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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주의 장로교회의 필요성

김효성 목사

신약교회의 시 가 2천년을 지난 지 ,온 세계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 나라에서 근본주의 장로교회들이 실히 필요하다고 느

끼면서 나는 ‘근본주의 장로교회’가 무엇이며 그것이 왜 필요한지

몇 마디 증거하고자 한다.

장로교회

우선,장로교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보자.장로교회는 두 가

지 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첫째는,교회의 정치 혹은

운 방식에 있어서의 의(代議)정치이며,둘째는,교리와 신학에

있어서의 개 신학이다.

1. 의정치

장로교회의첫번째주요한원리인 의(代議)정치란,교인들이뽑

은 표자들(목사와 장로들)에 의해교회가운 된다는 뜻이다.이것

은 성경이 증거하는 로 교인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성경은,비록 목사와 장로들의 특별한 직무와 권 를 인정하지

만,동시에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며(벧 2:5,9)따

라서 교회의 요한 일들에 참여하 음을 증거한다(행 1:15-26;

6:5-6;14:23;15:22).

감독정치와 다름.장로교회의 정치는 감독교회의 정치 방식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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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감독교회는교인들의참정권을인정치않고감독들만이교회를

운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그러나 장로교회는 비록 장로들이 교

회의감독이며그들에게양무리를돌보는직무가있는것이사실이지

만(행 20:28)일반 교인들도 교회 정치에 참여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회 정치와 다름.장로교회의 정치는 회 교회의 정치 방식과도

다르다.회 교회는 일반 교인들의 특권은 매우 시하지만,목

사와장로들의감독 직무와권 에 해서는충분히인식하지못하

고있다.그러나장로교회는,모든신자가다제사장으로서의 특

권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교회를가르치고 다스리는

특별한 직무와 권 가 있다고 본다(요 21:15-17;행 20:28;벧

5:1-4).

이와 같이,장로교회는 성경이 모든 신자의 제사장 특권과 목사

와장로들의감독 직무와권 를둘다가르치고있다고믿는다.일

반 성도들의 특권도 요하지만, 한 목사와 장로들의 특별한

직무와권 도 요하다.장로교회는그둘 의어느것도무시되어

서는안된다고믿는다.그 기때문에,우리는교회의정치혹은운

방식에있어서장로교회의 의정치방식이가장성경 이라고믿으

며,모든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2.개 신학

교리와신학에있어서,장로교회는개 신학을따른다.개 신학이

란,로마 카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와 알미니우스 교회와 구별되

는 사상 체계를 말한다.

로마카톨릭교회와분리됨.‘개 신학’은우선로마카톨릭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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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여16세기에일어난종교개 의원리들을따른다.개신교종교

개 은‘오직성경!,오직은혜!,만인제사장직!’등의원리들을강조했

는데,그것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구별되는 요한 들이었다.로

마카톨릭교회는권 의근거를성경에두지않고교회자체와교회

의우두머리인교황에게두었다. 로마카톨릭교회는사람이오직

하나님의은혜로, 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의롭다하심을얻는다는

복음진리를부정하 고구원을 해성례들의 필요성을주장

했다. 교회와 신부들의 보 역할을 강조했다.그러나 종교개

은이모든주장들을비성경 인것이라고배척하고,오직신구약성

경만이 신앙과 행 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것과,사람이

오직하나님의은혜와 수그리스도의 속공로를믿음으로만의롭

다하심을얻는다는것과,모든신자가하나님앞에서제사장 특권

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강조하 다.이러한 강조 들은 개 신학

의 기본 원리들이다.

루터 교회와구별됨.개 신학은 한종교개 때로부터루터

신학과 구별되었다.특히,성찬에서 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식에

한 이해에 있어서 그 둘은 서로 달랐다.루터 교회는 ‘이것은 내

몸이요,이것은내피라’는 수그리스도의말 을문자그 로이해

하려고했다.즉그교회는주의몸과피가어떤방식으로든지성찬의

빵과 포도즙 안에,곁에,아래 임재한다고 생각했다.그러나 개

교회는 주의 말 이 비유 표 이며 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로 함

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께서 성찬식에 함께하실 뿐이라고

보았다.

뿐만아니라,교리체계에있어서의인간론 ,구원론 강조나,비

록 약하지만 신인 력설 경향,그리고 성경이 명백히 정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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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교회 통과의식의보존등도루터 교회가개 교회와구별

되는 들이었다.

알미니우스 교회와구별됨.개 신학은특히17세기개 교회

안에서 일어난알미니우스 와의 논쟁에서 그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정립되었다.알미니우스 의다섯가지요 은다음과같다.(1)조건

정.하나님의선택과정죄는사람의신앙과불신앙에 한하나

님의 지(豫知)에 근거한다.(2)보편 속죄.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해 죽으셨다.(3)구원 믿음.사람은 성령으로 말

미암지않고서는구원 믿음에이를수없다.(4) 항할수있는은

혜.하나님의 은혜는 항할 수 있다.(5)견인(忍)의 불확실성.하

나님의 은혜는 상실될 수 있다.

이러한 알미니우스 사상과 구별하여,개 교회는 도르트 회의에

서다섯가지요 을선언하 다.이다섯가지요 들은개 신학의

요한내용이다.(1)하나님의무조건 선택.하나님께서는오직그

의 휼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고 그 나머지를 그들의 죄

가운데버려두셨다.(2) 수그리스도의제한 속죄. 수그리스도

는세상모든사람들을 하여죽으신것이아니고‘아버지께서그에

게주신자들’즉만세 에선택된자들을 해죽으셨다.(3)사람의

인부패와무능력.모든사람은 으로부패되고무능력해졌기

때문에하나님의특별한은혜가아니고서는아무도회개하고믿을수

없다.(4)불가항력 은혜.성령의구원하시는은혜는사람이 항할

수없다.(5)성도의견인(忍).하나님께서는자기백성을끝까지보

존하신다.

개 신학은 이와 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됨으로써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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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 교회와알미니우스 와 구별됨으로써그 요한특징들이 정

립되었다.우리는이상에열거된개 신학의 요한원리들을성경

이라고 믿는다.성경 교리 체계는 개 신학에서 가장 잘 정리되었

다.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개 신학을 따르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근본주의

그러면 우리가 ‘근본주의 장로교회’라는 말을 할 때,근본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오늘날 근본주의라는 말은 말하는 이의 분별력

이나입장에따라다른의미로사용되고있다.그러나근본주의는역

사 으로 정의될 때 성경 입장이다.

1.자유주의와의 투쟁

근본주의라는입장혹은운동은자유주의와의투쟁에서일어난것

이었다.19세기 후반,기독교회 안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향

으로 성경을 비평 으로 연구하는 풍조가 일어났다.더욱이,진화론

과 유물론(唯物論)이나타남으로 이풍조는더욱 강화되었다.이러한

분 기속에서기독교의 통 근본교리들을부정하는소 자유주

의 신학이 발생하 고 성장하 다.

유럽에서 독일을 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은 온 세계에

향을 미쳤고,세계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미국교회들도 마침내 20세

기 자유주의화 되었다.우리 나라에는 카나다 장로교회의 서고도

(Scott)선교사같은이를통해자유주의가들어왔고,김재 박사등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 고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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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기독교와자유주의신학의차이 은단순히지엽 문제들

에있지않다.자유주의신학에의하면,기독교는교리와별개의경험

혹은생활이며,교리는기독교 경험혹은생활을한시 의사고방

식으로표 한하나의상징 표 에불과하며따라서교리는시 마

다변할수있고 변해야한다고한다.그러나성경에의하면,기독

교는결코교리와별개의어떤경험이나생활이아니고,교리에근거

한 생활 혹은 경험이며,기독교 교리는 확실하고 불변 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처럼 교리를 기독교의 본질 요소로 보지 않

기때문에기독교의근본교리들을자유로이왜곡시키고결국부정한

다.그러나기독교의근본교리들을부정하는것은곧이단이다.여기

에 자유주의 신학의 심각한 문제 이 있는 것이다.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이라는 이름과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라는 이

름을 가지고 있지만,실상 그것은 이단 사상인 것이다.

그러면,자유주의 신학의 이단 들을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빙성과 신 권 성과 무오성

(無誤性)을 부정한다. 컨 ,자유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아 라

함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후 의 신화 산물들이든 아니든 무슨

문제가되는가?”라고질문했고, 말하기를,“구약과신약의성경역

사는실상 역사가아니고, 에서보면일련의자유로운신 행

들이며 아래서 보면 본질상 어떤 것을 이루려는 일련의 결실 없는

시도들이다”라고 하 다.1) 자유주의 신학자 씨 에취 다드는 말하

기를,“[성경의]외 권 는엄 한의미에서더이상 이지않

다,”“우리가 계시에 해 말할 수 있는 어느 것도 그것을 받는 사람

에게 상 이다.아무 곳에서도 진리는 우리가 자존 ,외 권 를

1)KarlBarth,TheWordofGodandtheWordofMan,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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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는 순수하게 ‘객 인’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

다.2)

둘째로,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속성을 부정한다. 를

들어,씨 에취 다드는 말하기를,“하나님을 인격의 가장 높은 이상으

로 생각하면서 비이성 인 진노의 격정을 그에게 돌리는 것은

논리일 하지않다”고하 다.3)자유주의신학자폴틸리히는말하기

를,“[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하나님의 신성과 그 무조건 성격

과 명백히 모순된다.그러므로 그 개념은 재해석되든지 아니면 기독

교 사상에서 완 히 포기되어야 한다”고 하 다.4)

셋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을 부정

한다. 를 들어,자유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는 말하기를,“

원이시간속에들어온다는개념은지 으로불합리하다”고하 다.5)

한 폴 틸리히는 말하기를,“‘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주장은 역

설 (說的)이 아니라 부조리한(nonsensical)말이다”라고 하 다.6)

넷째로,자유주의신학은 수그리스도의형벌 속(代贖)을부

정한다. 를 들어,씨 에취 다드는 말하기를,“그러므로 유화(宥和,

propitiation)라는 번역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그러뜨림을 의미하기

때문에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며,이것이비록이교 용법에는

맞을지라도 성경 용법에는 생소하다”라고 하 다.7) 한 라인홀드

니이버는,“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는교리는많은신학 오류들로인도하는데,그 에는인간의도덕

2)C.H.Dodd,TheAuthorityoftheBible,pp.14,289.

3)TheEpistleofPaultotheRomans,p.24.

4)PaulTillich,SystematicTheology,II,77.

5)ReinholdNiebuhr,BeyondTragedy,p.13.

6)Tillich,II,94.

7)TheRomans,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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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모욕하는 리 속죄의 이론들이 포함된다”고 말하 다.8)

다섯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수님의 부활의 역사성(歷史性)을 부

정한다.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그리스도의부활사건이역사 으로발생했다는사실에

해서 아무런 증거도 없고,어떤 증거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것이명백하다....실제로성경역사에결정 요소들인

창조 이야기와 다른 많은 이야기들과 공통 으로, 수님의 부

활 역사는 ‘사가(saga)’혹은 ‘설’로 간주되고 묘사되어야 한다

는것을반 할아무런이유도없다. 수그리스도의죽음은확실

히 역사로 생각될 수 있지만,부활은 그 지 않다.9)

자유주의 신학자 넨베르크는 말하기를,“복음서들에 보도된 [부활

하신그리스도의]나타나심들은바울에의해언 되지않았으며강하

게 설 인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우리는그속에서그자체의

역사 알맹이를 거의 찾을 수 없다”라고 하 다.10)

여섯째로,자유주의 신학은 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부정한

다.칼 바르트는말하기를,“그리스도의부활이나그의재림은--그것

은 동일한 것인데--역사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 다.11) 라인홀

드니이버는,“기독교의교리 에그리스도의재림에 한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에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고 말하 다.12)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빙성과 신 권 성과

무오성,하나님의진노의속성, 수그리스도의성육신,형벌 속,

8)Niebuhr,pp.17,18.

9)ChurchDogmatics,IV.i.335,336.

10)Jesus--GodandMan,p.89.

11)TheWordofGodandtheWordofMan,p.90.

12)Niebuhr,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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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재림등기독교의근본교리들을부정하는이단이다. 자유

주의신학은교회의2천년역사상찾아볼수없었던가장무서운이

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의

재림직 에교회들이하나님의참된진리에서이탈하여배교할것이

라고 언되어 있기 때문이다.마태복음 24:11,“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데살로니가후서 2:2,“먼

배도[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출 과 온 세계에

퍼진 상은 성경에 언된 바가 그 로 성취되고 있는 것뿐이다.

근본주의는 19세기말과 20세기 미국 교회 안에서 머리를 들기

시작했던 이러한 자유주의에 항하여 일어난 것이었다.1910-1915

년에근본교리들(Fundamentals)이라는12권으로된책자들이약300

만부 무료로 배포되었다.이 책자들의 내용은 주로 진화론과 비평

성경연구방식에 항하여성경의근본교리들을변호하는것들이었다.

1910년 미국 북장로교회 총회는 성경의 무오성(無誤性),그리스도

의 처녀 탄생, 속(代贖),육체 부활, 기 들의 사실성 등을 성

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본질 인 내용이라고 선언하 다.이

선언은 1916년,1923년 총회에서 두 번이나 재확인되었다.13)

근본주의에 해 많이 연구한 죠지 마스든은 “미국에서의 근본주

의는 투 으로반(反) 주의 인복음주의 개신교운동으로가

장 잘 정의된다”고 표 하 다.14)

고(故)박형룡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근본주의는 별다른 것

13)A BriefHistoryoftheBiblePresbytertianChurchandIts

Agencies,ed.MargaretG.Harden,p.15.

14)GeorgeM.Marsden,"Fundamentalism,"Eerdmans'sHand-

booktoChristianityinAmerica,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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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정통주의요정통 기독교다.한걸음더나아가서,근본주의

는 기독교의 역사 , 통 ,정통 신앙을 그 로 믿고 지키는 것,

즉정통신앙과동일한것이니만치,이것은곧기독교자체라고단언

하는것이가장정당한정의일것이다.근본주의는기독교자체다.”15)

2.신복음주의와의 갈등

한 걸음 더 나아가서,근본주의는 신복음주의와의 갈등에서 그 특

질이 형성되었다.20세기 미국의 기독교계는 자유주의( 주의)

와근본주의(보수주의,복음주의)둘만있었다.그러나근본주의와

주의와의투쟁이외 으로근본주의의패배로끝나고, 교단들은

자유주의를 제거하기는커녕 자유주의를 고의 으로 포용하는 소

‘넓어진 교회’가 되었을 때,근본주의는 자유주의화된 교단들로부터

분리하는 운동으로 발 하 다.왜냐하면 근본주의자들은 이단 자

유주의를포용하는것이주께 한배신이라고확신하 기때문이다.

여기에 1930년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분리 운동들의 이유가 있다.

이때여러근본주의 독립교회들이생겨났고,새로운작은교단

들도형성되었다. 를들면,미국근본주의독립교회,16)정식침례교

회 총 의회,17)미국장로교회18)(1939년에 정통장로교회19)로 이름을

바꿈),성경장로교회20)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1940년 에 들어와 ‘신복음주의’21)라고 불리우는 한 운동

15)박형룡,“근본주의,”신학지남,25권 1호 (1960),16쪽.

16)IndependentFundamentalChurchesofAmerica.

17)GeneralAssociationofRegularBaptistChurches.

18)PresbyterianChurchofAmerica.

19)OrthodoxPresbyterianChurch.

20)BiblePresbyterianChurch.

21)NewEvangelic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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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입장에의하여교계는한층더복잡한갈등속에빠졌다.1948년

풀러 신학교 강연에서 교장 해롤드 오 가는 ‘신복음주의’라는 말을

처음으로사용했다.1942년그는미국복음주의자 회22)를조직,

회장이 되었고, 한 풀러 신학교의 교장이 되었다.그는 크

리스챤니티투데이지의이사장으로25년간있었다.그는빌리그 이

엄의 친한 친구요 신학 조언자이었다.

그는 풀러 신학교 교장 취임시 근본주의자들을 비난했고 자기 신

학교는 교단들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1957년 한 뉴스 팜 렛에서 “신복음주의는 그 략을 분리에서

침투로바꾸었다”고진술했다.그는후에“신복음주의는분리 입장

을 거 함에 있어서 근본주의와 달랐다”고 회고했다.

1951년에 세계 복음주의 의회23)가 20개국의 복음주의자 회

(NAE)들이 모여 형성되었다.신복음주의자들은 차 자신들을 단순

히 ‘복음주의자’로 불 다.

이와 같이,신복음주의는 기독교의 근본교리들을 체로 주장하지

만 자유주의자들로부터의 교회 분리를 반 하는 입장으로 시작된

것이다.

부흥사빌리그 이엄의 도방법은신복음주의의 표 이다.

빌리 그 이엄의 본래의 입장은 건 했다.그는 1951년 4월 일롯

(Pilot)지의 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주의도 그럽게 보거

나교제하지 않는다”고말했고,1952년6월 3일자 선배 부흥사밥 죤

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 주의자들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후원하

지 않습니다.우리는 그린스보로와 슈립포트 외에 어느 도시에서나

교회 의회[NCC]의 후원을 받은 이 없습니다”고 고백했다.

22)NationalAssociationofEvangelicals=NAE.

23)WorldEvangelical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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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후 빌리 그 이엄은 그의 입장을 변경했다.그는 뉴욕,

샌 란시스코,필라델피아,시카고,로스앤젤 스,컬럼버스 등의

도집회에서 공공연히 자유주의 교회 의회들의 후원을 받았다.

그는 로스앤젤 스에서의 도집회시 제랄드 네디 감독을 명

회장으로 임명했는데, 네디 감독은 그의 책 하나님의 좋은 소식

(God'sGoodNews)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백히 부정한 자이었

다.24)

빌리 그 이엄은 오늘날 천주교회와의 계에서도 타 이다.

1993년,빌리 그 이엄 도 회 이사인 스털링 허스톤은 말하기를,

“지난10-15년 동안 그 이엄 도 회에는카톨릭참여가 하게

늘어났고 약간의 카톨릭 지도자들은 이제 도 회 계획 원회들의

공식 표자들로 사한다.카톨릭 신자들은안내 원들,성가 원

들,심지어 상담 원들로 환 을 받고 있다”고 했다.25)

박형룡 박사는 “신복음주의는 미국에서 20세기 에 자유주의가

득세하고근본주의가실세(失勢)한데 한반발로어떤보수주의신

학교육을 받은소장 신학자들이자유주의 신학과타 을 감행하기로

발족한 새 신학운동”이라고 진술한 후,20가지 요 으로 비평하 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에 해 가혹히 비 한다.학문성 결

여,반교 주의,세 주의,부정주의등이그비 의내용이다.그러

나 근본주의에 한 가혹한 비평은 비평자의 정통성을 의문 한

다.

(2)신복음주의는신정통주의와타 하는경향이있다.신복음주

24)WilliamAshbrook,Evangelicalism:TheNewNeutral-ism,p.

9;CharlesWoodbridge,TheNewEvangelicalism,pp.34-39.

25)CalvaryContender,December1,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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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라드에릭슨은“신복음주의는신정통주의의 일반 방향으

로 움직여 왔다”고 말한다.신정통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을 분리시키고 괴 성경 비평을 수납함인데,과연 어떤 신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무오를 부정하고 성경을 괴 으로 비평한

다.

(3)신복음주의는 유신론 진화론을 수납한다.즉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해 진화론 개념을 받아들이며,지질학 연 를

수납한다.

(4)신복음주의는 이 부인의 경향을 띤다. 컨 ,신복음주의

자들은 수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의 교리를 요치 않게 본다.

(5)신복음주의는세계교회 의회(WCC)의사회복음운동에따

라간다.해롤드 아 가는 말하기를,“신복음주의는 근본주의가 회

피한 사회 난제들을 취 하기를 의욕함에서 근본주의와 다르다.

..(개인복음과사회복음사이에이분설이있을필요가없다.)참

된 기독교 신앙은 구원의 개인 자연 경험과 사회 철학이다”

고했다.그래서신복음주의자들은민권투쟁,빈민행진등과격한

사회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

(6)신복음주의자들은자유주의자들과우호 계를가진다.그

들은자유주의자들과 신학 화를 원하고그들과 력하고그들

을 강사로 청한다.특히,빌리 그 이엄의 경우와 같이, 도 집

회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자유주의 교회들과 력한다.더욱이,

신복음주의자들은자유화된교단들을떠나지않고그안에머문다.

박형룡 박사는 마지막으로 신복음주의자들이 잘못 아는 형제들이

거나열렬하지않은이단들일것이라고언 한후에,다음과같이결

론을 맺는다:

일에 ‘신복음주의’란 것은 그 신학의 창시자 아 게와 신 자

들의 자칭하는 허울 좋은 이름이지만 실로는 ‘신자유주의’운동이

다.성경 인 정통신앙을 지키기에 천신만고를 무릅써 온 한국 보

수주의 교회들은 결코 이 ‘신자유주의’에게 자리를 내어 수 없

다.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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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과 피로 지키고 해 바른 신앙의 노선을 버리고 이 새

로이 일어난 신 사상의 노선에 한 걸음이라도 따라서는 안된다.26)

우리 나라의 보수 장로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한 인식이

이 보다 더욱 없고 잘못된 연합 운동과 타 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몇가지의 들을들어보자.1986년9월8일한국장로교 의회(당시

의 회장=이종성 목사)는 새문안교회당에서 노춘경씨 수세 100주년

기념행사로5개장로교단연합성찬 배 강연회를가졌는데,5개

교단(장 통합,합동,고신, 신,기장)지도자들 150여명이 참석했

다.보수교단들이자유주의 교단들(기장과 장통합)과함께성찬

배를 드릴 수 있는가?

1990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국 복음주의 의회(당시의 회

장:김 곤목사)는홍콩국립경기장에서개최되는빌리그 이엄박

사 홍콩 도 회의 한국 성 계 도 회를 실시했는데,그 장

소는 부산 수 로교회(정필도 목사), 구 서문교회(이성헌목사),

앙교회(신성종 목사)등의 장합동측교회들을 포함했다.한국

의 표 보수 교단인 장 합동측 교회들에 신복음주의에 한 분

별력이 없다.

1991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제2회 정기총회는 감리교회 기감측

과장로교회기장측의가입문제가일단 정 인방향으로추진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1994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3.1 기념

배 설교자는 기장측 자유주의자 강원용 목사이었고,3월 8일 임원취

임 배 설교자는 기장측 원로목사인 조향록 목사이었다.4월 9일 남

북교회 력을 한 세미나 강사에도 강원용 목사가 포함되었다.오

늘날,NCC와 한기총은 더욱 더 가까워졌다.

26)박형룡,신복음주의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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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2002년 한국교회 연합을 한 교단장 의회가 각 교단에

게제안했던‘한국교회의통일된연합체구성추진’헌의안이23개회

원교단 15개교단의총회에서통과되었다.통과시킨총회는 장

합동, 장 통합,기장, 장 고신, 장 개 (주), 장 개 (국제),

장 신, 장 합신, 장 합동정통,기성, 성,기침,기하성,그리

스도의 교회 한국교역자회,하나님의 교회 등이다.나머지 8개 교단

,구세군, 수교복음교회,한국그리스도의교회 의회,나세렛성

결교회는 임원회 등에서 결의되어 총회 인 만 남겨두고 있고,기감,

기독교 한복음교회,기독교 한국루터회, 장 순장은 불명확하나

무난히 통과될 망이라고 한다.27)

이상의 들은 한국의 보수 교회들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이,

신복음주의 으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단면 으로 보여 다.

3.근본주의의 책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와의 갈등에서 근본주의가 가진 책은 무

엇인가?그것은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로부터의 성별 혹은 분리(分

離,separation)이었다.우리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 어야 할 때가 있

고 그 교제를 끊어야 할 때가 있다고 본다.

(1)자유주의로부터의 분리

첫째로,근본주의는 자유주의로부터 분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지극히성경 인주장이다.성경은분명히불신앙으로부터분

리할 것을 말 했다.고린도후서 6:14-18은 이 게 말한다:

희는믿지않는자와멍에를같이하지말라.의와불법이어

27)“‘단일연합체’구성--각교단총회통과,”기독신문,2002년10월2일,

1쪽;“15개교단통과‘한걸음성큼,’기독교연합신문,2002년10월6일,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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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며,빛과 어두움이 어 사귀며,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

조화되며,하나님의성 과우상이어 일치가되리요?우리는살

아계신 하나님의 성 이라....그러므로 주께서 말 하시기를

희는 희 에서나와서따로있고[분리하고]부정한것을만지지

말라.내가 희를 하여 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능하신 주의 말 이니라 하셨느니라.

세상과 교회,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다.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이다.그러므로 교회 교제, 교제에는 분

명한한계선이있어야한다. 구든지하나님께로나아오도록 청되

고 있지만,아무든지 교회 교제를 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성경은우리에게이단자들로부터분리하라고교훈했다.로

마서 16:17,18은 이 게 말한다:

형제들아,내가 희를 권하노니, 희 교훈을[희가 배운 교리

혹은 교훈을]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희에게서 떠나라.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

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

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디도서3:10은,“이단에속한사람을한두번훈계한후에멀리하라

[거 하라]”고 말 했다.

요한이서 7-11은 이 게 말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이는 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그리스

도니... 구든지이교훈을가지지않고 희에게나아가거든그

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

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유다서 3-4은,“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을 들어 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 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희를 권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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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느 노니,이는가만히들어온사람몇이있음이라”고말 했

다.

이단의 성격을 생각하면,이단과의 분리는 꼭 필요하다.이단은

주 받을 일이다:“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희에

게 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하면 주를 받을지어다”(갈 1:8).

한 이단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에 후메내오와 빌 도가 있느니라.진리에

하여는 희가 그릇되었도다.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 뜨리느니라”(딤후 2:17,18). 한 이단은 멸망

할 이단이다:“민간에 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희 에도거짓선생들이있으리라. 희는멸망 할이단을

가만히끌어들여자기들을사신주를부인하고임박한멸망을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벧후 2:1).

이단의부류에 속하는자들은 천주교인들을비롯하여 여호와의증

인,몰몬교,안식교,크리스챤 사이언스,통일교 등 이단 종 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20세기 ,교회의배교에 항하여싸웠던메이천은자유주의자들

과의 분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가지 사실이 완 히 명백하다.즉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

든지 아니든지 간에,자유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은 여하튼

완 히 분명한 것이다. 한,그것이 그러하다면,자유주의와 기독

교가 계속 동일한 조직체 안에서 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

하지못하다.교회안에있는그두부류들의분리는이시 의

실한 요구이다.28)

한 그는 배교된 교회로부터의 분리의 정당성에 하여 다음과

같이말했다:“만일자유주의 가실제로교회의기 들을완 히장

28)J.GreshamMachen,ChristianityandLiberalism,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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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다면,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그 교회의 활동을 계속 후원할

수 없을 것이다....만일 자유주의 가 실제로 교회를 장악한다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러설 비를

해야 할 것이다.”29)덧붙여,그는 신복음주의 타 의 죄에 해 말

하기를,“오늘날 가장 나쁜 죄는 당신이 기독교 신앙을 동의하고 성

경을 믿는다고 말한 다음,기독교의 기본 인 사실들을 부인하는 자

들과 력하고 타 하는 것이다”30)라고 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교회들은 건 하지 않다.그

교회들은 배교 이거나 어도 타 이다.그러므로 자유주의 교

회들을 포용하는 연합 도활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비록

그러한 활동들이 겉보기에 결실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성경이 그러

한 잘못된 교제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반 해야

한다.교회의일차 의무는외 번 이아니라하나님의뜻에 한

성실한 순종이다.기독교는 물량주의나 숫자주의나 실용주의(實用主

義)가 아니고 하나님 심의 진리주의이다.

오늘날 기독교계는 교단들이 자유주의화 된 상황이므로 그들

심으로 형성된 세계교회 의회(WCC)나 각 나라 안의 교회 의회

(NCC)는명백히불건 하다.그러므로우리는그런연합활동들을반

해야 한다. 를 들어,자유 보수를 망라한 교 연합 집회들,

부활 연합 배,연합 성찬식,성서공회,찬송가 공회,방송국 등의

연합활동들은옳지못하다.보수교회들간의 교 연합활동들은

가능하고 필요하지만,보수 교회와 자유 교회 간의 연합활동은

성경 으로 옳지 않다.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움의 일에 참여치 말

29)Ibid.,p.166.

30)WilliamE.Ashbrook,Evangelicalism:TheNewNeu-tralism,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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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엡 5:11)고 말했고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했다(고후

6:17;계 18:4).

(2)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

근본주의는 한신복음주의로부터의분리도불가피하다고 단하

다.자유주의자들을 고의 으로 포용하고 력하는 타 자들을

계속 용납할 것인가?그들에게도 어떤 징계와 교제의 단 이 필요하

지 않은가?근본주의자들은 그 다고 확신하 다.이것은 옛날 국

에서청교도운동이일어났을때비국교도들혹은분리주의 청교도

들의 신념과 비슷하 다.

근본주의자들은신복음주의로부터의분리의성경 근거를데살로

니가후서3:6,14-15에서찾는다:“형제들아우리주 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무질서하게]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 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가

이편지에한우리말을순종치아니하거든그사람을지목하여사귀

지 말고 로 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단을 배격하라는 사도 명령을 고의 으로 거역하고 자유주의

이단자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은 교회의 질

서를 깨뜨리는 고의 불순종자들이다.그러므로,비록 그들이 이단

이 아니고 참된 성도요 형제들일지라도,교회는 그들의 불순종과 타

태도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해야 하고,성경

의 교훈 로 그들과의 교제도 단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리 이단이든,윤리 죄악이든 간에,오류와 악은 룩처럼 교

회안에 향을끼친다.그러므로악의제거,악으로부터의단 이필

요하다.고린도 서 5:6,“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은 룩이온덩어리에퍼지는것을알지못하느냐?”갈라디아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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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디모데후서 2:17,“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비록 수 그리스도는 한 화해자이시지만,비록 그들 어떤

이들은우리의진정한형제이겠지만,비록그들 어떤이들은우리

와함께천국에들어갈지도모르지만,그러나회개치않는악에 한

한 권징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다.정당한 권징

은성경 교회가마땅히성실히실행해야할의무이다.성경은잘못

된자들과“사귀지말고함께먹지말고내어쫓으라”(고 5:13)고말

했고,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명령했다(살후 3:16).

그러나,교회 교제의 단 이든지,개인 교제의 조심이든지 간

에,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우리

는항상신 해야한다.교제의단 은먼 성실한노력을 제해야

한다.잘못의 교정을 해 개인 인 권면이나 교회 인 합법 인 노

력을먼 성실히행해야한다.불가피한분리의때를신 히 단해

야한다.성 한분리는교회의개 이나갱신에유익을주지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더욱이,신자 개인의 경우에는 교회

책이있어야한다.즉분리해야할교회에상응하는건 한보수 교

회가 있어야 한다.

한우리는항상겸손과사랑을잃지말아야한다.미움이나

교만은그어떤죄와오류못지않게큰죄악이다.우리의우리된것

은오직하나님의은혜뿐이다.내가남보다좀더 분별력을가지

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그러므로 참신자는 어

느때든지결코교만할수없다.갈라디아서6:1,“온유한심령으로그

러한자를바로잡으라.”디모데후서2:25,26,“거역하는자를온유함

으로 징계하라.”데살로니가후서 3:15,“[고의 인 불순종자의 경우]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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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본주의의 교 성격

마지막으로,한마디덧붙여말한다면,우리는근본주의가 교

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오늘날 어떤 이들은 ‘우리는 개 주의자

이지근본주의자는될수없다’고말한다.그러나우리는오늘날개

주의라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왜냐하면

많은사람들이개 주의라는이름아래신복음주의입장을취하고있

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개 주의라는 말 이상의 어떤 용어를

필요로 한다.‘근본주의’라는 말은 바로 이런 필요를 해 사용될 수

있을것이다.그것은오늘날자유주의 배교와신복음주의 타 을

반 하고순수하게성경 좁은길을추구하는입장을표 하기 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근본주의는 간단히 정의하자면 성경의 근본교리들을 보

수하고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유주의는명백히이단사상이다.그런데이이단 사상이 기

독교회들속에 리퍼져있다.유럽교회의 상태는매우어둡고

배교 이라고 한다.미국의 경우에는,북침례교회(ABC),남침례교회

(SBC),연합 감리교회(UMC),합 국 장로교회(PCUSA),연합 그리

스도의교회(UCC),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등역사 교

단들은 체로 자유주의 이다.한국 교회의 경우에는,한국기독교장

로회(기장측)는 처음부터 자유주의 이었고, 한 수교장로회 통합

측은 상당히 자유주의 이며, 한기독교감리회(기감측)는 부터

자유주의 이었고, 한기독교성결교회(기성측)와 한기독교침례회

(기침측)도 상당히 자유주의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이런 평가는 의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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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들이라는말은아니다.그들가운데순진한많은목사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그러나 어도 그들 교회

들의 교역자 양성원인 신학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역사

기독교신앙을보수하는입장이아니다. 한그들교회들안의다수

의목사들은성경 ,역사 기독교를지키고그신앙을 해싸우고

자하는의지를버렸고자유주의신학을받아들 거나그것을포용하

는 넓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유주의신학이명백히이단이기때문에,성경 기독교회들

은 자유주의 이단을 배격하고 자유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마땅하다.그 기 때문에,성경의근본교리들을 보수하고자유주의로

부터의 분리를주장하는 근본주의는 성경 으로 바르고정당한 입장

인 것이다.개 교회도 역사 으로 권징의 성실한 시행을 참교회의

표지로간주했기때문에,근본주의는이런 에서개 교회의입장에

서도 역사 지원도 가진다.

미국의 보수 구약학자이었던 에드워드 은 근본주의와 신복음

주의에 하여,신복음주의는 도와학문과교육을강조한다고말하

면서 이 게 말했다:

사실,그것[신복음주의]은매우 요한 교회의교리와신앙을

한 활기찬 투쟁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신복음주의가 오늘날의 상황에 한 해답인가?우리는 아

니라고,강조해서 아니라고 답한다.여기에 한 일시 상이 있

다.그리고 그것이 빨리 지나갈수록 교회를 해 더 유익하다....

근본주의 안에는 훌륭한 많은 들이 있고,만일 우리가 근본주의

와 신복음주의,둘 의 하나를 택하라고 강요를 당한다면,우리는

어떠한 주 도 없이 근본주의를 택해야 할 것이다.근본주의는 신

앙의 변호에 심을 가지고 있고,그러한 심은 참으로 성경 이

다....그것[근본주의]은실수들을범했으나,외쳐야할 한때

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조심성 있는 도 들이 범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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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그 게 큰 실수는 아니었다.31)

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는 물론 실 으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

다.많은진실한사람들이혹은무지해서혹은연약해서성경의교훈

을성심으로지키지못하고있는것같다.그러나자유주의신학을포

용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의 교제를 정당하게 여기는 것은 분

명히자유주의이단에 한타 이며이단을배격하라는주의명령에

한 불순종이다.성경의 교훈을 고의 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형제들에 해서 교제를 단 하라고성경이 가르

치기 때문에(살후 3:6,14),근본주의가 신복음주의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 으로 바르고 정당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오늘날믿는이들은성경 ,역사 기독교에 한바른지식과확

신 뿐만 아니라,이 배교 시 에 한 바른 분별력과그 배교를

하는바른입장을가져야한다.오늘시 에는바른분별력과바른

입장을 가진 목사들과 교회들과 단체들이 필요하다.특히,목사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들은바른 분별력과 입장을 가지고 목사 후보생들을

성실히훈련시켜야할것이다.진실하게주 수그리스도를믿고따

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른 분별력과 입장을 가진 교회를 선택

하고 거기에 소속해야 할 것이다.

성경 역사 기독교 신앙은 ‘개 신학’에서 잘 표 되어 있고 오

늘날의 배교와 혼란에 한 바른 분별력과 입장은 소 ‘근본주의’에

서 잘 표 되어 있기 때문에,우리는 근본주의 개 신학의 부흥을

갈망한다.그것은자유주의 배교와신복음주의 타 을바로인식

하고 버릴 때에만 가능한 부흥이다.성경 으로 올바른 근본주의

31)EdwardJ.Young,"WhereAreWeGoing?"ThePresbyterian

Guardian,10April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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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회들의설립과 교 교제는오늘날한국교회의 실한과

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