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법연구소(2022. 9. 19.)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18 )1

law church

제 호18
http://www.churchlaw.co.kr

law134@naver.com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금광하이테크시티 호789 ( 338 ) (031) 984-9134

교회법 통권 제 호 발행인 소재열 발행처 한국교회법연구소 발행일18 : : : 2022. 9. 19.⦁ ⦁ ⦁ ⦁

한국교회법연구소 사업자번호 : 119-82-83446⦁
기업은행 예금주 한국교회법연구소657-020624-04-018 ( : )⦁

한국선교 시발점은

년이 아닌 년1884 1879

국 기독교회가 선교사의 입국한 날

을 선교 시발점이 아닌 한(1884. 9.20)

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사로부터

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1879 , , ,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지역에서 전

도했던 그해를 한국교회 선교 출발로 삼아야 한

다.

한국에 주재한 장로회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자신들의 선교역사를 중심으로 모

든 행사를 기록하여 왔다 특히 한국교회 선교.

출발을 언제로 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

기되었다 한국에 주재한 장로회 선교사들은 미.

국 북장로회 선교회 소속 알렌의 입국인 1884.

을 기준으로 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9. 20. .

회는 이 기준에 의해 한국 교회 선교 년 희년50

대회를 년에 가졌다 이 모든 것은 북장로1934 .

알렌 선교사가 입국하여 한국의 기독교회가

출발한 년은 한국 가톨릭교회가 주년이1884 100

되는 해였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선교 사역의.

시작을 한국교회 선교 출발로 삼아 교회 역사를

집대성하였다 그러나 이미 안수. 1884. 9. 20.

받지 않는 의료선교사 알렌의 입국과 1885. 4.

오후 시에 입국한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인5. 3

언더우드 선교사 입국을 최초의 선교 목사 선교,

사 최초의 입국 등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금년은 최초의 세례가 있었던 년 이후1899

주년이 되었으며 최초의 정착한 선교사 이143 ,

후 주년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138 .

년 이후 주년 제 회 총회가 된다1912 110 107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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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분쟁 사고 노회 지정과( )

노회 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

목 차목 차목 차

서론1.

신청취지2.

가처분 신청 대상3.

재판부 결정 주문4.

채권자들의 주장5.

재판부의 판단6.

재판부의 결정 의의7.

요 약〚 〛

종교단체로서 교회와 노회 총회는 단체법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분류된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말, .

그대로 국가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에 유추 적용된 비법인 사단 혹은, ,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따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나 노회는 단체로서 권리능력.

이 인정되어 모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다 노회는 소속 목사회원과 소속 지교회에서 파송된 장로 총대.

로 조직한다 노회는 목사회원과 장로총대로 구성원이 형성된다 이러한 노회는 소속 지교회를 관리 감. .

독하는 치리회이다 충남노회는 이러한 전형적인 장로회의 치리회이며 종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으. ,

로 인정되어 법률행위를 한다 노회는 노회 규칙에 구속되며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교단.

헌법에 따라야 한다 충남노회는 오랫동안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양측 즉 정기회 측과 속회 측으로. . ,

분쟁을 겪고 있지만 오직 하나의 충남노회로 인정될 뿐이다 하나의 충남노회가 양측으로 분쟁이 일어, .

나 노회 대표자인 노회장이 누구이며 현재 정기회 측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자가 하나의 충남,

노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교단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급기야 총? .

회는 충남노회가 더 이상 수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극약처방으로 최초로 노회 폐지라는 검을 들었다.

물론 이는 현재 총회임원회 결의이지만 이를 제 회 총회에 청원하여 결정할 것이다 제 회 총회107 . 107

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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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졸업 저서로 헌법 정치 권징조례 해설 교회의 표준 회의법(Ph.D., ), ( ) , , , ,『 』 『 』

교회의 적법절차 신비의 계시 로마서 신구약성경 맥찾기 외 다수가 있으며 현재 새사랑교회와 한국교회, , ,『 』 『 』 『 』

법연구소 말씀사역원을 섬기고 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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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충남노회는 제( )

회 정기노회 에서 분쟁이 발생132 (2015. 4. 6.)

하여 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 노회가 무려7 . 7

년 동안 분쟁의 고통 속에서 양측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분쟁 종식을

위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충남노회 분쟁사고노( )

회로 지정하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아니할 때 노

회 폐지를 총회에 청원하여 이를 확정하는 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면 총회임.

원회는 제 회 총회 에 충남노회107 (2022. 9. 17)

폐지를 청원하여 총회가 결정한다.

제 회 총회를 앞두고 충남노회 정기회측의107

노회장인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가가 대,

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자 총회장 배광식 목

사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

카합 소송을 제기했다2022 21275) .

신청취지2.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취지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의 각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의 대표자 및 그 임원회는 위 결의를 집2.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가 위 제 항을 위반하여 충남노회관련3. 2

임원소위원회 또는 충남노회분쟁수습위원회

의 가동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단

할 때까지 각 채권자들에게 인당 각 금1

원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500,000 .

가처분 신청 대상3.

효력정지 대상은 첫째 제 회 총회총회장, 105 (

소강석 목사 임원회에서 충남노회 분쟁노회로)

결정한 것과 둘째 제 회 총회 개회시 선서검, 106

사위원회에서 제 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충남105

노회를 분쟁노회로 결정을 이유로 제 회 총회106

총대 천서를 금지한 결정 셋째 제 회시 총회, , 106

임원회총회장 배광식 목사에서 충남노회는 수( )

습위원회를 조직하여 분쟁노회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키로 하는 결정 넷째 충남노회를 폐지하기, ,

로 하는 결의 등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문의 별지에 기록된 가처분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별지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임원회 결의105

일시 월 제 회 총회 개: 2021. 9. 13.( ) 13:00 106

최 직전

장소 울산 북구 명촌로 소재 우정교회제: 10 (

회 총회 개최교회106 )

결의내용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하기로:

하다.

별지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총회결의106

일시 월: 2021. 9. 13.( ) 14:00

장소 울산 북구 명촌로 소재 우정교회제: 10 (

회 총회 개최교회106 )

결의사항 천서검사위원회 보고에 대한 채택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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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서검사위원회 보고[ ]

충남노회는 총회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④

를 한 결과 분쟁노회로 규정되어 총대천서를 중

지하기로 하다.

별지 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총회임원회 결의106

일시 목: 2021. 10. 21.( ) 11:00

장소 총회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330)

결의사항 :

분쟁노회 규정한 충남노회는 수습위원회를1. “

조직하여 분쟁노회수습 매뉴얼대로 처리하기

로 하다.”

분쟁사고노회수습매뉴얼 항 만 년을을2. ( ) 9 ‘ 2 ’

만 개월로 수정하기로 하고 규칙부에 심의‘ 6 ’

를 맡기기로 하다.

별지 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임원회 결의105

일시 월: 2022. 5. 23.( )

장소 총회 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 330)

결의사항 충남노회를 폐지하기로 하다: .

위와 같은 결의에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

처분 소송이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충남노회분, ,

쟁수습위원회의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채권자인

고영국 목사와 이상규 목사에게 인당 각 금1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을 요구했500,000

다,

재판부의 결정 주문4.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민사부재판장51 (

전보성 판사는 지난 월 일에 임원회의 결의) 9 16

집행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문은 다음과 같다. .

주문 :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의 대표자 및 그 임원1.

회의 결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

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3. .

채권자들고영국 이상규 목사의 주장5. ( , )

본 사건 소송에서 채권자신청인들의 주장은( )

다음과 같다결정문( ).

채권자들의 주장1.

채권자 고영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이하 충남노회라 한다의 노회장이고 채권자( ‘ ’ )

이상규는 노회 서기이다.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통하여 통

하여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하고 충남노회

에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 ( ‘ ’

한다을 적용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한 것은 채)

무자의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이하 이 사건 시‘ ’( ‘

행세칙이라 한다 및 이상협 목사 외 명이’ ) ‘ 120

긴급동의한 충남노회 정기회측 보고 접수 및 총

회 총대 변경 청원과 관련한 제 회 총회 긴급102

동의안 자 충남노회 정상화를’, ‘2021. 8. 25.

위한 합의문을 위반한 것이고 위 하자는 매우’ ,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

에 반하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각 위 결의에 관한 무효확

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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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을 구한다.

재판부의 판단6.

재판부가 이 사건에 다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결의 효력 정지 신청에 관한 판단2.

가 별지 제 목록 기재 각 결의. 1, 2, 3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시행세칙 제 조에서. 15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그 자는 승소판결일로부“ ,

터 노회나 총회 총대권이 회복된다제 항 해당( 1 ).

재판국 판결 및 관련 결의는 소송제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정지된다제 항( 2 ).

징계 또는 권징한 치리회또는 신하조직는 절차( )

에 따라 해벌하고 관련 결의를 변경한다 다만, . ,

특별한 사유 없이 이런 절차가 주 간 내에 진행3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 (

항 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3 ).” , 2020. 9. 24.

채무자의 박노섭과 채권자 이상규에 대한 각 공

직정지 총회판결의 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하였으

므로 박노섭과 채권자 이상규의 지위는 그로부

터 주가 경과한 해벌되어 그 지3 2020. 10. 15.

위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의 효력 정지 신청의 피보전권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속회측을 충남노회로1)

인정하는 입장에서 충남노회를 분쟁 노회로 지

정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

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

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

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

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여야 한다대법(

원 선고 다 판결2006. 2. 10. 2003 63104 ).

교단헌법 정치편 제 장 제 조 제 항은 총회( 12 5 2

가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지한다고 규정하, , ,

고 있다 충남노회는 년부터 줄곧 속회측과. 2015

정기회측이 대립하는 상태에서 양측이 각자 충

남노회의 대표성을 주장하며 충남노횡늬 정기회

를 각기 개최하였고 대법원 판결2020. 9. 24.

이 확정된 후에도 분쟁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

여 년 월경에도 여러 본안 사건 및 가처분2021 9

사건들이 계속되었다.

속회측의 제 회132 속회 이후의 모든 결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제 회 이후의134 정기회측의

결의에도 하자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뉴얼 제 항은 분쟁사고노회에 대한 판2 “ ( )

정은 노회 임원구성의 양분화와 쌍방 치리 사회,

법정 다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회 개회

중에는 총회정치부가 결정하며 총회 파회 후에,

는 총회임원회가 결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

충남노회를 분쟁 노회로 판정한 제 회기 총105

회임원회가 제 회 정기총회와 같은 날인106

열리기는 하였으나 정기총회 개회2021. 9. 13.

에 앞서 총회임원회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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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 판정을 하였고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가결되었다.

총회의 이 사건 매누얼과 채무자가 주장하는

총뢰의 이 사건 시행세칙이 상호 모순되는 내용

이라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시행세칙이 이,

사건 매뉴얼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또한 채무자는 박노섭이 채무자를 상.

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채권자들이

속한 정기회측이 교단헌법 정치 제 장 제 조에10 2

서 정한 노회의 조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

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뉴얼 규정에 따라 충남노

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별지 제 목록과 같은1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충남노회에

대한 분쟁 노회 판결에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시행세칙 제2) ,

회 총회 긴급동의안 자102 , 2021. 8. 25. 충남노

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위반하였는지에 관

하여 살펴본다.

채권들이 지적하는 판결은 박노섭이 채무①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의 박노섭에 대한 공직정지의 징계가 무

효로 확인되었을 뿐이고 채권자들은 위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채권자들이 해

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뉴얼과 이 사건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모순

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채무자가 위 매뉴얼에 따,

라 충남노회를 분쟁노회로 지정한 것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의 자 제 회 총회에2017. 9. 25. 102②

서 충남노회 정기회측박노섭 보고 접수 및 총“ ( )

회 총대 변경 청원 과 관련하여 재판계류 중이” “

므로 대법원 판결까지 유보 하기로 긴급동의안”

이 처리가 된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충남노회와 관련된 조치를 유보한 것으

로 보이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돈 이후에는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이 속한 정기회측이 교

단헌법 정치 제 장 제 조에서 정한 노회의 조10 2

직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따라 채무

자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곧바로 따르기 어

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것이 제 회 총회, 102

긴급동안안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2021. 8. 25.③

합의문은 충남노회의 정기회측과 속회측 사이에

서 이루어진 사실이 소명된다 교단헌법 제 장. 12

제 조 제 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대한예수교장1 , 5 ,

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로서 노

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 , ,

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

하며 전국 교회를 통솔할 권한이 있는 사실이 소

명되는바 채무자에게 위 합의문을 따라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채권자들이 위 내용 이외에 절차상 실체상3) ,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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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

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다.

나 별지 제 목록 기재 결의. 4

채권자들은 별지 제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4

의 정지를 구하나 위 결의를 위한, 2022. 5. 23.

자 총회임원회는 연기되어 결의가 이루어진 비

없으므로 그 정지를 구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

한다.

이하 채권자들의 주장을 위 결의를 위하여

개최예정인 정기회의 개최금지를2022. 9. 19.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

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

리구제 방법도 미련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

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개.

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 저

체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다른 법

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

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

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결의를 무효로 단정하기 어려운3,

점에 비추아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별지 제 목록 기재 결4

의안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고 그 하자

가 중대하여 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

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당장 채무자에

대하여 그 결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자체를 금

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채권자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

들이기 어렵다.

결의 집행 금지 및 간접강제 신창에 관한3.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신청의 채무자는 임원 등 개인이고 단체는

당사자적격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다 판결 대법원 선80 2424 , 1997. 7. 25.

고 다 판결 등 참조96 15916 ).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대표자

및 그 임원회에 대한 직무대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해당 임원이 채권자 주장

의 법률상 지위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

무자의 임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정지의 가처

분을 구하여야 하고 단체인 채무자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 금지를 구하는 것은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

다.

뿐만 아니라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가처

분을 발령할 경우 단체가 취하여야 할 적절한 조

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혼란이 가중될 우려

가 있고 채무자의 해당 임원이 직무수행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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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도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신청은 당사자적

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간접강제신청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4.

그러무로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의 대표자 및

그 임원회의 결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

하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부의 결정 의의7.

대법원은 지교회개별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 )

입하는 것은 지교회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취지의 판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교단에서 탈퇴

하는 것 역시 지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이.

러한 판례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종교적 자

유의 본질과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독립성에

두고 있다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의해 지교회.

소속 교인들은 자신들이 특정 교단에 가입할 수

있고 그 교단에서 탈퇴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하,

거나 독립교회로 남아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

는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권리를 갖

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비법인 사단으로서 충남노회는 대한예수교장

로회 총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권한이 충남노회에 있다면 소.

속 교단은 충남노회의 가입을 승인하거나 거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즉 충남노회가 교단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총회 역

시 충남노회 가입을 거절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교단 헌법.

은 명문화했다 총회의 직무는 노회 설립 분립. , ,

합병 폐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

이러한 권한에 의해 충남노회를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충남노회 정기회 측은 충남노.

회가 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충남노회 폐지 절차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이를 각하 처분했다.

충남노회는 정기회 측이나 속회 측 모두 지난

년 동안의 분쟁 속에서 법원에 많은 소송을 제7

기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비용은 수억 원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진실이다 그러나 현재 분쟁을.

수습하고 충남노회라는 이름을 정상화된다면 충

남노회는 그동안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

용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충남노회가 폐지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채무를 책임질 주체가 없어져 버린다 비법.

인사단의 채무는 비법인사단의 재산으로만 책임

을 진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처분.

문서가 있을 때는 예외이다 이제 충남노회가 폐.

지되고 새로운 노회로 신설될 경우 그동안 충남,

노회의 채무는 신설된 노회에 귀속되지 아니하

므로 모든 것을 털어버릴 수 있다.

노회가 화합을 거부하고 분쟁 심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고집은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 이 될 것으로 보여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 회 총회는 충남노회 폐. 107

지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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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는 여성사역106 “

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위원장 황남길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 결과는 유인물보고(

서 쪽대로 받기로 하되 청원 사항에489~491 ) ,

대하여는 정치부에서 상정한 대로 하기로 가결

하다 라고 결의하였다 정치부가 본회에 상정하.” .

여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보고“

대로여성사역자들 노회 소속 건만 허락 처리하( )

기로 가결하다 라고 결의하였다 제 회 총회.” . 106

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여개발위원회 이“ ”(

하 여성사역자 위원회라 함의 청원 사항은 다‘ ’ )

음과 같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1. 1

년 연장 청원합니다.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하여 신학대학원 졸2.

업자에 한해 일정한 자격 고시를 치룬 후 준

목 호칭을 부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교단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을3.

전국 각 노회에 소속하게 청원합니다.

1) 본 논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기 총회106

여성사역자위원회 의 요청에 의해 제출한 내용이다 단‘ ’ .

지 여성안수와 강도권 이미 종결된 사항 은 필자가“2. ”

본지에 추가하였다.

노회에 소속한 여성사역자들이 총회연금에 가4.

입을 청원합니다.2)

위의 청원 사항 중에 제 항인 본 교단 교회3 “

에서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전국 각 노회에

소속하게 청원합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제.” 107

회 총회에 보고하여 차리한다 제 회 총회 결. 106

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 사

역자가 일정한 자격 고시를 치룬 후 준목 호칭‘ ’

을 부여해 달라는 청원은 부결시켰다 그리고 노.

회에 소속한 여성 사역자들이 총회연금에 가입

하는 문제 역시 부결시켰다 오직 승인된 내용은.

본 교단 교회에서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을“

전국 각 노회에 소속하는 문제 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이 글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이하‘ ’(

교회 헌법이라 함에서 여성 사역자 에 대한‘ ’ ) “ ”

개념과 여성 사역자가 총회 산하 각 노회에서

소속하는 문제로 제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교,

회 헌법에서 여성 사역자 에 대한 직제상 규정“ ”

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둘째 여성 사역자가? ,

헌법의 직제상 노회에 소속할 수 있는 규정이

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보고서106 , ,「 」

492.

총회 여성사역자의,

노회 가입에 관한 교회 헌법적 고찰1)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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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형식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성안수와 강도권 이미 종결된 사항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여성안수를 금( )

지하는 교단 헌법과 신학적인 원리 교리적인 원,

리로 삼고 있다 여성안수 금지는 신학자나 목회.

자 개개인의 차이와 논쟁 차원을 넘어 교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안수 문제는 교단을 구분했던 전통적인

교리적 차이보다 여성안수의 이슈가 다른 어떤

교리보다 더욱 교단을 구분하는 상징성을 가지

고 있다.

여성안수 문제는 특정한 성경의 몇몇 구절의

해석 결과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한 성경 전체가 이.

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성안수 금지가 마.

치 논쟁이 되는 성경의 몇몇 구절의 해석의 결과

에 따른 찬반의 주장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합동은 교리적인 부분( )

과 관리적인 정치문제로 구분한다 대한예수교장.

로회 총회 소속한 모든 목사는 다음과 같은 선서

를 하나님 앞과 사람 그리고 치리회 앞에서 선,

서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게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

하느뇨?”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

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정치 제 장 제 조?”( 15 10 )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 헌

법의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정치문제는 여

성안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거부할 경우. ,

본 교단 소속 강도권을 부여한 목사가 될 수 없

다.

교단 헌법과 교리에 반한 주장을 하려면 이를

승인한 교단으로 옮겨가면 된다 마치 영웅적인.

심리로 이러한 교단 헌법과 교단의 교리적 입장

을 논쟁 삼은 행위는 교단 소속 목사가 되는“ ”

것을 거절한 행위이며 목사 안수시 서약했던 그,

서약을 거부한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본 교단의 여성안수 문제는 이미 교단 헌법적

으로 신학적으로 논의가 다 끝난 상태이다 인제.

와서 다시 논쟁 삼으려는 것은 교단의 교리적인

질서를 해체하려는 음모가 있는 것과 별반 다르

지 않다 이는 교단 헌법과 교리적인 부분을 해.

체하려는 음모와 목사 안수시 선서 위반죄로부

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를 용인하면서 본 교단에서W.C.C. W.C.C.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행위는 교

단에서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본 교단의 헌법과.

교리적인 입장 때문이다 여성 안수 문제도 마찬.

가지이다.

이미 교단 헌법과 신학적 교리적 입장이 확고,

한 사실을 거부하고 여성안수 문제를 다시 쟁점

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쟁점화하려면 다른.

교단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쟁점화해야 할 것

이다.

교회 헌법의 직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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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법은 전국 교회와 전국 노회 총회 기, ,

타 모든 산하 단체에 구속된다 교회 헌법 정치.

편 제 장의 교회 직원 을 규정한바 교회창설3 “ ” , “

직원 교회의 항존직 교회의 임시 직원 준직, , ,

원 등으로 구분한다” .3) 교회창설 직원은 최초“

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 인 사도로 제한”

하고 있다 교회의 항존직이란 장로목사 장로. ( , ),

집사가 있다 항존직은 교회를 설립하면서 꼭 있.

어야 하는 직원으로 칼빈은 직제인 목사 장4 ,

로 집사 교사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본 교단, , .

교회 헌법은 항존직을 목사 장로 집사 라는“ , , ” 3

중직으로 하지 않고 중 직인 장로목사 장로2 “ ( , ),

집사 로 규정한다 항존직은 안수를 통해서 임” .

직4)한다 안수가 성경적인지 논쟁은 의미가 없.

다 이미 본 총회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지 않.

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교리적으로 체계화하

였다 여성안수는 본 총회의 교리가 변경되어야.

하며 헌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다 교리와 헌법, .

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성 안수를 총회 결의로

시행할 수 없다.

교회의 창설 직원과 항존직 외에 임시 직원이

있는데 임시 직원은 전도사남녀 전도인남“ ( ), (

녀 권사 남녀 서리 집사 등이 있다 전도사), , ” .

남녀는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 하는 직원이( ) “ ”

다.5) 전도사는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의 고시로

3)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장 제, . 3 1「 」 Ⅳ

조 제 조 제 조 제 조, 2 , 3 , 4 .
4)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장립 이라 하지 않고‘ ’

임직 이라 한다 그러나 본 교단 산하 대다수 교회에서‘ ’ .

는 교회 헌법대로 임직이라 하지 않고 장립이라 한다.

최초의 헌법인 년 판에서는 장립 이라 하였지만1922 ‘ ’ ,

그 이후 헌법은 임직 으로 통일했다 전국 교회는 헌법‘ ’ .

대로 장립이 아닌 임직으로 통일해야 한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장 제 조, . 3 3「 」 Ⅳ

항1 .

자격을 인가한다 그 직무는 유급 교역자 로. “ ”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 ”

한다 여기서 언급된 전도사는 유급 교역자 로. “ ”

서 교역자 라는 칭호가 주어져 있다 전도사에“ ” .

이어 전도인 역시 임시 직원으로 유급 사역자“ ”

칭호가 주어져 있다.6) 교회 헌법은 항존직이 아

닌 임시 직원으로 여성 전도사를 교역자로 전‘ ’ ,

도인을 사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도사는 노‘ ’ .

회 고시로 인가하며 신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라고“ ”

하여 신학생이 아니거나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

고도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다음 준 직원이다 준 직원은. .

강도사 목사 후보생 이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 , ” .

생은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본 장로회는.

여성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본 장로회 헌법 직원의 직제에,

의하면 여성 사역자 개념은 여성 전도인에게“ ”

붙은 칭호이며 사역자의 상위 개념으로 여성, “

교역자 가 있다 따라서 여성 사역 위원회는 여” . “

성 사역자 가 아닌 여성 교역자 라는 칭호로 논” “ ”

의되어야 한다 교회 헌법에서 직원의 칭호에는.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교회 헌법의 직제

상 용어와 칭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여성 사역“

자 가 아닌 여성 교역자 라고 해야 한다” “ ” .

노회 소속을 위한 가입의 조건 그리고 그4. ,

위치

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장 제 조, . 3 3「 」 Ⅳ

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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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역자사역자는 전도사로서 당회 추( ) “

천 으로 노회 고시와 인가 를 통해 당회나 목” “ ” “

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 하는 교역자”

이다 교회 준 직원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7)라고 하였듯이 여성“

교역자사역자 역시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로 하”

여 정형화한다면 현행 교회 헌법과 충돌되지 않

는다.

현행 교회 헌법 체제하에서 여성 사역자 가“ ”

아닌 여 교역자 로서 당회의 추천과 노회의 고“ ”

시로 인가를 받아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는 사역

자이다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 개념이라면. “ ”

여 교역자 는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 “

시무를 방조 하는 교역자이다 여 전도사는 당” . “

회원은 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 언권 방청, , ”

은 가능하다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 “

장이 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수 없는” .

교역자로서 여 전도사에게 주어진 직무는 부 목

사에게 주어진 직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단지.

부목사는 공회의 공인된 강도권이 주어져 있지

만 여 교역자는 공인된 강도권은 없지만 공인된,

노회 시취로 교역자로서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결국 교역자로서 전도사의 노회 시취 자격에

서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 를 총회가 엄격하게“ ”

유권해석을 하여 노회가 그 자격을 시취하여 여

교역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은 현행 교회 헌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처.

7)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 장 제 조, . 3 4「 」 Ⅳ

항3 .

럼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는 노회 관리 아래 있듯이 여 교역자 역시 개인

으로는 당회 관리에 두되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

리 아래 둘 경우 법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소속 노회가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갈 때 이명의 절차가 있듯이 여

교역자가 사역지를 옮길 때 노회이명 절차를 따

르면 된다.

칭호는 여 전도사이지만 총회적 결의로 여, ‘

교역자로 하여 지교회에서 사역하게 하면 아무’

런 문제가 없다 설교 사역 역시 지교회 당회와.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지교회 강단권강(

도권을 가진 담임목사에게 위임받아 설교사역)

을 할 수도 있다 현행 부목사 역시 강단권을 가.

진 담임목사로부터 위임받아 설교하는 것과 같

은 개념의 법리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 결론을 대신하며5. – 

여성 사역자의 노회 소속에 관한 문제를 다음

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회 여 전도사 시취에 합격한 자를 노,

회 소속으로 관리하며 여 교역자 로 지교회에“ ”

서 사역케 한다 사역지를 변경할 경우 당회장. ,

의 승인으로 노회 간 이명 절차를 따르도록 한

다.

둘째 여 교역자전도사의 노회 고시는 강도, ( )

사 고시에 준하며 과목으로는 조직신학 교회, ,

헌법 성경 설교 작성 본문 주해 등으로 그 권, , ,

위를 높인다.

셋째 여 전도사교역자의 노회 고시 자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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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 재학생 및 졸

업생으로 한다.

넷째 고시에 합격하였을 경우 노회에서 여, ,

교역자 서약으로 취임식을 하되 서약 내용은 강

도사 인허 서약문을 준용한다.

다섯째 총회 은급재단으로 하여금 여 교역자,

도 연금에 가입도록 한다.8)

본 장로회 헌법의 교리와 정치가 개정되지 않

는 한 여성 안수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 장로.

회의 직원에 대한 직제가 변경되지 않는 한 불

가능하다 현재의 헌법에 따라 실현 가능한 부분.

8)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은급재( )

단 정관 제 조 목적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3 “ (

측 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래 및 소천) , ,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 향상

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한바 여 교역자를 여”

기에 포함해 집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부터 진행하면 된다 나중에 헌법을 개정할 때. ,

정치 제 장의 임시 직원에서 남녀 전도사의 규3

정을 구체화하여 여 전도사인 여 교역자의 규정

을 새롭게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된다.

교회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는 원인 무효에

해당하며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현행 대법.

원과 전국 하급심인 지방법원은 교회 헌법교단(

헌법에 반한 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한다 심) .

지어 총회가 헌법의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경우가 많

다 결국 현행 교회 헌법에 따라 여 교역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회 결의로 제

도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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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1.

가시적인 교회는 세기 예수께서 십자가 부1 ,

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사도행전 장에서 형성되었다 부활하신( 2 ) .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

신 말씀에행 순종한 문도에게 오순절( 1:8) 120

에 성령을 받았다행 성령을 받은 그들( 2:2-3).

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행(

로 말하기 시작했다 비가시적인 교회를 승2:4) .

천하신 주께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보내심으

로행 드러내신 것이다( 2:33) (Deus revelatus).

예수 부활 승천 후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순

례자들은 자기의 언어행 로 하나님의 큰 일( 2:6)

을 들었다행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 2:7, 2:11).

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현상에

놀랐다행 그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이( 2:11).

상하게 생각하며 당황할 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

장의 본문으로 모인 군중에서 설교했다행2 (

사도 베드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2:16-21).

나사렛 예수를 증거했다행 그 예수를 그( 2:17).

들이 얼마 전 유월절에 죽인 것을 지적했다 그.

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

천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

다고 베드로는 예수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

했다행 그리고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주( 2:32).

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언했다행 그( 2:36).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에게 방편을 구

할 때에 베드로 사도는 회개 세례 성령을 선물, ,

로 받음행 을 전파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 2:39) ,

들은 명이 세례를 받았다행 성령을3,000 ( 2:41).

받은 명의 문도에서 명의 성도로 형성120 3,000

되었다 명의 신도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3,000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때 사도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이나 시편 말

씀을 읽었지만암송 반복하지는 않았다 베드로( ) .

는 구약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응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즉 사도 베드로는 성령.

의 권능으로 직접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

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증거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 구원할 방편을 찾는 사람에

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사도행전 장 말씀을 구약성경 말씀과 동일한2

권위의 계시의 말씀으로 간주한다 오순절 예루.

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처

형할 때에 찬성하며 동조하며 주동했던 사람들

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은 십자.

가 현장에서 도망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

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유대 예.

루살렘 순례를 온 유대인에게 구약성경 말씀을,

설교를 위한 성경해석 연구

고경태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형람서원 대표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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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해석하여 선포했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

들은 사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권위를 동등하게 간주하

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전하지 않은 것처럼 신약성경 본문도 문자적으,

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된 교회의 표지(標識9), notae ecclesiae,

는 말the marks of the Reformed church) “

씀과 성례 이다 말씀과 성례는 합당한 복음선” . “

포와 합당한 성례 집례 이다 성례는 세례와 성” .

찬이 있다 말씀과 성례는 눈에 보이는 표시. (標

이다 가시적인 교회) . (ecclesia visibilis,示

의 평가는 가시적 현상말씀과visible church) (

성례로 규정할 수 있지만 참 교회 비가시적인) , ,

교회 는(ecclesia invisibilis,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표시에 의해서 규정된다 성경해석.

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훈련이다.

말씀에는 복음선포와 복음들음에 있다참고(

계 합당한 복음선포는 합당하게 복음이 선1:3).

포되어야 하며 또한 합당하게 복음을 들고 지켜,

야 한다 성경해석은 합당한 복음선포를 위한 전.

단계이다 우리는 성경해석을 두 단계로 구분한.

다 단계는 성경해석원리 확립이고 둘째는 성. 1 ,

경해석 실재 방법과 훈련이다 원리와 실재가 일.

치된 해석이 이상적일 것인데 통상 성경해석에,

대한 원리도 없고 실재도 없고 형식적인 복음, ,

선포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성급한 모습을 보

인다.

9) 참고 표시 는 겉으로 드러내 보임이라는( ) ( )表示

뜻 표지 는 일반적으로 표시나 특징으로 어떤 사물, ( )標識

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함 표식 은 무엇을 나타내, ( )表式

보이는 일정한 방식 국립국어원 자료 표지는 어떤 사( ).

실을 알리거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눈에,

뜨이도록 해 놓은 표시 국어사전( ).

형식적이거나 부당한 복음에 동의하거나 칭찬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

니다 반면에 합당하게 복음 선포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도 취할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전한 말씀을 왜곡하여.

부당하게 듣는 것도 문제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

나 복음을 듣는 자가 모두 성경해석에 대해서 명

확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현대신학에서는 부당하게 복음 선포가

되었는데 합당하게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선포된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

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복음선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추구하지 않으며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는 합당한 복음 선포와 합.

당한 복음 들음의 구조를 제언한다 신학 훈련에.

서는 합당한 복음 들음이 아닌 합당한 복음 선포

를 훈련한다 전문 신학 훈련성경을 해석할 수. (

준에 입문했다면 합당하게 복음을 듣는 자격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음 선포를 설교라고 한다면 설교‘ ’ ,

행위를 위해서는 성경 본문 해석을 근거로 복음

이 선포되는 구조를 유일하게 채택한다참고 행(

장 선교사가 현장에서 성경 본문 해석 없이2 ).

선포되는 복음은 합당한 선포가 아닌 합당한 선

포를 위한 예비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선교사.

들은 세상 속에서 성경 본문 해석 없이 직접 복

음을 선포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인은 성경 본문을 해석한 복음으로 형성되고 유

지되며 종결되어야 한다 복음을 선포할 사역자.

에 대한 긴박한 필요성이 요청되는 유일한 이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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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해석을 위한 단계2.

우리는 성경해석을 단계로 구성시킨다 성경2 .

해석 단계 성경해석 원리 확정을 시도한다 이1 , .

를 위해서 게르하르트 마이어(Gerhard Maier,

박사의 해석학 내용을 근거로 진행한다1937-) .

단계는 원리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한2

산물을 산출한다 박형용은 해석학해석의 학문. ( )

과 석의기술로 제시했다( ) .10) 게르하르트 마이어

는 년에 역사적 비평적 방법의 종말1975 - (Das『 』

을Ende der historisch-kritischen Methode)

출판하면서 역사적 비평 방법, (Historisch -

영Kritischen Methode, . historical-critical

이 성경 해석을 위한 정당한 방법이 아method)

님을 규정하면서 다른 해석 방법을 제언했다 마.

이어 박사는 성경 해석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문서 임을 밝히면서 특수한 해석 분야로 성경해”

석의 길을 제시했다 마이어는 성경해석학에서.

플라키우스(Matthias Flacius Illyricus, 1520-1570)

의 방법을 근거로 자유주의 비평적 성경 해석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계시에 합당한 성경해석에

대해서 제언했다.11)

10)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서울 도서출판 엠, ( :『 』

마오 박형용은 해석과 석의 단계로, 1991), 18-19, , 2

제시하는데 우리는 해석을 원리 석의를 방법 및 과정, ,

으로 구성시킨 것이다 해석학은 해석의 학문이며 석의. “

는 기술이다 해석학은 이론과 원리와 방법으로 구성된.

학문이라면 주석은 해석학의 구성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사용되어 본문을 직접으로 다루는 현장의 기술이다 주.

석은 해석학이전 부터 역사적이나 논리적으로 볼 때 먼

저 였다 해석학은 성경 해석의 원리를 형성하는데 중점.

을 두지만 석의는 해석학의 인도를 받아서 본문을 실제

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석의는 해석의 원리.

들이 본문에 바로 적용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석의는.

구체적인 문장이나 구절 혹은 문맥의 뜻을 찾아내는 행

위이다 이런 작업에 해석학은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

해석학과 석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서 역사적 비평적 방법으-

로 해석하는 진영은 확장되고 있다.12) 년1960

대 로마 카톨릭은 년 차 바티칸 공1962-1965 2

의회를 개최하여 익명의 그리스도인“ (Anonymous

Christian) 을 인준했으며 유럽 사회에서는” , 1968

년 혁명으로 네오 마르크시즘, 68 - (neo-Marxism,

젠더 혁명)으로 전환했고 년대는 신학 분야, 1970

에서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관점학파,

가 등장했(NPP, New Perspective of Paul)

다.13) 네오 마르크시즘은 사회 분야에서 영미- ,

11) 역사 비평학의 종말 김성Gerhard Maier, ,『 』

수 역 서울 여수룬 성경해석학 장해경 송( : , 1991): , ,『 』

다니엘 역 수원 영음사( : , 2014): Gerhard Maier,

Biblische Hermeneutik, SCM, 1990: Biblical
Hermeneutics, trans. Robert W. Yarbrough,

년Crossway, 1994: 1567 Clavis Scripturae
Sacrae(How to Understand the Sacred Scriptures,

는 개trans. Wade R. Johnston, Magdeburg, 2011)

신교 정통주의 해석학의 초석이 되는 문서로 평가되고

있다 종교개혁 교회와 신학의 역사. Volker Leppin, :『

원전 공성철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3 , ( : , 2017), 493:』

플라키우스는 루터 세대로 순수 루터파2 -

의 수장이었다 루터파는 멜랑톤(Gnession-Lutheran) .

을 따르는 필립주(Philip Melanchthon, 1497-1560)

의자 들과 순수 루터파(Melanchthon's Philipist)

로 나뉘었지만 년 일치신(Gnession-Lutheran) , 1577

조 로 두 진영이 일치하여 루터(Formula of Concord)

파 를 이루었다(Lutheranism) .
12) 참고 비평학의 시작은 라이마루스( ) (Hermann

와 제믈러Samuel Reimarus, 1694-1768) (Johann

로 볼 수 있다 라이마루Salomo Semler, 1725-1791) .

스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

며 성경 밖에서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역사, ,

적 예수 탐구가 시작되었다 제믈러는 조직신학과 성경.

신학을 분리하며 성경신학으로 신학 구성을 제언했다,

참고 이성덕 요한 잘로모 제믈러( , , “ (Johann Salomo

의 정통주의 비판과 역사 비평적 성서이해Semler) - -”,

대학과 선교 권 년49 , 2021 ).『 』
13)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e

Judaism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Fortress, 1977: 『

주년 기념 한국어판 박규태 역 서울 알맹(40 ) , ( : , 2018):』

샌더스 이전의 근원적인 이해는 William David

회중파 사역자Davies( ), Paul and Rabbinic Juda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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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형성된 새관점학파의 견해는 기독교 분야

에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다 종교사학파.

의 역사비평학을 꽃피웠던 독일에서는 년1970

대에 마틴 헹엘 래리 허타도(Martin Hengel),

에서 새 종교사학파(Larry Hurtado) - (new

religionsgeschichtliche Schule)14)가 형성되

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년 비평학의 고장인. 1975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마이어 박사가 역사적 비

평학의 종말을 선언했다.

신학 체계 분야에서는 차 바티칸 공의회의2

결정의 방향으로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학 생태신학 퀴어신, (Ecological theology),

학 등이 형성되고 있다 신학(Queer theology) .

은 모두가 성경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설교,

도 성경해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

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체계를 이루지만 해석,

자의 성향에 따라서 신학 전개와 설교 전개가 다

른 내용이나 방향을 산출된다 신학과 설교는 동.

일한 성경해석의 내용이 산출되어야 한 교회,

를 이룰(the essential unity of the Church)

수 있다 다양한 신학이 형성되는데 합당한 성. ,

경 해석에 근거 위에 세워지면 정당하다고 평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성경해석 위에 세워.

Some Rabbinic Elements in Pauline Theology.
에 있다 새관점학파London: SCM Press. 1948 . (new

는 샌더스가 형성시킨 개념이지perspective on Paul)

만 그 개념을 어휘화한 위인은 제임스 던 이, (J. Dunn)

고 유명한 위인은 톰 라이트 이다 샌더, (N. T. Wright) .

스는 세기 유대 종교의 패턴을 언약적 신율주의1 "

라고 불렀다"(Covenantal Nomism) .
14) 참고 첫 그리스도인들( ) James D. G. Dunn, 『

은 예수를 예배했는가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상? , ,』 『

하 새물결플러스 년 아들을, , 2008 : Larry Hurtado,』 『

경배함 주 예수 그리스도 서울 새물결플러스. ( : ,』 『 』

2003).

지 신학이나 체계에 대해서 이단 등으로 규정하

며 거부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권위이기

도 하다 그런데 사회는 종교 내부의 이견에 대.

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

경 해석에 대해서 더욱 명료한 이해를 가져야 한

다 그래야 한 집단에서 채택할 성경해석의 산물.

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성경 해석을.

용납하겠다고 선언한 집단은 없을 것이다 신천.

지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할 성경해석 범주를

갖고 있다 어떤 해석의 산물에 대해서 거부할.

권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학문적으로는 성경?

해석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리적으로는1 .

교리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이신칭, ,

의에 있다 학문적으로 단계성경해석원리를. 1 ( )

확증하고 그 원리에 의한 산출된 산물의 관계가,

합당하다면 정당한 가치로 간주해야 한다 설교.

자가 그렇게 확보된 가치로 복음을 설교한다면

합당한 복음선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학자나 설교자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경해,

석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경해석자.

가 되지 못한다면 신학자나 설교자가 될 수 없

다 또한 성경해석자가 되지 못하면 설교를 듣지.

못한다 합당하게 성경 해석이 진행되어도 그리.

스도의 합당한 교회를 이룰 수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복음 선포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개방할 수 있지만 부당한 선포만큼은 용납,

해서는 안 된다.

성경해석을 위해서 역사적 비평 방법 새관점, ,

학파의 신학적 관점 종교사학파의 역사적 관점, ,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관점 등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게르하르트 마이어 박사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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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학의 종말을 선언하고 성경 본문을 계시 문,

서로 확립하고 특수한 성경 해석을 추구할 것인

지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 즉 성경해석 단. 1

계의 큰 대략을 제시했다 좋은 혹은 바른 성경.

해석은 없다 자기 전제성경해석 단계가 무엇. ( 1 )

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해석은 가능하다.15) 자기

전제를 갖고 성경 본문을 해석하여 명확하게 구

현하는 성경해석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에도 자기 전제를 밝히는 것은 성경해석의 지향

성을 공적으로 표방하며 피드백이 가능하고 지, ,

향성에 합당하게 교정이나 보완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우리가 제언하는 성경해석의 전제는 게르하르

트 마이어 박사의 제시를 따라서 성경해석학의, “

특수성 을 인정하여 성경 본문이 성령의 영감” , “

을 받아 축자적으로 기록된(verbal inspiration)

무오한(inerrancy)16) 계시 문서 로 세우는 것이”

다 게르하르트 마이어 박사의 견해는 박형룡 박.

사의 원리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마이어 박사를.

표지로 세우려는 것은 독일 신학계에서 인준된

학문이기 때문이다.17) 마이어 박사는 성경해석

연구와 신약성경 전문 연구가 복음서 주석 요(4 ,

15) 참고 신동식 교회를 세우는 요한계시록 강( ) , 『

해 고양 우리시대 신동식 목사는 요한계시록( : , 2022).』

강해설교를 집필하면서 자기가 해석할 원리를 명확하게,

밝혔다.
16) 참고 축자영감에 대한 논쟁은 한국 교회의 중( )

요한 신학 주제이다 둘째 교회 분열의 주제였다. (1953

년 예장과 기장 그리고 년대 가입 문제로, ). 1960 WCC

분열했다 합동과 통합 그런데 년 통합 교단에서( ). 2007

김재준 목사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들어서 사면을 검

토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김지찬 성경의 축자적 영( , “

감과 총신과 합동의 고백적 정체성 신학지남”, 2008『 』

년 겨울호 호(297 ), 180).
17) 참고 정규철 성경무오 역사적 증명 서울( ) , : ( :『 』

그리심 정규철은 성경무오 사상이 고대 교회에, 2003).

서부터 유지된 체계임을 밝혔다.

한계시록 주석이다) .18)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성경해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증진하는 것이다 게.

르하르트 마이어는 성경해석 원리 해석학을 세,

웠다 그러나 성경해석에서는 원리와 목표가 함.

께 있어야 해석의 산물의 정당성을 바르게 분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석 용어 정리3.

우리는 설교를 해석과 전달 두 가지 이상이“ ”,

종합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달. “

을 위한 전단계 로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성경 해석은 원리와 기술방법 단계. ( ), 2

로 이해를 제언하고 있다 그 근거 위에서 설교.

문장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중의 반,

응을 파악하는 것까지를 설교 행위로 볼 수 있

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가르침에 대한 적.

용까지 파악하며 심방하는 것을 목양으로 본다.

설교는 주께서 교회에 주신 자기 백성을 양육

하는 가장 명료한 구도이다 그 설교를 수행할.

설교자는 주 예수께 부름받은 정체성딤후( 1:6)

을 기억해야 한다 설교자는 주께 받은 사명 주. ,

의 말씀의 전달자 혹은 이다(messenger angel)

계 장 설교자가 전달할 내용복음은 반드( 2-3 ). ( )

시 성경 텍스트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19) 그 말씀을 들을 귀가

18) 게르하르트 마이어 마태복음 송다니엘 역 서, (『 』

울 진리의깃발 년 요한복음 송다니엘 역 서: , 2017 ): (『 』

울 토브북스 년: , 2021 ),
19) 참고 김선식 신적조명이론에 입각한 아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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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의 자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 설교자.

는 설교를 만들기 위한 해석 능력과 전달한 능력

그리고 삶에서 성도들의 활동까지 파악해야 한

다 참고로 칼빈이 이해한 교회 직분 이해에서. ,

신학 능력과 성경 해석 능력까지 배양한 사람은

박사로 이해할 수 있고 성도를 심방하는 은사‘ ’ ,

는 치리장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

우리는 먼저 해석을 해석학‘ ’ ‘ ( ,解釋學

으로 전달을 수사학Hermeneutics)’ ‘ ’ ‘ ( ,修辭學

으로 분류한다 돌봄은 목회 사역rhetoric)’ .

으로 분류한다 해석학은 텍(pastoral ministry) .

스트를 해석하는 이론과 방법이고 수사학은 형,

성된 컨텐츠를 전달하는 다양한 수단인데 특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참고 위키백과 글쓰기( ).

와 대중연설 중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것이다.20) 언어의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4 ( , , ,

쓰기이 집약된 것인데 최종 단계에 말하기를) , ‘ ’

다시 놓는 순환 구조로 제시할 수 있겠다 목회.

는 치리장로의 심방하여 목사와 당회의 협력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치원리이다.

먼저 우리는 설교는 성경낭독이 아니다 는 것“ ”

을 분명하게 동의한다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음.

에서 어떤 영적 유익을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참고로 계시록 에서 읽는. 1:3 “

자 는 단순 낭독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설교하” ,

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 내용은.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의미

창출하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

스티누스의 성경해석 연구 와(De Magistro De

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일반Doctrina Christiana )”,

대학원 석사논문 년, 2022 .
20) 참고 김도인 설교자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 , ,『

하는가 서울 글과길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 ( : , 2021): ,』 『

다 서울( : CLC, 2019).』

씀은 합당한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 의미에 합당

한 내용으로 근거하여 선포되는 것을 복음설교

라고 할 수 있다 옛날 우리의 교회에서 목사가.

유고 시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

는 수준으로 예배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교자.

에게 유고 가 발생할 때에 규범적 질서에( )有故

따라서 성경 본문 낭독이 아닌 설교자가 정리, “

한 해석된 본문 을 대신하여 낭독하여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설교하는 내용을 담임목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해석( , interpretation, Hermeneutics),解釋

주해 주석 설명(exegesis), (commentary),

강해 등이 있다(explanation), (expository) .

해석 과 석의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 ( )解釋 釋義

이해하기 어려워서 해석과 방법으로 이해를 시,

도할 것을 제언한다 해석에는 해석학 방법에는. ,

주해 주석 설명 강해 등이 있다, , , .

해석학 은 텍스트본문의 의(Hermeneutics) ( )

미를 밝히려는 훈련을 기본으로 하는데 먼저 계,

시 이해 신학 이해를 원리로 세운다 해석학은, .

특수하게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어휘

이다 모세 실바는 이 단어의 확실한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21) 가Hermeneutics

21) 누구에게 해석학이 필요한Moises Silva, “

가 성경해석학 개론 강창헌 역 서울 은성?”, , ( : , 1996),『 』

벌코프는 라는 어휘가 플라톤이15: Hermeneutics HE

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제시했다HERMENEUTIKE .

성경해석학 윤중호 송정섭 역 서울Louis Berkhof, , , ( :『 』

개혁주의신행협회 는 그리스 신, 2004), 9. ρμηνε ωἑ ύ

화에서 등장하는 헤르메스 에서 기원하여 신(Hermes) ,

의 명령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Josef

현대해석학 권순홍 역 서울 한마당Bleicher, , ( : ,『 』

1983), 8-13: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and Gadamer(Evan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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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관련된 문서 해석으로 제한한다면 성경해

석학에 근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

다.

위키페디아 에서는(Wikipedia) ,

“Hermeneutics was initially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r exegesis, of scripture,

and has been later broadened to questions

of general interpretation”이라고 제시했다 신.

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

달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해

석학에서 긴요하게 요구된다 계시 전달은 전달.

자의 이해보다 계시자의 권위가 주효하지만 해,

석학에서는 전달자의 인지와 지식의 함양이 긴

요하게 요구된다 전달자의 인지가 필요없거나.

약화된다면 성경 본문 낭독이 해석된 전달의 설

교보다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22)

가 성경 본문을 주해석의하Hermeneutics ( )

거나 해석하는 것이다 주해. (exegesis23) 혹은,

Northwestern Univ Press, 1969): William G.

웨슬레 신학에 의한 성서해석학 이상훈McCown, ,『 』

역 서울 소망사( : , 1996), 7-12.
22) 참고 유대 랍비주의나 로마 교황주의에서는( )

텍스트의 권위보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우선한다 계.

시 이해에서 계시의 충족성이 없는 신학적 전제에서 가

능한 구조이다 전달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텍스트의 권.

위를 더 높게 하면 청중의 항의를 용인해야 한다 청중, .

도 텍스트 해석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맹목적 신앙.

은 개혁된 신앙에서 철저하게 거부한(implicit faith)

항목이다 서동혁 설교자가 설교이다 총신대학교 신. , “ ”,

학대학원 석사논문 년 에서 서동혁은 성경해석과, 2005 .

함께 설교자의 인격이 설교에서 주요한 요소인 것을 주

장했다.
23) 참고( ) Karen Engle, “What Is Exegesis &

Why Is It Important? Plus, How to Start”,

internet-site, “The word “exegesis” comes from

the Greek term (exegeomai), whichξηγ ομαιἐ έ

means “to explain” or “to narrate” or “to show

그리고the way”“ ” The Anchor Yale Bible

Dictionary is clear that the goal of exegesis is

석의라는 용어는 해석 의 유사) (interpretation)

한 명칭이다.24) 주해 은 성경 텍스트(exegesis)

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표(the Biblical text)

로 한다 주해 는 본문의 의미를 밝히. (exegesis)

는 과정인데 반대로 자기 의미를 본문에 넣는,

방식 자기 의미 넣기이 있다 텍스트, eisegesis( ) .

이해에서 를 찬성하지 않지만 본문 이eisegesis ,

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의. eisegesis

문제점은 해석자의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산

출되는 현상일 것이다 스프라울은 주관적 가치.

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제시했다.25)

주해적 주석은Exegetical Commentaries( )

성경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학은 해석의 원리에 집중하고 주해는 원,

리를 적용하여 합당한 의미와 법칙을 산출시키

는 것이다.26)

“to know neither less nor more than the

information actually contained in the passage“.

주해의 목표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성경주석학 김John H. Hayes, Carl R. Holladay, ,『 』

근수 역 서울 요단 동일한 저술을 성경( : , 1998), 7-30: 『

주해핸드북 으로 임요한 역 서울 이 번역( : CLC, 2014)』

했다 는 주해 주석 석의 등 다양. exegesis ( ), , ( )註解 釋義

하게 번역하는데 우리는 주해로 통일한다, .

는 주석 으로 대치한다commentary ( ) .註釋
24) 누구에게 해석학이 필요한Moises Silva, “

가?”, 22.
25) 쉽게 쓴 성경해석학 이세구R. C. Sproul, ,『 』

역 서울 아가페( : , 1993), 41.
26) Karen Engle, “What Is Exegesis & Why Is

It Important? Plus, How to Star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exegesis and hermeneutics?

Though they might seem similar, there’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exegesis and

hermeneutics. Hermeneutics focuses on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how the—

interpretive process works, the “rules” necessary

for searching out meaning. Exegesis applies

those principles. Walter C. Kaiser Jr. explains

that hermeneutics may be regard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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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은 해석 혹은 주해된 내용(Commentary)

을 묶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강해 는 성경 본문에서 압축된 내(expository)

용을 다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다 강해.

는 강해설교( , expository preaching)講解說敎

를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겠다 강해에 해당하.

는 는 미국 글쓰기 교육에expository

혹은 이expository essay expository writing

라는 글쓰기 프로그램이 있다 설명적 글쓰기. “ ”,

논리적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등 다양한 어“ ”, “ ”

휘로 번역하고 있다 논리적 글쓰기 매뉴얼은 먼.

저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된 주제 문구(Thesis

를 세우는 것이다 강해의 기본은 본Statement) .

문을 축약해서 어떤 테마 컨텐츠를 창출하여, ,

논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글.

쓰기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이러한 설교를 위.

해서 김도인 목사는 원 포인트 설“ (one point)

교 와 글쓰기 를 강조하는 설교 사역을 진행하” “ ”

고 있다.27) 둘째 서론 본론 결론 사이에 명확, , ,

하고 논리적인 전환 이 있(logical transitions)

어야 한다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논리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김도인은 역설 구조를 제언하고 있.

다 이러한 글쓰기 는 하버. (expository writing)

드 대학에서 하는 전형이라고 한다.28)

theory that guides exegesis; exegesis may be

understood . . . to be the practice of and the set

of procedures for discovering the author’s

intended meaning.”“
27) 참고 김도인 설교는 인문학이다 서울 두란( ) , ( :『 』

노 김도인 나만의 설교를 만드는 글쓰기 특, 2018): , 『

강 서울 꿈미 김도인 설교는 글쓰기다 서( : , 2021): , (』 『 』

울 박영재 원 포인트로 설교하라 서울: CLC, 2019): , ( :『 』

요단 신성욱은 대지 구조에서 원포인트로 설, 2018): 3

교 흐름을 주장한다.
28) 참고( ) Richard Nordquist, What Is

Expository Writing?, inter-net site.

https://www.thoughtco.com/expository-writing-

composition-1690624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제시하였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라 요.”( 20:31)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이다, .

요한복음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정가 원25,000

주문 : 080-8869-5944

김순정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졸( ,

업 현재 새사랑교회 말씀사역원 본부장, , )

김순정 지음 신국판 양장 브엘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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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는 주년 기107 11

념 총회가 되었다(1912. 9, 1-2022. 9. 19.).

년 월 일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1912 9 1

립되었다 초대 총회장은 이 땅에 최초로 상주하.

는 목사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제. 2

회 총회가 주년이므로 올해는 제 회 총회1 111 ,

제 주년이다 그러나 년 회와110 . 1943, 44, 45 3

년과 년을 회로 하여 회가 빠지므1950 1951 1 4

로 올해는 회 총회여야 하는데 제 회 총111 107

회이다.

금년 제 회 총회는 주년107 110 (1912-2022)

이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

다 총회 설립 주년 기념 행사는 총회가 해야. 110

한다.

그런데 장로회 연합단체가 총회 설립 주년110

기념행사를 한다는 점이다 치리회가 아닌 연합.

단체가 치리회를 대신하여 총회치리회 기념행( )

사를 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올해 월 제 회 총회는 수요일 저녁. 9 107

예배는 총회 설립 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110

려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올해 월 일에 제9 1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주년 기념 총회110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담임 한국교회사( ,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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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총회로 모인다 이 총회가 창립된 지107 . 110

주년 총회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최고.

치리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다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년 총회가 창립되므로 완성1912

되었다 년 총회가 조직될 당시의 역사적. 1912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선교의 시발점

한국선교의 시발점은 년이 아닌 년1884 1879

이다 한국선교의 시작은 선교사의 입국한 날.

을 선교 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1884. 9.20) ,

사실은 한국인 최초로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파송 받은 매킨타이어 선교

사로부터 년 최초로 백홍준 이응찬 김진1879 , ,

기 이성하 등이 세례를 받아 성경 번역과 서북,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해가 한국교회 선교 출발

이다.

선교사 공의회 조직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선교지인 한국

에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

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

우는 일이었다 년 월 일 현재 지교회. 1907 6 30

는 개 처였다 오늘날 기도처에 해당한 회당785 .

은 개 처였다 세례교인만 명이었다687 . 18,081 .

이렇게 선교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조선인에

의한 독립된 노회가 조직되기 전에는 선교사 중

심의 공의회를 조직하여 전국 교회를 관리했다.

선교사만으로 조직한 공의회 를(1893-1900)

조직했다 초대 회장은 이눌서 선교사였다 한국. .

인 장로와 조사와 함께한 합동 공의회

를 조직했으며 초대 회장은 소안론(1901-1906)

선교사였다 합동 공의회는 한글 공의회와 영어.

공의회로 구분했다 한글을 사용한 공의회 서기.

는 서경조였다 합동 공의회 에서는 평양. (1901)

공의회 위원을 평안 공의회 위원으로 개칭했다.

기관지와 찬성시( )贊成時

본 위원회가 올린 신학교 설립을 허락했고 신,

학 위원을 통해 학사 일체를 결의하고 장대현교

회 장로 김종섭 방기창 두 사람의 취학을 예비,

케 했다 당시 미북장로회 선교회에 발행한 기독.

신문을 공의회가 이를 인수하여 기관지로 발행

하도록 했다.

년 찬성시 로 장로교회가 사용할1902 ( )贊成時

것을 채용하고 타 교파와 교섭하여 이를 같이 사

용할 찬송가를 편찬키로 하고 위원을 선정했다.

년부터 예수교회 라고 했다 이때 가정과1904 < > .

결혼의 신성성을 보존하기 위해 “婚姻事協議委

을 선정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 결의를 했”員

다.

공의회의 각 지역 개 공의회 소회7

년에 이미 존재한 평안공의회위원 경성1901 ,

공의회위원에 이어 전라공의회위원 경상공의회,

위원을 증설했다 년 공의회에서는 함경공. 1902

의회위원을 증설했고 년에 공의회에서는, 1904

현존하는 공의회 위원을 공의회 소회 로 개편< >

했다 년 공의회에서는 황해공의회위원 평. 1907 ,

북공의회위원을 설립했다 이로써 독노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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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개 공의회 소회로 전국 교회를 관리하7

였다.

이로써 평안공의회 소회 평북공의회 소회 황, ,

해공의회 소회 함경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 ,

회 전라공의회 소회 경성공의회 소회 등이 존, ,

재했다 공의회 최종 목표는 년에 첫 조선. 1907

목사가 임직할 때 노회를 창립하는데 있었다 이.

를 위해 제반 규칙 헌법 신경 등을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독노회 조직전 놀라운 부흥

이렇게 하여 년 독노회가 조직되기까지1907

서북지역 중심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역사를 평양 대부흥 이라 한다 년부터“ ” . 1901

년 사이에 일어난 초기 부흥은 원산에 있는1910

감리회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회개 운동으

로부터 시작하여 서북지역으로 확산하였다.

년 서북지역이 중심이 되어 한국에 최초의1907

독립된 노회인 독노회 가 창설되어(1907-1911)

전국 교회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이제 합동, .

공의회 시대에서 장로회의 치리회인 노회 제도

로 출발했다.

국권 상실과 의병활동

년 일제가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1905

한 후 우리나라는 절망과 실의에 빠졌다 암흑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국이었다 년 월에 일. 1907 6

어난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의 양위를

단행했고 월에는 조선군대를 해산시켰다 우리7 .

나라는 일제의 손에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해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과 싸웠다.

교회는 이에 기도하는 데 힘썼다 년 월. 1907 8

부터 년 사이에 전사한 의병 수는1909 16,700

명 부상자 명에 이르렀다 이런 희생 속, 36,770 .

에서 년 월 일 일본의 조선 합병에1909 10 26 ,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

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토오 통감을 하얼빈

역에서 천주교 신자인 안중근 의사가 권총으로

민족의 원수를 사살함으로써 그 절정을 이루었

다.

한일합방

그러나 년에 이르러 근대 무기로 무장한1910

일제에 우리 의병 군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

다 년 월 일에 일제 각료회의에서 결. 1910 8 29

의를 끝내고 기다리던 일제는 드디어 한일합방

을 대내외에 공포하기에 이른다 우리 민족은 교.

회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영적.

각성 운동으로 나갔다.

민족적 위기 때 만 명 구령 운동과 전도인100 ,

선교사 파송

일제에 의해 한일병탄이 공포된 지 일 만인2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독노회는4 1910. 9. 18.

오후 시 일까지 선천 염수동 예배당에서 열2 -22

렸다 이때 목사 회원 명 장로 총대 명 합. 55 , 74 ,

계 명이었다 이때 결의사항은 만 구령129 . 100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일본.

동경에 박영일 씨를 전도인으로 개월 동안만4

파송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김경제 목사를 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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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본도 목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북평안 대리회.

에서 김진근 목사를 청국 관동 등지에 동포들을

위해 전도 목사로 파송했다.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도 전도와 선교는

계속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만 구령 운. 100

동이었다 제 회 독노회 셋째 날인 일에 독립. 4 20

협회 평양지부 법무국장을 역임한 길선주 목사

가 일어나 작년 에 선교사들에 의해 구호(1909)

로 내걸었던 백만 명 전도 운동을 우리 조선교회

가 다시 해야 한다며 발언했다 이에 이의가 없.

이 이 안건이 채택되었다.

게일 선교사는 이 운동에 대해(L. S. Gale)

그 큰 운동백만 명 구령운동은 한국에서 특이“ ( )

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다 백만 명의 구령이라.

는 소리는 민족의 실망이 절정에 다다른 이때 널

리 울려 퍼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 “

은 결정의 날이다 우리는 내일을 기다릴 수 없.

고 예언할 수도 없다 오늘이 전도하는 그 날이, .

요 이곳이 전도할 그것이다 활짝 열린 전의 문, .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수많은 백성과 심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선교사들은 이때.

가 한국의 중대한 고비라고 확신하고 있다 라고.”

했다.

만 명 구령 운동과 첫 전국 순회전도 집회100

이렇게 하여 백만 구령 운동이 진행되었다 독.

노회 회가 마친 후 마침 동양지역 순회전도 중(4 )

이던 미국인 부흥사 채프만 과(J. W. Chapman)

알렉산더 등을 청빙하여 백(C. M. Alexander)

만 명 구령 운동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게 했

다 이 일행 중 데이비스 만 남. (G. T. B. Davis)

아 계속 지방을 순회하면 부흥회를 인도하였으

며 백만 전도 운동을 독려했다 이렇게 하여 전, .

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하였다.

만 구령 운동 교회 수 증가100 ,

이 운동이 시작할 당시인 년에 교회 수는1910

개 처였다 그러나 년에는 일제의 탄1,632 . 1913

압과 박해 속에서도 개 처로 개 처가2,247 615

증가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만 명 구령 운동. 100

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집단화되고 세력.

화되는 것을 염려했고 긴장했다 일제는 이 운동.

을 만 명의 기독교 십자가 군병 으로 오해“100 ”

했다 단순히 종교운동을 보지 않고 정치운동으.

로 바라보았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하였.

고 일제는 이를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감.

시는 압박으로 이어졌다 일제는 교회를 탄압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만 구령 운동에 반응하는 일제100

일제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독노회4 (1910.

가 끝난 후인 년 월 일에 데라9. 18) 1910 12 29

우치 총독이 선천을 지나가는 기회를( )寺內正毅

이용하여 그를 암살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으

로 사건을 날조하여 핍박의 기회로 이용했다 데.

라우치는 년 월 조선 총독에 임명되어 조1910 5 ,

선 정부에 압력을 가해 년 월 일에 합1910 8 22

방조약을 받아들이도록 한 인물이다 한국 사람.

이 그를 싫어했으리라는 것은 자명했다 그를 역.

이용하여 음모를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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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건 년 동안 재판105 (3 )

당시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영기석 유동설, , ,

이승훈 등과 기독교인 명 등 여 명을 체600 700

포하여 그 가운데 명을 투옥했다 그중에 사123 .

실관계와 증거를 조직하여 명에게 유죄 판결105

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인 사건이다. ‘105 ’ . 105

인을 포함한 명 가운데 명이 장로교인이123 98

었고 이들 가운데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1

선천과 평양의 교회 출신이었다.

이들에 대한 고문을 통해 총독을 살해할 음모

를 꾸민 자가 교회 지도자라는 거짓 자백을 받아

내어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 과정의 심리에서 고.

문에 의한 자백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길선.

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형도 온갖 고문에 시달려

야 했다 일제는 이 재판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골치,

아픈 재판으로 평가했다.

일제의 총독 암살 음모 허구성 폭로,

이 재판은 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3 .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은 그 허구성이 폭

로되었다 서북지역 지도자들과는 무관하다는 사.

실이 입증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사 과정에서 시. “

대에 뒤떨어진 야만적이요 비문명적 이라는 비, ”

판을 했다 인 사건이 만 명 구령 운동으. 105 100

로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가 마치 애굽에서 히브

리 민족을 번창을 막기 위해 핍박한 것과 같은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는 일제는 기독교 세력

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년 월 일 형이 끝나기 전에 투옥된1915 2 13 ,

모든 자를 석방하는 등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선교사들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그,

것은 단순히 제스처에 불과했다 기독교의 부흥.

과 더불어 사탄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일제는 기

독교를 말살하려고 인 사건을 조작했지만 그105

럴수록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성장했

다 이런 가운데 년 월 일에 조선예수교. 1912 9 1

장로회 총회가 창립되었다 총회가 창립되기 전.

후로 날조된 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105

었다.

마지막 독노회 제 회( 5 )

피선교지인 조선에 독립된 노회가 설립(1907)

된 지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총회 창립을5 .

년으로 계획을 세웠다 개 대리회를 개1912 . 9 7

로 축소하고 년 월 이전에 개 노회를 모1912 3 7

두 조직 완료하기로 결의한 후 총회 창립을 준비

했다 개 대리회 중 조선 목사 수가 적은 남경. 9

상과 북경상 남전라와 북전라를 각각 하나로 통,

합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년 독노회를 창립. 1907

한 후 전국에 세워진 교회는 개 처가 넘었1,100

다 그런데도 총회를 창립하지 못했다. .

아직 전국 교회를 위한 목회자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때까지 졸한 수는 제 회 명. 1 (1907) 7 ,

제 회 명이 고작이었다 년은 러일2 (1909) 8 . 1904

전쟁으로 인해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그래서.

년은 졸업생이 없었다 제 회 졸업1908 . 3 (1910)

예정자는 명이 쏟아져 나와 안수받은 제 회27 4

독노회 때에 총회가 창립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경북대리회는 아직 조선 목사가 없었

다 그래서 년 월 일에 총회를 창립했다. 1912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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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졸업 예정자 가운데 명 가운데 경북1911 16

출신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국적으로23 .

모든 대리회가 조선 목사가 시무하게 되었다 이.

렇게 하여 년 제 회 독노회1911 5 (1911. 9. 17.

오전 시 대구 남문안예배당에서 목사 회9 -22, )

원 명 장로 총대 명 선교사 명으로 총46 , 105 , 46

합계 명의 출석으로 독노회의 마지막 독노회197

가 열렸다.

제 회 독노회에서 총회 창립키로5

총회조직을 위해 파송 총대는 총회를 조직하“

면 그 회원 될 자는 노회에서 보낸 총대인데 곧

노회마다 다섯 지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각 한 사

람씩 보낼 것이나 총회 첫해와 그 후 매 년마다3

총회원 될 자는 각 노회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

에서 총회 전 노회에 총대로 왔던 장로들이요.”

라고 결의했다.

또한 명년에 총회를 조직키로 하고 개 노회“ 7

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은 북평안 남평안, , ,

황해 경충 전라 경상 함경으로 함 노회지경, , , , .

은 전 대리회 지경으로 한다 라고 했다 개 노.” . 7

회 조직 회장은 노세영북평안 주공삼남평“ ( ), (

안 이원만황해 원두우경충 김필수전라), ( ), ( ), ( ),

왕길지경상 부두일함경 등이었다( ), ( ).” .

제 회 독노회 에 노회 조직에 관5 (1911. 9. 17)

한 세칙보고에서 일곱 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북“

평안 노세영선교사 남평안 주공삼목사 황해( ), ( ),

이원만목사 경기 원두우선교사 전라 김필수( ), ( ),

목사 경상왕길지선교사 함경 부두일선교( ), ( ( ), (

사 제씨로 정한 일 이었다) ” .

그리고 이들 회장은 그 지경 각 목사와 각 당“

회에 합당한 광고를 한 후에 작정한 날과 처소에

서 노회를 조직할 것인데 마땅히 명년 월 일3 1

안으로 모일 것 으로 보고됐다 내년 총회 모일” . “

일자는 월 첫 주일로 전하고 지금 노회장과 서9

기가 총회 조직할 회장과 서기가 될 것이요 또,

각 놓회가 조직한 후에 만일 사고가 있을 것 같

으면 이 작정한 날 전이라도 회장이 합당한 광고

를 한 후에 모이게 할 수 있사오며 러고 보고되.”

었다 노회 지경은 이전 대리회 지경으로 하였.

다.

총회 조직을 위한 개 노회 조직7

이같은 대리회가 년에 각 노회로 조직되1912

면서 개 노회로 총회가 조직되었다 년 총7 . 1912

회조직을 앞두고 각 대리회가 노회로 승격하여

개 노회 중심으로 년 월 일에 조선예수7 1912 9 1

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되었다.

년 월 일에 최초로 평신도 선교사인1884 9 20

알렌 선교사와 년 월 일에 입국한 최초1885 5 5

의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의 입국 이래

년 만에 조선에 독립 노회가 창설되었다 그리23 .

고 그로부터 년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5

창립되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년 만. 28

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창

립되었다.

총회 조직으로 조선교회의 치리회 제도 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은 이제 조선예수

교장로회가 완전한 치리회 제도를 실현하기 위

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로부터 년이 지났.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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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주년을 맞. ( ) 110

이한 올해 제 회 총회는 년 월 일 주107 2022 9 19

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열린다 년 월( ) . 1912 9

일에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사적1

인 정통성 신학적 정통성을 이어온 합동 측은,

년 고신 측과 분열 년 기장 측과 분1951 , 1953

열 년 통합 측과 분열 년 개혁 측과, 1959 , 1979

분열이 있었다.

총회 주년 역사적 신학적 정통성 계승110 , ,

년 월에 개최된 제 회 총회는 부산 부1980 9 65

전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혁 측이 분열해 나간.

후 첫 총회로서 교권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영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었다 이때 그는 번. 3

째 총회장이 되었다 개혁 측의 분열로 다시 총.

회를 정상화하며 시작했던 총회가 바로 올해 9

월 일에 개최된 제 회 총회합동이다19 107 ( )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폐쇄되고 년1945 8

월 일 지금으로부터 년 전에 일제의 억압15 , 74

과 강탈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그해 월이 되자. 10

전국 일본기독교장로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교구

에 가입했던 노회들은 교구를 탈퇴하고 다시 노

회를 복구했다 해방되자 일제에 의해 일본기독.

교단에 강제로 편입시켰다 년 광복과. 1945 8·15

더불어 선으로 국토가 양단되면서 이북에서38 5

도 연합회가 조직되었고 이남에서는 년 남1946

부총회가 소집되어 년 중단되었던 총회를1943

복구했다 이리하여 총회 횟수가 총 년이나 이. 4

르러져 지금의 제 회 총회가 되었다107 .

본 교단 총회는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

시행착오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초기 복.

음의 전래과정에서 선교사들에게서 배운 성경과

신학 교리 교회 운영방식과 교회법에 근거하여, ,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목.

회자가 배출되었다 선교사들에게서 배웠던 그.

지식과 정보들은 다음 세대의 목사와 장로들에

게 전수됐고 전수받은 자들은 또다시 다음 세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수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단의 정체성과 법통성을

계승한 걸출한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물론 교단,

의 교권은 정체성과 법통 중심으로 이어질 때 특

정 개인들이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때로는 독점

으로 인한 폐단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체성과 법통성은 계승되었다.

하지만 근자에 이르러 본 교단은 정체성과 법

통성의 계승에 대한 단절은 커다란 혼란을 가져

오고 있다 교단의 정체성과 법통성을 제대로 교.

육받았거나 전수받은 지도자 없이 그때마다 시

행착오를 범하면서 이어져 왔고 이어져가고 있

다 교단의 정체성과 법통성에 대한 보존과 계승.

은 지도자의 절차적ㆍ실체적 지식수준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교계 지도자들의 개인적 수준은 곧.

교단의 수준이 돼 버리면서 교단은 커다란 객관

적인 준거나 법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

을 겪게 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평가는 엄

격하여야 하며 이를 그 어떤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는 총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탄은 언제나 정.

치를 통해 교회와 노회 총회를 무너뜨린다는 점,

을 기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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