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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현장의 무대에서

든 역사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

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 전적으로 지배되고 있다고 말한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이기셨으며 다시 한

번 세상을 그와 화목케 하셨다 고후 역사는( 5:19).

신성하게 설정된 목표를 향해 움직이며 미래란 과,

거에 만들어진 약속들의 완성과 성취로 바라봐야

한다.

역사의 사관을 논할 때 역사에 대한 관점은 단

순히 연대기적 나열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같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

다는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특별계시의

역사 내지는 구속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성경에 기.

록된 역사를 특별계시의 역사 라고 한다면( )救贖史

성경 기록 외에 역사나 그 이후의 역사는 일반계

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연계시라는 말.

을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한국의 문화 경제 정, ,

치 사회의 현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 ?

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

켜 나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역사의 사관이다 교.

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갔으

며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고백

을 통해서 역사 현장의 무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

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확인하고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은 역사 기록의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

에 역사의 사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요소요 전제,

임에 틀림없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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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분쟁의 유형 및 해결방안

김대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간 대표변호사 목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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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지교회 내부의 분쟁.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소송(1)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2)

징계무효확인소송(3)

나 교단내 상급치리회의 분쟁.

교단의 유지재단과 개별지교회의 재산분쟁(1)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2)

종교단체의 분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판례3.

의 태도

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

원 판례의 기본원칙

나 종교단체 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원칙적 태도

다 개별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

개별지교회의 법률적 성질(1)

개별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2)

개별지교회가 교단을 탈퇴변경하는 경우(3) ( )

교회분쟁의 해결방안4.

가 교회분쟁의 해결방법의 이원화.

나 분쟁의 사전예방.

다 분쟁의 사후처리.

라 총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결론5.

종교의 자유〚 〛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항은 국교는20 1 “ .” , 2 “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분리의, .” , , ,

원칙을 선언한다.

※ 김대준 변호사 목사( ) 연세대학교 행정학 법학부 전공 제 회 사법고시합격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 , , 48 ,

졸업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목사 법률사무소 다감 대표변호사 재단법인 숭실학원 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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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는1980~90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와 더불어 종교단체

인 교단 역시 대형화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양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교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 2006

결을 통해 교단탈퇴와 교회분열에 관한 기본원

칙을 정립한 이후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문제는

종교단체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회법정을 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지교회는 오랜 소송으로 인해 오

히려 갈등이 심해지고 교단의 최고치리회인 총

회의 치리와 권징의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현재 사회법정에서 진행되

고 있는 종교단체의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 뒤 교

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회 분쟁의 유형 민사분쟁 중심2. ( )

가 개별지교회 내부의 분쟁.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소송(1)

개별지교회와 관련해서는 교단탈퇴변경, ( ),①

교회 재산의 처분 교회정관변경 담임, ,② ③ ④

목사 청빙 문제 교인징계에 관한 문제들에, ⑤

관하여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위 가지 문제들 중에서 내지 는 모두 공5 ① ④

동의회의 필수적 결의사항들이며 담임목사 청빙,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

고 있지 않는 이상 공동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재적교인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법원은 정2/3 .

관으로 공동의회를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

를 무효로 본다 반면 담임목사 청빙 문제는 교. ,

단헌법상 당회결의를 거쳐 교인 과반수 찬성으

로 결의하나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

른다.

대법원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

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결의만을

받아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고 민

법 제 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126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며대법원 선고” ( 2009.2.12.

다 판결 더 나아가 부채로 교회재2006 23312 ), “

산이 경매되자 당회 결의로 교회재산을 다른 교

회에 매도하고 교회이전까지 마친 사안에서 교,

회재산처분권을 당회에 부여한 최초정관은 교인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효의 정관이므로 교

회재산 매매는 효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였다대” (

법원 다 판결2014 19752 ).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소송(2)

공동의회결의로 담임목사를 해임한 경우,①

노회에서 개별지교회가 반대하는 임시당회장②

을 파송한 경우 교단탈퇴를 이유로 노회에서, ③

담임목사를 면직한 이후 교단탈퇴를 결의한 공

동의회 결의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등의

경우 개별지교회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된 개별지교회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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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인총회에서 담임목사를 해임하자 교단재판

국에서 교인들을 출교처분한 사안에서 하급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교단 헌법에 교인들의

위임목사 불신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

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아 청빙을 결의한 교회의 공동의회는 목사 청

빙을 철회하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

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고( 2015.9.16.

가합 판결2015 966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나 사건( 2015 2057452 )

에서는 단 소속 지교회가 이 사건 헌법을 자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에는 목사에게 시무사임,

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은 노회에게 있고 목사,

가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헌법이 정한 재판절차를 거쳐 면직 등의 책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헌법이 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교회의 공동의회에서

목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

시하여 노회의 허락없이 공동의회의 결의만으로

불신임할 수 없다고 원심을 파기하였다.

징계무효확인소송(3)

교단헌법상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은 노회에서

심을 담당하므로 개별지교회에서는 일반 교인1

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지며 일반 교인의 경우,

징계가 내려질 경우 대부분 교회에서 이탈하므

로 관련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다.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담임목사를①

해임하자 교단총회재판국이 교인들을 면직판결

을 한 사안에서 면직판결은 항존직 직원의 신분,

을 박탈한 데 그칠 뿐 교인 지위까지 상실시키,

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안전주지법 가합( 2013

판결2046 )

토지매수와 관련한 재정의혹에 대해 계속②

적인 고소와 고발 소송제기로 해교행위를 한 장

로를 교회에서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아무런 징,

계사유도 없이 징계를 하였다거나 징계 양정에

대한 형평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처분 자체를 무

효로 할 만한 실체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사안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합 판결( 2012 2591 )

교회분쟁으로 인한 상호간의 고소와 소송③

을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에 다시 담임목사

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벌금형을 받게 한 장

로에 대해 당회결의로 제명출교한 것은 종교단

체의 권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안대구고법 나 판결( 2014 4669 )

나 교단내 상급치리회의 분쟁.

교단의 유지재단과 개별지교회의 재산분쟁(1)

개별지교회가 교단에 소속될 때 개별지교회의

재산을 교단총회에서 설립한 유지재단에 명의신

탁하는데 교단을 탈퇴변경할 때 명의신탁 해지

를 이유로 재산을 반환하는 소송이 빈번하다.

유지재단에 개별지교회의 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강제되는 다른 교단과 달리 합동교단은 명

의신탁이 강제되지 않아 합동 교단내에서는 크

게 문제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무(2)

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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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재판의 최고치리회로서의 총회재판국①

의 징계결의에 관한 소송

개별지교회에 관한 사건에 대해 총회에서②

최종적으로 결의한 사안에 대한 소송

노회에서 총회의 결의에 불순종하여 총회③

에서 이를 치리하였을 때 발생하는 노회와

총회 사이의 분쟁에 관한 소송

총대자격이나 총회에서 인정하는 공직의④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총회의 선거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가처⑤

분 및 무효확인 소송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 무효확⑥

인을 구하는 소송

종교단체의 분쟁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3.

판례의 태도

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대법원 판례의 기본원칙

헌법 제 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1) 20 1 “

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항은.” ,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

된다 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 , ,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는(2) ,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

구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급적 광범

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두 판결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2008 1368 ), ․

는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고대법원 마 전원( 2008 699

합의체 결정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

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대법원 다( 2006

다 판결 등 참조함으로써87903, 2008 84236 )

종교기본권을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의 보장을

한다.

나 종교단체 분쟁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

의 원칙적 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선진국의 경우 종(1)

교단체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법

적 관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매우 오랜 사

법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이러한 추세에 따라 종교단체 내부의 결의

등이 분쟁대상인 경우 법원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①

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

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

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

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

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

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선고 다 판결 대법2011. 10. 27. 2009 32386 ,

원 선고 다 판결 등2014. 12. 11. 2013 78990

참조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

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

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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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대법원 선고 다( 2015. 4. 23. 2013 20311

판결).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②

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

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

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

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

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

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선고 다( 2011. 10. 27. 2009 32386

판결).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③

방법으로 징계ㆍ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

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

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

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

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

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 2011. 10. 27. 2009 32386

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④

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

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

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

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

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

다대법원 선고 다 판( 2006. 2. 10. 2003 63104

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2)

을 종합해 본다면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결의나 처분에①

대하여는 원칙상 사법심사를 자제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그 분쟁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시민법,②

상의 특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 또

는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

률관계에 관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법심사

의 대상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사법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해도③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

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

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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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

하는 경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대법원은 종교단체의(3)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사법심사를 허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종교단체 내

부의 행정적 의사결정이나 권징재판의 효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나 교회,

의 재산에 관한 분쟁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시민

법상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보아

대부분 사법심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회의 대표자에 관한 문제의 경우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의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되기

때문에 재산에 관한 문제로 보아 사법심사를 인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개별 지교회와 교단의 관계.

개별지교회의 법률적 성질(1)

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한다 또.

한 교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

독교 교리를 신봉하는 다수인이 공동의 종교활

동을 목적으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규약 기타 규

범을 제정하여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등 집행

기관을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등 신앙단체로

서 활동함과 함께 교회 재산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법

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서 성립존속하게 된다대법원 선· ( 2006. 4. 20.

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2004 37775 ).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

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선고 다 전원합의2006. 4. 20. 2004 37775

체 판결 이 때문에 교회 내부에 별도의 규약이).

없거나 규약이 있더라도 내용이 흠결된 경우에

는 민법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한다.

대법원은 개별지교회 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

각각에 대해서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

력을 인정한다 비법인사단이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지만 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소송

을 제기하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별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2)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로 편입되어 교단

의 헌법에 따라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고 교단

이 파송하는 목사를 지교회의 대표자로 받아들

이는 경우 교단의 정체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지

만 원칙적으로 지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법

인 아닌 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

어서 지교회의 상급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갖추지 아니한 경

우나 규약을 갖춘 경우에도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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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 헌

법에 구속된다대법원 선고( 2006. 4. 20. 2004

다 전원합의체 판결37775 ).

개별지교회는 교단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으

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교단헌법과 별도로 정관

을 제정하여 개별지교회의 규약으로 삼을 수 있

다 개별지교회가 별도로 정관을 제정한 경우 법.

원은 교단과 개별지교회를 별개의 종교단체로

보기 때문에 교단헌법은 교단총회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정관은 개별지교회를 규율하는 규범으,

로 각각 독립성을 인정하며 양자가 충돌하는 경,

우 자교회가 교단헌법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

범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만 그리고 지교회의 독,

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교단헌법이 개별지교회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선고( 2006. 4. 20.

다 전원합의체 판결2004 37775 ).

그러나 개별지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도 일

정한 한계가 있다대법원 선고( 2014. 12. 11.

다 판결2013 78990 ).

교단은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

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 · ,

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

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 ·

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은 지교㈏

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

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우에 따.

라서는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

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 ,

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

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

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

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

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

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

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

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

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교회분쟁의 해결방안4.

가 교회분쟁의 해결방법의 이원화.

교회분쟁에 대해 종래에는 교단내에서 해(1)

결함으로써 외부로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교회의 대형화로 인한 교회의,

분열과 함께 재산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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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는 것이 일상화됨으로써 교단 내부에

서의 절차와 별도로 사회법정의 소송이 함께 진

행되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종교단체 분쟁에 대한 원(2)

칙적인 소극주의 때문에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

이 아닌 분쟁은 교회 내부의 해결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으며 법원이 개입한다 해도 분쟁이 해결,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교회의 현실,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

우도 많아 한계가 있으므로 교단내에서 공정하

고 적극적인 태도로 분쟁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

나 분쟁의 사전예방.

교회분쟁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분쟁발(1)

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소극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 내

부 분쟁에 대해 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

서 교단내의 의결절차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형

식적인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단헌법을 비롯한 내부규(2)

약을 정비하고 총회 차원에서 통일적인 세부규,

칙과 표준안을 만들어 노회와 개별지교회에 배

포하고 정기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년 변경되는 노회와 총회의. ,

재판국에 대한 필수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다 분쟁의 사후처리.

사전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1)

경우 총회에서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하며 그 다음은 공정한 교회재판을 통해 교,

회내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사회법정의 관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부득이 법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할(2)

경우에도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

다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중

재나 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은 주로 절차(3)

상 중대한 하자의 유무에 대해 판단하므로 가처

분소송이나 본안소송이 개시된 경우 가처분 또

는 심의 판결문에서 지적하는 절차적 하자를1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재처분하는 방법으로 분쟁

을 신속히 종결할 필요도 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지적되었음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계속

할 경우 분쟁상태가 지나치게 장기화되어 당사

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교회의 존립에 위기를 초

래한다.

라 총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일관성을 갖춘 절차에 관한 세부규범을 마(1)

련하고 전문성을 지닌 재판국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총회차원에서 또는 다른 교단과 연합하여(2)

사법부에 교회전담 재판부의 구성해 줄 것을 요

구하여 법원의 판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총회 재판국과 별도로 또는 내부에 전문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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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지식을 지닌 자를 포함시킨 화해조정위

원회를 구성하여 강제력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

다.

결론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분쟁은 개별

지교회 내부의 분쟁뿐만 아니라 교단 내 상위 치

리회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사회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화해나 조

정보다는 판결 위주로 결론이 내려지고 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교회가 겪는 고

통이 매우 극심할 뿐 아니라 소송이 종결된다 해

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

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 교회 구성원.

스스로가 교회 본질 훼손을 방치하고 적극적으

로 훼손케 한다면 교인 지위에 문제가 될 수 있

다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교회 본질과 정체성.

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교회 이외의 제삼자가

지켜주지 않는다 모든 구성원은 교회의 정체성.

이 유지되고 보존되어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교단체 분쟁의 특수성 때문에 교단

에서는 별도의 헌법과 치리제도권징재판 포함( )

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회법정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이유는 교

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의 권위 상실과 총회에

대한 불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 교단의 최고치리회인 총회가 적극 활용하

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한다면 최고치리회로서의 총회의 권위와 신뢰가

점차 회복될 것이다 더디고 번거롭더라도 꾸준.

히 쉬지 않고 그 길을 총회가 걸어가기를 제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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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회 적법성과 고의성에 관한 소고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

목 차목 차목 차

들어가는 말1.

권리 의무 주체로서 노회의 사단성2. ( )社團性

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1)

단체의 대표자인 의장의 권한과 책임2)

의장 노회장 의 정회 절차3. ( )

회의시 정회1)

비상정회2)

의장의 불법 비상정회의 고의성4.

비상정회로 인한 의장 불신임 결의5.

나가는 말6.

요 약〚 〛

왜 노회는 끊임없이 분쟁하는가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분쟁을 조장? .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분쟁의 현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고. ?

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이 초보적이며 육신에 속한 육신적이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인가 노회의 구성원은 소속 목사 모두와 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로 구성한?

다 노회는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치리회이다 치리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가 어떻게 지교회. .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을까 모두 이율배반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 제도? . , ,

는 한국 장로교회를 발전시켰고 성장시켰다 이제 이러한 치리회 제도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

교회의 집합체적인 사단성 은 심제 치리회의 근간이 되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기관이다 그( ) 3 .社團性

런데 당회와 총회 사이의 치리회인 노회는 매우 중요하며 법치가 존중되지 않으면 문란한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다 불법적인 비상정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대로 정상적인 비상정회를 무력화 시키는.

등의 문제들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파당을 지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여기에 의장의 불신임.

으로 분쟁을 촉발하여 자연스럽게 노회를 분립하는 그런 불법행위들은 이제 용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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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체로서 교회는 혼자서 일을 처리한 곳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조직을 만들어 함께 일하는

곳이다 교회 회의는 적법성 객관성 합리성에. , ,

의해 결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의는 모든 구성.

을 하나로 묶는 요건 중에 하나다 문제는 회의.

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도 외면되는 가운

데 회의체가 분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회와 교회의 노회 총회는 구성원의 전체 뜻을,

통해 결의를 통해 단체의 결의가 된다 단체의.

결의는 단체 구성원을 구속하는데 그 결의가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많은 혼란이 찾

아온다 따라서 교회는 바른 회의법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1)

모든 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소집되어야

하며 소집 방법은 해당 단체의 정관 혹은 규칙, ,

에 규정된 소집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소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법

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판례법리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법원은 단체에 관한 법률인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각 규정을 직접 적용법인 혹은( ),

유추적용비법인 사단한다( ) .2) 이러한 법리에 비

추어 볼 때 각 교회나 노회 등은 자치 규범인 정

관이나 규칙에 회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을 때는 교단총회가 제정한 장로회 각‘

1)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회의법으로 소재열 교회, 『

표준회의법 브엘북스 을 참조할 수 있다( , 2019) .』

단체로서 교회 노회 총회의 법적 성격과 회의법, ,

의 근거가 되는 각종 국가 법령과 교회법을 통해

회의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 회의 결과를 기록하,

는 회의록의 법적인 구성 요건을 설명한 책이다.
2) 이 부부은 소재열 교회 표준회의법 회의법, “ ,『 』

회의법 위한 민법 이해 페이지 를 참고하”(39~86 )

라.

치리회 회의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본고에서는 회의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범위로 하지 않고 오직 의장회장의 회의 진행( )

에 있어서 정회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적인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한예수.

교장로회의 정체에 의해 운영된 교회의 상회이

며 총회의 하회인 노회의 회의시 정회에 관한, ‘ ’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회는 소.

속 모든 목사와 지교회 당회에서 파송한 장로로

구성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회의는 해당 노회와 소속된 모.

든 지교회에 적용된다 따라서 노회의 결정은 지.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노회는 지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

열되고 분립되어 이런 경우 지교회의 노회 소속

결정과 변경은 교회 이외의 제삼자가 그 소속을

결정할 수 없다 지교회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회.

에서 소속 회원의 분쟁으로 노회가 분열되고 분

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열과 분립은 회의.

의장노회장과 그 지지자들이 노회를 장악하거( )

나 분리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노회를 분쟁

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의장인 노.

회장의 회의시 불법 정회 및 비상정회이다 이러.

한 의장의 불법행위는 결국 노회가 양측으로 분

리되어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상회인 총회의 조사위원이 가동되어 합의하

3) 제 장 제 조 제 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총1 3 “ 3 ( ) : “

회 산하 각 회의체의 회의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

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 , ,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

른다 교회는 종교적 자유의 본질과 독립성에 근.”

거하여 법적인 판단이 요구될 때 교회 정관이나

관련 시행세칙 등이 상위 기관인 노회나 총회의

각종 규정과 충돌할 때 교회 정관이나 시행세칙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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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목으로 양측이 노회를 분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노회 분쟁은 노회 분립으로 이어지는 공식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동원된 악습이 바로 노회장.

의장의 불법 비상정회이다 비상정회 권한은( ) .

노회장의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 ) .

한은 노회장의 포괄적인 권한이 아닌 제한된 권

한이다 교단 헌법교회 헌법이 회장의장의 비. ( ) ( )

상정회를 인정하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

고에서는 의장의 비상정회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요건과 불법 비상정회에서 의장의 고의성

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결국 본 고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질문형식으

로 표현하면 첫째 의장노회장에게 주어진 비상( )

정회란 무엇인가 둘째 비상정회를 인정할 수 없?

는 불법 비상정회에서 고의성의 범위는 무엇인

가 셋째 불법 비상정회에 대한 회원의 의결권? ,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의장의 불신임 절차는 무

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형식으로 본고를 진?

행한다.

권리 의무 주체로서 노회의 사단성2. ( )社團性

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1)

단체로서 조직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독

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입회와 퇴회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활동하는 인적 물적 조직( ), ( )人的 物的

을 말한다.4) 단체는 그 조직과 운영을 정하기 위

해 일정한 규칙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어.

떤 회의체에서나 절차 규칙을 정식으로 채택할

4) 김교창 교준회의진행법 법률신문사, ( , 2005),『 』

13.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실체적인 문제의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 관해 적용될 회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해 부족이나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5) 이러한 단체

는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에 의하여 동일성을 잃

지 않고 그 실체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6)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7)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체에 의해 조직되어 운영

된 장로교회와 그 상회인 노회 총회는 인적, (人

단체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성한)的

다 의결기관은 전 구성원으로 하며 반드시 두. ,

어야 하는 필요기관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폐

지할 수 없다 교회는 국가의 법률 가운데 상법.

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민법이 유추 적용된다.8)

5) 로버트 회의진행법(Robert s Rules of Order)『 』ˊ

한국회의법학회( , 2001), 56
6)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2006. 4. 20. 2004 37775

의체 판결.
7)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1. 6. 24. 2019 278433 .
8)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20. 4. 29. 2019 226135 ;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

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때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 관념에 적

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추 적용을 할 수

있다 법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

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

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유추 적용.

을 긍정할 수는 없다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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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3 “

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했다 개인의 사적” .

영역에서의 문제가 개인이 결정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의 권리와 의미의 주체

는 단체집합체일 수밖에 없다 그 단체인 법인( ) .

의 권리능력에 관한 민법 제 조는 법인은 법34 “

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

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권리능력을 구성원 모두를 그 주체로

삼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거래 관계에서 매우 불,

편할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적극적인 반대로 불

가능할 수도 있다 노회 구성원이 명이라면. 200

명 모두를 상대로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계약200

을 체결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그 단체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곧 민법

에서 규정한 법인 이다 교회와 노회 총회( ) . ,法人

는 이러한 민법의 법인 규정에 유추 적용한다.9)

노회 역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다.10) 노회

는 비법인 사단으로 대표자와 자치 정관규칙을( )

갖고 있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용 증.

명원을 발급받아 종교단체인 노회 명의로 부산

등기가 가능하며 실명제법에 따라 세무서에서,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 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

는 경우에 비로소 유추적용을 인정할 수 있다.
9) 소재열 교회 표준회의법 대법원, 60-61.,『 』

선고 다 판결 법인 아닌1992. 10. 9. 92 23087 ; “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

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0) 소재열 노회의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고찰“ ”

교회법 제 호 한국교회법연구소6 , ( , 2021), 7.『 』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조 원1978. 3. 28. 75 1299 ,

심 대구고등법원 선고 나 판1975.5.20. 74 1132

결 참조.

고유번호증사업자번호을 발급받아 은행권에서( )

노회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인 의장의 권한과 책임2)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주재 하, ( )主宰

며 회의체를 대표한다 이 의장은 단체의 대표, .

자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회의체에서 중요한 지

위를 차지한다 의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단체의.

중요한 임원이다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와 폐회를 선언한다 폐회는 심의를 마치면 동의.

와 재청을 받아 폐회한다 의안 심의 끝나지 않.

는 상태에서 정해진 폐회 시간 안에 마칠 수 없

을 때는 회원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장이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

데 자신의 문제가 상정되어 불이익 처분의 가능

성을 염려하여 독단적으로 폐회하면 안 된다.11)

의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

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진행을 방해는 행

위의 발언을 정지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질서

유지권이 있다.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11) 제 회 총회에서는 직전 총회장의 불법 직권98

폐회에 문제가 차기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 회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98

다음과 같다 제 회 총회장 징계 처리 서중노회. “ 97 (

외 건 서기 김영남 목사가 제 회 직전 총회42 ) 97

장 징계 처리에 대한 헌의안건 중에서 불신임 및

퇴진 건은 이미 직전 총회장의 임기가 지났음으로

보고하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안건 영구(

총대박탈 증경총회장단 명단삭제 예우박탈 공, , ,

직중지 건 을 본회에 상정하다 직전 총회장 정) . -

준모 목사가 지난 제 회 총회파회사태에 대한97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므로 총회 사태 관련, 97

하여 사회 법정에 제기된 모든 소송 일체를 취하

토록 하고 총회장 징계 문제를 종결하기로 가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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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중립 의무 이행을 위해 국회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12) 또한 의장은

찬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찬반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토론에 참여할 경우 의장직을. ,

다음 순위자에게 넘기고 회원의 자리에 발언하

여야 한다.13) 그러나 표결에는 회원의 한 사람으

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회원들을 공정.

하고 평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법 제 조에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35 “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한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규

정을 두고 있다.

장로회 정체에서 치리회로서 노회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아 노회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노회라는 집합체는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단체가 아닌 개인은 권리와 의무,

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오직 노회라는 단체에 권.

리와 의무의 주체가 부여됨으로14) 단체의 결의,

즉 구성원의 총회로 모인 회의는 중요한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법적 효력이 없는 노회.

결의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주도해 가기 위해 불

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결의를 강제할 때 이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12) 국회법 제 조의20 2.
13) 김교창 교준회의진행법, , 85.『 』
14) 대법원 선고 다 판결2011. 7. 28. 2010 97044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

로서 부적법하다.

특히 집합체 구성원이 총회로 모인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해 결의할 때에는 엄격한 소집 절차

와 결의 방법이 요구된다 이때 노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는 노회장은 규칙에 근거하여 부노회장

에게 위임하지 않을 경우 총회 회무를 진행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회.

의를 소집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이에 상응

한 책임이 따른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인 노회장이 규칙과

구성원인 의결권자들의 뜻에 반한 회무를 진행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까지 대표자에게.

위임되지 않았다 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대표자.

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대표자의 권리는 곧.

단체의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단체의,

정관규칙에 규정한 위임사항으로 제한을 받는( )

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은 다음과 같이( )

의장의 책임을 규정한다.

정치 제 장 제 조 회장의 직권19 2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

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

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

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案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 는 회중에( )議題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

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

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

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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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15)

의장 노회장 의 정회 절차3. ( )

회의시 정회1)

정회는 회의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절차

상의 일시적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회는 통.

상 회의의 업무 사항 자체와 관계된 목적을 가진

다.16) 정회하기로 예고된 시간이 종료되면 의사

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재개된다 회순 채택시.

에 정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특별

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예정 시간이 도래하면 그

사실을 고하고 정회를 선언한다 회순 채택시에.

본회의 일부 변동을 조건으로 임시로 채택되었

을 경우 회들의 동의와 재청으로 정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의장이 예정된 시간에 정회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정회를 선언하도록 요청한다 자치, .

규범과 회의시 회순채택 시 명시한 정회 외에 회

원들의 허락 없이 개인 임의로 정회를 선언할 수

없다 정회는 회원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사전에,

결의된 내용 이외에는 의장이 임의로 정회를 선

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회원들의 참정권과 의

결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비상정회2)

전술한 대로 정회는 첫째 정관에 규정되어 있,

15)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정치 제( ) , . 19『 』 Ⅳ

장 제 조2 .
16) 로버트 회의진행법(Robert s Rules of『 ˊ

Order), 114

거나 둘째 회의 시작시 회순채택을 할 때 결의,

되었거나 셋째 회무 진행시 회원들이 허락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비상정회는 첫 번째.

인 정관헌법에 규정을 근거로 한다( ) .17) 의장의

단독행위이다 비상정회의 경우 위의 둘째와 세.

번째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

의장이 적법하게 비상정회를 선언하였을 경우,

그 비상정회 후 속회는 오직 비상정회를 선언한

의장만이 개회할 수 있다 속회는 개회 때와 똑.

같은 방식으로 소집한다 그러나 비상정회시 속.

회 일정과 시간을 공지했다면 다시 공지할 이유

가 없다 그러나 이런 예고 없이 비상정회를 선.

언했다면 속회는 반드시 규칙에 규정한 소집 절

차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에는 회‘ ’ “

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때에만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으나 회

기 내에 속회하여야 하며 회기 종료 일 전에도, 1

속회하지 않으면 회장의 자격은 상실되고 회의,

는 폐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 제 조, 21 18)

또는 제 조32 19)에 따라 차순위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한다 라고 했다.” .20) 여기서

17)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헌법 정치 제( ) , . 19『 』 Ⅳ

장 제 조2 .
18) 제 조 회장의 대행 장의 유고 또는 자격정지21 ( ) “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참석한 최근 전임회장의 순으로 한다 전.

임자도 없으면 회원 중 가장 선임자가 한다 단. ,

당회는 예외로 한다.”
19) 제 조 회의 소집자의 지정 회의체가 분쟁으32 ( ) “

로 인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소

속 치리회 또는 상급 치리회가 소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교회헌법과 실정법에 위반으.”

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장로회 각 치리( ), 『

회 회의 규칙 제 조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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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된 회기란 정기회가 개회한 때로부터 다‘ ’ “

음 정기회가 개회하기 직전까지를 한 회기로 본

다 라고 했다” .21)

문제는 비상정회는 의장에게 주어진 포괄적인

직무가 아니라 제한된 권한이다 즉 의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때는 조건이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치 제 장 제 조 회장의 직권19 2

회장은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

다.

본 규정에서 의장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거

나 자신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될 때 자기 방어

목적으로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인정되지 않

는다 단지 특별한 일 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 ” .

그 특별한 경우란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이다 자신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안에 대” .

해 적극적인 반대자들의 의사 표명이 있음을 이

유로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

의장은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도록 회의

를 진행하여야 한다 반대자들의 발언을 차단하.

므로 분쟁을 야기시켜 회의 질서를 이유로 비상

정회를 선언하면 안 된다.

의장의 불법 비상정회의 고의성4.

비상정회의 법적 근거는 교회 헌법 정치 제19

장 제 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규정은 비상정회2 .

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장로회 각 치리( ), 『

회 회의 규칙 제 조40 .』

에 대해 특별한 경우 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특“ ”

별한 규정을 전후 문맥에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성은” .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불법성에 대한 성토와 발언 요구로 소란

한 틈을 이용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비상

정회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혼란의 원인이.

의장의 귀책 사유일 때에는 고의성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총회장이었던72

김길현 목사는 제 회 총회를 개회한 후 다음과73

같은 이유로 비상정회를 선언했지만 본회에서,

고의성이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

다.

총회장 김길현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

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불법총대 당1. (

회수조작 파송 조사의 건과 사고 노회 수습의) 2.

건과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이탈3. 4.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임원선거까지 포함한5.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중경 총회장을 포

함한 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병원 목15

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 와‘ ’

아니오 라고 대답함에 아니요 소리가 월등하게‘ ’ ‘ ’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습니다‘ .’

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 라고 주장하자‘ ’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성헌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

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하자는 이재문 목사의 동의

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22)

의장의 불법행위에 반대한 회원의 요구에 비

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제 회 총회록( ) 7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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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고의성으로 인정받지 못‘ ’

한다 각 회의체는 반드시 정관이나 규칙에 대한.

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정치편 제 장 제 조의 비19 2

상정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비상정회

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3)

비상정회로 인한 의장 불신임 결의5.

불신임 결의에 절차적ㆍ실체적 위법 사유가

적법해야 한다 불법 비상정회로 인한 파행의 책.

임을 물어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결의하는 경우

가 있다 불신임동의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

어야 이를 처리하는 규정은 본 교단 그 어떤 규

정에도 없다 일반적으로 불신임동의안이 제출되.

고 본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불신임동

의안에 대하여 노회는 부노회장이 총회는 부총,

회장이 불신임을 가결하였을 때 이에 적법성 여

부가 관건이 된다.

비상정회가 의장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속회는 반드시 비상정회

를 선언한 의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그렇지.

개회나 전회의 소집권자는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노회 총회장 등이다 그러나 비상정회의 고의성, .

으로 노회가 파행될 때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

여 불신임동의안이 절차에 의해 제출되었고 이,

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상 다음과 같은 총회 사례는 관례로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 불신임동의안 발의와 처리가 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3) 다음과 같이 교회 정관이나 노회 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의장 비상정회는 실제적인 폭력적. “

행위로 계속 회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

한한다 로 규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총회장 김길현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

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불법총대 당1. (

회수조작 파송 조사의 건과 사고노회 수습의 건) 2.

과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이탈 교3. 4.

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5.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증경총회장을 포함

한 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병원 목사15

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묻는 과정에서 예 와‘ ’

아니오 라고 대답함에 아니요 소리가 월등하게‘ ’ ‘ ’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읍니다‘ .’

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 라고 주장하자‘ ’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성헌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

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하자는 이재문 목사의 동의

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24)

제 회 총회장인 김길현 목사의 비상정회가72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부총회장인 이성헌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여 회무를 진행한 사례이다 의장.

의 비상정회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부총회장이

계속 회무를 진행하여 의장의 불신임이 가결되

어 제 회 총회 임원을 선출한 사례이다 그러나73 .

이러한 제 회 총회 결의 이전인 제 회 총회73 46

( 에서 경북노회 사건에서1961) 비상정회와 불신

임이 모두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경북노회 사건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인정할 수 없“

고 비상정회도 인정할 수 없으며 쌍방에서 치리한

모든 치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특별위원을 선정 파송하시되 고성모 양화석 윤봉, ,

기 이대영 박손혁제 씨를 보내되 양측 임원을 선, ,

정함이 가한 줄 아오며 경북 노회 사건에 관한 보(

고는 임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25)

2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제 회 총회록( ) 73『 』

참조.
2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제 회 총회록(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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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노회 사건에서 비상정회와 불신임 결의

모드를 인정하지 않고 총회가 특별위원을 선정

하여 교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교

단 헌법교회 헌법( 에) 비상정회 선언의 요건인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 객관적 기”

준으로 법제화하는 규범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총회가 본 규정을 유,

권해석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

하면 앞으로 많은 노회가 의장 불법 비상정회와

이에 반대한 측의 의장 불신임 결의로 분쟁이 심

화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노회.

분립으로 해결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일단 분명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가 파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

하기 위해 연장자인 홍광 장로가 임시 사회가 되

었다 무려 시간의 논란 중에서도 표결을 붙이. 5

지 않으므로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

가 짙게 보이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홍광 장로

반대쪽 이사들은 결국 사회자 불신임안을 냈다.

사회자가 불신임안에 동의와 재청에 대한 가부

를 묻지 않자 이때에는 동의자가 가부를 물을 수

있다는 법리적 유권해석에 따라 동의자인 이경

원 목사가 가부를 물어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다시 임시 사회자를 선출하기 위해 투표에 들

어가 표를 얻은 이경원 목사를 임시 사회자로9

선정하여 재단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자가 아닌 권모 장.

로가 비상정회를 선포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

자 곧바로 임시 사회자인 홍광 장로가 비상정회

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김영우 목

( 참조1961. 9.) .

사가 재단이사회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26)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합동의 사( )

례이다.27) 평양노회는 년 춘계정기회에서2018

의장노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고퇴를 들( )

고 회의장을 떠나려고 하자 일부 회원들이 가로

막고 고퇴를 두고 나가라고 하여 고퇴를 빼앗았

다 회원들은 노회장의 회의 진행방식과 비상정.

회가 불법이며 직권남용이라며 회원 중 최고 연,

장자이며 불신임을 발의한 발의자인 김경일 목

사는 회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노회장의 불

신임안을 회원들의 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가3 2

결했다.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상황에

서 속회 권한은 비상정회를 선언한 노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노회장의 불법적인 회의 진

행과 불법 비상정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

안을 처리했다 불신임이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노회장 궐위혹은 유고 상태로 보아 노회 규칙( )

대로 부노회장 중에 장로 부노회장이 등단하여

속회를 선언한 뒤 임원공천위원회의 보고를 받

고 제 회기 임원과 총대를 선출했다182 .

나가는 말6.

26) 홍광 장로와 권영식 장로를 비롯한 김경원 목사,

이덕진 목사 백성기 장로 이상 명이 퇴장해 버, 5

린 가운데 김삼봉 목사 김영우 목사 이경원 목사, ,

이기창 목사 박해석 장로 최형선 목사 백남선 목, ,

사 안명환 목사 정준모 목사 한기승 목사 이상, , ,

명이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김영우 목사10 .

가 표 표는 백표로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회9 , 1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

(http://www.reformednews.co.kr/629 참조)
27) http://www.reformednews.co.kr/7443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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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

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집합체이다 교회가 의예.

로 도덕적이고 준법 준수가 어느 여타 일반 단체

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법치주의 근, ,

간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 그러.

나 사실은 정반대일 수가 있다 어쩌면 더 반대.

인 경우가 많다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자기 합.

리화로 법을 교묘히 피해간다 오로지 자신의 주.

장과 의견을 절대화하여 과격한 행동과 주장은

하나 된 공동체를 파괴한다.

인간의 연약성은 회의를 통해서 드러난다 회.

의는 자기주장의 의견을 제기하므로 논의가 시

작된다 사람의 성격과 됨됨을 살피려면 회의하.

는 장면을 지켜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회원의.

발언은 자신의 법적 지식에 근거하므로 발언들

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법적 지식의 한계가 드러

난다 한자리에 모여 회원들의 의사를 공정하고.

원만하며 신속하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회의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합체.

가 갖고는 규칙이 있다 그러한 규칙의 불비로.

특별한 사안 특히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실 속,

에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기준인 성문화 된

문언적 규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의장의 비상정회 의장‘ ’,

에 대한 불신임 가결이다 불신임 가결이란 본‘ ’ .

교단 그 어떤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상정회는 교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 요,

건이 객관화된 규정이 될 수 없어서 이를 이해하

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집행

한다 그러나 서로 삿대질만 할 뿐이다 자신의. .

귀책 사유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비상정회

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불신임.

한 처리에 대한 관련 성문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적법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총회는 비상정회와 불신임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새로운 결의를 통해 이제는 이러한 문

제로 치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회에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각 노회에서는 이

러한 문제를 노회 규칙에 정확히 규정하여 이와

유사한 분쟁으로부터 교회 노회 총회를 보호해, ,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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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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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열 박사 지음 페이지 원, 1280 , 60,000

주문 한국교회법연구소: (031) 984-9134

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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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회 출발과 황해노회 역사 고찰
한국선교 주년 몇 공식 선교사 입국 주년 기념143 138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한국교회사 법학박사( , Ph.D., )

목 차목 차목 차

들어가는 말1.

한국교회 최초 선교 역사 재조명2.

한국교회 최초 선교기념 년1) , 1879

만주에서 한국인의 최초 세례자2)

한국 최초 자생적으로 설립된 소래교회3.

소래교회 지역 관할인 황해노회 조직과 분립4.

황해노회 조직1)

황동노회 분립2) (1939)

소래노회 분립3) (2014)

황해노회의 역사적 의의5.

나가는 말6.

요 약〚 〛

성경관에 따라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듯이 역사관 또는 역사의 사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에 따라 역사이해와 해석이 달라진다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 역사를 회고적으로 관망하면서 과거 역사.

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역사를 말하고 기록한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사관은 대단히 중요하다. .

똑같은 역사적 사실을 현재의 위치에서 평가하고 해석할 때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의 사관

때문이다. 백낙준 박사는 초기 한국 개신교회사는 선교사 측에서 능동적으로 선교를 선행“ ( )宣敎師

한 점을 중시하여 선교사 라는 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하다 보니 선교사들의 선교 중심의 역( )”宣敎史

사를 집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면서 입국한 최초의 의사 선교사인 알.

렌의 입국인 년 월 일이 한국 기독교회의 출발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가톨릭교회와 전1884 9 20 .

혀 다른 역사의 기록이다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로 입국한 주문모 신부의 입국인 년을. ( ) 1795周文謨

선교의 출발로 삼지 않고 한국인 이승훈이 최초로 중국에서 중국인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년1784

을 선교의 출발로 삼는다 한국인에 의한 자생적인 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

회개신교는 중국인 선교사에게 년에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들에 의해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 ) 1879

고 예배공동체가 출발하였음에도 이를 선교의 출발로 삼지 않는다 오직 최초로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소속 알렌 선교사의 입국을 선교의 출발로 삼는 것은 지극히 의 역사 사관 때문이었宣敎史

다 이제 황해노회 역사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는 심각하게 재논의되어야 하며 정리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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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12. 30.)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14 )22

들어가는 말1.

이탈리아 역사철학자 베네디토 크로체(Benedetto

Croce, 1866~1952 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 .”

라고 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회고적으로 바라보.

며 현대적 가치와 의미로 재발견하고 새롭게 해

석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교

훈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모든 역사는?

직선적 선적 역사개념으로 출발한 성경적 기독,

교적 역사관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자신의 주권적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적 역사이

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어떻

게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계시적

역사라고 한다 이를 구속사 라 한다 성. ( ) .救贖史

경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계시는 자동적으로 하

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가라는 구속계시

로 이어진다 특별계시의 수단이 된 신구약 성경.

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자기계시인 구원계시

의 수단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신약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과거를 회고적으로 바라보며 그 의미를 부

여하고 해석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게 적용하는 구원의 역사임에는 틀림없다.

특별히 신약성경으로 계시가 종결된 이후 모

든 일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한국교회사 박사학위 논.

문 지도교수였던 김의환 박사의 이러한 하나님

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는 오늘 한국교회 역사에

투영시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며 섭리사관을

주창했다.

오늘의 한국교회 정체성을 위해 어떻게 한국

교회가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과거 역사를 확인

하고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는 일은 이 시

대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의 한국교회 그 교회. ,

를 관리감독하는 치리회가 있고 거룩한 하나님

의 은혜의 복음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모든 원천의 힘인 성경이 있고 교회 역

사의 현장이 있다 과거 역사를 회고적으로 바라.

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

고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오늘이 있기까지 과거

역사는 바른 사관 에 의해 반드시 정리되어( )史觀

야 한다.

모든 역사는 사관이 있다 마치 전혀 때묻지.

않는 진공상태에 있는 순수한 인간 이성으로 성

경과 역사를 접근한 사람은 없다 해석자는 자신.

의 어떤 특별한 관점을 갖고 성경이나 역사적 사

건에 접근한다 어떤 관점 사관을 갖고 있느냐. ,

에 따라 해석의 결과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과거.

한국교회의 역사를 어떤 사관에 의해 접근하느

냐에 따라 역사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진다.

백남준 박사의 한국교회 역사 연구를 통한 박

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라투레트(K. S.

교수는 백낙준의 연구 성과를 사료Latourette)

의 수집과 비판 그리고 역사학적 해석을 통하여,

초기 한국의 기독교회28)의 역사를 완벽하게 정

리하였다고 평가했다 백낙준은 기독교사는 본질.

적으로 복음선포와 전파를 의미하는 선교사(宣敎

이며 초기 한국 개신교회사는 선교사) , ( )史 宣敎師

측에서 능동적으로 선교를 선행한 점을 중시하

여 선교사 로 서술한다고 언명하였다 이( ) .宣敎史

런 점에서 백낙준의 연구는 선교사관으로 평가‘ ’

28) 필자는 본고에서 개신교회 라 하지 않고 기독‘ ’ ‘

교회 라고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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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9) 그러나 이 논문의 의의는 제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그러.

나 한국 주재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실적을

보고한 선교사의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선교사

중심의 선교역사를 한국교회 역사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교회 선교가 외국의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상주하며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초기 한국교

회의 모든 역사는 자신들이 입국한 시점으로부

터 모든 역사를 집대성하였다 한국인 목회자와.

장로에 의해 자치적인 독립노회인 독노회(1907)

가 조직되기 이전까지 모든 선교의 역사는 선교

사들이 주관했다 독립된 독노회가 조직되었다고.

는 하나 완전한 독립은 한계가 있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는 결국 독립된 자치권은 끝

내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넘기지 않고 신학

교가 폐쇄된 년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1939 .

년에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재단법인은 조선1940

총독부에 귀속되어 적산재산이 되고 말았다.

한국장로교회 혹은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총회,

가 제 회 총회 를 끝으로 폐쇄되기 전까31 (1942)

지 한국교회에 모든 신학과 교리 운영의 규범들,

은 선교사들이 주도하였다 자연히 모든 역사 기.

록은 그들 중심으로 기록이었음을 부인하지 못

한다 년 해방 후 다시 재입국한 해외 선교. 1945

사들은 년 제 회 총회 이전 까지 미국에1959 44

서 온 모든 원조를 선교사들이 직접 관리하고 집

행했다.

이제 제 회 총회를 기점으로 선교사들이 관44

장하고 있는 외국의 모든 원조를 총회 임원회로

29) 한국개신교사 백낙준 연세대학1832 1910 ( ,『 』

교 출판부 참조, 1973) .

이관하기로 결정하기로 쌍방간 합의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 회 총회 임원선거는 한국 주재44

선교부가 자파 사람을 세우기 위한 치열한 선거

운동은 결국 제 회 총회가 분열로 이어지는 한44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정.

통성까지 자신들의 주도하에 결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화 된 총회로 만들기WCC

위해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부는 연동 측 총회를

정통성 있는 노회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30)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독자적인 교회

역사를 선교사들에 의해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역시 한국교회의 역사 인식에 대한 한계였다.

한국교회 최초 선교 역사 재조명2.

한국교회 최초 선교기념 년1) , 1879

30)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부의 성명서 월 일(10 7 )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정치를 고수①

한다.

우리는 대전 총회 제 차 가 진행 중 허다한( 44 )②

불법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 중 가장 현저한 것.

은 총회를 년 월 일까지 불법 정회시킨1959 11 24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전 총회가 합법적으로.

정회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행위를 강행하려고 할 때 전 서기가 일어나서

임원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회원 과반수의 찬동을

얻은 후에 전 회장을 승석시켜 의사를 진행시키려

했으나 강제 축출을 당하게 되어 부득이 회의장을

서울로 옮기기로 하고 서울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속회를 하고 이창규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정한 그 회가 유일한 합법적인 대한예수교장로

회 제 차 총회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불법한 결44 .

정과 선포로 년 월 일에 모이려는 회를1959 11 24

합법적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속회로 인정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의사는 위와 같으나 진심으로 평화를③

희구하며 교회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

지 아니할 결심을 표명한다.

년 월 일 미국 연합장로회 구역협동사1959 10 7

업부 회장 안두화 외 부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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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톨릭교회는 중국교회 신부인 주문모

선교사( , Jacques Vellozo, 1752-1801)周文謨

의 입국인 년 월 일을 선교의 시발점1794 12 23

이 아닌 년 이승훈1784 31)이 북경에서 예수회

신부 그라몽 에게 세례를(Louis de Grammont)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아 돌아온 그 해‘ ’

를 선교의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즉 년을. 1784

한국 가톨릭교회 시발점으로 삼는다 한국의 기.

독교회개신교회는 미국의 북장로회선교부 소속( )

알렌 선((Horace. N. Allen, , 1858-1932)安蓮

교사가 입국한 날인 년 월 일을 선교1884 9 20

시발점을 삼아 이날을 선교 출발로 기념하고 있

다.

한국 기독교회가 선교사의 입국한 날을 선교

시발점이 아닌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

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1879 , ,

김진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번역과 서,

북지역에서 전도했던 그 해를 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교회 선교 출발로 삼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주재한 장로회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자신들의 선교역사를 중심으로 모

든 행사를 기록하여 왔다 특히 한국교회 선교.

31) 년 조선인 최초로 영세를 받아와 천주교1784

전파에 나섰다 세례명은 베드로 년 신유박. . 1801

해 때 서대문 형장에서 순교했고 아들 손자 증손, ,

자까지 순교하여 대가 순교했다고 가톨릭교회가4

역사로 기록하고 있다 이승훈의 포교 이후에도.

조선에서 천주교는 박해와 탄압을 받았다 흥선대.

원군에 의해 탄압받던 천주교 신부들은 프랑스 파

리외방선교회 소속이었다 년 한불조약이 체. 1886

결되면서 조선 정부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포교를

정식 허가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는 천주교 포교.

권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출발을 언제로 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

기 되었다 한국에 주재한 장로회 선교사들은 미.

국 북장로회 선교회 소속 알렌의 입국인 1884.

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9. 20. .

회는 이 기준에 의해 한국 교회선교 년 희년50

대회를 년에 가졌다 이 모든 것은 북장로1934 .

회선교부 중심적 역사 평가와 기록이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한국 선교 주년 희년 기50

념 행사를 장로교와는 달랐다 주년은 아펜젤. 50

러의 입국인 년 월 일이 아닌 매클레이1885 4 5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한 년 월 일을 기1884 6 23

점으로 했다 매클레인 선교사는 한국에 상주한.

선교사가 아닌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로 한국에

방문 선교사였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턴으로 하면.

장로교회에 뒤쳐진다 장로회의 알렌. (1884. 9.

보다 개월 전이 월에 방문한 매클레인을20.) 3 6

기점으로 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한50 .

국교회가 연합으로 선교 주년 행사는100 1985

년 월 일 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회인4 5

아펜젤러 선교사의 입국을 기준으로 삼았다.

년을 기준한 인쇄물을 모두 소각하고 다시1884

인쇄를 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알렌 선교사가 입국하여 한국의 기독교회가

출발한 년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주년이1884 100

되는 해였다.32)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선교 사역

의 시작을 한국교회 선교 출발로 삼아 교회 역사

를 집대성하였다 그러나 이미 안. 1884. 9. 20.

수 받지 않는 의료선교사 알렌의 입국과 1885.

오후 시에 입국한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4. 5. 3

인 언더우드 선교사 입국을 최초의 선교 목사선,

32) 한국 가톨릭교회 출발은 년 봄 이승훈이1784 ,

북경에서 영세한 뒤 귀국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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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최초의 입국 등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국은 아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조선이었기에 선교사 신

분이 아닌 공식 신분은 공사관의 공의 였으( )公醫

며 언더우드는 교사 신분이었다, .33)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들의 입국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한국인에 의해 선교가 이루어졌고 집

합체인 예배공동체가 소래에서 형성되었다 그리.

고 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 가톨릭교회가 외국.

33) 한국 가톨릭교회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파송되어

내한한 선교사는 주문모 신부였다 그는( ) .周文謨

청국인으로 년부터 년까지 년 개월1795 1801 6 4

동안 사역했다 그는 조선교회의 첫 신부로 임명.

받아 성직자로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되었는데 조

선에 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 잡히기만 하면 죽

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 되던 년 월42 1794 12

일쯤 서울로 들어왔다 조선 최초로 가톨릭교14 .

회 첫 미사는 년 월 일 부활절이었다 정1795 4 5 .

조 사후 년 경주 김씨 정순왕후가 사학 박멸1801

령을 내림으로써 최초로 전국적인 박해가 일어났

다 소위 신유교난으로 주로 양반 측의 교우. 300

여 명이 순교했다 주문모 신부에 대해 체포령이.

떨어졌다 방을 붙이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그. .

는 자신으로 인해 무고한 신도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자수했다 그는 년 월. 1801 4 19

양력 월 일 오후 시에 순교하였다 기독교( 5 31 ) 3 .

회 개신교 의 최초의 선교사는 한국 가톨릭교회( )

주년이 되는 해인 년 월 일 알렌 선100 1884 9 20

교사가 입국했다 그는 선교가 금지된 조선에 선.

교사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었으므로 미국 공사관

의 공의로 입국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년. 1885

월 일 오후 시에 제물포를 통해 입국하였는데4 5 3

그 역시 선교사 신분이 아닌 교사였다 그는 한국.

에서 년 동안 사역하였다 최초의 가톨릭교회32 .

신부는 정상적으로 선교사 신분으로 입국할 수 없

었으므로 숨어서 입국하여 순교를 당했다 기독교.

회 개신교 의 최초의 의사 선교사인 알렌 목사 선( ) ,

교사인 언더우드는 선교사 신분을 속이고 각각 의

사 교사 신분으로 입국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 .

고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 몰래 숨어서 입국하여 사역하다 순교한 가톨

릭교회 선교사를 놓고 차등적 가치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의 신부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하 한국인 신

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되었듯이 한국의

기독교회 역시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로 예배가 이루어졌다 이를 한.

국교회의 선교 출발시발점로 하지 않고 자신들( )

의 입국 시점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은 것은 지극

히 선교사 중심의 역사평가와 기술이었다는 점

이 한계다 한국교회는 아무런 의식 없이 선교사.

들이 하는대로 따라가는 선교역사의 기록을 남

겼으며 이를 기준으로 한국교회에 복음을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조선.

예수교장로회 역시 이 날을 기준으로 교회 설립

기념일 행사를 지켰다.

선교사들은 초기 한국교회 즉 기독교회의 역,

사를 외부의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인에 의한 자

생적으로 설립한 교회를 선교 시발점으로 했더

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교회 최초의 선.

교는 년 월 일 알렌의 입국이 아닌 이1884 9 20

미 자생적으로 최초로 세워졌던 년 소래교1883

회 설립을 가능하게 했던 년의 만주에서 한1879

국인 최초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에 의해 이미 성경

공부반이 진행되었으며 년에 이르러 소래, 1883

교회 설립을 통해 그 교회사가 진행되었다.

그레이엄 리 선교사는 년 평양선교지부1893

를 개설한 후 북쪽 지방 사역에 관한 첫 번째 공

식 보고서를 미국 선교본부에 보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최초의 선교 사역은 스코틀랜“

드 성서공회의 대리인 토머스 목사에 의한 한문

신약전서의 반포였습니다 그는 제너럴셔먼호의.

원정을 따라 한국에 왔는데 그 배는 평양 바로

아래에서 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라고 썼다18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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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년대에 매킨타이어 목사가 만주를 여“1870

행하면서 한국인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년, 1876

에 년이 임[1879 ]34) 네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는

데 그 중에 백홍준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사역을 이어갔는데 그,

대부분이 로스 박사의 손에 맡겨져서 아마도 그

는 몇백 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었을 텐데 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서상륜도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위한 로스 선교사와 매킨

타이어 선교사의 활동을 언급한다.

이어서 년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가1885

년 언더우스 박사가 평양과 의주를 방문해“1887

씨앗을 뿌리면서 로스 박사의 사역의 열매를 찾

아보았습니다 라고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는 년 평양에 최초의 평양 북. 1893

장로회선교지회를 개설하고 이듬해인 년1894

월에 미국에 보낸 선교고보서이다12 .35) 언더우

드나 그레이엄 리 선교사 등은 이미 중국에 파송

된 두 선교사에 의해 한국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한국인이 년에 최초로 세례를 받아 복음1879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포삼열.

선교사36) 역시 아직 평양에 선교지부가 개설되

34) 한국교회 초기 여러 작품들 중에 최초의 세례자

를 년에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나 년대에1876 1990

들어와 일차 자료에 근거하여 수정되었다 옥성득(

역 마표삼열 자료집 새물결플러스, 1 ( ,2017),『 』

주 참조 서상륜은 권서인 전도사 조사649. 1 . , ,

의 경험이 있는 그는 년 월에 로스 선교사1882 4

에게 세례를 받았다 서상륜은 이미 년에 로. 1876

스를 만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35) 옥성득 역 마표삼열 자료집 새물결플러, 1 (『 』

스,2017), 649.
36) 마포삼열 선교사는 년 월 일 의주에서1891 3 25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

낸 개인 편자에서 중국과 아주 가까운 이곳 사람“

들은 년 동안 복음에 대해 들어왔기 때문에 복20

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로스 목사가.

기 이전인 년에 평안도는 가장 전망이 밝1890 “

은 도 라고 했다 이 평안도는 로스 목사와 권” . “

서들의 사역이 대부분 그곳에서 이르어졌기 때

문이다 라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 권서들이 행” . “

한 사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곳이자 만주 봉천,

의 로스 목사와 그의 신자들이 힘써 일한 지역이

바로 이 평안도입니다 라고 했다 이미 평안도에” .

서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 전래 이전에 이미 선교

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37)

평양선교부 지회가 개설되기 전인 년에1891

마포삼열 선교사는 만주 봉천으로 가서 로스“[ ]

목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이루

어진 그의 사역에 대해 알아볼 계획 이라고 미국”

선교부 본부에 보고하기도 했다.38) 이러한 계획

에 따라 로스 목사와 그의 개종자들이 한국의 북

부 지방의 선교를 위해 봉천의 로스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일 만에 도착했고. 6

나흘 동한 체류하였다 이 방문의 만남을 통해.

로스이 한국 사역을 이해 하게 되었으며 가장“ ” , “

유익한 만남 이라고 했다” .39)

사역한 중심지이며 지금 로스 목사는 이곳에 권,

서를 두고 있는데 그는 국경을 따라 성경을 반포

해 왔습니다 이곳 의주에 있는 우리의 전도사 백.

씨 백홍준 는 로스의 첫 개종자 중 한 명이다 라[ ] , ”

고 기록하고 있다 년에 봉천이 아닌 만주의. 1879

개항장 우장 영구 으로 가서 매킨타이어 목사를( )

만났고 그곳 우장장로교회에서 년에 백홍준1879

이 세례를 받았고 그에게서 전도받은 서상륜은,

년에 세례를 받았다 성득 역 마표삼열 자1882 .( , 『

료집 1 211.)』
37) 성득 역 마표삼열 자료집 새물결플러, 1 (『 』

스,2017), 139, 163.
38) 성득 역 마표삼열 자료집, 1 , 213.『 』
39) 성득 역 마표삼열 자료집 이러한 기, 1 , 217.『 』

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선교 출발

이 알렌 의사나 언더우드 목사 의(1884), (1885)

내한이 선교의 첫발이 아닌 이미 년 홍백준1879

과 서상륜이 세례를 받은 전후로 한국의 북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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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미조약이 체결된 후에 비로소 선교1882

가 가능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조.

지 낙스 선교사목사는(George W. Knox) ( )

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선교 본부에 한국의1883

선교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보고

서를 보냈다.

한국에 선교의 문을 열려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

다 선교사가 학교를 시작하면 최고의 성공은 기필.

코 달성될 것입니다 내녀 월까지 선교사가 한. 4…

국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가 위하여 우리 교.

단에서 명의 성직자와 명의 의사를 보내서 이2 1

일을 착수하지 않으시렵니까 만일 우리 교단이?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선교 명령은 다른 교단

에서 순종하고 나설 것입니다.40)

이 편지가 년 월에 해외 선교1884 1 (Foreign

라는 잡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선교Missionary) ,

본부는 적절한 후원자를 물색하면 선교사를 곧

바로 보내겠놓라는 의향을 표시했다 중국측에서.

는 길버트 리이드 목사가 년(Gilbert Reid) 1884

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지금 당장 달려가 한국을 선교하는데 매우 깊

은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정보를 일본 중. ,

국 만주 한국 등 다방면에서 접하고 있다 꼭 선, , .

교사로서보다는 의사로서 교사로서 일할 사람이,

적실히 필요하다 금년 가을 안에 이러한 일에. …

적합한 사람 명을 보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 .

외국인들은 이미 수도와 항구로 쇄도해 가고 있으

에 선교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40) Martha Huntley, A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차종순 역 한국, .『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성장 서울 목양사( : ,』

1985), 41.

며 어떤 이들은 불명예수럽게도 서구 문명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조장하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이야.

말로 조속히 기독교인의 순수하고 자비롭고 지성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본다.41)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실패한 후 년 조1886

불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조선 조정은 선교사

들에게 여행허가서인 호조 인 여행증서를‘ ’( )護照

발행하여 제약을 받긴 하였으나 선교활동은 가

능해졌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한.

년과 년은 선교를 금지하는 마지막 어1884 1885

두움의 밤이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최초로 공식적으로 파송되

어 내한한 선교사는 주문모( , Jacques周文謨

신부였다 그는 청국인으Vellozo, 1752-1801) .

로 년부터 년까지 년 개월 동안 사1795 1801 6 4

역했다 한국 기톨릭교회는 최초의 외국 선교사.

인 주문모 신부의 입국을 선교의 시발점으로 하

지 않고 한국인의 자생적인 모임을 선교 시발점

으로 삼는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자생적으로 한.

국인 선교와 예배로부터 선교시발점을 삼지 않

고 자신들의 입국일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

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주도한 선교 기록의 한계.

였다.

년 월 일 오후 시에 입국한 언더우드1885 4 5 3

선교사는 년 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잇었1887 9

던 서울에 온 로스 선교사를 통해 만주에서 시행

중인 네비우스 방법에 대해 들었고 이를 연구했

다 그는 년 월 일 자 미국 북장로회해. 1888 3 13

외선교부 본부 엘린우드 총무에게 보낸 보고서

에서 한국에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채택하겠다“ ”

41)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Martha Huntley, 『

교회성장 ,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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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고했다 네비우스 선교정책인 한국인의.

자발적 자전 개교회 스스로(self-propagation),

의 자급 스스로 개교회를 다스‘ (self-support),

리는 자치 라는 대 정책에(self-govemment)’ 3

따라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의 공식 정책이

되었다.

만주에서 한국인의 최초 세례자2)

중국에 파송된 존 로스 중국 이(John Ross,

름 나요한 년 년 선교사: ( ), 1842 ~ 1915 )羅約翰

는 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1872

부의 중국 선교사로 당시 만주라고 불리던 중국

의 동북부로 파송을 받아 그 해 월 일에 상8 23

해에 도착하였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로스.

는 한국인 선교목적을 위해 중국인과 무역을 위

해 한국인이 많이 출입한 고려문을 자주 방문하

였다 당시 고려문은 본격적인 한국인 선교를 비.

롯하여 서북지역 선교를 위한 좋은 터전이었다.

로스는 년 월 고려문에 방문한 경험을1874 10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나는 년 가을 만주 영구항을 출발하여 동쪽1873 ,

으로 일간 여행한 후 고려문 에 도7 ‘ ’(Corea Gate)

착했다 이 마을은 한국 을 향해서 설치된. (Korea)

만주 제일 동쪽의 책문 으로서 길게 흩어져( )柵門

있는 촌이었다 고려문이라는 이름은 한국 상인들.

이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들과 한국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42)

42) Ross, “The Christian Dawn in Korea,”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April

옥성득 역 한국 기독교 역사 자료 연구1890), ,

(1), 164.

민경배는 차 방문을 년 차는 년1 1874 , 2 1876

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양선과 김광수는 차 반. 1

문을 년 차 방문을 년으로 기록한1873 , 2 1874

다 김인수. 43)는 차 와 차를 이라고 주장1 2 1874

한다 로스 선교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년과. 1873

년이라는 서로 다른 방문시기에 대한 기록1874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로스의 차 고려문 방문은 년 월 일1 1874 10 9

이었다 고려문은 년에 번이 열렸다 음력 월. 1 4 . 3

부터 개월간 월부 주간 월부터 주간3~4 , 8 3 , 9 6 ,

월부터 달간 열렸다 로스의 고려문 방문은12 1 .

음력 월이었는데 당시 조선 상인들이 많이 오9

지 않아서 실망하였고 얼마 있지 않아 별다른,

성과 없이 고려문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영구로 돌

아왔다.44)

년 월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한국이1876 2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로스는,

그 해 월에 고려문을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다4 .

그리고 년 초에 여동생 캐서린과 매킨타이1876

어가 결혼하자 우장 지역은 그들에게 맡기, ( )牛莊

고 그는 봉천 오늘날의 심양으로 가게 된, ( , )奉天

다.45) 로스는 요충지인 만주의 관문우장 영구( , )

이나 만주의 수도심양 봉천에 선교기지를 세( , )

우기 위한 선교전략이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

례는 영구 우정장로교회에서 년 매킨타이1879

어에 의해 행해졌고 명이 받게 되었음으로 알4

43)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장, ( :『 』

로교출판사 그는 한국인의 첫 세례, 2012), 54.;

사건은 년이었으며 서상륜은 년에 세1876 , 1879

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44) 김정현 한국의 첫 선교사 한국의 첫 선교, ,『 』 『

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 1982), 29.』
45)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 ( :『 』

시대, 199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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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확실한 자료는 로스가.

년 월에 기고한1880 10 46) 자신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매킨타이어는 글을 아는 명의 한국인에게 세례“ 4

를 주었다 이들은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는 첫 열.

매들이다 작년에 글을 아는 명의 한국인이 세. 4…

례를 받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명이 더 있으며 동일한 수의 다른 사람들이 자11 ,

기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문

서사업을 위해 일이 걸리는 우리 선교지부까7~8

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 기.

독교회를 향해 열려 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 ,

어가 있다.”47)

이 기록을 통해 한국인 개신교의 첫 세례는 이

응찬을 비롯한 명이4 년에 이루어졌음을1879

확인할 수 있다 이 세례는 한국인의 최초의 세.

례자로 첫 열매였다 서상륜의 세례는 로스가.

년 안식년 차 미국에 돌아온 후인 년1879 1882

이었다 로스의 년 월에 편지에 추신으로. 1882 6 “

몇 자 보탭니다 앞으로 제 모든 번역은 한국의.

모든 곳에서 이해되는 서울말로 하려고 합니다.

제 우편주소인 우장을 떠나 이곳심양으로 오기[ ]

직전 주일날 서울 출신의 한 사람서상륜에게[ ]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궁중 언어를 완벽하. …

게 말하고 습니다 저는 될 수 있는대로 오랫동.

안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개정 비평과 필요할,

46)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UPMR).
47) Ross, “China, Manchuria Mission,”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1 October

옥성득 존 로스 한국 개신교1880), 333~334; , “ ,

사의 첫 장을 열다 복음과 상황 제 호”, 297『 』

참조(2016) .

대 제 두 번역인의 번역을 수정하게 하려고 합니

다.”48)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년 월 전인 것으로 보인다1882 67 .

서상륜은 세례를 받은지 개월 후 권서인으로6

임명되어 서울 등지에서 활동했다 역으로 개월. 6

인 전인 년 월 경에 로스에게서 세례를 받1882 4

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최초로 자생적으로 설립된 소래교회3.

알렌 입국 전에 어떻게 전도가1884. 9. 20.

이루어졌는가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는 한국?

에서 처음으로 자생한 기독교교회로 년 황1883

해도 장연군에 세워졌다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

상륜은 인삼장사로 만주를 오가며 사업을 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세례가 년 이른 봄에1879

만주 영구에서 매킨타이어 목사의 집례로 행해

졌는 데 당시 수세한 이들은 백홍준 이응찬 김, ,

진기 이성하와 무명의 두 사람이 있었다, .49) 서

48) 옥성득 이Ross to W.Wright(6 June 1882), ,

만열 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 권1 , 40.『 』
49) 스코틀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내던 로스 목사는

이들의 세례 소식을 듣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매킨타이어는 글을 아는 명의 한국인에게 세례“ 4

를 주었다 이들은 놀라운 추수를 약속하는 첫 열.

매들이다 비록 지금 한국은 서양 국가들과의 접.

촉을 철저히 막고 있지만 쇄국은 곧 무너질 것이,

다 또 한국인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미지.

않고 종교성이 많으므로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

되면 신속하게 퍼질 것이다 작년에 글을 아는. 4

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기독교의 본질과,

교리를 탐구하는 명이 더 있으며 동일한 수의11 ,

다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준비하는 문서사업을 위해 일이 걸리7~8

는 우리 선교지부까지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

므로 바로 여기에 기독교회를 향해 열려있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언어가 있다, , .”(Rhodes,

Koons, and Coen, “The First Prote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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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륜은50) 년 이미 성경 번역하는 일에 종1879

사할 때 세례 받기를 요청한 바가 있으나 로스

목사가 일시 귀국했다가 년에 다시 만주로1882

와서 로스 목사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만주에 머물던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는 한국인 이응찬 백홍준 김, ,

진기 서상륜 등과 함께 년대 초 한국의 민, 1880

중 문자인 한글로 성서를 번역 간행하였다 스, .

스로 번역에 참여한 번역자들은 이른바 권서 전‘

도자가 되어 금교 상황의 조국 전도길에 올랐’

다 이들에 의해 선교사 입국 이전 이미 의주 신. ‘

앙 공동체 평양 신앙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 ’,

교회의 형태를 갖춘 황해도 소래교회가 설립되‘ ’

었다 이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의 일이다.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는 황해도 장연구 대구

면 송천리의 소래마을의 한 초가집에서 년1883

월 일 한국교회사 처음으로 한국인이 스스로5 16

개신교 교회를 세웠다 그후 년 칸의 기와. 1895 8

집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년 칸을 증축하, 1896 8

였다 이후 소래교회는 신임 서양선교사의 한국.

어 교육장소로 동학농민혁명 기간에는 동학군의,

피신처로 사용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첫 선교사.

가 피선교지에 입국할 때 선교지의 언어로 이미

간행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지에 입국하는 초유

Missionaries to Korea,” Korea Mission

Field (July 1934): 157)
50) 베어드 한국명 배위(W.M. Baird, 1862~1931 :

량 선교사는 년 월 일에 입국했다 입국) 1891 2 1 .

한 이틀 후인 월 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장로교2 3

선교사 연례회의에서 부산지부 선교사로 공식 임

명되었다 베어드는 년 월에 부산에 도착했. 1891 3

다 서상륜은 년 초 부산에서 베어드 선교사. 1895

조사로 활동했다 그는 부산 경남지역의 첫 전도.

인이기도 했다.

의 역사가 일어났다 더구나 언더우드 등이 한국.

에서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서상륜 등 한국인 전

도자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개종을 결심한 한국

인들이 언더우드에게 찾아와 세례를 줄 것을 요

청하였다.

일본 초기 선교에서 첫 개종자의 세례까지 10

년이 걸렸고 명의 교인으로 첫 교회를 조직할, 6

때까지 년이 걸렸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12 .

가 내한한 지 년이 조금 지난 년 월1 1886 7 18

일 노춘경에게 첫 세례를 베푼 후 언더우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셨다 하“ .

나님께서는 우리의 입국을 가로막았던 법적인

장애물을 깨트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

사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우

리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경청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들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고백했.”

다.51) 선교지인 한국의 땅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많은 세례‘ ’ ,

지원자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그 무렵은. “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은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

서울 새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 자택에서

년 월 일화에 시작하었다 새문안교회1887 9 27 ( ) .

는 이때 서상륜 백홍준 두 장로로 조직교회로,

시작하였다 이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열매가.

아닌 이미 중국에서 활동한 로스 선교사의 열매

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그.

51) 언더우드 선교사의 추도사 중에서 언더우드.

(Horace Grant Underwood, 1859. 7. 1. ~

목사는 년에 태어나 세에1916. 10. 1.) 1859 , 25

한국에 파송되어 년 월 일 미국에서, 1916 10 12

사망할 때까지 년간 봉사한 후 세에 소천했32 5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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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며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 .

선교사들이 세운 새문안교회보다 앞서 소래교회

가 세워진 것이다 새문안교회는 이때 서상륜. ,

백홍준 두 장로로 조직교회로 시작하였다 이는.

이미 중국에서 활동한 로스 선교사의 열매였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

도인이 된 자들이며 교회를 세운 자들이다, .

양인 을 도와주면 사형에 처해지는 당시( )洋人

의 국법 때문에 성경번역을 도와줄 협력자를 얻

기란 목숨을 건 모험이었다 그러나 년부터. 1877

시작된 성경번역은 이응찬과 서상륜이 가세하면

서 본격화되었다 이응찬은 년에 콜레라로. 1883

사망하고 말았지만 이때는 이미 누가복음과 요

한복음의 쪽 복음이 출판되었고 마태복음과 마

가복음 사도행전이 인쇄되고 있었다 초기 맥킨, .

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았던 조선 최초의 신자들,

백홍준과 이응찬 등은 성서번역과 교리공부에

참여했다 그 중 백홍준은 최초의 전도인. (1880

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핍박받은 최초)

의 신앙인이 되었다 년 장로로 장립 받고. 1887

년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된다1893 .

서상륜의 행적은 그가 홍삼장사를 위해 중국

을 방문했다 열병에 걸려 선교사의 도움으로 목

숨을 건진 년부터 시작된다 그는 로스의1878 .

한국어 선생 겸 번역자가 되었다 누가복음의 번.

역을 마친 후 세례받기를 원했지만 확고한 믿음

의 성숙이 보일 때까지 연기되었다 년 월. 1882 4

서상륜이 세례를 받고 그해 월에 조선 최초의10

권서가 되어 성경책을 반포하고 전도하기 위해

의주와 즙안 일대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서상륜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중생을 체험하

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리는 감격과 헌

신으로 이어졌다 그가 년 의주에서 전도하. 1882

고 백홍준은 교리반을 이끌었다 그 결과. 1884

년 압록강 변 연안의 개 촌락에 세례 받은 이28

들이 명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명100 , 600

에 이르러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수천이었

다 그야말로 조선 최초의 신앙공동체가 자생교.

회 형태로 의주 일대에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는.

황해도 장연에 동생과 더불어 세대로 조직된50

소래교회를 세웠다.

또한 그는 심양과 의주 소래 서울을 부지런, ,

히 드나들며 성경책을 반포하고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의주 관문을 넘어 성경책을 밀반입.

하다 구금되는 어려움 때문에 소래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으나 년 봄에 인천 세1884

관을 통해 로스목사가 보내준 천권의 성경을6

들여와 복음을 위한 전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다 과연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진 헌신 서상륜. ,

의 순교자적인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도 가

능한 것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입국했던.

년 이전 이 땅에 이루어진 사도행전이다1885 , .

한반도에 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워졌다 소.

래교회는 교회 입구에 십자기를 내걸었다 치외.

법권 구역임을 표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황해.

도 소래교회의 십자기는 유명하다 매켄지가 교.

인들과 함께 구덩이를 파고 장대를 세운 후 십자

기를 게양했는데 그 십자기는 동학군에게도 효,

력이 있었다 십자기가 게양된 지 오래지 않아.

동학군들이 지나가다가 깃발을 보고 외국동학군

들이 사는 마을을 방문했다.52)

52) E. A. McCully, A Corn of Wheat or the
Life of Rev. W. J. McKenzie, 1903,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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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교회 지역 관할인 황해노회 조직과 분립4.

황해노회 조직1)

년부터 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1907 1911

독노회 시대를 마감하고 년에 최초로 조선1912

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조직하였다총회장 언더우(

드 선교사 총회조직 전인 연합공의회에서 개). 7

대리회를 노회로 전환하여 총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년 월 일에 한국에 선교가 이루어. 1912 9 1

진지 년 만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28

되었다 총회는 노회의 상급치리회이므로 총회.

전에 대 대리회를 개 노회로 전환하여 총회7 7

조직의 근거를 제공했다.

개 노회를 살펴보면 전라대회는 전라노회7 ①

조직 전주서문교회에서 경( : 1911. 10. 15. ), ②

충대리회는 경충노회 서울새문안교(1911.12.4.,

회에서 황해대리회는 황해노회), (1911. 12.③

봉산 모동교회에서 경상대리회는 경상노8., ), ④

회 부산진교회에서 남평안대리(1912. 1. 6., ), ⑤

회평남대리회는 남평안노회평남노회( ) ( , 1912.

평양신학교에서 북평안대리회평북대1. 8., ), (⑥

리회는 북평안노회평북노회 선) ( , 1912. 2. 15.,

천북교회에서 함경대리회는 함경노회), (1912.⑦

원산상리교회에서가 각 노회 조직하였2. 21., )

다 황해노회 는 봉산 모동교회에. (1911. 12. 8.)

서 조직되었다 제 회 회록 서문은 다음과 같다. 1 .

사랑이 한정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을 불쌍

히 여기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와 굳은 마음으로 감화하사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

신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대개.

이 흑암과 죄악에 처하여 사신 우상만 숭배하던 동

양 아시아주 한 모통이에 있는 우리 조선인민을 특

별히 불쌍히 여기사 이십 팔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

와 오스트렐레일리아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

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에 당

회와 노회와 총회까지 세워 하나님의 집안 일을 보

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황해도까지 노회를 세우

게 되었으니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대대로 돌립

시다 아멘. .53)

황해노회는 개 노회와 함께 총회조직 직전에6

조직되었다 황해노회는 주년. 110 (1911.-2121.)

이 되었다 년 동안 황동노회와 소래노회 두. 110

노회만이 분립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

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황동노회 분립2) (1939)

황해노회는 년 월 일 조직한 이후1911 12 19

계속 성정하여 년에는 개 교회가 되었1938 307

다 황해도 동쪽애 있으면서도 교세 형평 유지를.

위해 평양노회에 소속된 황주 곡산 수안과 황, ,

해노회 안에 있는 봉산 서흥 평산 금천 신계, , , , ,

지역을 합쳐서 황동노회를 조직하기로 합의하고

제 회 총회 에 분립을 청원했다28 (1939) .

제 회 총회 분립 승인이 되자 년 월28 1939 9

일에 황주읍교회에서 노회가 분립되어 조직26

되었다 평양노회와 황해노회 지역으로 하고 있.

는 개의 군황주 수안 곡산 신계 봉산 서흥 평8 (

산 금천에 노회로 분립되었다 황동노회가 조직) .

당시 조직교회는 개 노회 미조직교회는 개63 , 64

교회 합계 개 교회로 목사회원은 명이었, 127 24

다 제 회 총회 년 이북노회를 총대로 호. 37 (1952 )

명하여 받은 이후 황서노회가 분립된 이후 또다

53) 예수교장로회 황해도노회 제 회 회록 서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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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황동노회를 분립하였다.

소래노회 분립3) (2014)

황해노회는 년에 이르러 개 교회가1938 307

되었다 황해노회는 제 회 총회 에 분립. 28 (1939)

을 청원되어 총회 내 번째로 황동노회가 분립28

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지역의 많은 교회 목회자.

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년 월 일가 대구서문교회당37 (1952 4 29 )

에서 소집될 때에 총대는 총 명목사 명125 ( 56 ,

장로 명 선교사 명이었다 이 총회는 이북56 , 13 ) .

개 노회평양 평북 안주 평동 용천 황해10 ( , , , , , ,

황동 평서 함남 함북를 총대를 호명하여 무지, , , )

역노회 시대를 예고했다 이북지역 노회이므로.

서북지역노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황해노회는 년 월 일 설립된 이해1911 12 19

단 분립은 단 두 번 뿐이었다 제 회 년. 11 (1922

에서 황해노회 분립하여 달라는 청원은 수재9) “

로 인하여 곤란 중에 있는 고로 년 동안 유안하1

기로 하였사오며 라는 결의가 있었다 어려운 수” .

재로 인해 노회분립을 년 유안동의를 하였지만1

다음 제 회 총회에서는 유안 동의는 안건상정12

도 없이 없었던 것이 되었다 또한 제 회 총회. 66

에서 황해노회 분립건과 기타 문제지역(1981) “

의 수습을 위하여 전권위원 인을 파송키로 하9

다 위원 인을 파송키로 하다 위원 최성윈. 9 . : ,

이영수 한석지 김현중 김길현 박원섭 이영, , , , ,

희 엄영한 신홍균 등이었다 그러나 분립당회, , ” .

요건이 충족할 수 없게 되자 황해노회를 떠나 한

서노회로 이탈54)해 감으로 문제는 종결되었다.

54) 편찬위원회 황해노회 년사 황해노회사, 110 (『 』

편찬위원회, 2021), 309.

년 황동노회 분립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1939

로 소래노회가 분립되었다. 제 회 총회안명환98 (

총회장 가 수원과학대 라비돌리조트 신텍, 2013)

스컨벤션에서 월 일월 월 일금까지9 23 ( )~9 27 ( )

개최된 총회에서 황해노회 분립안이 상정되었다.

“황해노회장 조윤모씨가 헌의한 황해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분립위원 인 선정하여5

처리하기로 가결하다.”55)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분립위원회위(

원장 김선규 목사은 년 월 일에 시흥) 2014 3 14

시 소재 사랑스러운교회배만석 목사에서 소래( )

노회 분립예배를 드렸다 분립위원장 김선규 목.

사는 총회가 위임한 분립위원회의 권위 로 분“ ” “

립 을 선언하고 분립노회 노회장으로 김영근 목”

사양지 사랑의교회를 비롯한 임원 명을 발표( ) 9

했다 차기 총회인 제 회 총회 에서 총회. 99 (2014)

는 소래노회 분립을 확정하고 총회총대를 허락

했다.56) 황해노회와 소래노회로 분립되지 않고

황해노회에서 소래노회로 분립되었다.

년 월 일에 독노회 이후 최초의1911 12 19 7

개 노회 중에 하나였던 황해노회는 년이라는110

역시적 전통을 갖고 있지만 단 두 번 년 황(1939

동노회 년 소래노회 뿐이었다는 사실은, 2014 )

놀라운 일이다 개 노회가 현재 여 개 노회. 7 160

로 분립되었다면 한 노회에서 평균 개 노회로23

분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황동노회 분립이 단 두.

번에 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사와?

신학적 역사적 정통성을 따라올 노회는 당분간,

5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결의 회98 (2013).

의록 참조.
56) 제 회 황해노회 분립위원회 보고 황해99 (2014) ,

노회 분립위원장 김선규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 보(

고서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p.875-882) .



한국교회법연구소(2021. 12. 30.)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14 )34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해노회측에서는 소래노회가 황해노회에서

분립되었기에 소래노회만 분립예배를 드리고 황

해노회는 분립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

했다 분립위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소래노회가.

분립한 후 황해노회에 잔류하기로 한 당회를 파

악하여 확정하는 분립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

장했다 그러나 분립노회로 빠져나간 교회만 회.

원명부에서 삭제하면 될 일을 황해노회도 분립

예배를 드리라며 강박한 분립위원회의 잘못된

처사는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다.

황해노회의 역사적 의의5.

황해노회가 조직되기 훨씬 전부터 황해노회의

관할지역인 황해도에 복음이 한국인에 의해 활

발하게 전해졌다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

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

전도를 받아 세례를 받고 한글어 성경을 번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원래 피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피선교지의 언어를 습득하여 성경을 번역하여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선교에는 이런 관례가 무

너진 독특한 선교가 진행되었다 최초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은 일본을 통해 입국할 때 이미

한국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하여 완성된 한글어 성경의 번

역본을 들어 입국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런 선교 현장인 한국의 최초 복음의 전래가

어떻게 선교사들의 입국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

다는 말인가 한국 가톨릭교회는 공식적인 선교?

사 입국 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방문

하여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인에 의해 시작된

신앙공동체의 선교를 시작한 년을 한국 가1784

톨릭교회의 출발로 기록한다 그런데 기독교회.

개신교는 왜 선교사의 최초 입국을 한국선교의( )

출발일로 하여 선교 기념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황해노회 역사를 추적하다 보

면 이런 선교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게 된다 한.

국장로교회의 년 월 일의 알렌 선교사1884 9 20

의 입국 기록은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 선교사로 임명했지만 실제로 입국은 선교

사 신분이 아닌 의사 신분으로 입국한 이 날을

한국 기독교회 출발로 삼았다 이날을 선교의 출.

발로 삼아 년에 총회는 거창한 년 희년1934 50

대회 기념행사를 가졌다 총회는 이를 기준으로.

교회 선교 기념을 지켰으며 년 분열된 제, 1959

회 총회는 교회 선교 주년의 기념행사를 지44 75

켰다 이런 현상은 바로 당시 선교사 중심의 역.

사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제는 선교사.

중심의 한국선교 출발이 아닌 우리 한국인에 의

한 선교 출발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또한 황해노회는 한국장로교회의 총회는 총회

조직 전인 년에 조직된 개 노회로 출발했1911 7

다 그 개 노회 중에 동일명칭이 현재까지 유지. 7

되는 노회는 황해노회가 유일하다 그런 그 유일.

한 황해노회는 년 역사 가운데 두 번의 노회110

분립만이 있었다는 점이다 평균 번현재. 20 ( 160

개 노회의 노회 분립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황해)

노회는 황동노회와 소래노회만이 분립되었을 뿐

이다 이 두 노회는 황해노회 역사 속에 자신들.

의 기록이 존재하므로 역사는 함께 공유할지 모

르지만 황동노회와 소래노회가 황해노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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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그 역사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한,

노회라고 볼 수 없다 단체의 사단성 에. ( )社團性

의해 종전 노회의 동일성이 황해노회나 소래노

회로 계승된 것이 아니라 황해노회로 계승된다.

세계교회사를 볼 때 년에 동서교회가 분열1054

되고 년에 서방교회에서 기독교회개신교1517 ( )

가 탄생되었다 년에 탄생된 기독교회는 과. 1517

거의 역사 속에서 결정된 각종 교리는 그대로 유

지되고 공유하여 계승하지만 년부터 새로1517

운 교회 역사의 출발로 삼는다.

황해노회 지역 관할에 있는 많은 목회자가 해

방 이후 남한으로 이주하여 년대 한국1950-60

장로교회의 지키고 보존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

섰다 물론 년대는 평안도 사단에게 그 자. 1970

리를 넘겨주었지만 이제 현재의 대한예수교장로

회 총회합동에서 주도적으로 교단총회를 이끌( )

고 있다.

황해노회는 올해에 년사를 출간했다 적어110 .

도 노회 역사 중에 공식적으로 년사를 내놓110

을 수 있는 노회는 황해노회 뿐이다 만약에 황.

해노회 외에 년사를 내놓는다면 이는 역사를110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

노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가는 말6.

필자는 년은 최초 선교사 입국2022 (1884)

주년이 되며 한국선교 주년 년으138 , 143 (1879 )

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황해노회는 최초의 독노회 이후 조

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조직을 위해 설립된 개7

노회 중에 동일명칭으로 현재까지 유지된 노회

는 황해노회가 유일하다는 점과 개 노회가 평7

균 개 노회로 분립된 가운데 단 두 노회로만23

분립된 노회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교사.

공의회의 황해평의위원회로부터 황해도 지역을

관할로 하는 황해노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한

국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전도와 사경회 신학반, ,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서북지역의 이러한 자생적 전도와 예배 및 교

회 설립은 장차 한국 선교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

을 하였으며 초기 자생적인 한국선교를 위해 참,

여한 서상륜 백홍준이 매킨타이어 로스 선교, ,

사에 의해 세례를 받아 한국 최초로 새문안교회

의 조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시켜주

는 당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특.

히 서상륜은 베어드 선교사배위량 선교사의 조( )

사로 전도사로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도행전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생적인 전도에 의해 탄생한 소래교

회는 후에 내한한 선교사들에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정신이 한국인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

는 점은 역사에 교훈이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서.

상륜은 생명을 담보한 만주의 봉천 영구 의주, ,

솔내 서울 부산을 거치며 권서인으로 활동하고, ,

로스의 성경번역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서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의주와 솔래를 거쳐 서

울을 권서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황해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을 넘( )

어 한국교회를 위하여 황해노회 제 회135 (1988.

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용인 캠퍼스10. 13.)

에 소래교회 건물을 복원하여 한국교회의 선교

를 고취하는 데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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