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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창립 총회서 중국에 선교사 파송

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년 월 일1912 9 1

제 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평안남도 소재1 .

평양신교에서 일부터 일까지 진행되었다 회원1 14 .

으로 외국인 목사 선교사 명 조선 목사 명( ) 44 , 52 ,

총 목사가 명이었으며 장로는 명이었다 목96 , 125 .

사와 장로 합계 명으로 총회를 조직했다221 .

제 회 창립총회는 미국 북장로회선교회 소속 언1

더우드 선교사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총.

회 회계는 미국 선교사들이 맡았다 첫 총회장 역,

시 일본 식민지 상황에서 조선총독부와 원활한 관

계를 위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를 선출했다.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는 교회 명칭 앞에 조선‘

예수교장로회 를 붙이기로 하였다 제 회 총회에’ . 1

서 결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산동성에 박태

로 사병순 김영훈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

한 것이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국 선교에 많은.

빚을 졌으므로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자는 취지의 결의였다.

제 회 창립 총회장이 된 언더우드 선교사는 중1

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는 선교의 희망으로 장차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을 가졌다 한국교.

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지하는 자급 자치 자, ,

전 노력에 의해 급성장하면서 현재 세계 각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제 회 총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한 이해 대한1

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는 년 월 현재( ) 2021 12

개국에 가정 명의 선교사가 사명100 1,418 2,559

을 감당하고 있다 년 제 회 총회는 목사장. 1912 1

로 총대가 명이었으나 예장합동 총회는 제221 106

회 총회 는 전체 총대가 명이었다(2021) 1582 .

조

위 사진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아래는 대한예수교장1 ,

로회 독노회 제 회 검정 옷은 선교사들이 독노회에 더 많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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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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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담임목사가 결원된 교회에 노회가 직권을 파송한 임시당회장 임시 대표자 은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

있다 대표자 권한은 교회 중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회 교인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대표자인. ( ) .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

는 방법은 담임목사를 노회에 청원하여 그 직을 박탈 또는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을 수 있

다 이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교인들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 허락으로 임시 대표자.

를 지정받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인들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제 교회 대표자는 절대권을 갖고 자.

신의 대표직을 남용하거나 전횡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

고 하더라도 개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러한 중대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 , (D.Min., ),

교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Ph.D., ), ( ), , ,「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외 다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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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 제기. -Ⅰ

교회는 종교단체이며 종교단체인 교회는 하,

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지체와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무리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이러한 교회.

는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지체된 직원을 세우셔서 복음

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신.

자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다.1) 그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이다, , .2) 교회가

설립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이므로 이를

항존직 이라 하며 특히 목사는 강도( ) , “ (恒存職 講

와 치리를 겸한 자 이며) ”道 3) 가장 중요하고 유, “

익한 직분”4)이라 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1『 』 Ⅳ

제 조3 .
2)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는 년에 조직되었1907

으며 총회는 년 월에 조직되었다 조선예, 1912 9 .

수교장로회 헌법은 년 판이 최초의 헌법이1922

다 이 헌법은 미국 북로회헌법을 번역하여 사용.

하게 되었다 북장로회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을 기초로 하였기에 우리나라 헌법은 웨스트민스

터 헌법을 기초로 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장로.

회 직원에 대한 정치편 제 장 규정인 목사 장로3 , ,

집사라는 중직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만은 미국3

남장로회 헌법을 참고하여 중직이 아닌 이중직3

인 장로 목사 장로 와 집사로 했다 그러면서 장( , ) .

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규정은 북장로회 헌법에서

가져왔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은. ( )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장 제 조 교; 3 2

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 할 직원은( ): ( )恒存職 恒存

다음과 같으니 장로 감독 행 딤전( ) ( 20:17, 28,

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3:7) , 1. (講

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2.道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

다 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세로 한다. 3. 70 .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3『 』 Ⅳ

제 조2 .
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4『 』 Ⅳ

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 가 되며“ ” 5) 교회

의 본질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며,

말씀을 강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강도하는 자는.

반드시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식

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자만이 강

도할 수 있다.6) 소속 교단 헌법은 소속 목사만이

강도권이 주어지며 그 강도권은 교단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정식 공인을 받.

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담임목사는 교회 대표자.

가 되어 설교를 통해 강도권을 행사한다 강도권.

에 의한 설교는 담임목사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

다.7)

대표자로서 담임목사는 강도권을 가지고 지교

회의 설교를 담당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 외에

집합체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집합체로서.

교회는 최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있다 장로.

회 정체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인 교인총회 격인

제 절 전문1 .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9『 』 Ⅳ

제 조3 .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대소요리문( ) , .『 』 Ⅲ

답 문답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강도할158 ; 158.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

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에 부

름을 받은 자만이 강도할 수 있는 것이다 딤전(

엡 호 말 고후3:2, 6, 4:8 11, 4:6, 2:7, 3:6,

렘 롬 히 고전14:15, 10:15, 15:4, 12:28 29,

딤전 3:10, 4:14, 5:22).
7) 법원은 종교단체로서 교회를 신앙의 단체라는 것

을 망각하고 임시 대표자를 불신자나 타 종교 혹,

은 일반 변호사를 선정한 것은 신앙의 단체로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와 같다 담임목사는.

대표자가 되며 대표자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강도,

권을 공인받아 설교하는 자이다 타 종교나 불신.

자 혹은 변호사를 임시 대표자로 선임한 행위는,

신앙의 단체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

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시.

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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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와 재정집행을 위한 직분자 중심의

제직회가 있다 담임목사는 이러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의장이 된다 집합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자를 선출한 개념이

아니라 소속 교단으로부터 강도권을 공인받은

목사를 대표자로 파송받은 개념이다 물론 지교.

회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이 대표자를 담임목사.

라 하며 노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8)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의장이 되어 모든 회의의 소집권자가 된다 비록.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사전 결의가 필

요하나9) 실제로 공동의회를 소집권은 대표자인

담임목사에게 있다 교인은 개인적으로 공동의회.

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공동,

의회를 열 수는 없다 심지어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당회와 담임목사에게 개인이 청원한 것

이 아니라 의결권자 분의 이상이 함께 청원3 1

할 뿐이다.10)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은 총회공동의회로( )

모일 수 없으며 공동의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교회적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다.

문제는 교단 헌법에 따른 장로회 정체하에서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목사를 배제하는 방법은

없다 담임목사의 임면권 을 가지고 있는. ( )任免權

소속 교단노회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담임목사( )

의 지위를 중지시킬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 담.

임목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교단노회이 담( )

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9『 』 Ⅳ

제 조1 .
9)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21『 』 Ⅳ

제 조 제 항1 2 .
1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21『 』 Ⅳ

장 제 조 제 항1 2 .

임목사직의 임명을 철회 내지 중지시키고 새로

운 임시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속 교단이.

담임목사에 대해 교인들의 뜻에 반한 결정을 할

때 교인들은 담임목사 지위를 철회하거나 해임

할 수 없다 지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담임목사를.

배척할 때 소속 교단노회이 담임목사직을 계속( )

유지시킬 경우 담임목사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

는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진술된 문제를 통해 담임

목사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을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교회법과 단체법 내지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그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오늘날 교회.

의 모든 분쟁은 담임목사와 그 대표권과 대표권

행사에서 빚어진 논란들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당한 대표권 축출과 대표.

권자의 부당한 전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지교회 담임목사와 교단 헌법.Ⅱ

장로회 정체에서 특정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지교회라 한다 교단 헌법은 각 지교회‘ ’ . ‘ ’(支敎

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하나의 교회이) . ‘ ’會

다 이 하나의 교회는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각.

지역의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지교회라 한다.11) 각 지교회에는 담임하는 목사

1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2『 』 Ⅳ

제 조 각 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4 ( ) (支敎會 公

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言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

활하고 예수의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

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 헌법에 복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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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교단 헌법은 이러한 지교회 운영,

규정을 규율하고 있다 그 지교회의 대표권자는.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 )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12)을 가

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담임목사의 임면권1. ( )任免權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교단노회( )

의 승인으로 이루어진다 담임목사는 노회가 직.

권으로 담임목사를 승인하여 파송하지 못하며

반드시 지교회 청빙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청빙결.

의 후 소속 교단노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노회( )

는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교단노회의 승인 없. ( )

이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

반대로 지교회 교인들의 총의로 소속 노회에

게 담임목사직 승인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할

수 있다.13) 이때 노회는 철회 여부에 대한 가부

를 결정한다 그 권한은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14)

지교회 청원이 없을지라도 징계 청원에 따라 권

징재판을 통해 면직 정직 제명 등의 처분으로, ,

담임목사직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시벌을 받.

을 경우 지교회 대표직이 상실된다, .

시간을 정하여 공동 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

라 한다 행( 2:47).
12)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07. 11. 16. 2006 41297
1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7『 』 Ⅳ

장 제 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2 ; :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 할[ ]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
1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0『 』 Ⅳ

장 제 조 제 항6 3 .

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와 그 직무2.

지교회 담임목사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그 지위에 따른 직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위?

결정 여부를 누가 하는가?

예배 집례와 설교1)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

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15) 담임목사는 예배를 집례하며 예배,

는 예배모범인 성경봉독 시와 찬송 공식 기도, , ,

설교 헌금 축도 등의 순서에 의해 드린다, , .16)

예배 때 설교는 노회 관할 아래 있는 지교회에“

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

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17)

지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대표자인 담임목

사는 노회 소속 목사여야 한다 이는 소속 교단.

으로부터 강도권을 공인받은 자만이 설교자로서

담임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교단 목사를 담

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으며 노회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 당회가 타교단 목사를 설교목사로 청빙.

할 수 없는 이유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강도권에

대해 공인받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 제 장 제 조15 13 18)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노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4『 』 Ⅳ

제 조1 .
1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예배모범 제( ) , .『 』 Ⅶ

장2-8 .
1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예배모범 제( ) , .『 』 Ⅶ

장 제 항6 6 .
1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5『 』 Ⅳ

장 제 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13 ;

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

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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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원으로는 임시로 받을 수 있지만 담임목사

로 청빙할 수는 없다.19)

총유 재산의 대표권2)

담임목사는 교회 모든 총유 재산의 대표자이

다 교회는 헌금과 기타 연보로 형성된 교회 재.

산은 먼저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교인들의 공동소유 개념의 재산이다.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

서 사용ㆍ수익하지만 개인의 지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양도권도 없다 단지 총유재산을 사용할, .

수 있으며 교인총회의 재산권 행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인이 총유 형태로 소유하지만.

처분이나 관리ㆍ보존은 개인이 아닌 공동의회 결

의로 가능하다 하지만 총유 재산의 대표자인 담.

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어야 행사할 수

있다 대표자에 의해 소집된 공동의회를 통해 총.

유 재산권이 행사된다.

부동산 등기 등 대표자3)

부동산등기법 제 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26 (

기신청) 종중 문중 그 밖에 대“ ( ), ( ),宗中 門中①

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이나( )社團

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

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

파 목사도 같은 예 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 . 10例

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19) 제 회 총회 결의 타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104 ; “‘

께 정치 제 장 제 조로 가입 시 교회 대표 건15 13

은 임시로 인정한다 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

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했다 타교단 목사가 교.” .

회를 가지고 가입할 때 정치 제 장 제 조를 이15 13

행하지 아니하면 대표권이 없어지는 폐단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는 임시 대표권을 허락했

다.

재단 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財團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

자로 한다 제 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 1②

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시행령 제 조법인 아닌48 (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은 다음과 같다) .

법 제 조의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26 , ,

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2. . ,

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 조 제 항276 1「 」 20)의 결의가 있음을 증

명하는 정보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

우로 한정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4.

명하는 정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부동산을 등기할

때 반드시 교회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왜냐하.

면 정관에 재산권 변동과 교회 대표자가 누구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교회 부동산은 대표.

자가 아닌 관리인 이름으로 등기한다든지 교회,

대표자가 없는 경우 관리인으로 등기한다는 규,

정에 따라 교인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의결된 자

가 있으면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러나 관리인으.

로 부동산등기의 법률행위를 한다는 규정이 없

20) 민법 제 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276 ( , ,

익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 ①

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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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반드시 교회 대표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본 교회 부동산 등“

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

으면 부동산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가 된다, .

가사 대표자가 아닌 특정 관리인으로 예컨대 장

로나 집사 권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본, ,

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정관으로 관리인에

서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변경할 수 있다.

교회 부동산등기의 대표자가 담임목사라 할지

라도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있다는 의미는 아니

다 소유권은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이다 집합. .

체로서 교회가 권리능력의 당사자가 되어 등기

하되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을 포함한다 담임.

목사는 등기상 대표자가 된다 신청시 대표자임.

을 증명하는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서면이면 족하다 예컨대 정관에 의한.

대표자가 담임목사라는 사실과 교단에서 발행한

대표자 증명서를 포함하면 된다.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부동산등

기용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으.

로 보는 단체인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세무서에

서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다 이( ) .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부동산등.

기용 단체 증명원과 세무서에서 발행된 법인으

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교회 명칭이

같아야 한다.

이 고유번호증으로 은행에서 교회 명의로 예

금통장을 발급받아 재정을 관리한다 금융실명제.

에 대한 법률로 교회 재정은 담임목사나 재정 담

당자 명의로 관리하면 안 된다 금융실명제는 모.

든 금융거래를 실제의 명의 로 하도록 함으( )實名

로써 금융거래와 부정부패ㆍ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에 따라 관

리하도록 하고 한다 은행에서 관리된 예금통장.

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며 담임목사에 의해 신

청 및 변경하여야 한다 교회 분쟁이 발생할 때.

대표자 문제는 은행 통장과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영향을 끼친다 은행 통장의 변경.

이나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발급은 대표자만이

가능하므로 누가 대표자인지에 대한 법적인 문

제가 제기된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의장4)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는 하나의 장로교로 출

발했다 년에 독립한 독노회 년에는. 1907 , 191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창립 되었다 모( ) .

든 장로교회는 년에 설립된 총회를 전신으1912

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같은 정체로 운영되고 있

다 장로회 정체에서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

가 있다 최초의 교단 헌법은 년에 공포되. 1921

어 년에 발간한 헌법이다 년 판인 최1922 . 1922

초의 헌법에는 공동의회가 아닌 공동처리회였‘ ’ ‘ ’

다 그러나 제 차 헌법 개정인 년 판 헌법. 1 1929

에는 공동처리회가 공동의회로 명칭이 개정되‘ ’ ‘ ’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에.

해당된다 집행기관으로는 당회와 제직회가 있.

다 담임목사는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의장이. , ,

되며 소집권자가 된다, .

제아무리 교인들이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하여 교회가 주요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대표

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당회 역시 담임목사.

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회를 소집하여 주요 결

의를 할 수 없다 당회원인 장로가 당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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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당회를 소집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당회를 열

수 없다 그만큼 대표자인 담임목사 지위가 중요.

하다 적법한 청원에 의해 당회소집을 요구했거.

나 정기 당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에 노회에

소원청원이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를 노회 처

결로 시정할 수 있다.

재정 결재권자5)

교회 재정집행은 공동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

위 내에서 제직회를 통해 집행한다 재정집행은.

교회 정관에 규정한 재정집행 절차를 따라야 한

다 교회 정관으로 당회도 재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역시 인정되고 있

다 최종적인 집행 결재권자는 대표자인 담임목.

사이다 간혹 분쟁 교회 중에 당회원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재정 결재는 장로에게 맡기고 목

사는 목회에만 충실히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는 장로의 월권이며 담임목사에게 대표.

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

할 수 있다.

재정 결재권은 담임목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장로 자신들이 대표권을 행사하여 결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

는 행위이다 언제나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교회 정관에 전결권에 대한 위임.

규정이 없다면 재정부장위원장에게 전결권을( )

위임해도 안 된다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아무에.

게나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담임목사 정직은 임시당회장 파송 요건6)

담임목사가 노회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을 때

에는 노회는 그 직권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야 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다 담.

임목사의 대표권이 정지되어 새로운 사정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파송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회의 의결기관.

과 집행기관이 아무런 권한행사를 할 수 없다.

이는 교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된다 담임목.

사의 휴직으로 교회에 흠근 하는 기간 역시( )欠勤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 이미 노.

회에서 휴직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회를 소집

하여 대리 당회장을 청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담임목사가 특별한 사정으로 시무하는 교회를

일정 기간 떠나게 될 때에 당회와 협의 하여야“ ”

한다 개월 미만일 경우는 노회의 승인이 필요. 2

치 않다 하지만 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노회에. 2

승인을 받아야 한다.21) 그러나 년이 경과할 때1

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22) 이

규정은 정치 제 장 목사 사면 및 사직 란에 포17

함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년이 경. “1

과할 때 란 위임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 년 이1

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

다 라고 했다” .23) 실제법인 정치 장은 실제법이4

고 제 장은 절차법이다 년이 경과할 때란, 17 . 1 1

년 이상 결근할 때로 해석하여 안식년도 년 미1

21) 개월 이상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2 ,

승인받은 것을 전제로 공동의회 당회 소집권을,

위임하는 대리당회장을 기간을 정하여 선정해 두

어야 한다 선정하지 않고 흠근 승인이 될 때 공.

동의회 당회 소집자가 없어져 버리므로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2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7『 』 Ⅳ

장 제 조5 .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4『 』 Ⅳ

제 조 제 항4 1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12. 20.)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13 )9

만으로 해야 한다 년에서 하루 전날에 복귀할. 1

수 있어야 한다.

지교회 담임목사 구분2.

담임목사는 시무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특히.

시무기간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만 세 정년까지 지교회를 담임하는70

위임목사가 있는 반면 시무 기간 년인 시무목, 3

사가 있다합동 측 그러나 위임목사와 담임목( ).

사로 구분하기도 한다통합 측( ).

조직교회 위임목사1)

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를 말

한다 당회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24) 노회에서

위임하여 파송한 담임목사인 교회 대표자로 구

성한다.25)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임직할 경우에

는 입교인세례교인 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조( ) 25

직교회는 최소한 입교인세례교인이 명 이상( ) 25

이 있어야 한다.26)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공동

의회를 통해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에

청원하여 노회가 위임하여 파송한 목사를 위임

목사라 한다 위임목사의 시무 연한은 만 세. 70

까지이다.27)

조직교회 시무목사2)

당회가 조직된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

2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총론( ) , .『 』 Ⅳ

제 항 제 장 제 조 제 항5 ; 3 2 2 .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9『 』 Ⅳ

제 조 제 조1 , 3 .
2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9『 』 Ⅳ

제 조1 .
2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3『 』 Ⅳ

제 조 제 항 제 장 제 조 제 항2 3 ; 4 4 1 .

하지 않고 시무기간 년인 시무목사로 청빙하는1

경우가 있다 이를 조직교회 시무목사라 한다. .

시무기간 년이 종료되면 해당 교회와 무관한1

무임목사가 된다 계속 년간 더 시무할 경우. 1 ,

다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분의 이상의 가3 2

결이 있어야 한다.28)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

서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무목사가 조직교회

당회장일지라도 치리권인 권징재판을 할 수 없

다 노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위임목사로 청빙하. .

지 않는 것은 교회 스스로 심 재판 관할을 포기1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장로의 당회 재판권을 포.

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

회장 역시 지교회 당회에서 재판권이 없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3)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교

회를 의미한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는 이유.

는 치리장로가 없기 때문이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가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조직교회를 담임하는 목.

사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위임목사 보좌,

개념인29) 부목사를 둘 수도 없다 따라서 미조직.

교회 담임목사는 권징치리권이 없다 단지 노회.

로부터 당회장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으로 각종

행정결정을 한다 심지어 시무목사의 직권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모든 권징치리권은.

노회에 위탁하여 시행해야 한다.

허위교회 임시 대표자임시당회장3. ( )

28)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4『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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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제 항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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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교회30)란 담임목사가 결원된 교회 즉 담,

임목사가 없는 교회이다 담임목사의 특별한 사.

정으로 담임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자유사임( )31)와 노회의 권고사

임32)으로 그만 두는 경우가 있다 권징재판에 의.

해 면직 정직무기 유기 제명출교 출교 등으, ( , ), ,

로 지교회를 계속 시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담임목사 없는 허위교회에 해당된

다 노회는 허위교회를 위해 임시 대표자인 임시.

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33) 교단 헌법의 규

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교인총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한다 임시당회장은 권징.

재판권은 없으되 지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

다.34) 임시당회장이 재정의 결재권 강도권 공, ,

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소집권을 가진다 지교, , .

회는 임시당회장에게 매월 일정한 사례비를 책

정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방문할 때에만 교통비.

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여서는 안된다.

또한 특별한 경우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는 지교회와 의

논 없이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한다 그러.

나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 혹은 독립교회로 있,

는 교회에 후임자 없이 담임목사가 정관상 정년

은퇴가 되었을 때에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 경.

3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0『 』 Ⅳ

장 제 조 제 항6 10 .
3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7『 』 Ⅳ

장 제 조1 .
3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 , . 17『 』 Ⅳ

장 제 조2 .
3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 9『 』 Ⅳ

제 조4 .
34)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10. 5. 27. 2009 67658 .

우를 준비하여 정관에 누가 대표자가 되며 혹은,

누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

으면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로 공동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

는 방법이 있다 이런 사례의 경우 후임 대표자. ,

를 선정하기 전에 전임자의 임기가 종료되었을

때에 후임 대표자가 종결될 때까지 연장된다.35)

또한 종전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공동의

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

송할 때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과 노회 승인4.

지교회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소속 교단으로

부터 강도권을 공인받은 목사 신분이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 단지 정치 제 장 제 조 조건을 이행한. 15 13

목사는 청빙이 가능하다 타 교단 목사를 청빙할.

수 없는 이유는 소속 교단으로부터 강도권을 공

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임목사의 가장 중요.

한 것 중에 하나는 강도권이다.

소속 교단으로 부터 강도권을 공인받은 목사

를 청빙한 후 소속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목사

가 된다 담임목사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시무. ,

목사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등 교회 형편에 따라,

청빙한다 지교회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이 완료.

35) 후임 목사의 청빙을 위하여 당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일이 민법 제 조에 따라 당691

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은퇴목사의 직

무범위에 속한다 대법원 선고( 2006. 2. 10. 2003

다 판결 본 판례의 대상 교회의 사실관계63104 ).

는 정상적으로으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

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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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회에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교.

회에 부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노회가 승.

인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노회에.

서 승인받기 이전에 부임할 경우 법적으로 아무,

런 권한이 없다 교회의 모든 법률행위의 대표자.

는 임시당회장에게 있다 이런 경우 더욱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담임목사 지위 철회5.

담임목사위임목사 시무목사를 지교회의 청( , )

빙청원과 노회의 승인으로 파송하였을 때에 지

교회 대표권이 주어진다 대표권이 주어지면 지.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로서 직무

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사정변경.

이 일어날 경우 임면권을 갖고 있는 노회는 담,

임목사 파송 철회를 결의할 수 있다 행정결정. ,

혹은 권징재판 등으로 철회할 수 있다 담임목사.

지위를 철회한 후 곧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

면 해당 교회 대표권은 임시당회장에게 주어진,

다.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판례검토.Ⅲ

대법원은 교회의 대표자 는 교단 헌법에 정하“ ”

는 바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는 의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판례에서는 노회의.

승인이 없을지라도 노회 이외의 제삼자에게는

대표권이 있다는 취지의 충돌된 판결이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 교단 내부적으로 지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노회 이외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상호 충돌된 판결이다 이는 최.

근 대법원 판례에서 정관에 문언적 규정은 종교

자유의 본질로 접근하여 정관 우선주의로 보지

만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과 교

단총회 결의를 우선하는 소위 교단의 자율권을

우선하는 판결과 서로 배치된다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임목사 청빙 교단 헌법대로1. ,

대법원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는 어디까지나“

위 경북노회나 원고 교회의 운영 방법을 규율하

고 있는 종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

다.36) 교단 헌법에 따르면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인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어

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는 교단 헌법 중심의 판.

결이다 교단 헌법이 해당 교회의 운영 방법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지교회 청빙 후 노회 승인 거절의 경우2.

대법원은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해당 교회가

청빙을 결정하고 교단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 )

을 때 노회가 이를 거절한 경우의 대표권에 대해

서 판시한 바 있다 그 판결 내용은. 갑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

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

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

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

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

36)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75. 12. 9. . 73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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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

리 의무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

단의 성질상 교회가 소속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

여 그를 대표할 당회장으로 선임한 자는 노회 이

외의 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교회를3

대표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라는 판결내용이

다.37)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노회가 승인을 거

절한 경우 해당 그 노회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노회 이외의 제삼자에 대해서

는 대표권이 있다는 판결이다 독립된 비법인 사.

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

면서 교인들의 대표자 선택을 노회가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는 교단 헌법의 대표.

자 선임의 절차를 거부한 것과 같다.

일관성 있는 판례 필요3.

위의 대법원 판결 중 노회가 담임목사 청빙을

승인하지 아니할지라도 노회 이외의 제삼자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인정된 것은 대법원이 1967.

에 판결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교회 대표12. 18. .

자인 담임목사는 교회의 운영 방법을 규율한 교

단 헌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의하

면 제삼자에 대한 대표권 역시 노회 승인이 있어

야 한다 이러한 상호 충돌된 판결을 하였다 이. .

판결은 대법원이 에 선고한 판결이1975. 12. 9.

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법리에 의해 경ㆍ검찰의

고소고발에 의한 형사사건에서 인용하여 적용하

고 있다 소속 교단에서 면직받은 목사를 지교회.

37)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1967. 12. 18. 67 2202

조.

가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건에서 노회 이외의 제

삼자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있다는 년 대법1967

원 판결을 인용하여 정당하다는 처분을 내리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보편적으로 대.

법원의 년 판례법리인 교단의 자율권과 지2014

교회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

선하므로 교단 헌법에 반한 대표자 선임은 교단

의 자율권에 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충돌된 판결은 양교단과 교회 종교“ [ ]

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

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38)라는 판결

을 하여 대법원이 년의 판결을 보완하는 판1967

결로 보인다 지교회가 청빙 결의한 담임목사를.

소속 노회가 거절한 행위에 대해 지교회 자율권

과 교단의 자율권의 상호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하기로

하였다면 지교회의 자율권은 교단의 자율권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교회 자율권과.

38)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14. 12. 11. 2013 78990

등 참조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

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교단 헌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

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감독,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

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

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

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

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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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의 자율권이 충돌할 때 교단의 자율권이 우

선하는 것은 지교회이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

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충돌은 교회 분쟁 해결에 걸림

돌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

회 정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년 대법. 2006

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판례법리에 의

하면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로 인정된 바 교단헌법은 지,

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판례법리에 따라 교회 정관이 중심일 수

밖에 없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충돌 쟁점.Ⅳ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자치규정인 정

관을 두지 않고 교단헌법으로 자치규범을 삼은

교회는 없다 교회가 헌금한 교인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은행권에서 교회명의의 통

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제법에 의해 개인명.

의 통장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러.

한 법률행위를 위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

유번호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때 교회 정관

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재산 등기도 마찬가지로.

교회 정관이 필수조건이다 모든 교회는 자체적.

으로 교회 정관이 있으며 그 정관이 교단 헌법,

과 총돌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 중에 어느 법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법적 성격1.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할 경우 교단 헌법,

이 지교회 상위법일 경우 교단 헌법에 반한 교,

회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교단 내부.

적으로는 교단 헌법을 상위법으로 판단하지만

교단 이외의 제 자에 대한 법률행위에는 교회3

정관 그 자체가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법

적 효력이 미치므로 정관이 교단 헌법보다 우선

한다 교회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교단 헌법 규정으로 판단한다.

교회 정관 우선으로 해석된 판례1)

대한민국 법원의 교회에 대한 일관된 판례법

리는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를 구

성한 후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한 경우에 법인

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

에 이러한 허가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는 많은 단

체들이 있는데 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

며 민법의 법인규정에 유추적용 한다( ) .類推 適用

유추적용이란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유추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법에 명분 규정이 없는 경우

에 해당된다 하지만 준용 은 법률상 명문으. ( )準用

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

나이다 해석상 유츄적용과 준용은 다르다. .

특정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

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

계에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라

고 판단한다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교단은 지교.

회의 상급단체일 뿐 단체법에서 지교회는 독립,

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소속 교단의

구속력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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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지교회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인 교

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

는 안 된다는 판례이다.

여기서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중에 하나는 지교회가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으

로 교회 운영의 각종 규율들을 제정하는 것이다.

교회를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를 인

정한 이상 그 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제정된 정관을 무효화 할 수 없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 헌법 내용과 교회 정.

관 규정 내용이 상호 충돌할 때 법원은 년2006

전원합의체 판결39)에 의해 교회정관 중심으로

판단한다.

교단 헌법 우선으로 해석된 판례2)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교회의 독“

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근거하여 지교회

에 적용한 교단헌법의 한계에 관한 판례가 2006

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이 시도되었

다 그로부터 년 후 대법원의 개신교회 장로신. 8

분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 주심 재판관이 교회 분

39)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

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이 파

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이는 경

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만 원칙적

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인 아닌 사

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서 지교회의 상

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지교회가 자체적으.

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규약을 갖춘 경

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

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법에 구속된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2006. 4. 20. 2004 37775

결 등 참조.)

쟁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완하는 듯한 판

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의 핵심은 교단 헌법 개. ‘ ’

념이 아닌 교단의 자율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 ’

여 지교회 자율권보다 우선하는 우선성에 대해

판례법리를 내놓았다.40) 이는 정관에 관련 규정

이 없는 경우에는 교단 헌법에 의한 교단의 자율

권이 우선이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

이 판례는 년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에서2006

언급된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 ”

이 아닌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이나 교단의 결정

이 지교회의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 경우는 교단의 헌법이나 결정에 반한 지.

교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러나 교회정관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교단헌법이나 결정보다 우선한다 교단헌법이나.

결정이 우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41) 왜냐하

40)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

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하게

된다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

단 헌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

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

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

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

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13 78990 .)
41) 특정 교단에 가입된 지교회는 교단의 소유가 아

니다 지교회 총의로 특정 교단에 가입하여 종교.

적 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결의로 교단은 이

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마치 지교회가 특정 교.

단에 가입하면 교단은 지교회를 소유화 하려고 하

거나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지교회를 교

단에 종속시키려는 종속 개념으로 본 결과라는 평

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은 교회와 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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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회정관으로 운영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정한

것은 자기결정권으로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율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과 계속 유지여부2.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되어야 한다 그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 ’

서라도 그 지위를 정지시키려는 시도는 분쟁 교

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분쟁시 언제나 반대.

측이 존재한다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담임목사.

선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술한 대로 교단헌법은 지교회 청빙결의와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법

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는 교단 헌법 규정이다. .

교단헌법을 지교회 자치규범으로 삼고 있는 한

교단헌법에 의해 담임목사가 청빙되어야 한다.

지교회 교인이 선임청빙하는 결의를 했다고 하( )

여 곧바로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성립된 것은 아

니다 지교회의 청원에 의해 소속 교단노회의. ( )

승인이 있어야만 대표권이 성립된다 따라서 담.

임목사가 지교회에 부임하는 시점은 노회 승인

이후여야 한다 지교회 청빙이 결정되었을지라도.

노회 승인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회 승.

인이 있기 이전에는 지교회에 부임하면 안 된다.

문제는 지교회 청빙결의와 노회 승인으로 담

임목사의 대표권이 유지되는 중에 특별한 사정

으로 노회가 담임목사의 목사 신분을 면직 정직,

등의 시벌을 하였을 때에 지교회 대표권은 곧바

민사법으로 상호 계약관계의 취지로 해석한 것은

옳다고 본다.

로 그 효력이 정지 내지 상실된다 이러한 정지.

내지 상실 시벌은 지교회 결정과 무관하게 이루

어진다 때로는 소속 교단인 노회가 지교회를 정.

치적으로 장악할 목적으로 교인들의 뜻에 반한

담임목사직을 해임하는 경우가 있다.

담임목사의 대표권을 박탈시킨 후 노회가 직

권으로 임시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때

가 있다 임시당회장 역시 지교회 교인들의 의사.

와는 전혀 다른 임시당회장이 파송된다 교인들.

은 항거할 수 없다 그 임시당회장은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되어 버린다 이 임시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 소집 등은 원천 무효가 된다.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노회를 대항하

려고 할지라도 공동의회 소집권이 노회 직권으

로 파송된 임시당회장에게 있으므로 어떤 법률

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여 특정 세력.

의 임시당회정과 기획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 재산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분쟁이 심화된다.

이런 상황 변화는 지교회가 법리적으로 많은

학습이 되어 이제 교회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담임목사가 소속 노회로부터 시벌을 받아 대표“

권이 상실될 때에 입교인 분의 의 서명으로3 1

추천안건포함받은 임시 대표자가 공동의회를( )

소집할 수 있다”라는 정관 규정을 둘 수 있다 이.

런 규정을 둘 경우 갑작스럽게 담임목사 대표직,

이 상실될 때에 노회에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공

동의회 소집권을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정관의 규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42) 그러나

42) 교단 노회 는 교단헌법을 위반하였다면서 계속( )

교인들을 치리하려고 할 때에 정관대로 공동의회

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노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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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의 담임목사 효력정지가 절대 다수의 교인

들의 뜻일 경우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공,

동의회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대표자 지정의 경우.Ⅴ

교회 대표자는 담임목사나 노회에서 직권으로

파송한 당시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 요구를 거

절하면 교인들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길이 없다.

그러나 교인들에 의해 소집하는 방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방법이 있다.

직무대행자의 경우1.

담임목사 혹은 단체의 장의 불법행위로 직무, “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을 법”

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처분 소송.

으로 현 대표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대신 직무대

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들이 있어 왔

으며 지금도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가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

으려면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 ‘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피보전권리가 소명’ .

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가

처분은 인용될 수 없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 신.

청 취지의 원인이 되는 권리로서 상대방의 어떤

은 없어져 버린다 교단탈퇴는 교회 정관상 정관.

변경 정족수와 같이 적용하므로 출석회원 분이3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2 ,

교단 탈퇴는 공동의회 출석회원 분의 이상이3 2

면 교단탈퇴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가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교단 노회 가 지교회에 갑질하( )

거나 정치적으로 지교회를 장악하려는 불순한 의

도는 없어야 한다 지교회와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부당한 행위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본안소.

송으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형상대로 직무

를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

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하므로써 나중에 확

정판결을 얻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

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

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보전소송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

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소송의 경우’

신속과 정확이 담보되어야 한다 임시 지위를‘ ’ ‘ ’ .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다.

민사집행법 제 조 가처분의 목적300 ( )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②

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

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말한다 여기서 직간.

접인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명예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에서 급박한.

위험이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이나 폭행을 말한다.43)

43) 민사집행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300 2 ‘

위를 정하는 가처분 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

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 가

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

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

유가 있는 경우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인 처분이

므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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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른 채

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등 기타 사정들을 판단하여 참작한

다 특히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처분.

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가 큰지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본안소송 즉 채.

권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유무에서 채권자는 가

처분 요건을 증명이 아닌 소명만 되는 것일지라

도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44)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그 해임을 청구하

는 소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대표자 등에 대하여 직무

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45) 교회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

대법원 자 마 결정 대법원( 1995. 3. 10. 94 605 ,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7. 1. 25. 2005 11626 ).
4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

정되기까지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

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응급

적 잠정적인 처분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 승패의,

예상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들이 그 가처분

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권리 침

해의 중단이라는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

전의 필요성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 대법원 선고 다 판.”( 2007.01.25. 2005 11626

결).
45) 대법원 자 마 결정 대법1997. 10. 27. 97 2269 ,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2001. 1. 16. 2000 45020

조.

은 가처분으로 허용되며 직무대행자는 포괄적인,

직무가 아닌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

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

수단에 불과한 직무일 뿐이다.46)

법원이 교회와 관련한 직무대행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종교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 직무대.

행자는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

는 한도 내의 교회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는 교회 분쟁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대항자일 뿐이다 종교.

적 자유의 본질에 근거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는 변호사나 불신자 타종교인을 지정하는 것,

은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에 빠질 수 있다.

임시 대표자의 경우2. 47)

46) 민사소송법 제 조 제 항의 임시의 지위를“ 714 2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당하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

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분쟁의 종국

적인 판단을 받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법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

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

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

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

성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

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

처분의 본질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1995. 4. 14. 94 12371 )
47) 소재열 교회의 적법절차 브엘북스, ( , 2021),『 』

이하 참조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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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다.

담임목사가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교인총회 의결권이 침

해당한다 이때 입교인 분의 이상이 대표자인. 3 1

담임목사에게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간 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할 때 민2

법 제 조에 의한 비송사건으로 임시총회공동70 (

의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임)

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이 있다.48)

비송사건 절차법 제 조임시총회( ) 34 (非訟事件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에 의하면) 민법 제“① 「 」

조제 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70 3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민. ② 「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70 3」

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 조 및80

제 조를 각각 준용한다81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회장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2

지 이니한 때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

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법률 또는 교회정관.

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만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후견적인 입장에서,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 소집을 허가하였을 때,

와 허가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건본인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

48) 민법 제 조 임시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70 ( ) 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총사원의 분의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 5 1②

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는 이사는 임시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있는 후 주간내에 이사. 2③

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비송사건을 제기할 때에는 사건본인 교

회의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갖춘 의결권자에 대

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49) 왜냐하면 분의3 1

이상의 입교인 신정자는 총 의결권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사건본인의 세례교인 및 입교인 분의 이상3 1

이 공동의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당회장

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내에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밟지 이니한2

때는 공동의회 소집을 청구한 교인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을 할

경우 담임목사가 주관하지 않고 소집 청원자들,

이 주관한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하여 개최된.

임시 공동의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50)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 신청인들.

이 아닌 담임목사가 비송사건을 제기할 경우 무,

효 사유가 된다.51)

49) 소재열 교회 공동의회 의결권자와 그 확정 법, “

리 교회법 제 호 한국교회법연구소”, 12 , , 2021.『 』

참조12. 10. .
50)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종중원이 결의를 할 사항

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종중원이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

하면 족하다 대법원 선고 다.”( 1993. 10. 12. 92

판결50799 )
51)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

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

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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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임시 대표자나 지정이 없을지

라도 신청인 대표자가 법원에서 승인된 회의목

적으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면 된다 공동의.

회 회의목적이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일 경우 노,

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나 현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오

직 교인들에 의해 교회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교단 측면에서 볼 때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인 당회와 관

련된 비송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법인.

의 집행기관인 이사회 소집에 유추적용할 수 없

다.52) 당회는 집행기관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결론.Ⅵ

지금까지 본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지교회 법

률행위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서 지교회 청빙과

노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교단 헌법의 내부 규

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대표자인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이 상호 충돌할 때 어느 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우

의 수를 살펴보았다 지교회 대표자에 대한 문제.

의 중요성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지교회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들이 교인총회

격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공.

동의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면 교인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교인이 공동의회를.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

다 대법원 선고 다 판.”( 1993. 10. 12. 92 50799

결)
52) 대법원 자 그 결정 참조2017. 12. 1. 2017 661 .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아예 그러한 길,

은 없기 때문이다 오직 대표자인 담임목사만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론.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는 당회 결의

를 선결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당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결의한다고 할지라도 담임목사가 소집하

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담임목사는 강도권인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의

영적 생활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이지만 이

러한 중요성에 못지않게 담임목사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소집권자이므로 대단히 중요한 직분

이다 문제는 담임목사로서 대표자가 되기 위해.

서 또한 계속 유지 여부는 교단 헌법과 교회 정,

관상으로 상호 충돌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종교 내부적으로는 교단 헌법 중심으로 적용

하지만 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면 교회,

정관이 우선한다 분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때 교단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방안으로 결

국 교단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점

이다 결국 교회 정관을 우선시할 경우 교단으. ,

로부터 탈퇴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교단은.

아무런 대항력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지교회

가 교단 탈퇴를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을 교

단 헌법으로 상정한 교단 내부적인 규율이나 지

교회 정관은 지교회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

질에 따라 교단 헌법은 지교회 정관의 상위법이

아닌 독립된 실체로 판단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적용하는 법리가 다르므로 종

국적인 분쟁은 법원 판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

다 이런 이유로 분쟁 때 소송은 필연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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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버렸다.

교단이 지교회 정관을 인정하면서 교단 헌법

을 적용하는 균형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아니하

면 교회 분쟁은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제 교회는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확충된.

법원의 판례법리에 대해 많이 학습된 상황에서

교단의 자율권만을 내세워 지교회를 압박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교회도 교단 중심의 교단.

헌법에 반한 내용을 교회 정관으로 제도화할 것

이 아니라 교단 헌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허용

한 한도 내에서 교회 정관을 제정하여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그러나 본 논문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교회 총유권을 가진 교인의 의결권은 대

표자인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

니할 때는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법.

률행위의 대표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표자인 담임목사 역시 공동의회 소집

권으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결국 법

원에 공동의회 소집 허가를 받아 교인들에 의해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를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비록 공동의

회 소집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소집권 역

시 법원의 결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했다 결국 담임목사는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

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보다 교단 정치와 외부적.

인 일에 더 분주한 담임목사는 언제든지 교회에

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에서 밝힌 연

구 결과라 할 수 있다. (*)

근 무려 여 페이지의 분량인 교회의 적1,300 <

법절차 가 출간되었다 본서는 최근 교회 분쟁> .

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 각종 법령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년 동안의 확정된 법리 판례에 관해 서술했다60 , .

몰랐다는 사실이 핑계가 될 수 없는 엄격한 사회이다.

서는 교회 분쟁을 위한 각종 소송 자료로 활용

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당회 제직회. , ,

공동의회 등의 교회법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법리를 제

공하고 있다.

본서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인들의 뜻에 반?

한 교회 운영은 갈등과 분쟁을 가져온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피하고 목회자는 교인들과 소통하고 교인들의 뗏

법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였을 때 교회에서 모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본서에 수록되었다. .

교회의 적법절차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인들에게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모든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목회자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서는 목사와 장.

로 집사에게 교회 운영에 필수 지침서이다, .

소재열 박사 지음 페이지 원, 1280 , 60,000

주문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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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철 목사의 신사참배 저항에

노회와 총회의 대응 고찰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한국교회사 법학박사( , Ph.D., )

목 차목 차목 차

들어가는 말1.

제 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2. 27 (1938)

평양노회의 주기철 목사에 대한 처결3.

주기철 목사는 면직이 아닌 권고사직4.

남부대회의 신사참배 결의 취소5.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원인 상실6.

나오는 말7.

요약〚 〛

은 과거 평양노회 제 회 제 차 임시회 에서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직으로 처결한2021. 9. 19. 37 1 (1939. 12. 19.)

지 년이 되는 날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를 처리하는 치리회노회 총회는 당시 년 판 헌법의 법리를82 . ( , ) 1934

오해하여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치유하는 결의를 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총회장 홍택기. 27 ( ,

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노회와 총회인 교1938.9.10.) . , .

권이 일제에 꼭두각시가 되어 버렸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결의를 반대한 것은 총회를 경멸하는 행동 주님. “ ”, “

의 뜻에 위배 라고 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주님의 뜻 이라고 했다 신사참배를 보류하거나 주저한 자는 교인” . “ ” .

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 되어야 한다는 공지문이었. “ ”

다 이렇게 하여 주기철 목사는 평양노회 제 회 제 차 임시회 에서 총회결의 위반죄를 적용하여. 37 1 (1939. 12. 19.)

목사직을 상실케 하는 권고사직으로 처결했다 산정현교회를 사임하게 하는 권고사면이 아닌 목사직 자체를 그‘ ’ . ‘ ’

만두게 하는 권고사직이었다 평양노회는 교묘하게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한 결과를 가져왔다 총회결의‘ ’ . . ‘

위반죄 교권이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것이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것을 범죄로 단죄한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공회’, . ‘ ’ .

인 노회와 총회는 제 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를 원인무효 시키지 않고 취소로 결정하였으니 신사참배는 취소를27

결의한 날로부터 최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취소 전에는 신사참배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양. .

노회의 주기철 목사의 면직에서 복권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니 노회의 주기철 목사에 대한 권

고사직은 자동 무효가 되면서 그의 신분은 년 월 일 동평양노회 제 회 제 차 임시회 이전 신분으로1939 12 19 37 1

돌아가 회복된다 권고사직은 행정처결이며 면직은 고소 또한 기소 위원으로 권징재판을 통한 판결처분이다 이런. , .

점에서 주기철 목사는 면직이 아닌 목사직 상실에 해당한 행정처결로 권고사직을 당했다.

※ 소재열 목사 총신대학교 목회박사원 미국 리폼드신학대학교 목회학 박사 교회법 칼빈대학/ , (D.Min., ),

교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Ph.D., ), ( ), , ,「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 교회의 적법절차 외 다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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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현대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인식과 해석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깨닫게 되며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인식론적 해석학적 상대주의 또는 윤리적 상대,

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한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인식론과 해석의 문제는

초대 교회사부터 오랜 기간 진행됐는데 긴 세월,

만큼이나 많은 비판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어.

떤 학문이나 종교든 인식론적 해석의 차이로 끝

없는 갈등과 논쟁 투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

다 성경 계시에 대한 인식론적 해석의 문제는.

역사적 환경과 교회사 에서 열거된 사건( )敎會史

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상대적인 산물로 변질시킴으로 치열한

논쟁과 투쟁이 있었다.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인식론과 해석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 역시 인식

론과 해석학적 문제는 전혀 다른 역사의 사관을

만들어 냈다 웹스터 사전에서 역사를 정의할. ‘ ’

때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설명하는“

한 분야 라고 말한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그” .

대로 기록하는 일과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해석하

여 기록하는 일은 늘 논쟁이 돼 왔다 해석자는.

역사적인 사건에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

한다 그 해석은 역사가 되어 보존되고 계승된.

다.

해석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의미 부여는 다양

한 역사를 만들어 낸다 그 다양한 역사의 객관.

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러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만한.

논쟁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때 조선예수교장로.

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그 결의에 대한 총회

결의 위반죄를 적용한 평양노회의 주기철 목사

에 대한 치리회의 처결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당시 치리회에 적용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헌‘

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본 논문은 교회 헌법에 대한 정확한 근거에 대

해 몰이해는 당시 치리회인 평양노회의 주기철

목사에 대한 총회결의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결

한 것과 그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대응

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을 비판적

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 회 총회 신사참배 결의2. 27 (1938)

오백여 년 동안 이어 내려온 조선왕조가 몰락

해 가던 그 시기에 청일전쟁을 즈음하여 급속도

로 기독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나라의 장래를 염.

려하던 사람들에게는 새로 소개된 기독교는 망

국의 통한을 호소하고 위로를 기댈 의지처가 되

었다 그들은 기독교가 구국을 도모하는 정신적.

지주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53) 한국을 강제로 병

탄시킨 일제 조선 총독부는 한국 기독교를 그들

의 한국지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기고 온갖

음모를 진행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에서 신27 (1938)

사참배를 결의하기 년 전인 년 월에 악2 1936 8

랄한 총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된 미나미 지

로 가 제 대 조선 총독( ) 7 (1936. 8. 5. ~南次郎

이 부임했다 총독부는 총독부령1942. 5. 29.) .

53) 최재건 한국교회사론 서울, ( : CLC, 2018),『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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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 신사 규칙을 정하고 면 신사 설치를76 1 1

공포하고 실행에 옮겼다 일제의 교회에 대한 신.

사참배 강요는 기독교 정신 및 기독교 교세를 분

쇄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도 하였다 더구나 일.

제는 대륙침략과 동남아진출을 앞두고 교회를

식민지화의 걸림돌이라고 여기고 그 대응책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더 강요하고 기.

독교를 회유 탄압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

하려 하였다.

한국교회 일부는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

하기도 하였다 년 월 주기철 목사를 중심. 1931 9

으로 신사참배에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조선예수.

교장로회 제 회 총회 는 평양 창동교21 (1931.9.)

회당에서 회집되어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로 결의

하고 총독부와 교섭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

였다 제 회 총회 에서는 인 연구위원을. 24 (1935) 7

선정하여 신사참배 문제에 관해 연구하여 보고

하게 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한국교회를 회유.

하고 탄압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런 탄압에.

못 이겨 평북노회가 년 월 일 가장 먼저1938 2 9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그해 월에 개최된 총회. 9

이전까지 전국 개 노회 중에서 개 노회가23 17

신사참배로 돌아섰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27

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라는 지시를(1938. 9.)

하달하였다 전국의 개 노회 총대들에게 가결. 23

하는 편을 들 것을 미리 주지시켰다 신사참배에.

반대한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등은 미리 구금, ,

시켰다 평양경찰서는 신사참배 가결안 각본을.

세워 총대들에게 전달하고 동의까지 받았다.

제 회 총회가 년 월 일 소집을27 1938 9 10-16

앞둔 월에 의성경찰서에 수감 후 대구형무소에8

서 옥고를 치렀다 일제는 경찰을 동원하여 주일.

이면 산정현교회를 포위하고 담임목사로 설교를

하는 주기철 목사에게 설교하지 말라 라고 협박“ ”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 목사는 나는 설교권. “

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

시면 그만둘 것 이라며 대항하였다 내 설교권” . “

은 경찰서에서 받은 것이 아닌 즉 경찰서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라며 대항하였다 계속 설” .

교하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제는 제 회 총회 가 개최될 월27 (1938. 9.) 9 10

일 이전에 주기철 목사를 투옥시켰다 이듬해.

월에 평양으로 돌아왔으나 월에 다시(1939) 2 8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산정현교회 설립자인.

번하이젤편하설 선교사는 제 회 총회가 개최( ) 27

되기 일 전인 월 일에 안식년에서 돌아왔다3 9 7 .

그때는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가 투옥 중이었

으므로 부재중이었다 산정현교회 당회는 편하설.

선교사에게 강단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여 강단을

지켰다.

년 월 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938 9 (9-16 ) 27

회 총회가 직전 총회장 이문주 목사의 사회로 평

양서문밖교회에서 회집되었다 개회 예배는 홍택.

기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성경 봉독은 김,

길창 목사가 맡았다 본문 고전 장을 봉독한. 13

후 신앙생활의 심대 요소라는 제목으로 설교로‘ ’

부 예배를 마쳤다 정회한 후 일째 되는 날 새1 . 2

벽 시에 임종순 목사가 요한복음 절6 16:25-33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안심함을 얻음“ ”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오전 시 분에. 9 30

속회되었다 서기가 회원을 점검하니 총 개 노. 27

회만주 노회 포함 목사 명 장로 명 선( 4 ), 86 , 85

교사 명 합계 명의 출석으로 조선예수교22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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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제 회 총회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를 선27 .

언한 후 회장은 제 회 총회를 신의주에서 평양27

으로 장소를 변경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총회가 소집되는 날 서문외교회당 안팎에는

수백 명의 사복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강대상 아,

래는 평남 경찰부장 등 수십 명의 고위 경찰들이

칼을 찬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총대들 사.

이에는 각기 그 지방에서 올라온 경관 명이 끼2

어 앉아 있고 총대석 좌우와 후면에도 무술경관

명이 상엄하게 둘러싼 채 총회 회무가 시작100

되었다.

제 회 총회 임원을 선거하니 총회장에 홍택27

기 목사 부회장에 김길창 목사 서기 곽진근 목, ,

사였다 총회는 평안남도 도지사 석전천태랑의.

축사가 있고 난 뒤 평양 장대현교회 여전도회에

서 회원 휘장을 제정하매 분배하고 서기로 감사

장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경건회를 마친 다음 신.

임 제 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홍택기 목사가 히27

브리서 절 요한복음 절 말씀을 통10:5~7 , 4:34

해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

후 시 분에 회무에 들어갔다10 40 .

회순에 따라 공천부 보고를 한 후 곧바로 삼노

회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의 안건을 상정( , , )

하고 가 만 묻고 나서 여 명만 예라고 대( ) 10 ‘ ’可

답했는데 부 는 묻지 않은 채 신사참배를 가( )否

결하여 공포하였다 찬반 표결을 붙이지 않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이때 공포 내용도 사전에 준비.

하였다 평양노회장 박응률이 제안하고 평서노. ,

회장 박임현이 동의하고 안주노회장 길인섭이,

재청하여 신사참배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결의안은 아등은우리는 신사는 종교“ [ ]

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

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의식임을 자각

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

민정신 총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

후 황국신민으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이라고

하였다.54)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를 위배하,

지 않는다며 참배의 정당성에 대한 성명서를 채

택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조선예수교장로.

회 제 회 총회에서 채택한 신사참배 가결이다27 .

이러한 결의를 한 후 총회 본회는 곧바로 신사참

배 결의안을 조선 총독 총감 경무국장 학무국, , ,

장 조선군사령관 총리대신 척무대신 제 각하, , , ,

에게 전보를 발송하기로 가결했다 신사참배 가.

결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신사참배.

가 가결된 후 심의현 목사가 신사참배 실행을 위

한 특별청원으로 부총회장 김길창의 인솔로 23

개 노회의 대표들이 함께 평양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 계속 총회 회무를 진행하였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자 일부 노회들은

이를 환영하며 그 실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남.

노회가 자랑스럽게 전남노회는 금춘 정기노회“

년 봄에 오랫동안 문제 되어오든 참배 문[1938 ]

제에 대하여 당국의 지시대로 신사는 종교가 아

니요 참배는 국민정신 통일을 위한 국가 의식임,

을 인식하고 본 노회로서는 참배함이 국민의 당

연한 의무인 동시에 교회 지도상 선명한 태도인

54)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회 회의록( 27 ,『 』

은 는 가 아니오1938), 9.; ,我等 神社 宗敎 基督敎

의 에 하지 않는 를 하고敎理 違反 本 意 理解 神社參

가 임을 하며 또 이 에,拜 愛國的 國家儀式 自覺 神

를 하고 히 에社參拜 獨先勵行 追 國民精神 總動員 參

하여 에서 통 후 으로서加 非 常時局 下 皇國臣民 赤

을 다하기로 기함.誠 昭和 十三年 九月 十日 朝鮮

예수敎長老會 總會長 洪澤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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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알고 이를 결의 실행하는 동시에 관내 각 교

회에 통지하여 일반 교인으로 취할 길을 보였사

오며 라고 결의하였다” .

평양노회의 주기철 목사에 대한 처결3.

제 회 총회 가 신사참배 결의를 한27 (1938. 9.)

후 홍택기 총회장은 총회가 파회 하고 석( )罷會

달 후 신사참배 결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일들이,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하달되었다 총회장 홍택.

기 목사는 회장으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도 부

족해서 각 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에 대한 총회장 서한을 보내게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에 위배되는 유감 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

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

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

야 한다 라고 하였다.” .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를 반대하면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 이라는 공문이다“ ” .

이는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유감 천만의 행동“ ”

이며 이를 거역한 할 경우 교인으로 인정될 것, “

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역한 자는 마땅” “

히 처벌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

이러한 총회장의 공문이 있는 후 년1939 10

월에 개최된 평양노회 정기회에서 형무소에 주

기철 목사를 찾아가 권고 사면을 권면하기로 하

였다 그러나 권고 사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평.

양노회는 주기철 목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년 월 일에 임시회를 소집하였다1939 12 19 .

경찰은 제 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되27

자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주기철 목

사가 담임하고 있는 산정현교회를 폐쇄하려고

하였다 그리로 주기철 목사를 제재하도록 평양.

노회를 협박하였다 평양노회는 남평안노회가.

년 평양노회와 평서노회 안주노회로 분립1921 ,

되었다 이 세 노회가 제 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27

를 가결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경찰은 평양노.

회 노회장을 소환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산

정현교회를 다룰 평양노회 임시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회장이 거절하자 번이나. 20

소환이 계속되었다 계속 임시노회 소집을 거부.

하자 경찰이 노회원을 동원했다 노회원이 임시.

노회 소집요구서를 청원하자 노회장은 임시노회

를 소집하였다 경찰이 회유한 안건은 주기철 목.

사를 산정현교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다,

음은 산정현교회가 신사 참배한 목사를 담임목

사로 청빙할 때까지 임시로 교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여 년 월 일 남. 1939 12 19

문외교회당에서 개최한 제 회 평양노회 임시노37

회가 평양 시내 고등계 형사들과 명의 사25~30

복형사가 경계 속에서 소집되었다.

최지화 노회장은 홍택기 총회장이 최근 전국

교회에 공지한 경고서한을 읽고 우리 노회에 모“

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는 총

회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절한 목사가 있는 한

교회가 있다”라고 했다 노회장은 임시노회 안건.

을 본회에 상정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노

회원에게 물었다 이때 산정현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편하설 설교사가 교회 구성원의 양심을

속박한 교회 헌법 정치 제 장 조 위반이라고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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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했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본 경찰들이 그를.

포박하여 경찰서로 연행했다 임시노회를 마치고.

회의 결과를 기록한 일명 촬요에서 결의한 내‘ ’

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결의 입석자 평양서 송본 고등주임: : ( ) ,松本

평양 대동 선교 서의 고등계 형사대 전평서 고, , 3 ,

등계 주임 현 평원 서장 청수천 경부( ) .淸水川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1.

의 경고문을 무시한 이유로 교회 헌법 권징 조

례 조에 의하여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19

직시키다.

이인식 목사를 산정현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하2.

다.

이러한 결의가 평양노회 임시회인 년1939 12

월 일에 결의되었다면 당시 평양노회에 적용19

된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은 년 판 헌법‘ ’ 1934

이다 교회 헌법에서 권징조례 제 조와 산정. ‘ 19 ’ ‘

현교회 시무를 권고사직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법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때 주기철 목사 평양노회의 처결에 대해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의 오해.

로 주기철 목사가 면직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장영학 목사는 김인서의 년에 발행한1958

주기철목사의 순교사와 설교집 의 내용 중 제< > 7

장 순교의 제목을 보면 본장은 필자가 본 사‘ ’ ‘

실 이라고 했으며 제 장 주 목사 파면 의’ 7 ‘2. ’

내용을 기록했다 는 근거를 들어 주 목사의 면.”

직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양노회는 남문외교회에서 소집하고 주기철“ 1.

목사는 파면함 편하설선교사가 산정현교회 강2.

단 서는 것을 금지함 모 목사를 산정재교회의. 3.

당회장으로 택함 산정재교회 수습위원 장운경. 4.

목사 박응률목사 이인식목사 등 인을 택함 주, , 7 .

기철목사 파면을 결정할 때 우성옥 목사가 아니오

하고 소리치고 검속 당하였고 편하설선교사 불법

노회요 소리쳤다 산정재 박정익장로 이것은 노회.

아니오 하고 퇴장하였다.”

장영학 목사는 그 이전 평양노회 제 회“ 33 34

회 노회장은 박응률 목사이고 부노회장이 주기

철목사였으나 년 월에 열리기 전 월에1938 10 8

의성농우회 사건으로 의성경찰서로 검속되면서

노회를 참석하지 못하였고 나귀환목사가 노회장

이 되었으며 년 월에 열린 제 회 노회1939 10 37

에서 최지화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 주기철목사

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옥에 가서 사면 권고를

했지만 거부하자 년 월 일 제 차 임시1939 12 19 1

노회를 열어서 신사참배에 대한 총회 결의 위반

과 총회장 경고를 무시한 것을 당시 총회헌법 권

징조례 조에 의해 주기철의 목사직은 면직 결19

의하고 평양노회에서 파면하였다 고 주장했다.” .

여기에서 장영학 목사가 추정한 교회법 이해

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권징조례 제 조에. 19

의해 최지화 노회장이 투옥된 주기철 목사에게

찾아가 권고 사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

자 평양노회 제 회 임시회에서 파면을 처분했37

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사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 권징조례 제 조와 면직처분을 절차를 오. 19

해한 결과이다.

권징조례 제 조는 상회인 총회가 하회인 평19

양노회에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라고 하였을 때

에 평양노회가 이를 거부할 때에 총회가 파면인

면직 처분을 한다 그런데 노회장이 산정현교회.

를 사임하라는 권면을 듣지 않자 권징조례 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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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의해 노회가 파면했다는 것은 법리오해이

다.

총회가 하회인 경기노회로 하여금 김재준 목

사를 처리하라고 권징조례 제 조에 의해 지시19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총회는 직할로 회장이“

목사 김재준 씨는 제 회 총회 결의 위반급 성36

경 유오설을 계속 주장하였으므로 권징조례 제6

장 조에 의하여 예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42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노라”

라는 처분과 전혀 다른 처분이었다.55)

주기철 목사는 이와 같은 치리회의 면직에

대한 파면이 아니었다 후술한 바와 같이 면직에.

대한 권징조례의 권징재판에 의한 면직과 파면

이 아니라 교회 헌법의 정치편 목사의 권고사직

에 대한 목사직 상실에 해당되었다 이를 목사직.

파면 면직으로 기사화 했던 것이다 파면이‘ ’, ‘ ’ .

라 하더라도 목사직 파면인지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직 파면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파면이

라고 하였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 조에 의해 상회인 총회가 파면19

한 기록이 없으며 면직에 해당된 권징재판을 위,

한 고소나 기소에 의판 권징재판과 심리와 판결

이 전혀 없었다 단지 노회의 행정처결로 권징조.

례 제 조의 목사의 관할은 노회인 점을 감안하19

여 노회가 재판 절차 없이 정치편의 목사직을 상

실케 하는 권고사직으로 처결한 것이다 이는 산.

정현교회를 사임하는 권고사면으로 처결하면‘ ’

될 것을 목사직 상실에 해당된 권고사직으로‘ ’

교묘하게 처결했다.

주기철 목사에 대한 징계는 총회결의 위반죄“ ”

55)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 회 총회회의록( , 38「 」

(1953), 238.

에 대한 혐의였다 주기철 목사가 총회결의인 신.

사참배를 가부하고 반대하고 있으니 산정현교회

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담임목사직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권징재판의 절차가 필.

요없이 행정처분으로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을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주기철.

목사가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엇인가 제 회 총? 27

회 에서 신사참배 결의였다 총회가 신사(1938) ‘ ’ .

참배를 결의했는데 이러한 총회결의를 거부했다

는 이유이다.

심지어 홍택기 총회장은 제 회 총회가 파한27

직후 전술한 대로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를 반대

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이며 이,

는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를 거역할.

경우 교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마땅히 처벌되,

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국 노회와 교회에 공지하

였다.

주기철 목사가 바로 이런 총회결의인 신사참

배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산정현교회에 담임할

수 없으며 설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것이 임시노회 안건이었다 이는 전술한. .

대로 입증이 된다 결국 제 회 평양노회 제 차. 37 1

임시노회는 권징재판인 면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처결하였다.

주기철 목사는 면직이 아닌 권고사직4.

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교회1942 ( ‘

헌법 은 신조 소요리문답 대소요리문잡’) ① ② ③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법 등이다 부록으로.④ ⑤ 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신도게요이 있다 교회( ) .

헌법은 치리의 관할은 장로와 교인들의 원심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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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당회요 목사는 노회이다권징조례 제, ( 19

조 목사를 징계권징재판하려면 원심 치리회인). ( )

노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한다 첫째는 누군.

가가 특정 목사에 대해 고소장을 노회에 접수하

여야 한다 둘째 고소장이 없을지라도 노회가. ,

직접 기소 위원을 선정하여 기소하여야 한다 셋.

째 고소장이나 기소장이 접수되면 노회 본회가,

직할 처리할 수 있다 넷째 노회가 재판국을 설. ,

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징계 즉 권징재판이 이루어지면 양,

형은 제명 면직 정직 출교 수찬정지 중 하나, , , ,

로 처분한다 이때 처분은 반드시 원고와 피고의.

재판 심리를 통하여 판결문으로 처분한다 평양.

노회 제 회 임시회가 주기철 목사에 대해 이러37

한 절차에 의해 면직을 처분했는가를 확인하여

야 한다 당시 교회 헌법에 따르면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지 않았다 면직이라고 주.

장한 자들은 위의 면직을 위한 권징절차에 이루

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입증할.

수 없다 이유는 권징재판으로 면직 처분이 이루.

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년 판 교회 헌법은 치리회인 노회 소속1934

목사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방법으로 면직 외에

권고사직이라는 행정처결이 있다 또한 노회로‘ ’ .

부터 파송하여 위임한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고사면이라는 제도가 있다‘ ’ .

권고사직이나 권고사면은 권징재판의 절차가 아

닌 노회의 행정 결정으로 처결한다 권고사직은.

목사직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두게 하

여 목사직을 박탈하는 것이고 권고사면은 목사,

직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교회 담임목사

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를 고소ㆍ고발하거나 기소하여 목

사직을 면직하거나 산정현교회 담임목사직이 파

면된 것이 아니라 행정 결정으로 산정현교회 담

임목사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다 이를 사임. ‘ ’

에 해당한다 이 사임은 권고사면에 해당한다. ‘ ’ .

문제는 평양노회가 권고사면을 해야 하는데 산‘ ’

정현교회를 사임하는 것과 동시에 목사직 자체

를 그만두게 하는 권고사직을 결정해 버린 것‘ ’

이다 한국의 장로회 정체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년판 년 판 년 판은 모1922 , 1929 , 1934

두 모두 이와 같은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은 오늘날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

법합동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

평양노회는 권고사면을 처결하여 주기철 목사

가 산정현교회 시무직만 그만두게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산정현교회 시무직을 포함하여

목사직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 결의를 해 버렸다.

그래서 언론보도 등 기록에서 파면 면직이라‘ ’, ‘ ’

는 용어가 나온 것이다 일본 경찰은 산정현교회.

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시무직을 박탈하라고

했는데 평양노회는 목사직 자체까지 파면해 버

렸다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따. .

라서 일각에서 주기철 목사는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직만 그만두게 하는 해임이지 목사직 자체

는 유지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평양노회 제 회 임시회는 주기철 목사는37 “1.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경고문을 무

시한 이유로 교회헌법 권징 조례 조에 의하여19

산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 라는 결의.”

에서 확인된다.

이 결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보면 주기철“

목사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총회장의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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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배 반대자들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이유로 교

회 헌법 권징조례 제 조의 목사 관할은 노회이19

므로 평양노회는 정치 제 장 제 조에 의해 산17 4

정교회 시무를 권고사직시키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기철 목사에 대한 처결이 권고사직이

아닌 권고사면인 이유는 결의 내용의 말미에 산“

정현교회 시무를 권고 사직시키다 라는 내용은.”

권고사면을 권고사직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 ’ ‘ ’

했다고 본다 결의할 때 실수했던지 결의 내용. ,

을 기록할 때 잘못 기록했던지 잘못 결의되어 버

렸다 실제로 권고사면이에도 불구하고 목사직. ‘ ’

자체를 박탈하는 권고사직이라고 했으니 목사‘ ’

직 파면 면직이라는 말로 당시 회의 결과를‘ ’, ‘ ’

보고하고 기록하였던 것이다.

평양노회 임시회의 결정을 알리는 년1939 12

월 일 일자 동아일보 도 문제 중의 주20 , 21 “「 」

목사 평양노회서 사임 결의 주 목사 사직 후, ,” “

라고 기록하고 있고 같은 날 월 일 자” , 12 20…

조선일보 도 주 목사에 사직 권고 로 되어 있“ ”「 」

다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는 각각 사임 결. “「 」 「 」

의 사직 과 사직권고 로 보도하면서 평양노,” “ ” “ ”

회고 혼돈했고 현장 취재한 동아일보 와 조선, 「 」 「

일보 는 정확하게 보도했다 당시 언론은 교회헌.」

법적 용어를 잘 몰랐다 노회가 결의한 대로 기.

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면이 아. ‘ ’

닌 사직으로 기사를 썼다 평양노회가 사면을‘ ’ .

사직으로 처리했으니 신문은 사면이라고도 하고

사직이라고 한 것이다.

매일신보 는 동아일보 와 조선일보 에 비「 」 「 」 「 」

해 좀 더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문제“ (問

의 목사 는 파면코 신사참배) ( ) ”, “ ( )題 牧師 神社參拜

를 실현 키로 평양산정현교회( ) ”, “ (實現 平讓山亭峴

사건단락 이라고 보도하였다) ( )” .敎會 事件段落

문제의 목사는 파면코 라는 말은 평양노회가 주“ ”

기철 목사를 산정현교회 권고사면 결의를 해야‘ ’

하는데 실수로 권고사직 결의를 해 버렸으니‘ ’

사직의 의미인 목사직 자체를 박탈한 파면이라‘ ’

고 한 것이다 매일신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당시 평양부 계리 산정현교회의 신사 문제를 토의

하기 위하여 평양 장로교노회에서는 드디어[ ] [12

월 일 오후 시부터 남문밖교회에서 임시노회] 19 O

를 열고 각 교회의 목사 장로와 교역자 서양인…

편하설 목사도 참석한 가운데 토의하는 문제가 중

대한 것이니 평양서의 송본 고등주임 평( ) ,松本…

양 대동 선교 서의 고등계 형사대와 전 평서, , 3 …

고등계 주임이고 현 평원 서장 청수천 경부( )淸水

가 배석하야 삼엄한 경계 가운데 로회장 최지화(崔

목사로부터 신사참배의 전후경과를 보고하)志化

고 현재 평양서에 계류 중인 주기철 목사( )朱基徹

와 면회하고 조선장로교 총회로부터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과 최근 또 신사에 참배토록 발송하여 온

통첩에 대하야 의론하엿스나 주 목사도 끗끗내 이

에 응치 안엇다는 것을 보고하자 서양인의 편 목사

가 즉시에 이러나서 장로교 헌법 조문을 드러 량심

을 구속운운의 불온한 말을 하다가 림석한 경관에

게 발언을 중지당하고 퇴장을 당한 다음 의사를 속

행하야 문제 중의 주 목사를 사면식히고 압흐로는

신사에 참배할 교역자를 산정현교회에 임명하기를

결의하엿다 그리하야 파란만튼 산정현교회 문제.

는 이로써 해결되였다.

매일신보 의 현장 취재인 “「 」 주 목사를 사면식

히고”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분명 주기

철 목사는 권고사직이 아닌 권고사면이었다‘ ’ ‘ ’ .

권고사면으로 결의했지만 권고사직으로 찰요에,

기록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평양노회가 주.

기철 목사에 대해 큰 실수와 큰 죄를 지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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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평양노회는 권고사면으로 잘 결의되었.

지만 임시회록을 기록한 자가 촬요결의요약에( )

권고사직이라고 기록해 버린 것이다 이로써 주.

기철 목사는 평양노회 실수로 신사참배를 반대

했다는 이유로 권징재판으로 인한 면직이 아닌

행정 결정으로 목사직이 박탈된 것이다.

년 월 일 자 장로회보 에1940 1 24 「 」 평양노회“

내 산정현교회 목사 주기철 씨가 신사참배에 순

응치 아니함은 소화 삼십 년 월 평양에서 열린9

장로회 제 회 총회 개회 모두에 신사참배는 국27 ‘

민 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므로 국민 된 의무상 의

당히 참배하기로 함하고 결의한 신사에 위반이’

므로 작년 말 소화 년 십이월 십오일십구일14 [ ]

평양노회 임시노회를 남문외 예배당에서 회집하

고 노회장 최지화 목사의 사회하에 주 목사에게

준열히 면직처분의 결의를 하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 역시 권고사면을 권고사직으로 기록

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면직처분으로 해석하여

기사를 쓰고 있다 권고사직을 해석하여 면직으.

로 기사를 쓰고 있다 필자가 전술한 대로 당시.

교회 헌법으로 권징조례의 절차에 의해 면직 처

분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단서도 없다 그러나.

권고사면 권고사직의 처결 방법으로 임시회를,

소집하여 주기철 목사를 권고사면하기로 했지만

권고사직으로 기록하고 그 후에 권고사직으로

적용하여 행정처리를 하였다 이는 제 회 평양. 38

노회 정기회에서 회원명단에서 주기철 목사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양노회도 혼란 각 언론도 혼란할 수밖에 없,

는 불행한 상황들이었다 평양노회도 혼란된 결.

정을 했는데 당시 장로회보 도 정확한 법리를「 」

잡아내지 못했다 현장 취재에서도 다른 언론과.

도 상이하게 주기철 목사를 면직 처분했다는 것

은 권징조례의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점인데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평양노회 제 회 정기회38 (1940. 3. 19.-22.)

가 연화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노회에.

서 제 회 제 차 임시회 에서 권37 1 (1939. 12. 19.)

고사직 당한 주기철 목사를 노회원 명부에서 삭

제56)한 것은 권고사임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권고사면이었다면 산정현교회.

를 시무한 담임목사가 아닌 무임 목사 란에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 제 회 제 차 임시회 본회에. 37 1

서는 권고사면으로 결정하고 회의 기록으로는,

권고사직이었음을 보여준다 평양노회 제 회. 38

정기회는 주기철 목사에 대한 처결을 권고사직

으로 적용하여 회원 명부에서 주기철 목사 이름

을 삭제했다 참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당시 평양.

노회 안에서 일어났다.

남부대회의 신사참배 결의 취소5.

일제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 회 총‘ 31

회 를 끝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대신’(1942) ,

년 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을 조직하1943 5 ‘ ’

였고 각 지역은 교구 제도를 두었다 해방 직전.

인 년 월 일에 장로교 감리교 구1945 7 19~20 , ,

세군 기타 군소 교단이 통합되어 일본기독교조, ‘

선교단을 조직하였다 해방 후 총회는 년’ . 1945

56) 번하이젤의 년 월 일 미국 본국 선교부1940 3 26

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경찰은 그 안건이 주. “

목사가 그 목사직에서 파면된 것을 의(deposed)

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회 임원들은 순순히 동.

의했으며 인쇄된 월 정기 노회 노회원 명단에는, 3

주 목사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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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해산하고 남한9 8 ‘ ’

중심의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회 성격인 남부‘

대회를 소집하였다 대회가 개회되자 감리교 대’ .

표들은 감리교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퇴장

하였고 장로교 역시 본래의 교파로 돌아가겠다

고 하자 자동으로 남부연합회의 성격인 남부대

회는 실패로 돌아갔다.

년 봄에 조선예수교장로회 각 노회가 다1946

시 복구되고 년 월 일에는 서울에서 총1946 6 12

회가 소집되었다 이 총회는 남한만의 총회이기.

때문에 남부총회 총회장 배은희 목( )(南部總會「 」

사 라고 하였다 이때 결의된 것은 남북이 통일) .

될 때까지 교회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과

“ 년 제 회 총회 시 가결한 신사참배는 전1938 27

국교회의 신앙 부족으로 일제의 강압으로 저지

른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고 이를 취소하다.”라고

결의했다. 년 남부총회를 년 조선예1946 1942 ‘

수교 장로회 제 회 총회를 이은 조선예수교31 ’ ‘

장로회 제 회 총회로 하기로 결정하였다32 ’ .57)

또한 경북안동중앙교회에서 소집한 제 회 총39

회총회장 이원영 목사 에서( , 1954. 4. 23.) 제“

회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 발표하27

다 신사불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 ,

명한 노회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 ,

소키로 가결하다.”라고 재차 결의했다.

공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취소결의를 하였‘ ’

는데 이 역시 커다란 실수였다 취소결의는 그.

효력이 취소한 날로부터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다 취소 이전에는 결의가 정당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취소결의가 아닌 무효결의 혹은 원. ‘ ’ ‘ ’ ‘

57) 년과 년이 제 회로 기록된다 이렇1950 1951 36 .

게 해서 년에 창립된 총회 횟수는 년1912 2022 9

월 총회는 제 회 총회가 된다107 .

인 무효결의라고 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우리가’ .

보통 취소 소송을 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한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사참배 결의도 잘못되었.

지만 해방 후 이런 결의가 잘못 결의가 되었다,

고 행한 후속 결의들 역시 잘못 결의되었다.

평양노회에서 분립된 각 노회와 제 회 총회100

에서 주기철 목사 복권을 결의하였다.58) 동평양

노회노회장 김광석 목사는 용인 동산교회 수양( )

관에서 제 회 차 임시회를 갖고 주기철 목사178 1

권징 취소 청원을 하여 주기철 목사의 복직 및

복권을 결의하였다 이는 또 다른 실수이며 고. ,

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복권결의는 이전에 면.

직을 사실로 전제한 행위이다 복권결의는 결의.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복권 이전은 면직.

을 전제로 한다 예장합동총회 산하 동평양노회. ,

평양노회 등 주기철 목사 복권결의를 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복권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복권.

행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박용규 교수와

장영학 목사를 동원하여 세미나를 가졌지만 두

강사의 서로 다른 주장으로 서로를 반격하는 형

국이 돼 버렸다.

한쪽에는 주기철 목사의 복권은 목사면직을

전제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과

면직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권은 정당하다는 취

지의 주장은 교단 역사의 모양새가 우습게 펼쳐

졌다 주기철 목사에 대한 면직 논쟁과 교단총회.

58) 서평양노회장 임덕규 씨가 헌의한 총회 회기 내“

에 총회가 주관 개 노회 평양 동평양 서평양 남4 ( , , ,

평양 와 함께 주기철 목사 복권식과 복권 및 복적)

감사예배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상설 역사위원

회를 설치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주기철 목사의,

복권 및 평양신학교 복적은 모든 총대가 기립박수

하여 허락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제 회 총회.”( 100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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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의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주기철 목사의 권고사직 원인 상실6.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제31 ’(1942), 34

회 총회 에서 제 회 신사참(1948) 27 배 결의 취소

나 제 회 총회 에서 제 회 신사, 39 (1954) 23.) “ 27

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 발표하다 신사불.

참배 교역자와 신자 또 선교사를 제명한 노회, ,

학교 각 기관에 명하여 그 기록을 취소키로 한,

결의” 등은 제 회 총회결의가 잘못 결의되었다27

고 취소결의를 하였지만 이는 제 회 총회결의, 27

를 원인무효 결의를 했어야 옳았다‘ ’ .

그렇다면 제 회 총회결의인 신사참배를 거부27

했다는 이유로 주기철 목사의 본인 의지와 상관

없이 산정현교회 시무직을 사임사면 당하고 목( )

사직까지 박탈당하는 사직을 당했다 그러나 제.

회 총회결의 취소를 효력상실로 일단 해석하27

여 총회 결의가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결의로 평

양노회에서 주기철 목사의 처결이 원인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 신분은 평양노회가.

권고사직 처결을 했던 제 회 제 차 임시회37 1

결의 이전 상태의 신분으로 돌(1939. 12. 19.)

아간다.

해방 이후 노회와 총회가 이를 제 회 총회에27

서 신사참배 결의와 이로 인한 주기철 목사 등

모든 사람 기관에 내려진 처분과 처결은 원인, “

무효로 한다 라고 결의하면 된다 그런데 취소” .

결의를 했으니 이것 역시 문제가 된다 노회와.

총회가 복권결의 등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주“

기철 목사 처결 원인무효 감사예배”라고 하면 좋

을 듯싶다.

나오는 말7.

조선예수교장로회 최초의 헌법인 년 판1922

헌법은 항존직을 직제인 목사 장로 집사로 하3 , ,

지 않고 직제인 장로와 집사로 규정한다 장로2 .

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59) 장로는 교인의 대표이

며60) 목사는 교회 대표자임을 상정한다.61) 목사

는 안수로 임직을 받아 지교회 청빙과 노회의 위

임목사로 파송을 받아 시무 목사가 된다.

치리회는 권징재판의 절차를 통해 목사직 면

직을 처분하며 이 경우 지교회 시무권을 비롯, ,

하여 목사직 자체가 박탈된다 이를 목사직 파면.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사직은 그대로 두되.

지교회 시무직인 위임목사직을 면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임목사 파면이라 할 수 있다 위임. .

목사 파면은 목사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권징재판이 아닌 목사직 자체를 그만두

게 하는 권고사직 위임목사직을 그만두게 하는,

권고사면이 있다 이는 고소나 기소 재판 심리. ,

를 통한 판결이 아닌 노회의 행정 결정으로 처결

한다 간혹 권고사직을 목사직 해임 파면 등으. ,

로 설명하기도 한다 면직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면직은 권징재판을 통한 시벌이기 때문이다 권.

징재판 없이 면직하였다면 무효 사유가 된다.

문제는 목사는 권고사직과 권고사면이 있는

데62) 장로는 장로회 정체 즉 교회 헌법에서 권,

59) 년판 헌법 제 장 제 조 참조 예장합동의1922 3 2 ,

최종판인 년 판도 이와 동일하다2018 .
60)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3『 』 Ⅳ

제 조 항2 2 .
61)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9『 』 Ⅳ

제 조3 .
6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7『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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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면은 없고 권고사직만 있다.63) 장로의 권고

사직은 장로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장로는 권고사직 당하면 시무장로직이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장로직 자체가 박탈당한다 그래서.

편법으로 장로가 자의로 자유 사직서를 제출하

지 않고 사면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로에 대한 자유사면 규정은 없고 자유사직 규

정만 있다.64)

이러한 장로회 정체와 교회 헌법은 최근 헌법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에 대한 관련 건으로 처

리한 평양노회 제 회 정기회와 임시회37 (1939.

에 적용된 교회 헌법은 년 판이다12. 19.) 1942 .

이 교회 헌법이 바로 전술한 대로의 장로회 정체

이다 일제와 경찰은 주기철 목사를 산정현교회.

에서 신사참배 거부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한 음모를 집행하기 위한 평양노회 임

시회 소집이었다 임시회 소집 청원은 있었지만. ,

주기철 목사의 고소장이 접수된 일은 없었다 또.

한 고소장이 없을지라도 평양노회가 기소 위원

을 선정하여 기소하여 권징재판으로 주기철 목

사를 목사직 면직이나 파면을 판결한 일이 없다.

결국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

사의 관할은 노회인 점을 상기한 권징조례 제19

조를 언급하며 산정현교회를 사임하게 하는 권,

고 사면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를 권고사직으로

결의하고 이를 촬요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의를 사임 사직 파면 면직 등을 교차, , ,

적으로 단어를 채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볼

제 조1-4 .
6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4『 』 Ⅳ

제 조6 .
6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 정치 제 장( ) . 13『 』 Ⅳ

제 조5 .

수 있다 면직이 정당했다면 고소장이나 기소장.

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권징.

조례 제 장에 상회가 하회에 시벌을 지시하였19

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부주의로 시행하지 아니

할 때 상회가 본회 직결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

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총회가 평양노회에

면직을 지시하여야 하고 평양노회가 이를 거부

할 때 총회가 본회 직결로 면직을 처분할 수 있

다 마치 김재준 목사와 같이 면직 파면으로 시. ,

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에게 권징조.

례 제 조를 적용하여 면직하였다는 것은 법리19

오해이다.

주기철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 시벌로 면직처

분으로 파면당한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의를 위

반했다는 행정처결로 권고사직로 목사직이 박탈

당한 것이다 이런 유권해석은 권징재판으로 인.

한 면직과 파면은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만 목

사직이 복권된다 그러나 행정 결정으로 권고사.

직을 당했으니 행정 결정의 근거가 된 총회결의

신사참배 결의가 무효되었으니 평양노회의 권( )

고사직 결정이 자동적으로 원인무효로 되어 평

양노회 제 회 임시회 이전 소속 신분으로 회복37

된다 이런 이유로 면직을 전제로 복권결의는 오.

히려 주기철 목사가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 복권

해야 한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때로는 한국교회 역사를 접근할 때에 당시의

교회 헌법적 해석으로 접근하여야 할 때가 있다.

이를 무시한 결과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이 있

을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역사적 사실.

에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남

길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면 실수가

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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