계속 시무3
를 청빙하는 것으로 확인하다 제 회 총회 회의결( 92
의).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
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제 회 총회 결의 부목사는 노회 정회원이다 제( 96 ). (

회 총회 재판국 판결 승인 재판국에서도 부105 ). ‘
목사는 노회의 정회원 이라고 판결하였기에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재론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제 회( 105
총회 결의 법적으로 계속 청빙 청원을 하지 않았).
던 부목사는 정치 제 장 제 조 항에 의해 부목사4 4 3

임시목사로서 시무기간이 년이다1 .34)

미조직교회 제직회2)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의 판단 근거는 당회의

유무이다 당회는 장로가 있어야 조직되므로 조.

직교회는 일반성도들의 대표인 장로와35) 노회에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가36) 당회를 조직하는데

이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

직교회라 한다.

담임목사시무목사(1) ( )

미조직교회는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년이“ 3

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고 했다” .37)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당회장권을 받을 경우38)에 담임목사가 된다 이.

경우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인 담임목사는 제직회

직이 해지되었으므로 지교회 부목사로 시무해서는
안된다 제 회 총회 재판국 판결( 96 ).

3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4『 』 Ⅳ
조 제 항 임시목사에 대한 칭호가 시무목사로4 , 3 .,

변경되었다 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년. 1
이며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는 년이다 부목사의, 3 .
임시목사와 정치 제 장 제 조 제 항 기관목사의( 4 4 3 )
임시목사 정치 제 장 제 조 제 항 는 시무목사( 15 12 2 )
로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임시목사로 두었다 그렇.
다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시목사 의 시무기간( ) 3
년을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직교회 시무목사,
년에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임1 .

시목사로서 부목사는 조직교회 시무목사와 그 성격
과 청빙절차가 다르다 따라서 총회는 임시목사로.
서 부목사의 시무기간을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정.
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관례적으로 시무기간 년1
으로 실행하고 있다.

3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3『 』 Ⅳ
조 제 항2 3 .

3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9『 』 Ⅳ
조1 .

3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제( ) . 4『 』 Ⅳ
조 제 항4 2 .

3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5『 』 Ⅳ
제 조 제 항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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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된다.

임시당회장(2)

미조직교회 당회장권을 부여받은 시무목사가

없는 전도사가 담임교역자일 경우 노회는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때 임시당회장이 미조직교.

회 제직회 회장이 된다 그러나 시무목사일지라.

도 시무권만 부여받고 당회장권을 부여받지 못하

였을 경우 제직회 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

회장이 제직회 회장이 된다.

임시회원(3)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 , , , , )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 , ,

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

다.39) 여기서 목사란 제직회 회원으로서의 목사

가 아니라 회장으로서 목사를 의미한다 미조직.

교회 회원은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 등, , ,

이다 그러나 미조직교회일지라도 안수를 받은.

시무목사가 있으므로40) 시무집사도 회원에 포함

된다.

연합 제직회3)

연합 제직회는 노회에서 관련 직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부분 많은 노회에서 시행하

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부 노회에서는 연합 제.

직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직(1)

3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2 .

40) 제 회 총회 결의 미조직교회도 안수집사를 세울80 :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 건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
결하다.

연합 제직회 회원은 일정한 각 지방 내41) 목

사와 전도사 지교회 제직회에서 파송한 총대, 1

인 이상으로 조직하고 임원은 투표로 선정한

다.42)

직무(2)

연합 제직회는 치리권은 없으며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 할 수 있다( ) .議定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

의 승인을 받는다.43)

제직회의 직무4.

재정 처리1)

제직회 직무는 재정으로 제한한다 제직회를.

통해 재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헌법은 재정. ‘

처리 라고 한다 제직회 청원 결의로 공동의회’ . ‘ ’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44) 이 때의 제직회의 공

동의회 소집청원은 재정에 국한되어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금전 처리(1)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

한다.45) 금전 처리 집행은 공동의회에서 위임한( )

41) 노회 조직은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라고 규정“ ”
정치 제 장 제 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합( 10 2 )
제직회는 노회내 연합 제직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3 1 .

4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3 2 .

4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1 2 .

4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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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 금전인 재정.

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인 총유46)라고 한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

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

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

에 의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47)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은 반드시 교인총회격

인 공동의회에서 결의 되어져야만 처분할 수 있

다 그러나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 정관으.

로 처분에 대한 방법을 규정했다면 그 규정대로

처분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교인들이 정관.

을 통하여 위임했기 때문이다 정관에 처분에 대.

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공동의회 결의가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교회 재정의 집행.

에 대한 예산 편성은 반드시 교인들이 공동의회

를 통해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는 재정은 총유.

재산이기 때문이다.

제직회 재정집행의 근거는 반드시 공동의회에

서 예산을 편성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예산편성.

없이 제직회가 집행하는 교회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예산편성 없이 제직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는 정관규정이나 공동의회 결의”

가 없다면 예산 편성 없이 재정을 집행할 수 없

다 재정을 집행한 후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는.

재정에 대한 집행은 책임이 따른다.

제 조 제 항3 1 .
46) 총유는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을 의미한다 공동소.

유재산에는 공유와 합유 총유가 있다 총유는 개인, .
의 지분권과 처분권이 없는 공동소유재산으로 교인
들의 총회에서 결의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재
산이다.

47) 대법원 선고 다 판결1980. 12. 9. 80 2045, 2046 .

구제와 경비(2)

제직회는 구제와 경비에 대한 사건을 제직회에

서 처리한다 구제와 경비인 모든 경상비는 제직.

회에서 처리한다 경상비 란 회계 연도마. ( )經常費

다 통상적으로 반복하여 지출되는 일정한 종류의

경비를 말한다 이런 모든 경비는 제직회에서 절.

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교회 재정 사고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발생된다.

금전 출납 처리(3) ( )出納

금전 출납은 금전을 내주거나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금전 출납을 회에서 처리한다는 말은 수.

입과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직회에서 결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 출납의 실무는 회. ‘

계 의 직무로 규정한다 회계는 금전 출납을 기록’ .

한 금전 출납부인 회계장부를 잘 관리해야 한

다.48) 회계는 당회의 감사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야 한다.

공동의회에 보고 의무2)

제직회는 재정과 관련하여 년 경과 상황 보‘1

고 일반 수지 결산 보고 예산 편성 보’, ‘ ( ) ’, ‘收支

고 등 가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직회는 매년’ 3 . “

말 공동의회에 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1 (收

결산을 복포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 )支 翌年度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

부의 검사를 받는다.”49)

년 경과 상황 보고(1) 1

4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3 .②③

4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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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대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언급

한 대로 공동의회는 의결기관을 의미하며 당회,

와 제직회는 집행기관이다 의결기관에 의한 의.

결을 집행기관이 집행할 때 집행 후 반드시 의결

기관은 공동의회에 경과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

다 당회와. 50) 제직회는51) 년 동안의 경과 사항1

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반 수지 결산 보고(2) ( )收支

수지 결산 이란 일정한 기간의 수입( )收支決算

과 지출의 결산을 의미한다 교회마다 회기를 전.

하여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월 일. 1 1

부터 월 일까지 하고 있다 이 기간 수입과12 31 .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먼저 수입이란 각종 헌금과 기타 수입을 의.

미한다 집행은 공동의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 내용을 공동의회에서 보고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편성 보고(3)

예산 편성이란 예산에 관한 설계 및 계획이 시

작되는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한 과정을 말한다 예산은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교회계획 전체를 반영해야 하며 재정운

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에서 예산편성은 매우 중요하다 예산 편성은 교.

회예산이 공동의회에 제출될 때까지의 작업과정

과 절차를 말한다 예산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예산 과목인데 각종 헌금을 분류하여 각 항목별

로 나눈다 예산편성시 인건비 물건비의 단위 및. ,

5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1 5 .

5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3 .③

그 액수를 결정하여 경비를 산정한다.

예산 편성의 승인은 공동의회 권한이며 예산,

편성의 직무는 제직회의 직무이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

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 한”

다.52) 제직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보

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직회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

편성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편성되는데 먼저 수입예산을 먼저

세워야 한다 수입은 주로 헌금이 주류이다 먼저. .

헌금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주로 규모가 적은 교회는 제직회에서 예산편성

위원을 조직하여 예산 편성을 하지만 주로 규모

가 큰 교회는 당회가 예산편성위원회가 되어 예

산을 편성한다 이 경우는 헌법 규정에 반하므로.

정관에 당회가 예산편성위원회가 된다 라는 규“ ”

정이 있을 경우 당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제직,

회에 보고하여 결의한 다음 공동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제. ,

직회에서 예산편성을 당회에 위임한다 는 결의“ ”

를 한 다음 당회가 예산을 편성하여 제직회에 보

고하여 결의한 다음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회가 예산편성의 권한이 주어졌.

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제직회를 통해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회계 장부 검사3) ( )

회계감사 란 작성한 회계기록에 대하( )會計監査

5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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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서 회계기.

록이라 함은 교회의 회계장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회계장부의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증빙서류 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사는 허위와 부정 오류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회계처리가 적정한가를.

확인하고 교회의 재무상태와 운영의 적성이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감사를 통하.

여 교회재정 운영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이

루어진다.

교회 감사는 교회내 모든 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감사는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는 당회의 직무이다 당회가 감사를 선정하여.

야 하며 그 방법은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내용

이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규.

정이 없을 경우 당회결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당, .

회원이 아닌 집사나 권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없

다 만약에 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집.

사와 권사가 있다면 정관이나 당회결의로 보조원

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공동의회에서 교회재정이나 재산처분과 취득

등에 보고 전에는 반드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보고가 이.

루어져야 한다 공동의회가 감사결과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서에 서명한 후 공동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53)

부동산 소유4)

앞서 살펴본 대로 년 년 년1922 , 1929 , 1934

53)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공동의회에서 제출하였다면
수기로 모든 내용을 기록한 후 동시에 서명된 보고
서 원본을 회의록에 첨부해 두어야 한다.

헌법에는 제직회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

년 고신측과 합동하면서 년 개정 공포1960 1962

된 헌법에는 부동산은 노회 재단법인에 편입함“

이 가하다 라고 했다 그러나 다시 부동산은 노” . “

회 소유로 한다 라고 개정되었다 그러나 제” . 103

회 총회 년 에서 공포된 개정헌법에서는(2018 )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 는 내용을 아예 삭“ ”

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법원은 기독교단체인 교회의 재산은 특단“

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

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인 바 교인들 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소유

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라고 판시했”

다.54)

교회 정관상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교회재산에

대해 제직회에 위임하여 처분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제직회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제직회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므로 노회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 재산을 노회소유로 한다는.

교단헌법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 결의로 특정 목적물에 대해 처분

을 결정하고 당회 혹은 제직회에 위임한다고 결

의하였을 경우 이 결의대로 처분하면 된다 하지.

만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지교회 재산을 노회가

처분하고 관리보존행위를 할 경우 원인무효이며,

이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특히 대법원은 교인. “

54) 대법원 선고 도 판결 공정증1986. 6. 10. 86 777 (
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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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

회의 결의만으로 교회 대표자가 교회재산 보존을

위해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청구의 소를 부적법

하다 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55)

재정집행 절차와 관리5.

무엇보다도 교회 재정집행은 엄격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 적법한 절차에, .

의해 집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요

건들이 있다 이를 재정집행 절차에 포함된 내용.

들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알아본다. .

재정집행 절차1)

집행 근거(1)

모든 학문이나 삶의 전 영역에서 행위의 정당

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하듯 교,

회 재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근거를 명확

5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다 판결 이94 28437 .;
사건은 재산처분 인 위원회가 재산을 처분했5
다 처분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정관에 교회재산처분을 인 위원회에 위임한다‘ 5 ’
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리고 교회대지 매각을 결.
의한 내용의 교회 정기회의록을 위조하여 재산
을 처분했다 매매계약 체결에서 위 인 위원이. 5
적법한 대리권 없이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 자격을 도용 하여 매매‘ ’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같이 위조한 서류 등.
을 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해 주었으니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판시이다 위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교회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 교회에서 위 매
매계약을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항소 논지는 범의를
포함한 범죄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
이라 할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그러나 사후.
추인결의의 효력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효력과 추인결의(“ ”,
교회법 제 호 한국교회법연구소3 ( , 2020), 16-17.)『 』

히 규정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

아니하면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부터 자,

유롭지 못하다.

첫째 교회 재정집행을 위해 반드시 교회정관,

이나 교단헌법에 재정집행의 절차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정집행위 당회에 있는가 제. ,

직회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당회가 재정을.

집행했다면 재정집행이 당회권한이라는 사실을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리.

고 공동의회에서 당회에 위임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 근거가 없다면 당회는.

불법 재정 집행을 했다는 의미가 되며 법적 책,

임이 따른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으나 금액이 클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따.

라서 재정집행을 위해 집행 권한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집행하고자 하는 항목이 공동의회에서,

예산으로 편성해 주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왜.

냐하면 재정집행의 법적 근거는 공동의회에서 교

인들이 년 동안 어디에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1

집행하라는 결의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재정집.

행은 이러한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 편성의 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따

라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분명한 항목이 없을지.

라도 예비비에서 지출집행할 부분이라면 선 제직

회 결의로 혹은 집행 후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

집행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회계 책임자는 재정을 집행할 때 각 부,

서에서 예산편성에 근거한 청구서에 의해서 집행

해야 한다 이는 후술한 것과 같이 집행 청구와.

반드시 결재권자인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아 집행

해야 한다.

넷째 정확한 집행 근거에 의해 적법하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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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아야 비로소

재정집행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 확.

정은 차기 공동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을 때이

다 이 승인은 돈의 주인인 총유물권자인 교인들.

의 총회인 공동의회에서 집행을 승인했다면 법적

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56)

집행 청구(2)

교회 재정집행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재정위원장 혹은 제직회 회계가 마치 교회 재정

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이다 관.

리자로서의 회계와 재정위원장은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직권남용일 수가 있.

다 반드시 공동의회에서 예산편성에 집행 항목.

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가 집행청구를 할 때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담임목

사에게 보고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서가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제직회

회계나 재정위원장이 임의로 집행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재권자인 담임목사에게 보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에 수입헌금 에 의한. ( )

지출의 균형이 안 맞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할 때

부족분을 차용할 경우에는 회계나 재정위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이 역시 담임.

목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담임목사는 이런 경,

우 일정 금액을 제직회 회계나 재정위원장이 기

56) 그러나 교인총회에서 집행승인을 받았을지라도 불
법집행이라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사례가 있
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2006. 4. 28. 2005 756 .;
교회 재정집행에 대해 교인총회를 통하여 총유물권
자들인 교인들이 그 집행을 승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 목사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
하기 위하여 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
배행위에 해당하고 공금 사용에 대하여 교인들로,
부터 적법하게 당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교회 정관이나 공동

의회에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집행담당자는 재정 집행에 대한 횡령 및 배임

죄 혐의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집행에 대한 절차

에 따라 집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 지

출청구서 담임목사의 결재가 있을 때에는 문제,

가 없다 이런 문제는 재정 운영 실무에서는 매.

우 중요하다.

집행 결재(3)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민법 제 조 표126

현대리 법리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

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

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 조의 표현대126

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

했다.57)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 대표자가 된

다 대표자의 권한의 한계와 범위가 있다 자신의. .

대표자의 권한이나 권한제한에 대한 특별하게 정

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대표자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 일임 할 수 없다 대표자의 타인( ) .

에게 권한 위임은 권한 남용이다 대표자인 담임.

목사 지위는 지교회 교인들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속교단인 노회로부터 주어진 권한이다.

지교회 총유물인 재정에 대한 집행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총유물권자들.

57)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9. 2. 12. 2006 23312 .;
소재열,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대법원 판례중심;
으로”, 교회법 제 호 한국교회법연구소1 ( , 2020),『 』

참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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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교인들이 정관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결재

는 재정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담임목사는 재정위원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재정위원장은 마치 자신에게 전.

결권을 위임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된다 일.

정한 경상비 중 재정위원장이 선 집행하고 후 결

재를 받으면 된다 이때 문제가 있을 경우 선결.

재에 대한 책임은 재정위원장에게 있다 가장 좋.

은 방법은 비록 경상비일지리도 담임목사에게 선

결재 후 집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재정집행에

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일부 교회에서 부임해 오는 담임목사에게 장로

들이 재정 결재권을 자신들에게 맡기고 목사는

목회만 하라고 요구한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

지 아니할 때 그러면 함께 할 수 없다며 다른‘ ’

이유를 걸어 노회에 고발한다 그래서 분쟁이 발.

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장로.

가 면직되는 경우들이 있다 재정위원장이 재정.

집행에 대해 면제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집행의

법적 근거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결재를 받는

길이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신분 직위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하여

월권이나 독점해서는 안된다 은혜로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이 교

단 내부적으로 권징 치리 대상이 되며 일반 경( ) ,

찰이나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담임목사가 나. ‘

는 목회만 하겠으니 재정집행은 장로님들이 알아

서 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책임한 이야기이며’ ,

대표권을 포기한 행위이다 장로들은 그리할지. ‘

라도 재정 결재는 담임목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여야 자신들이 행위가 정당화되고 법적으

로 보호된다 이미 법원에서도 교회의 재정결재.

권은 장로들에게 있지 않고 담임목사에게 있다는

것으로 판례가 확충되고 있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대표권은 노회에서 직

권으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다 임시당회장이 공.

동의회와 제직회 소집권을 갖고 있으며 재정결,

재권을 갖고 있다 임시당회장의 재정 결재없이.

재정위원장의 재정집행은 문제가 된다.58) 그러

나 임시당회장은 재판권은 없다.59)

재정 관리2)

교회 명의로 제 자에게 법률행위는 담임목사3

의 개인 결정이 아니라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교회 재.

정을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할 때 주거래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결정은 주로 당회에서 이루

어진다 금융실명제로 은행권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반드시 교회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교.

회 재정을 담임목사나 재정위원장의 개인명의로

통장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법에 위.

58)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교회의 청원이 없을지라도,
노회가 직권으로 파송한 당회장 임시당회장 은 해( )
당 교회 대표권을 가진다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 “
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
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
에 의한 특별수권 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
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법원 선고 다카 판.”( 1985.11.26. 85 659
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59) 강중노회장 강원석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
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
로 가결하다 재판권이 없음 제 회 총회 결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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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다.

교회 명의의 통장 개설이나 변경은 대표자라고

하여 임의로 할 수 없다 반드시 당회 결의가 있.

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

므로 교회 정관이나 정관시행령시행세칙 에 반( )

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담임목사 개인 임의.

로 통장을 개설하고 변경하여 교회 재정관리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

교회 재정에 대한 안터넷 뱅킹 등의 관련 재정

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에 대한 규정을 정

관상시행세칙 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 .

제직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6.

지금까지 제직회의 구성원과 직무에 관해서 살

펴보았다 재직회가 교회 재정에 관한 집행기관.

이므로 엄격하게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

다 제직회는 매월 회 또는 회 이상 정기회로. 1 4

소집함이 편하다고 했다.60) 제직회의 소집절차

와 의결방법에 관해 알아본다.

소집절차1)

소집권자(1)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결의로 담임목사인 당회

장이 소집한다 소집권은 담임목사이지만 이 소.

집권은 반드시 당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권자이며 제직회 역시 회장인 담,

임목사가 소집한다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노.

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소집을 하는 소집권자

가 된다.

6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5 .

소집 공고(2)

제직회 소집공고는 교단헌법이나 교회정관에

공고방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주간 전에 공지하여야 한1

다.

회의목적 공지(3)

모든 회의체는 회원들에게 사전에 회의를 공지

해야 한다 공지할 때에 회의목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직회 직무는 재정에 관한 것으로 국한된.

다 특별히 공동의회 소집청원. 61)을 위한 제직회

를 소집할 때 안건 자체가 제직회 직무와 관련한

소집 청원이어야 한다.

의결방법2)

의사정족수(1)

제직회 의사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

회 성수가 된다 하지만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

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한다.62) 매월 혹은 분기별

제직회는 통상적 사무처리에 해당됨으로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된다 하지만 공동의회 보고를 위.

한 예산편성과 결산을 위한 연말 제직회는 출석

한 회원으로 개회가 아닌 제직 회원 과반수가 출

석하여야 한다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

장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의결정족수(2)

의결정족수는 결의정족수로 교단헌법에는 규

정이 없다 교회 정관에 이를 규정해야 한다 규. .

6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1 2 .

6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21『 』 Ⅳ
제 조 제 항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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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한 대,

로 회집된 제직회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결의가

된다 그리고 연말 결산을 위한 제직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된다.

재정장부열람 소송과 회의록7.

재정장부 열람 및 등사 소송1)

남부지방법원 제 민사부 재판장 양재영 판51 (

사는 년 월 일 교회 정구도 외) 2010 12 29 20○○

명이 신청한 교회 재정 장부등열람등사가처“○○

분 카합 결정에서 신청인들의 요구를”(2010 826)

받아들여 피신청인인 교회 담임목사인○○ ○○

목사는 결정문 별지 목록에 기재된 장부 서“ ,○

류 및 컴퓨터 파일 중 개인별 헌금 내역이 기재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

도하라 라는 결정을 내렸다” .

결정문의 별지 내용은 년 회계연도2007-2009

분이 기록된 입력된 회계파일과 재정보고서 예,

금통장 일체 각 국별 선교국 예배국 사무국, ( , , ,

세기홀 등 결산보고서 헌금수입전표 지출결21 ) , ,

의서 지출전표 헌금수입결의서 및 그에 따른 영, ,

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선교국의 지출기록 원장,

일체이다 재판부는 집행관이 인도받은 교회. ○○

결정문 별지 내용 전부를 일 동안 보관하면서“20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상을 변

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서의 복사를 포함(

한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고 결정했다) ” .

재판부는 기초사실로서 피신청인 교회 의( )○○

정관은 재정운영과 관련한 교회 최고 의결기관으

로서 공동의회의 재정 승인 및 결산권 재정운영,

원칙을 위한 투명성과 열람에 관한 규정 부적절,

한 예산집행에 대해 정관에 따른 결산보고 이행

요구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목사를 업, ○○○

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고발하기까지 이르렀으나

년 회기의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2007-2009

에 대한 안건을 안정하지 않음 목사는, ○○○

교회 재산 약 억 천만 원을2010. 11. 29. 32 6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고(2010

합 라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다547) .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은 교회 목(○○ ○○○

사 재정장부열람과 등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한 집사와 권사들은 교회 교인들로서 교회“○○

헌법 등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부 등 외

부의 세력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하겠

다 고 서약 하였기에 이는 부제소의 합의 에” “ ” “ ”

해당하므로 신청인들이 교회 외부세력과 사법부

등에 제소한 행위는 서약 위반이므로 신청인 적

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신청인들은.

에 교회 교인으로 출교처분을2010. 12. 22. ○○

받았기 때문에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다 판결 고 판단하면서 신청인들98 63988 )”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교회는 국가의 세“

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장 제 조 교인은”( 2 ), “Ⅳ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장 제 조고”( 2 )Ⅴ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들은 모두 위 헌법을 준, “

수하겠다고 서약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를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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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관한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한 부제소의 합

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 판”

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이 출교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출교처분에 불복기간 일이 경과하, (10 )

지 아니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

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

방법원 제 민사부가 교회 장부열람 및 등51 ○○

사에 관한 가처분을 인가하면서 어떤 법률과 원

칙을 적용했는가?

첫째 민법 제 조를 적용했다 민법 제, 683 . 683

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

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통상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된다 그러나 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 혹은‘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한다‘ ’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상 법인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

법 제 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683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상,

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

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

로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했다” .

정관에 공동의회가 교회의 최고 의결기관“ ○○

으로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보고의 인준 등,

의 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은 공동” , “

의회의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위

예산 및 결산 승인권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고 판단했, ”

다 따라서 재정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

나 부당한 부분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를 통,

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 등의 이유로

재정장부 열람 등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법원,

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둘째 의 공동의회에서, 2010. 8. 22. 2007-

년도의 재정결산 인준결의는 법적 효력이2009

없다 의 공동의회에서. 2010. 8. 22. 2007-2009

년도의 재정결산을 위한 인준결의가 이루어진 사

실은 인정하나 이 날 공동의회는 명의 회원들24

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회의 참석을 봉쇄했다.

공동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

니한 채 인준 결의가 이루어졌다 목사에. ○○○

대한 공소제기된 억원에 관한 부분은 보고에30

서 제외됐다 따라서 공정한 결산 및 감사 절차.

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이므로 공동의회에서 인준결2010. 8. 22.

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장부 열

람 등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셋째 이미 회에 걸친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2

결정을 피신청인이 전혀 이행하지 않는 전력이

있다 남부지방법원이 회에 걸쳐 동일한 내용. “2

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발령한 가처분결정을

피신청인이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

어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장부 등을 훼손, “ ,

폐기 은닉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집행관 보관 방식을 통하여 열람 등,

사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

남부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교회 재정장부○○

등 열람등사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이번이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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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결정이다 이미 두 번의 동일 사건에 대한 가.

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가 결정을 한바

있다 자 카합 결정(2010. 5. 18. 2010 197 ; 2010.

자 카합 결정 그러나 피신청인9. 13. 2010 565 ).

교회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기처분○○ ○○○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항고를 했다 그러나 고등.

법원은 월 일에 피신청인의 항고를 이유 없11 24

다며 기각한바 있다서울고등법원 기각결정문(

라 라2010 1850; 2010 1087).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을 인가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

는 신청인들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은 날마다 일1

원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1,000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금 가처분 인가결정(2010.

자 카합 결정에 목사는 이7. 9. 2010 437 ) ○○○

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 역시

서울고등법원은 이같은 항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

한 바 있다 라 결정 그러나 재정장부(2010 1624 ).

열람이 기각된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민사부 부장판사 이제정는 일 권영준 외51 ( ) 26

명이 교회 대표자 목사를 상대로16 ○○○ ○○○

제기한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카‘ ’ (2017

합 소송에서 기각되었다80953) .

채권자들은 년 년 상반기 까지 회계2013 -2017

전산 파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예금통장 은행거, , ,

래 내역 신용카드거래명세표 신용카드거래내, ,

역 재정보고와 관련된 각 서류 감사보고서 등을, ,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

포함 하도록 허용해 달라며 청구했다 아울러 이) .

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일당 억 원을 지급하1 1

라는 청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 교회 정관에 분의 이“100 3○○○

상의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기각” .

사유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신청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고 보았다 정관을 인정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며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채권.

자들은 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이후에 정

관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채권자들에

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를 배척했다 배척이유는 가처분 절차에서 피보.

존권리의 존부는 가처분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의록2)

제직회를 마치면 반드시 제직회 서기는 회의록

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재정 집행에 대한.

제직회 결의의 입증력이 된다 예산과 결산에 대.

해 공동의회에 안건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직회 결의로.

공동의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은 제직회 회의록으

로 입증할 수 있다 회의록에는 회장인 담임목사.

와 서기의 날인과 서명이 있어야 한다.

결론8.

기독교는 수다한 교파를 이루며 각자 자신들의

교파가 추구하는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를, , ,

갖고 있다 이러한 신경이나 정치제도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교파가 형성된다 특히 장로교회는.

독특한 정치형태와 신경 및 규칙들을 갖고 있다.

장로회정치 체제란 지교회 상급기관인 노회가 위

임하여 파송한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한

장로와 함께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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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

적 정치제도이다 당회에 주어진 치리권이란 행.

정과 사법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권을

통해 교회의 질서와 죄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

호하기 위한 사법권을 행사하여 교회의 신성과

성결성을 유지한다.

지교회의 사법권 행정 사법치리은 당회에 있( , )

지만 지교회 최고의결기관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

동의회에 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정관이나 규.

약을 제정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며 교회재정의,

최종적인 예산 결산 승인권을 갖고 있다 교인총, .

회인 공동의회를 통해서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

서 재정을 집행하는 곳은 제직회에 있다 제직회.

회원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로 구성되며 당,

회가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해 줄

경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담임목사는 제.

직회 회장에 당연직이다 장로는 당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직회 회원으로서 재정집행 부서의

장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교회는 이러한 조직과 구조에 따라 정확하고

세밀한 운영규칙을 갖고 있다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는 전국 교회가( )

지켜야 하는 도리적헌법과 관리적헌법 을 갖고‘ ’ ‘ ’

있다 도리적헌법은 신조와 요리문답 등이다 이. .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학적 교리적 입장을 담고,

있다.

관리적헌법이란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 등, ,

을 갖고 있다 전국에 흩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에 소속된 교회들은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대한

예수교장로회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삼아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이같은 교단 헌법의 정신과.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교회 정관

이나 규약을 제정하여 지교회를 운영한다.

일찍이 대법원은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지교회. ,

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고 했.”

다.63) 교단헌법이나 지교회 정관은 교회를 운영

하는 규범이다 이는 교회가 합의한 규칙이다 이. .

러한 규칙과 정관에 따라 교회의 재정이 집행돼

야 한다 현대교회는 이러한 원칙이 무너질 때.

엄청난 혼란과 분쟁이 발생된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 공동체가 합의한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목회자는 교회 재정에 관해 스스로 엄격한 규

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교.

회에서 재정의 유혹을 받는다 목회철학이라는.

이름하에 독단적 월권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해

버린다 목회자의 좋은 목회철학과 방침을 위해.

얼마든지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

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행정질서에

따라 교회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여기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교회는 분명히 성문법이 존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 전례라는 이름의 불,

문법으로 교회재정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는 분쟁의 원인이 된다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교단의 헌법과 지교회의 정관과 규약에 따라 적

법한 절차에 의해 재정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많,

은 부분에서 분쟁이 사라질 것이다.(*)

63) 대법원 선고 다 전원2006. 4. 20. 2004 37775
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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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도와 교회설립,

치리회 조직 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탄생‘ ’

되었다 공의회 시대에 치리회 제도를 학습한 후.

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노회가 설립되었1907

다 노회 설립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신학적 입. ,

장은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에 규정‘ ’( )

된 내용과 같다.

이 땅에 교회설립 주년이 되는 해인17 1901

년 월 일에 평양에서 장로회신학교가 설립되5 15

어 공식적으로 교역자 양성이 시작되었다 여. 10

명이 참여한 교수들의 신학은 보수적이었으며,

청교도적 신학을 견지하였다 이들은 고등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은 아주 위험한 이단으로 생각한

이들이었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재한 개 선교부의 대표4

로 구성된 장로교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었다‘ ’ .

년 마포삼열 선교사가 초대 교장으로 선출1907

되어 년까지 봉직하면서 평양장로회신학교1924

의 신학적 기초를 닦아 놓았다.

제정민법 이전 일제치하에서 조선민사령은‘ ’

년 월 일 총독부법률 제 호로 제정된1911 3 25 30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건에 근거하여 교회재‘ ’

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

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진행되었다.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

총독부는 종교단체의 재산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

하여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었다 장.

로교회는 총독부에 덜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가톨

릭교회보다 감리교보다(1920. 5. 8.), (1920. 12.

불교보다 보다 늦게 재단법18.), (1922. 12. 30.)

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총회와 총신대학교
교권을 위한 정체성 정체성을 위한 교권vs

제 회 총회 년 신사참배 결의를 하자 평양신학교27 (1938 )▲

는 그해 스스로 폐쇄시켰다 마지막 신입생 환영 야유회.

년 월 일(1938 4 28 )

평양신학교가 설립된 해의 장로회 공의회 년(1901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44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에13 (1924.9.13.)

서 평양신학교 보고에서 마포삼열 선교사가 교장

직에서 사임하고 원로교장으로 임명했다고 보고

했다 후임교장으로 라부엘 선교사를 임명했다고.

보고했다 제 회 총회에서는 본교 재단법인 인. 14 “

가를 엇은 얻은 일이오며 라고 신학교육부 보고[ ] "

가 있었다 이에 총회는 보고를 받았다. .

평양신학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 재‘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이 설립되었’

다 평양신학교가 년에 신축한 교사를 재단. 1922

법인에 등록하였다.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재단법인 재조선예수교‘

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 인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며 마포삼열기념관 및 신학교 재산을 유,

지재단에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년은 자유주의신학과 현대신학의 파괴적1934

인 고등비평적 성경관을 배격하며 선교 이래 교

회 설립 주년이 되는 희년의 해였다 희년의50 .

해에 자유주의 신학과의 충돌이 신학지남 권두『 』

언 사건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편집장은 평양신.

학교 최초의 한국인 교수 남궁혁 박사였다 편집.

간사는 김재준 목사 박형룡 박사는 편집위원이,

었다.

김재준 목사는 년 신학지남 권두언을1934 『 』

통해 신학은 지금까지의 보수 신앙을 맹종할 것

이 아니라 좀 더 한국적인 신앙 다시 말해 선교,

사와의 관련을 떠나서 우리들의 새로운 신학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신학을 제창했다.

그는 정통주의로 통조림 된 한국장로교회에 어“

딘가 숨 쉴 구멍을 틔워 줘야 하겠다 고 까지 말”

했다.

김양선은 희년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다른 한“

한인 신학자 김재준에 의하여 자유주의 신학사상

그림 10 재 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 당시 총회임27 (1938)▲

원들 앞줄 좌로부터 서기 곽진근 목사 홍택기 목사 중앙( ( ),

김길창 목사

평양신학교 신축 년(1922 )▲

년 평양장로회신학교 한국인 최초 교수로 부임한1925▲

남궁혁 목사 뒷줄 오른쪽 앞줄 왼쪽부터 마포삼열 이눌( ), ,

서 교수 뒷줄 왼쪽 김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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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전통과 정통을 무시할. …

뿐 아니라 그것과 대결하여 싸우려는 철저한 자

유주의 신학자였다 는 언급은 맞았다 이 땅의” .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은 잠복기와 발아기 성장,

기를 통해 누룩처럼 번졌다.

조선총독부는 년에 한글 사용을 전면 금1937

지 시켰다 년에 이르러서는 더 악랄했다. 1938 .

제 회 총회 년 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토27 (1938 )

록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27 (1938.

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자 선교부는 일9. 10.) 10

후인 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평양장로회9. 20.

신학교를 자진하여 폐교했다 그리고 다시 이 학.

교를 열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를 폐쇄‘ ’

되었고 년 일제에 의해 선교사 전원이 강제1940

출국을 당했다 이듬해인 년 월 말에 재. 1941 12 ‘

단법인 재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유지재단 의’

재산은 총독부 귀속재산이 되었다 후평양신학교.

교장 채필근 는 이같은 적산재산을 임대하여 신( )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후평양신학교는 이.

적산이 되어 버린 평양신학교 재산을 매입할 계

획을 갖고 있었다.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총회의

정체성이 비참하게 무너지자 신학교를 폐교한 것

은 곧 유지재단 재산까지를 포기한 것을 의미했

다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신학교 폐쇄로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

력했다.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양장로회신학교는 스

스로 문을 닫은 이후 총회가 중심이 된 후평양신

학교는 년 월 일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인1940 2 9

가를 받아 년 월 일에 개교했다 교장은1940 4 11 .

채필근이었으며 전 평양신학교와 구분하기 위하,

여 이 신학교를 후 평양신학교라 부른다.

후평양신학교는 적산재산이 된 전 평양신학교

의 교사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년째의 해인 년 제4 1942 31

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왼쪽부터 박형룡 김재준 남궁혁 채필근 박사, , ,▲

남산 장로교회신학교 교장 박형룡 박사 제 회 졸업식 주( ) 1▲

보(1948. 7. 9.)

후평양신학교 교장 채필근 제 회 졸업식( ) 1 (1941. 3.▲

강단에 일장기가 걸려있다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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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시켰다 특히 일본어로 기록된 년 제. 1942 31

회 총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후평신학교가 평양신학교 교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여전히 적산으로서,

당국에서는 적산관리에 편의를 위해서 빨리 이것

을 처분할 것을 승낙한 고로 본교 이사회에서는 사

무간사를 증선하여 반도 각 교회에 있는 총회부담

의 기본금 및 개인 독지가의 헌금 등을 빨리 모아

서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것을 매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교역자 및 신도들은 이.

것에 적극적으로 원조해 주실 것을 바람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의록, 31 )

총회와 총신대학교가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신대학교의 학교법인을 포기할 수 있을

까 포기할 수 없다면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정체?

성은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본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회신학교는 년1955

남산에 있을 때에 각종학교 로 인가를( )各鐘學校

받았다 인가받은 각종학교는 년 제 회 총. 1959 44

회에서 연동측인 통합측이 이탈해 간 후 년1959

월에 연동측 인사들에 의해 학교명을 장로회10 “

신학교 로 변경하여 이 신학교에 귀속시켜 버렸”

다 이렇게 되자 승동측인 합동측의 총회신학교.

는 무인가신학교가 되어 버렸다.

총회신학교 이사회는 년 월 일 정부로1967 5 4

부터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

문교대 호 을 인가받았다 이어서( 1042.1-972 ) .

한 달 후인 월 일에 문교부로부터 대학령에 준6 3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설립인가를“ ”

받았다 초대 이사장에는 사당동 학교부지.

여 평을 기증한 부산 부전교회 시무장로18,000

인 백남조 장로가 선임되어 취임했다.

이렇게 하여 총회신학원은 학교법인 이사회

명 각 노회가 파송한 명으로 구성한 전체15 , 32

이사회 법인 이사회와 전체이사회 이사들을 중,

심으로 한 명의 실행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21

를 운영했다.

총신대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런.

데 지금까지도 학교법인이라 하지 않고 재단법인

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회와 신학교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역사는

곧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역사였다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하루아침에 하

해방 후 제 년 남부대회 총회 로 모였지만 년1946 ( ) 1947▲

부터 본격적으로 총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제 회 총회. 33

총회장 이자익 목사 아자익 총회장( , 1947. 4. 16.-22)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제 회 총회 서울 승동교회당에45 (1960. 12. 13.)▲

서 고신측과 합동하여 합동측이 되었다 사진은 승(

동교회에서 합동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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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총회 선배들은 이를.

지켜내기 위해 모진 비바람의 폭풍우를 견디어

내면서 총회와 신학교를 지켜냈다.

총회와 직영신학교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분연

히 일어났던 해방 후 조선신학교 안에서의 신학

생들의 저항은 현재 본 교단의 정체성이 유지되

도록 했다 그리고 년대 년대 학교를 지켜. 70 80

내기 위한 신학생들의 저항 년 신학교가, 1978

좌경화되어간다는 모함에 총신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오늘의 총회와 총신이 되게 했다.

년 월 일은 총신 주년을 맞이한2021 5 15 120

다 주년을 전후한 총신은 정체성을 지켜내. 120

기 위한 총신대 사태가 일어났다 이 정체성 회.

복운동은 제 회 총회 년 부터 움트기 시작93 (2008 )

했다 이때로부터 총회와 총신의 두 세력 간의.

교권 투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년부터 시작된 두 세력 간의 교권 투쟁은2008

총신대학교의 임시이사 체제라는 결과를 낳았다

리폼드뉴스 검색 창에 이사회 를 입력하여 년 동안( ‘ ’ 13

기사 참조) 년 만인 년에 총회와 총신대학. 13 2021

교 정상화가 완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년으. 2008

로 회귀되는 듯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총회.

와 총신의 또 다른 정체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

다 이 정체성 논란은 년부터 시작된 두 세. 2008

력 간의 충돌과 같은 양상이다 관할청인 교육부.

와 정상화를 추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

에서 정이사 인을 외부 인사로 선임했다 이는3 .

여성과 반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총회와 총

신대의 법인 정관에 명시된 정체성 훼손이 문제

총신대 년 가을 사당동 초창기 총신의 원로교수들, 1969▲

과 함께 서 있는 박형룡 학장 위 사진 윗줄 왼쪽부터 안용(

준 이상근 박윤선 박형룡 명신홍 박사, , , , )

제주 선교 주년 기념 제 회 총회가 제 회 총회장100 93 92▲

인 김용실 목사의 사회로 개회됐다 제 회 총회장으로 최. 93

병남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총신대학교 사태가 교육부의 실태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

교 에 대해 화 금 까지 실태조) 2018. 3. 20( )~2018. 3. 23( )

사위원이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총궐기집회에 참석

한 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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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사안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성안수를 찬성합니다 라“ ”

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밝힌 인사가 총신

대 정이사로 선임됐다 총회의 신학적 입장에 찬.

성하며 선서로 목사 임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선서의 진정성이 무너졌다 총회의 신학적 입장.

에 반한 인사가 총회의 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총신대학교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규정된 신학

과 신앙의 정체성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훼손할 수 있는가 이제 총회는 국가의 권력기관?

인 교육부와 총회 내 두 세력 간 교권의 정체성

논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와 총.

신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현 총회 집행부는 이를 어떻게 봉합하고 하나

된 총회 총신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럴 때에 제 회 총회 총회장 소강석 목. 105

사가 참모진들과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가 주목된

다. (*)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사 법학박사( Ph.D., )

제 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제 회 총회104 105▲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헌법(2019)

대로 의사봉을 사용하도록 성경 헌법 의사봉을 인계하, ,

고 있다.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교회회복을 위한 연

구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중심의 인터넷 언론으로( )

그동안 년 동안 총회 역사의 현장을 기록으로 남겼12

습니다 년 동안 각종 자료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 12

아 있으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와 관련한 교회법 연구를 통13

해 교회 회복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지를 위해 광고로 협찬해 주신 교회와 당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기업은행 657-020624-04-018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 : )

리폼드뉴스⦁

기업은행 147-108025-04-016 예금주 소재열( : )

본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사역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 교회법과.

관련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와 필요성을 아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law134@naver.com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49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50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3. 10.) 교회법 제 호Church law ( 7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