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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역사
과거 이십 세기 동안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모든 것이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듯하였지만, 하나님

라는 명칭은 알았지만, 교회에 대하여 합당한 인식을 가진

은 그분의 영원한 뜻을 위하여 그분의 경륜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교회를 주의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예비하셨

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

습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

에서 정하신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

랑한 이들은 언제나 타락한 당시의 상황에 맞서 정면으로

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이 교회와 하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것이 교회

님의 영원한 목표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잘못은 바로 거듭된
분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는 것

될 때 분열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

만이 아니며,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

한 반응과 분열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생명을 내용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주님께서

으로 삼아 단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

하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신부, 그분의 배필이 되는 교회를

아오실 수 없는 주된 원인입니다.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 과거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분의 마음 안에는 교회가 존재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오시기 위해, 또한 그분의 교회를

하고 있었으며, 교회는 영원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얻으시기 위해 그분의 회복의 일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것입니다(엡 3:9-11,1:4-11).

필요로 하십니다. 먼저 중세기에 그분은 마르틴 루터를 사
용하시어 그분의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500년경

비록 영원 과거에 교회가 존재하였으나 그때로부터 교회

에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영향은 매우 강했는

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창조

데, 그는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정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갈망하고 교회를 목표로 삼았으

의롭게 되는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 결코 이 목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

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해 교회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
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후, 마태

이로 인해 주님은 약 1세기 반이 지난 이후에 또 다른 반

복음 16장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은 교회를 계시하셨습니

응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속생명을 중시한 신비주의

다. 오순절에 이르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자들이었습니다. 귀용 부인(Madame Guyon)과 페넬롱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가 정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Fenelon) 신부와 같은 이들은 속생명에 대해 인식하기 시

이때에 이르러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왔던 교회가 사람 가

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죽어 있고 외형만 남은 개혁

운데 나타나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17세기에 하나님
은 전반적으로 죽어 있던 기독교 안에서 속생명의 반응을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뒤 얼마 안 되어 교활한 사탄은 교

불러일으켰습니다.

회 안에 죽은 종교의 규례와 실행, 사람의 철학과 관념과
의견, 그리고 세상과 정치에 연합된 조직을 가지고 들어왔

이어서 18세기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일어나 교회 생활을

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는 사도 시대 이후로 모라

더 나아가 교회를 크게 손상하고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비안 형제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실현한 첫 번째 그리

5

주님의 회복

주의 회복―교회의 역사

스도인 단체였음을 증명합니다. 이어서 한 세기가 지나가

된 종과 그분만을 사랑하는 정결한 처녀로 증거하기 원합

기 전, 1825년부터 1828년까지 이른바 ‘형제회 운동’이 강

니다.

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비와 몇 명의 형제들의 인도
하에 일어난 것으로, 처음에는 그들에게 참으로 빛과 능력
이 충만하였습니다. 팬톤(Panton)은 형제회의 운동이 종
교 개혁보다 훨씬 크고 강한 것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안
타깝게도 이러한 황금시대는 약 20년밖에 지속되지 못하
였습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과거보다 더 영광스럽기를 원하고,
생명이 성숙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교사들은 형제회의 그 기간이 빌라
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고 인정
합니다. 그러한 좋은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출처 : 한국복음서원 http://www.kgbr.co.kr/

그들은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거듭 분열되
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약 1세기가 다
지나기 전, 1920년부터 주님은 동방에서, 곧 중국에서 다
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 땅에서 교회가 지나온 길은 피눈
물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박해로부터 종교
개혁까지, 종교 개혁부터 연합 형제단까지 끝없이 분열된
과거 이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사탄은
언제나 파괴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저지
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속생명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
리는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단체적으로 그
분을 위해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밤이 어둡고 길
이 멀어도 그분은 결국 이 땅에서 한 무리의 이기는 이들
을 통해 죽어 있고 타락한 상황을 이기실 것이며, 묵묵히
그분의 교회를 지키고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가 일찍이 극도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
의 주권적인 안배와 은밀한 그분의 임재로 보호하심과 그
분의 끊임없는 생명의 구원과 치유로 말미암아 교회는 결
국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그리스도께 사랑스런 배필로
드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서 우리는 단지 큰 바다에 던져진 한 알의 좁쌀처럼 작지
만 주님께서 여전히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앞에 놓인 여정
은 분명히 험난한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완성을 위하여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에서 생명으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며 자신을 주님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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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개혁전의 역사(1)
사도들의 시대에는 교회들이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어

습니다. 모든 믿는이들은 각 도시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떠 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가 분명하다면 그 이후에

각 교회마다 한 무리의 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지방의 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해질 수 있고 왜 오

들을 책임졌습니다. 워치만 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늘날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이 신약에서 초대 교회들에 세
우신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해질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 초기의 믿는이

것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지방에 속했다는 것이다.

들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진리를 선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포했었고 한 도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 안에서 함께 교회

Jerusalem)에서 예루살렘은 지역이고, 고린도에 있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시대 바로 직후 이 간증을 잃어 버
리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생명없는 가르침과 전통들이 대

는 교회(the church in Corinth)에서 고린도도 지역

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잃어 버린 것들을 점

이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Antioch)

진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주님이

에서 안디옥은 도시이며, 에베소에 있는 교회(the

처음에 일으키신 간증과 그 간증의 손실과 그 후의 수세기

church in Ephesus)에서 에베소는 항구도시이다. 성

에 걸친 주님의 점차적인 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에서, 교회의 입장은 교회가 있는 지방이다. 교회
들은 모두 지방을 경계로 취한다.

이 부분은 다음 네 부분들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혁전의 역사
개혁의 역사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나 독립적인 행정이 있다. 그

개혁후의 역사와 회복

러므로 성경에서 사도행전 14장은 “각 교회에서 장

현재의 회복

로들을 택하여”라고 말한다(14:23). 그리고 디도서 1

이것은 사도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주의 회복에 대한 간략
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21세기 전에 일어난 모든

장은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1:5)라
고 말한다.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풍성한
유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아 오셔서 이 시대를 마감하실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 있고 교회는 도시 안에 있다.

때까지 우리도 계속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로들은 도시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있
다. 교회는 도시를 단위로 취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

I. 개혁전의 역사 (A.D. 30-1517)
A. 일 세기의 교회
초기에 교회들은 지방적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시에 있는 장로들은 여러 교회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열 도시들을 돌보아야
한다. 도시의 경계는 교회의 경계와 같고 교회의 경
계는 장로들의 행정의 경계와도 같다.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한 남편에게 한 아내만 있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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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 한 사람이 많은 교회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변하
였다.

B. 지역 교회
성경에 보면 많은 지방들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
그리 오래지 않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 바로 직

을 한 교회로 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후부터 처음 것들로부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차 큰 도

14절은 “유대에 있는...교회들”이라 말하며 “유대에 있는

시에 있는 교회들은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병합했습

교회(단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영토로

니다.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자연히 권력을 갖게 되었

서 도시 보다 큰 지역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 역시 로마

습니다. 이것에 대해 워치만 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

의 영토로서 도시보다 크기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은 “갈

다.

라디아 교회들”이라 말합니다. 계시록 1장에서도 “아시아
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해 말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큰 도시는 대체로 인구가 더 많다. 그러므로 큰 도시

많은 도시들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만약 한 교회로 결합되

에 있는 교회는 작은 도시나 마을에 있는 교회보다

었다면 “교회들”이란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

더 유력하다. 큰 도시에 있는 교회는 작은 도시들이

니다.

나 마을들에 있는 교회들과 병합하여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부속(附屬)이 되는 경향이 있다. 큰
도시의 있는 교회는 중심이 되고 다른 교회들은 큰

하지만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
회의 권력은 성경적인 도시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로
마에서 시작한 권력의 중앙 집권화가 슬며시 기어 들어왔

교회 주위에 있는 부속물이 된다. 그 결과로 조직의

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도시는 다른 몇몇 도시들을 감

변화뿐 아니라 교회의 행정에 변화가 생겼다.

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역 혹은 감독 관구
(dioceses)라 불리우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교회는 그 교회의 장로들

C. 국제적인 교회

이나 감독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감독이고
감독은 장로입니다. 이 둘은 같은 무리의 사람들을 나타내

교회 내에서의 변화는 정치적인 범위안에서 일어나는 일

는 말이지 두 특별한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들과 평행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가

것 또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치만 니는 다

그 권력을 넓힌것처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치만 니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후에 책임 장로는 큰 교회에서 나와 자연적으로 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연적으로 로마

속 교회들의 책임 장로가 된다. 그러면 그는 감독이

시에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커졌을 때...로마

라 불리는데 이는 원래 성경에서 장로와 같은 칭호

시의 교회가 매우 두드러졌을 때 그들은 “우리가 수

인데 본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 성경

도(capital)이고 가이사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

에서 장로들은 감독이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했다. 결과적으로, 로마 교회의 감독은 로마 교회의

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성경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장로들뿐만 아니라 로마 지역의 장로들도 다스렸

감독자를 삼고”(행20:28)라고 말했다. 성경의 감독들

다. 로마 교회의 감독은 로마 지역의 장로들의 우두

은 복수(複數)였고 장로들도 또한 복수였다. 하지만

머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감독들의 머

오늘날은 많은 장로들중 한 명만 감독이다. 나머지

리 또한 되었다. 그 때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는 감독이 아니라 장로이며 한 명만 감독이다. 장로

“교회들”이 없었다. 교회들은 모두 “한 교회”가 되었

들은 더이상 감독의 권위가 없다. 작은 교회들은 하

다. 이는 한 사람에게 성직자 계급에서 가장 높은 위

나로 결합해 이 한 감독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므

치를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누군가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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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감독이 되면 그는 자연적으로 전 세계의 감독,

D. 독립 교회들

전 세계 모든 장로들의 머리가 되고...즉시로 그리스
도를 대리하는 교황이 된다. 이러한 추세는 4세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추세에 휩싸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에 완전히 완성되었다. 그 때에는 더 이상 성경에 기

이들은 견고하여 정치적인 세상과 결혼한 종교적인 세상

록된 “교회들”이 없었다. 교회들은 모두 “한 교회”가

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기 동안 항상 종교의 흐름

되었다...성경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교회들”(고전

에 동참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

11:16)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은 무리들을 통하여 주님은 처음부터 교회 생활을 회복하

않았으며 성경에 나와있는 “성도들의 교회들”(고전
14:33)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시고 보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비판받
았고 이단이란 누명을 썼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믿었
던 것 때문에 참담히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않았으며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 교회들은 다 로마
의 한 교회가 되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1.

의 가지들이 되었다. 더 이상 지방의 교회들이 없었

몬타누스주의자들(Montanists)

다.

주후 156-200
그러한 무리 중 하나가 몬타누스 주의자들입니다. 처음에

워치만 니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무리는 하락한 교회로부터 분별된 것이 아니라 하락한
교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체험에서 내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 땅위

하는 그 영을 알려 했고 성령의 능력을 관심했습니다. 그

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하나라고는

들의 갈망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초대 교회의 실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이란 단어는 커

행들을 부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로마로

다란 실수이며 성경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
다. 교회들이라고 말하며 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성
경이 “교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추세를 반대했고 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
다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교회 안에서 합당한 위치를 차지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교회가 그들을 추
방했거나 그들 스스로 떠났습니다. 소위 교부라 불리는 이

서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한 교회로 합하실 의도

들 중 하나이었던 터툴리안(Tertullian)도 몬타누스 주의자

가 없다는 것을 안다. 더욱이, 성경에 있는 사도들은

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아래 글은 몬타누스 주의자들에 대

결코 한 교회를 조직하지 않았다. 많은 곳에서 그들

한 터툴리안의 설명입니다.

이 세운 것은 “교회들”이고 각 도시에 한 교회를 세
웠다.

우리는 세상 영화와 존귀를 얻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
다. 정치적인 문제보다 더 우리에게 낯선것이 없다...우리
는 종교와 고난과 소망의 한 끈으로 연결된 몸이다. 우리

교회는 이세기부터 오세기까지 신약으로부터 점점 벗어

는 집회에 모여 기도한다. 항상 조심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후 313년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

신성한 신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국

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신뢰를 세우고 확고하게 하며 반

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의 교인이라면 자동적으

복적으로 지각과 권면과 교정을 가르치고 필요할 땐 제명

로 로마 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리오 1세(Leo 1)가 교황

을 하여 우리의 훈련을 강화한다. 하나님의 눈에 이 마지

이 되었을 때 신약으로부터 벗어나는 추세는 극도로 악화

막은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

되었습니다. 그 때에는 모든 기독교가 한 교회였고 모든

다...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은 연로한 분들로서 부요하지

교회들은 로마의 가지들이었습니다.

는 않으나 덕망있는 성품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
공 금고에 헌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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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을 때나 능력이나 의향에 따라 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세기 후에 더 자세한 증명이 있었다. 프리스킬리

강요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금들은 신앙을 저축하

안이 쓴 글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1866년에 비로

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고 매장식을

소 열 한 개의 소책자들이 유럽에 있는 도서관에서

해주며 고아와 노약자들과 배의 조난 사고를 당한 이들과

발견되었다. 그 책자들은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

다. 실제로 그 내용의 거의 전부는 성경을 인용한 것

힌 이들을 돕는다. 우리의 바로 이러한 사랑은 몇몇의 눈

이었다...4세기의 세상적인 교회와 계시록 2장 12절

에 뜨였다. 그들이 말하길,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의 버가모 교회 사이의 역사적인 대비를 보는 이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했다.

2.
프리스킬리안들(Priscillianists)

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
임을 당할 때”.

주후 340-385
브로드벤트(Broadbent)는 프리스킬리안에 대해 다음과
프리스킬리안은 스페인의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같이 말했습니다.

믿을때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주의 일에 그 자
신을 헌신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었던 운동(movement)은

프리스길리안과 그의 동료들은 성경공부에 평신도

현대 청교도주의(modern Puritanism)와 매우 흡사했습니

들과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주장했고 또한 천박하

다. 급속히 스페인 전국에 전파되었으나 국가와 교회 관리

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것을

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수많은 거
짓 비난들이 쏟아졌고 이단이라 비난받았습니다. 이단에
관하여 어떤 이가 말하길 이단들은 대개 핍박으로부터 도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
죽임을 당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절했다. 그에게 교회 안의 신학적 논쟁은 아무 의
미가 없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
위일체에 관하여도 논쟁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리스
도 안에서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신성한 영이 붙들

캐론(Carr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 있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이다. 구속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상으로부터 완

프리스킬리안은 의심할 여지없이 그의 빛에 따라 그

전히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나 하나

리스도를 진정으로 쫓는 사람이었다. 프리스킬리

님과의 교통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이 구원

안이 죽은지 십 오년 후에 톨레도 공회(Council of

은 어떠한 성스러운 예식에 의한 신비한 사건이 아

Toledo)에서 그에 대한 진상을 재검토한 결과 한 가

니라 영적인 행위이다. 만약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만 제외하고 모두 반박되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끊어진다면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개하여 회복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보이지

야 한다. 특별한 공적인 은혜란 없어 평신도나 성직

않던 분이 보이는 분이 되셨고 영원하신 분이 태어

자나 다 똑같이 성령이 있다...성경은 단지 역사적 진

나셨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가 이해 할

리가 아니라 동시에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다. 영은

수 있게 되셨다.”

말씀을 먹고살며 각 말씀마다 그 안에 계시와 가르
침과 매일 매일의 인도가 있음을 안다.

이것이 공회가 받아들일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캐론은 계
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종교적인 세상에서 멸망해야할 이단들이라 선
포한 단체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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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파(Paulicians)

주후 625-800

브로드벤트는 그들에 대해 더 말하였습니다.

이들[그들의 대적들]조차도 그들의 생활의 수준과
바울파는 소아시아의 아르메니아 근처 지역에서 살았던

도덕과 근면이 그들의 반대자들보다 뛰어났다는 것

믿는이들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나 “형제들”이

을 일반적으로 인정했고 이것은 국교회에서 만족할

라 부르며 단순하게 모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들어온 성
상숭ㅍ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하게 박해 당했습

수 없던 이들을 끌어당겼다.

니다. 그들을 숨겨 주거나 그들과 어떠한 관련이라도 있으
면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의 책도 가져다 불태웠습니

5.

다. 광적으로 성상을 숭배하였던 데오도라 황제는 10만 명

알비파(Albigenses)

이 넘는 바울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758년에 니

주후 1150-1300

콜라우스 교황이 데오도라 황제가 한 일을 칭찬했다는 것
알비파들은 프랑스의 남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은 주의 깊게 볼 일 입니다.

사람들”이라 불렸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 모였고
4.

단순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밀파(Bogomils)

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1208년과 1249년 사이에 십자군

주후 950-1463

이 있어서 이러한 “이단들”은 수 없이 발견되는 한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종교재판은 도미니크스 교단의 창시자인

“보고밀”은 슬라브 언어로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도미니크에 의해 주로 알비파를 근절하기 위해 1920년에

이 무리는 불가리아에서 시작되어 전파되었습니다. 각 교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독일 수도사는 알비파들에 대해 다

회는 장로들이 다스립니다. 보고밀파들은 모든 믿는이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선택된 소수가 다수를 대신하
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공식 교회들의

알비파들은 어느 정도 그들의 관점을 지지하는 수많

텅빈 의식들을 경멸했습니다. 어떤 이들을 보고밀파를 “카

은 성경 구절들로 장비 되어 있다...그들은 증가하여

타리파(Cathari)"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타리는 헬라어 ”

전 세계에 커다란 무리가 되었다...참된 믿음과 그리

카타리조(catharizo)"로서 “씻다” 혹은 “깨끗이 하다”를 의
미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을 걱정하였고 모
든 외부의 요소로부터 교회를 씻으려 했었습니다.

보고밀파를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스도를 경배함은 지하와 골방에서 모이는 그들의 모
임 외에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6.
왈도파(Waldenses)

보고밀파는 그들의 교리를 듣는 이들에게 복음의 계

주후 1160부터 현재까지

명을 지키고 겸손하고 자비하며 형제 사랑을 하라고
했다...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나 십자가에도 경의
를 표하지 않으며 교회 예식과 교회의 모든 고위 성
직자들을 모욕하고 정통 사제들을 “눈먼 바리새인”

왈도파는 로마 제도를 비난했는데 이는 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본 것과 성경에서 읽은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그들 역시 종교재판을 겪었습니다. 후에 한 십자
군 전쟁은 왈도파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황이 시작했습니

이라고 했고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지

다. 하지만 핍박에도 불구하고 개혁 때까지 80여만 명의

지 않고 있으며 빵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보통의

왈도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빵에 불과하다고 했다.

11

주님의 회복

주의 회복 - 개혁전의 역사

허튼(Hutton)은 왈도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고 부어진바 되도록 드리라는 강한 권면으로 생각
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고 그리스도와 같았다. 가능한

(계속)

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좇아 살려고 노력했
다. 대화할 때는 서로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
다. 비록 그들은 스스로를 로마 교회로 부터 제명시
켰지만, 미사에 참석했는데, 이는 그들이 소동을 일
으키기 원치 않았고 그 시간을 말하는 자의 논리의
결함을 찾아내는데 사용했다. 오늘날의 퀘이커교도
들처럼, 모든 전쟁을 전적으로 살인이라 하고 맹세
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국가는 악한 것이므로
국가와는 아무런 관련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법을 지킬 뿐이지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없었
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
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정부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
냐였다.

왈도파에 대하여 브로드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외에는 특별한 신앙이나 종교 고백이나 어떠한
규제나 어떤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나던 간에
성경의 권위를 제쳐두지 않았다...소수의 위대한 진
리들을 교통의 필수로 여겼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는 불확실함이나 의견의 차이에 열려있어 많은 자유
가 허용되었다. 그들은 내주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의 내적 간증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가
장 높은 진리들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으로 오는 것이
며 새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분명
히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브로드 벤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교회의 서열에 관한 한 그들의 실행은 단순했고 로
마 교회 안에 것들과 부합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들과 장로들은 진정으로 책임을 다했다...(주의
상)은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몸을 기념한다고 생각
하며 동시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들 자신이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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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개혁전의 역사(2)
E. 개혁의 선구자들과 현재의 회복

로 거룩한 말씀에만 관련되어 있다. 그가 성경에 정
통하게 되었을 때 로마 교회의 거짓 교리들을 거절
할 수 있었다. 성직자 제도의 외적 악습들을 보는 것

1.
요한 위클리프(John Wycliff)

주후 1324-1384

과 그분의 말씀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
는 것은 매우 다르다.

요한 위클리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처음으로 성경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전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주후 1382). 이는 단지 학

를 보았기에, 위클리프는 강하게 그 실행들을 반대했습니

자들을 위한 번역이 아니라 그 전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다. 그는 교황이나 공회들이나 어느 공의회의 결의도 교회

수 없었던 평범한 영국 사람들을 위한 번역이었습니다. 위

의 권위가 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권

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성한 성경은 사람들의 재산이며 아무도 왜곡할

브로드벤트는 말씀의 본질과 그 해석에 대한 위클리프의

수 없는 것이다...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성경을 사람

관점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알림으로 세상을 개종했
다...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이 책에 담겨
진 것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아버지의 유언이나 성
약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하나이다. 그리스
도는 그분의 율법인 거룩한 성경의 저자이고, 그분

이다.

자신이 성경 안에 계시며,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분
밀러는 이 번역의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을 모르는 것이다...신학 박사들은 우리를 위해 해석
할 능력을 가질 수 없지만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도

배우지 못한 시민들과 군인들과 하류 계급층에게 하

들에게 성경을 열어 준 것처럼 성경의 의미를 우리

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결과는 사람의 능력으로 예상

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는 것을 뛰어 넘는다. 생각은 빛비춤 받았고
혼은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셨다.

2.
요한 후스(John Huss)

주후 1370-1415
밀러는 위클리프 자신에게 임한 이 번역의 일의 결과에 대
해 언급했습니다.

요한 후스는 오늘날의 서 체코슬로바키아인 보헤미아에
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위클리프의 책망과 가르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자신을 천배나 더 풍성하게

침들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후스에게 감사하며 루터

하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전적으

가 그에 대하여 말하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후스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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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라고 했습니다.

스탄스 공의회(Council of Constance)에 소환되어 그가 믿
는 것들에 대하여 증언해야 했습니다. 비록 그가 희망 있

허튼(Hut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 틀림없는 길을 걸어왔지만, 공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
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참 머리이시라고 선
포했으며 교황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한 교황을

3.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믿음

피터 첼쉬즈키(Peter Cheltschizki)

주후 1390-1452

의 유일한 기준이며 교황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람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오직 하
나님으로부터만 죄사함을 받으며 성자들이 행했다

피티 첼쉬즈키 혹은 첼칙의 피터(Peter of Chelcic)는 위클
리프와 후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허튼(Hutton)은 “그를

고 소문이 난 기적들은 다 거짓이며 사람들을 속여

후스를 따르는 이들 중 하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후스를

면죄부를 판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

따르는 이들처럼 그도 성경 위에 섰고 그것이 그의 능력의

탄의 종이라고 했다. 성경의 새로운 번역판을 출판

비결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첼칙의 피터는 연합 형제회

했으며 성경공부를 대중화시켰다. 그는 생명의 순수

혹은 보헤미안 형제회의 의견과 계획의 출처로서 그 형제

함을 더욱 요구하였고 불순한 성직자들을 비난했으

회의 학문의 창시자였습니다.

며 그들에게는 성찬을 주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선포
했다. 그는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우

그가 1440년에 쓴 믿음의 그물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습니다.

상이었다. 교황의 사자(使者)들이 면죄부가 가득한
커다란 상자들을 가지고 프라하에 왔을 때, 후스는

아무도 성경 안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지만 마지막

그것들을 경멸했다. 그는, “누가 반대로 말할지 보자.

에 온 우리는 태초의 것들을 보려하고 하나님이 허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

락하시는 한 그것들로 돌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마

라, 내가 너를 지옥의 고통으로 부터 자유롭게 하노

치 불이나 타버린 집에 와서 원래의 모양을 찾으려

라’고 말하는데 이는 헛되고 여러분들을 돕지 못한

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 폐허가 된 것들이 온갖 종류

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 한 분만이 그리스

의 것들과 함께 뒤덮이어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성

도를 통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고 했다. 그의 말

이 기초인줄 알고 “이것이 기초다” “모두가 가야할

은 사람들 사이에서 열광을 일으켰다. 그는 마을에

길이 이 길이다”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도 그들을 따

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는 사람들이 예전에 성

라한다. 그렇게 생성된 것 안에서 기초를 찾았다고

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성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참된 기초와 많이 다를 뿐 아

경을 설명해 주었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도록

니라 반대된다. 이러면 조사하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가르쳤고 마치 장군이 군인들을 격려하듯 보헤미아

그것은 만약 모든 사람들이 “폐허 속에서 옛 기초를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마귀와 거짓과 거짓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느헤미야와 스룹바벨

행세 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정면으로 대담하게 싸우

이 성전의 파괴 후에 그리했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교황과 그 추

파고들어 조사하여 그 위에 참된 건축의 일을 시작

종자들에게 도전하게 했다.

할 터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영적 폐
허들을 복구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한 면으로 카톨릭 교회에 대한 그의 강한 태도와 다른 한

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기초석이 없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확고한 주장으로 콘

지만 많은 이들이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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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를 세워서이다.

지 않고 예수가 세상의 형상을 이루게 하며 그분을
기름보다 더 부드럽게 하여 모든 상처를 위로하여

같은 책에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력범과 강도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들이 하늘나
라에 쉽게 들어오게 한다.”

나는 사도들이 전파한 어느 곳에서나 모든 이들이
믿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4.

은 여기 저기서 조금씩 믿었다. 사도 시대의 믿는이

보헤미아 연합 형제회(United Brethren in Bohemia)

들의 교회는 마을이나 동네나 지역에 따라 이름지어
졌고 한 믿음을 가진 믿는이들의 교회들이나 회중이

주후 1457-1621
보헤미아 연합 형제회는(고대 형제회 혹은 고대 연합 형

었다...그들은 믿음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었고 영적

제회로 알려져 있기도 함) 1457년 3월 1일 보헤미아의 쿤

인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서로 교통을

왈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율법의 형

가졌던 지방의 모임에서 함께 모였다. 그러한 믿음

제 자매들”이라 불렀던 이들은 심하게 핍박을 받았고 많은

의 교제와 영적인 것들이 부합하여 그들은 믿는이들

이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의 찬송가는 카

의 교회들이라 불리웠다.

톨릭 교회 밖에서 출판된 최초의 찬송가였습니다. 헬라어
와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었
습니다. 크랄리츠(Kralitz) 성경이라 불리는 이 번역본은

허튼으로부터 우리는 로마 교회에 대한 피터 첼쉬즈키의

1593년 출판되었습니다. 연합 형제회는 성경에 관하여 다

견해를 알 수 있습니다.

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논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피터 첼쉬즈키)는 노골적으로 교회와 국가간의 관
계는 이 형편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

그들은 일반적으로 “갱부(坑夫)”라 불렸는데 이는 그때 그

들의 뿌리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길, “그 때부터”, 콘

들이 핍박을 피해 갱이나 동굴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허튼

스탄틴 대제 때부터 교회와 로마제국이 혼합되어,
“그 때부터 이 두 세력들, 황제와 교황의 세력들이 합
쳐져 그들의 불순한 목적들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용했고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신부들은 황제의 총독으로 그들의 안전을 황제에게
구했고 모든 것을 통치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만약 피터가 채찍으로 로마 교회를 때렸다면 신부들
은 전갈들로 때렸다. 그는 “큰집에 앉아 있는 명예로
운 사람들, 아름다운 망토를 입고 있는 자주빛 사람
들, 높은 모자들, 살찐 배들”을 미워했다.

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왕이
그들을 짓밟으려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사실상
그들은 매일 숫자가 증가했다. 그들의 횃불이 숲속
의 어두움에서 빛을 낸 것처럼 그들의 순수한 삶도
음울한 사람들 사이에서 빛을 비추었다. 그들의 유
일한 무기는 글이었다. 그들은 결코 보복하거나 반
란을 일으키거나 방어하려 무장하거나 무력에 호소
하지 않았다. 한 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어
주었고 왕이 창피해서 그들을 내버려 둘 때까지 악
평을 호평으로 바꾸었다. 그는 그러한 핍박이 영적
생명을 진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세상을 위한 달콤한 양념으로 준비

허튼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해 세상이 예수와 그의 무거운 십자가의 모양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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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의 시대 전에 보헤미아에서 형제회 교회가 그렇

과정―극히 중대한 과정이기에―은 체험의 영역 안

게 빛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교리 때문이 아니라 그

에서 처음부터 끝까지이다. 생명주는 영이신 십자

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실행이

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영화롭게된 하나님-사람

었고 그들의 의견이 아니라 그들의 훈련이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높은 곳에 있는 참된

러한 훈련이 없었다면 핵없는 껍질만이 있었을 것이

능력이 혼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공기와 같은” 어

다.

떤 것, 높은 영적 세계의 질서에 존재적으로 속한 어
떠한 것이 살아있고 새롭게 되고 조직적인 능력으
5.

로 신성하게 주어진 세포질로서 사람 안으로 들어

카스퍼 반 슈벵크벨트(Kasper Von Schwenckfeld)

온다. 이레니우스와 마찬가지로 슈벵크벨트에게도

주후 1489-1561

구원은 “실제의 구속”,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신
화”(deification), 불멸의 본성의 실제의 형성, 비밀스

슈벵크벨트와 그를 따르던 이들은 카톨릭과 루터교와 재

러운 아담-그리스도인 새로운 영적 족속의 창시자이

침례교와 개혁 교회들로부터 떨어져서 모였습니다. 그들

자 머리를 통한 흐름 한 가운데 있는 생명-에너지를

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많이 보았습니다. 루푸스 존

통한 원래대로의 인성의 회복이다.

스는 16세기와 17세기의 영적 개혁가들이라는 그의 책에
서 슈벵크벨트를 뛰어나게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영적 능력과 생명-본체로 수령인
의 온 인격은 영향을 받는다. 부어지는 원기를 회복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회복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 말
하던 거대한 일을 하던 16세기의 모든 개혁가 중에
서 아무도 생활과 성격에서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고 미신과 전통을 걸러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실제 안에 근거한 기독교를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시키는 에너지는 혼과 몸을 둘 다 변화시킨다. 하나
님의 내적이고 영원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사람의
내적 본성 위에 작용해 믿는이가 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성육신한 말씀
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가져오는 임무에 실레지아(Silesian)의 귀족인 카스
퍼 슈벵크벨트보다 더 단호하게 자신을 드린 사람이
없었다.

존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존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되신 똑같은 생명주는 영
이시고 사람 안에서 새 창조를 산출하시는 이 말씀

...그의 초기 글에서조차도 그는 참된 종교의 영성과

은 거듭난 이들 안에서 영속하는 내적인 교사가 되

살아있고 독창적인 신성한 말씀의 개인적인 체험의

셨다. 사실상 하나님 자신은 생명과 영과 빛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영의 깊은 부분에 도달하

사람의 혼의 본체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먼저는

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는이들 안에서 한 새 사람

사람 안에 새 창조를 형성하는 생명-씨앗으로 하시

을 산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분에 대한

고 그 후에는 순종하는 혼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

감사를 간청했다...

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신장 안으로 온전케 하는 영
원히 목양하고 가르치는 영으로서 하신다.

존스는 구원에 관한 슈벵크벨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
명했습니다:
존스에게서 우리는 슈벵크벨트가 성경 해석에 관하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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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가르쳤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살이고 그분의 피로 생기가 있으며 그분의 참된 임재로 힘
이 있으며 천연적인 인간 생명이 식물보다 높은 것처럼 훨

“만약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합당하

씬 높은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생명―세상―질서를 계시

게 판단한다면 신성한 빛을 성경에 가져오고 글자에

하고 전시하는 유기체로 형성된다.

영을 가져오고 그림에 진리를 가져오고 주인을 그
피조물에 가져와야만 한다...요컨대, 성경을 이해하
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경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

존스는 거듭남과 먹는 것에 대하여 놀랄만한 것들을 기록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
도―창조된 아담―의 인격 안의 믿음을 통해, 썩지
않고 생명을 주는 본체가 혼 안으로 들어와 혼을 변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영적 실제들은 성경 문단들을 힘들게 쌓아
올리거나 정교한 신학 변증이나 신성한 말씀의 박식
한 해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영적 실제
들은 사람의 영과 신성한 영-하나님의 내적 영적 말
씀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되
고 효능이 있다. “진리를 보는 이는 하나님을 눈을 가
져야만 한다.”

형시킨다.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리스도의 영화(靈化, spiritualized)되고 영화롭
게 된(glorified) 본성의 무언가가 사람의 영의 실제
의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사람
과 같은 본성에 참여한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
인 체험으로, 혼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영적 새로움
의 음식―이러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분배받
는다.

존스는 슈벵크벨트가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을 다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존스는 슈벵크벨트를 따르는 이들의 집회를

인용하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묘사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무

아우크스부르크[서독]의 공공 기록은 슈벵크벨트의

상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온 것이며

생애 동안 조용하고 영적인 경배자들의 비범한 단체

하나님 자신과 같은 본질과 본체이다.” 사실상 하나

가 그 도시에 살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인도

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 삶의 내적 영역 안에서 소

자들은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그들이 성공

리가 나고 살아났다.

적이거나 인정받는 종교를 따르는데 기뻐했다 할지
라도 시나 교회의 관리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이

존스는 개혁가의 눈으로 본 교회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들이다. 슈벵크벨트의 글로 영향을 받은 이들은 “작
은 집회”―모든 면에서 17세기의 퀘이커 교도와 같

생명주는 영의 역사를 통해 체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음―를 그들의 집에서 형성했는데 돌아가면서 모이

각 혼마다 이 시대의 보이지 않게 확장되는 교회 안

며 성식을 버리고 함양을 위해 대중적인 말씀전파

으로 건축되며 신성한 머리의 기관이 되는 “은사”를

대신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들의 집회에서 슈벵크벨

받는다.

트의 책과 서신들을 읽고 다른 슈벵크벨트를 따르는
그룹에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그들의 집회에서 읽었

참된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중의 뼈이며 살중의

다. 그들은 그들의 영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과 하나
님의 말씀의 내적 사역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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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같은 종교적인 실행은 어떠한 것이든 거절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하여 그들의 인도자
들을 추방하고 책을 태우고 스스로 “고요히 영적인
자들”이라 부르던 작은 집회를 무자비하게 박멸했
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여러 곳에서 형성되어 조국
에서 내적 신앙심을 계속해서 길렀고 1734년에는 핍
박으로 유린되어 펜실바니아로 이주해 오늘날까지
그들의 공동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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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개혁의 역사
II. 개혁의 역사

그러므로 후에 사립 교회가 일으켜질 때 먼저 앵그

다른 웹사이트에서 마르틴 루터와 개혁에 관하여 별도로

이의자(dissenters)들로서 국교회에 대해 이의가 있

언급하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개혁의 몇

다는 뜻이다. 본래 그들은 국교회 안에 있었는데 지

가지 결과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금은 그 안에서 나오려 하니 먼저 거기에서 벗어나

리칸 교회를 떠나야 했다. 이 사립 교회들의 이름은

야 다른 것에 가입할 수 있었다. 웨슬레교에 가입하

A. 국가 교회-한 나라, 한 교회
(주후 1517-현재까지)
개혁의 결과로 교회에 관한, 혹은 교회를 조성하는 것에

려면 반드시 앵그리칸 교회를 떠나야 했다. 그들은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나올 리가 없다.

관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국가 교회들
이 형성되어 나라마다 한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

워치만 니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에
서는 영국 교회가 형성되어 성공회(Episcopal or Anglican

많은 사람들이 국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

Church)라고도 불리우고 독일에서는 루터교회가 형성되

지 않을 뿐 아니라 침례교의 사람들은 국교회의 그

었고 네델란드와 스위스에서는 개혁교회가 형성되었습니

릇된 것을 일어나 반대했었다. 장로교 사람들도 일

다. 이 교회들은 모두 국가의 원조 아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가 장려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그 나라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개혁으
로 인해 카톨릭 교회의 멍에로부터, 특별히 구원에 관한

어나 반대했고 웨슬레교 사람들도 일어나 반대하였
다. 웨슬레교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이의자들이 일어나기

멍에로부터 벗어남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시작했다. 그들은 그들이 제창하는 의의에 근거하

카톨릭 안에 존재하던 교회와 국가간의 부정한 연합이 계

여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 이러므로 침

속된 것 뿐 아니라 국가 교회들로 넓어진 것은 가장 불행

례교가 일어났고, 장로교, 웨슬레교, 퀘이커교가 일

한 일입니다.

어났고, 후에는 수천 개나 일어났다. 영국에서는 그
들을 이의자(dissenters)라고 부른다. 러시아 제국시

B. 독립 교회들-유일한 교리, 한 교회
(주후 1520-현재까지)
거의 동시에 다수의 독립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에는 국교회를 그리이스 정교회라 부르고 다른 것
은 다 종파라고 불렀다. 이 형제들은 다 진리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이 교회들의 입장이나 근거는 특별한 교리, 교회 관리의

감사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

유형, 특별한 생활 방식,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

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다. 워치만 니는 교회의 길이란 그의 책에서 이 독립 교회

를 수천 갈래, 수천 조각으로 나누었으므로 우리는

들, 또는 사교회들, 국교에 반대하는 교회들, 자유 교회들

안타깝게 느낀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교파들이라 부르는 교회들에 대해 언
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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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에는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암
시가 없고 오직 곡식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들이 이미 세워졌다. 침례를 주장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침례교가 되었고, 한 사람 루터

2.

로 인하여 루터교가 되었고, 한 사람 칼빈으로 인하

“영적”교통

여 장로교가 되었고, 한 사람 웨슬레로 인하여 감리
교가 되었으며, 한 사람 심프슨으로 인하여 오순절
교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리로 교회를 세운

개혁의 또 다른 부산물은 “영적” 교통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파들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몸의 분열이라는 것을 깨
달은 교파 안의 많은 믿는 이들은 모든 믿는이들간에 교통

적이 없다. 성경 전체에 특별한 교리로 세워진 교회

을 유지해야 할 필요를 보았습니다. 비록 교리적인 차이를

는 한 지방도 없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다툰

포기하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영적 기초 위에서 서로서

교리도 바울이 보기에는 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 로

로 교통을 지속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영

마서 14장에서 바울은, 어떤이는 이날을 지키려 하

적 하나됨이 있었지만 영의 하나됨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고 어떤이는 저 날을 지키며 어떤이는 두 날을 다 지

입장인 하나됨의 영뿐 아니라 하나됨의 실행 또한 필요하

켜도 된다. 이들은 다 믿음이 약한 사람인 고로 교리

다는 사실을 경시했습니다.

로 나누지 말아야 한다.

3.
조합교회주의(Congregationalism)

C. 개혁 역사에서 나온 관념들
개혁의 세 번째 결과는 조합교회주의입니다. 이 원칙아래
1.

각 독립적인 조합을 교회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성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교리

도들의 어떠한 모임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
교회들이나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다릅니다. 국교회나 로

개혁의 결과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교리를 포함한 새

마 카톨릭은 지방을 벗어나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커서 한

로운 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국가나 영토

나라 전체이거나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포함

의 모든 인구가 로마 카톨릭 교회나 국교회들에 포함하는

합니다. 하지만 조합교회주의는 지방보다 더 작아 한 지방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 일원이 되는 자격이 시민권으로서

에도 여러 개의 모임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자치하며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들만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요구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많
은 이들이 참된 믿는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들이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던 중 어떤 이들은 유

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교회의 크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가

형 교회안에 무형교회가 있다는 교리를 전개했습니다. 진

정 집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 교회였고 여러 개의 작은

젠돌프조차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있

자치권이 있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는 교회 안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교회의 어떠함의 참 본
질이 있는 교회, 즉 교회속의 교회(ecclesiolae)를 말했습니

한 도시에 한 교회라는 통제하는 원칙 없이는 분열을 제어

다.

할 수 없습니다. 조합교회주의는 한 교회가 한 길 가에 또
다른 교회가 다음 길에 또한 그 옆길에 있게 합니다. 이런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곡
식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서 자라 추수때까지는 나뉘지 않

원칙을 적용한다면 분열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고 함께 자라는 비유를 언급했습니다(24-30절). 그러나 이
단락에서 보면 밭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닙니다(38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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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개혁후 역사와 회복
III. 개혁후 역사와 회복
A. 조지 폭스
(George Fox. 1624-1691)

B. 장 드 라바디
(Jean De Labadie, 1610-1674)
장 드 라바디는 프랑스의 예수회 수도로서 1635년에 신부
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1650년까지 카톨릭 교회를 개혁

브로드벤트(Broadbent)는 그의 책 순례하는 교회(The

하려고 노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개혁 교회

Pilgrim Church)에서 조지 폭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에

를 개혁하려는 노력을 20년정도 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대한 실제에 대하여 잊혀진 진리의 부흥과 회복이 있었다

의 실패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로마 카톨릭이던 개신교던

고 말했습니다. 폭스는 요한일서 2장 27절에 깊은 인상을

간에 이미 존재하는 조직으로부터 분별될 때만 회복이 가

받았습니다: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런(Carron)은 신약 교회 생활
의 회복에 대한 라바디의 갈망에 대하여 기술했습니다.

조지 폭스와 그와 함께 한 이들은 서로를 “프렌즈
(Friends)"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자들은 그들

그는 교회가 모든 규례와 의식을 버리고 사도들의

을 ”퀘이커교도들(Quakers)"이라 조롱하며 불렀습니다.

때처럼 단순한 경배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했
다. 그는 “그러면, 그들 모두 모여 말씀을 읽고 전파

브로드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폭스]는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에서 사도들의 때처럼 떡
과 포도주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로 돌이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의식하고 있었
고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
을 보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화목케 하셨고 그
분 안으로 믿는이 외에는 누구도 참된 믿는이가 아

개혁을 향한 라바디의 노력은 많은 반대와 협박과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개혁 교회는 그의 즉석에서 하는 기도-그의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라바디는 외형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통

니다...비록 글자로 적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람

의 속 생명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60,000명 정도의 그리

이나 글자의 도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

스도인들은 암스테르담에서 그의 주위에 모였고 이로 인

스도의 빛 안에서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

해 공동 사회 생활의 모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분의 즉각적인 영과 능력으로
보았다. 성경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내가 성경이 기

C. 마담 귀용(Madame Guyon)

록된 그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경이 매

주후 1648-1717

우 소중했다. 그리고 후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열어
주신 것들인 그 말씀들에 동의하게 되었다.”라고 말
했다.

마담 귀용은 프랑스 카톨릭으로서 주님의 이름에 대한 강
한 헌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과의 교통
의 결과였던 강한 속 생명이 있었습니다. 속생명과 주님에
대한 참된 체험에 무지했기에 루이 14세는 카톨릭 교회와

21

주님의 회복

주의 회복 - 개혁후 역사와 회복

함께 그녀를 신비주의라고 정죄하며 여러 차례 그녀를 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녀는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얻는 일
반적인 길을 취하지 않았기에 정죄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그
안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도록
성령의 내적 역사를 신뢰해야 한다.

러한 것들은 불필요하고 오직 그분과 대화하고 깊은 곳에
서부터 그분께 열어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했습니다.

영과 글자를 대비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와 풀려난 후 그녀는 페네롱 신부와 서신왕
래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편지와 페네롱 신부의 편지

그러나 교회는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의 범

는 카톨릭 교회에 의해 강하게 비난받았습니다. 결국 그녀

위를 넘어본 적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는 프랑스 감옥 중에 최악인 바스티유 감옥에 갇히게 되었

하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성경의 그리

습니다.

스도를 믿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녀의 자서전은 아직도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
의 책을 읽을 때는 신중해야 하는데 이는 그녀의 실행중

성령의 내주가 그들에게 정통 교리로 들리지만 그들
의 삶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안의 죄를

몇몇은 특히 그녀의 육체를 복종시키는 법들은 고행적이

이길만한 힘도 없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그분을 향한 헌신과 주님

만한 힘도 없다. 많은 이들이 복음전파에 열심이지

과 그녀의 개인적인 체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

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대신 그들은 그

니다.

들의 성경 교리에 관해 배운 의견들을 신뢰하도록
설득할 뿐이다. 바울과는 반대로 그들의 복음은 말

D. 윌리암 로 (William Law)
주후 1686-1761
경건과 거룩한 삶에로의 진지한 초청 이란 제목의 윌리암

만 있지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 없다. 그들은 성령이
그리스도로 그들을 채워 생수의 강이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없

로의 책은 존 웨슬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

는데 이는 이성(reason)이 그들의 교리의 글자들이

나, 이 책에서 제시된 구원의 수단은 은혜가 아니라 때때

정통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로 율법의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야 한다는 것만 알고 그리스도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후에 성령의 능력 이라는
책에서 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 진젠돌프 백작(Count Zinzendorf)
주후 1700-1760,
모라비안(the Moravians)

“할례는 아무 것도 아니며 무할례도 아무 것도 아니
다.” 마찬가지로 천주교도 아무 것도 아니며 개신교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들을 통해 회복된 것들을 요약

도 아무 것도 아닌데, 이는 둘중 어느 것도 죄인을 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따

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그리
스도가 들어오시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구원이라고

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의 실행은 그들의
시대까지는 아마도 최상이었고 어느 면에서 지방 교회들
이 있는 현재의 주의 회복의 단계까지는 최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는 놀랍습니다. 그

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가 된 이들

들의 뛰어난 특징중 하나는 그들이 만든 너무도 많은 찬송

외에는 그분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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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요한 웨슬리(John Wesle)
주후 1703-1791,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주후 1707-1788

물들은 조지 뮬러(George Muller), 윌리암 켈리(William
Kelly), 매킨토쉬(C.H. Mackintosh), 안토니 노리스 그로브
스(Anthony Norris Groves), 코테스(C.A. Coates), 로버트
앤더슨경(Sir Robert Anderson) 등등이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조지 위

H. 로버트 고벳(Robert Govett)

트필드는 홀리 클럽(Holy Club)을 형성해 함께 모여 추구

주후 1813-1901

하고 기도하고 매주 주의 상을 갖는 집회가 있는 감리교적
실행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결국 이것은 감리교회로 발전

다음 세 명-로버트 고벳, 펨버, 팬튼-은 함께 언급할 수 있

되었습니다.

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왕국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성도들
의 휴거에 관한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이 요점들이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들과의 접촉을 통해 구원받았습

형제회의 존 넬슨 다비와 벤자민 뉴튼에게서 나왔지만 이

니다. 그는 복음전파에 매우 열심이었고 말씀을 전하기 위

세 명이 이 진리들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워치만

해 대게 말을 타고 250,000 마일(mile)도 달렸습니다. 요한

니와 위트니스 리는 이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위트필드는 영국과 스코트랜드
와 아일랜드와 미국전체가 부흥될 정도로 복음을 전파했

로버트 고벳은 옥스포드 대학(Oxford University)을 졸업

습니다.

했습니다. 1854년 영국 노르위치(Norwich, England)에 있
는 서레이(Surrey)에 예배당을 지어 1901년 2월 그가 죽기

웨슬리 형제들 사이에는 진정한 협력이 있었는데 찰스 웨

전까지 그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슬리는 요한 웨슬리가 전한 메세지에 곡을 붙였습니다. 찰
스 웨슬리는 600여곡의 찬송을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가

고벳은 “신성한 진리의 양면”이라는 놀라운 책을 저술했

제일 많은 찬송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웨슬리 형제들은 일

습니다. 그가 쓴 다른 두 책의 제목은 행위에 따른 보상과

부러 찬송을 만들어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의 책 아포칼립스

람들이 성경보다는 찬송에서 그들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는 본래 네 권으로 된 책으로 아마도 오늘날 글로써는 계

때문이었습니다.

시록을 가장 강하게 다룬 책일 것입니다. 워치만 니는 특
별히 이 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G.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주후 1800-1882,
영국 형제회
루터와 진젠돌프와 마찬가지로, 다비와 영국 형제회에 대

I. 펨버 (G.H. Pember)
주후 1837-1910
조지 호킨스 팸버가 저술한 책 네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더 깊은 내용은 다른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만 고려한다면 형제회의 운동이 개혁보다 더

1. 지구 초기 시대(Earth's Earliest Ages);

유력했다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 니는 형제회가

2. 적그리스도, 바벨론, 왕국의 도래(The Antichrist,

형제 사랑의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계3:7-13)에 부합했

Babylon, and the Coming of the Kingdom);

다고 했습니다. 존 넬슨 다비는 형제회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최고의 영어 성경 번역중 하나가 다비가 번
역한 것인데 그는 성경을 불어와 독어로도 번역했습니다.
개혁시대에 루터가 성경을 연 것이 사실이지만 다비와 형

3. 교회, 교회들, 비밀들(The Church, the Churches, and
the Mysteries);
4.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대 예언

제회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들(The Great Prophecies Concerning the Gentiles,

사이에서 성경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형제회의 주요 인

the Jews, and the Church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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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초기 시대의 서문에서 펨버는 말씀을 추구하는 방법

다. 그 곳으로 바버(M.E. Barber)가 펜튼을 방문하여 교회

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에 관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경이 위대한 창조주의 오류

팬튼은 1924년부터 죽기전인 1955년까지 새벽(Dawn)이

없는 말씀임을 믿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언제나 실

라는 잡지를 편집했습니다. 그 잡지의 기사들의 제목은 다

수할 수 있고 사람이 어떤 교리의 진실을 알려면 먼

음과도 같습니다:

저 이미 들은 것에 대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입견들을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쉽사리
볼 것이다. 그후에, 간절한 기도로 성령의 도움을 얻
어 성경의 각 부분을 각각의 단순하고 분명한 가르
침을 주의하며 여러 다른 문단들이 어떻게 서로 해
석되고 확증되는지를 관찰하며 시험해 봐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
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현저함의 정도를 표시하고 가능한 한 그

· “믿음이 증가함”(Faith Increased)
· “옛 교회”(The Church of Old)
· “도둑같이 오심”(Coming as a Thief)
· “방해자와 방해물”(The Hinderer and the Hindrance)
· “적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제국”(Antichrist's Empire
Universal)
· “깨어 기도함”(Watchfulness in Prayer)
· “성식으로 구원받지 못함”(No Salvation by Sacrament)

것과 거의 똑같이 가르쳐야 한다. 심지어는 진실된

· “교회와 환난”(The Church and the Tribulation)

교리도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억압된다

· “시기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A Dateless

면 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많이 언급될 수록 하나님
의 영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과 같다.

Advent)
· “잃어버린 왕국”(The Kingdom Lost)
· “이기는자들을 위한 보상”(The Rewards for

만약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추구했다면 곧 진정한
교회 안에 상이점들이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진
정으로 따르는 이들은 온전한 밀집 군대를 가졌을

Overcomers)
· “심판보좌를 세움”(The Setting of the Judgment
Throne)

것이며 복음전파에 가장 큰 방해물이 제해지며 국내

· “칠십이레”(The Seventy Weeks)

와 해외에서의 우리의 전파의 결과 둘 다 매우 달라

· “그 영이 성전을 떠남”(The Spirit Leaving the Temple)

질 것이다. 예전의 전사가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번

· “세상 제국”(World Empires)

쩍이는 칼집에서 꺼내고 둔하고 무딘 상태로 땅에

등등

떨어져 있던 것을 줍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을 뿐더
러 몸과 혼을 쪼개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 깊숙한

기사의 저자들은 벤자민 윌스 뉴튼(B enjamin Wills

성소까지 쪼갤 것이다.

Newton), 조지 뮬러(George Muller), 로버트 고벳(Robert
Govett), 랭(G.H. Lang), 펨버(G.H. Pember), 마가렛 바버
(Margaret E. Barber), 팬튼(Panton)입니다.

J. 펜튼 (D.M. Panton)
주후 1870-1955

팬튼이 죽은 뒤 얼마 안돼 발간된 새벽의 마지막 호는 “고
(故) 편집자에 대한 짧은 회상록”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데이빗 모리스 팬튼은 처음에 영국 국교회와 유대가 깊었

다음은 그 회상록의 한 부분입니다:

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영국 국교회를 떠나 고벳이 죽은 후
인 1901년 10월에 써레이 예배당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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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에 대한 교리는 대부

M. 웨일즈 부흥 (The Welsh Revival)

분 교회에서 사라졌는데 확실히 일반적으로 그리스

주후 1906

도의 제자들의 삶 위에 살아있고 긴급한 능력으로서
말이다. 구속자에 대한 이러한 현재 관계의 믿는이

웨일즈 부흥은 어느 특정한 개인들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한

에 대한 장래 효과는 대부분 완전히 무시되었다. 즉,

것이 아니라 성령이 뛰어나거나 특별히 은사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무감 있는 대리인으로서 그는 그의 주

과 관계없이 한 것입니다. 오어(Orr)는 ‘두번째 복음주의

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청지기 직분에 관한 보고

각성’에서 웨일즈 부흥이 복음주의 각성이라 불리는 주님

를 드려야만 한다. 그가 신실했는지 성실하지 않았
든지, 복종했든지 불순종했는지 거룩한지 죄가 많았
든지에 따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을 좋든 나
쁘든 받을 것이다.

의 커다란 움직임의 세 번째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1859년 영국 항해(British Isles)에서 주로 일어났으
며 단 한 사람의 지도자도 없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
디 역시 각성의 이번 단계로 산출되었습니다. 형제회의 주
요 인물이라 언급된 백명 중 삼십 오명은 이 때 주님께로
이끌리거나 복음전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단

팬튼은 하나님이 이러한 교리들은 널리 전파하도록

계인 1873년부터 1899년 사이에 무디는 강하게 복음을 전

그에게 위임하셨다고 믿었다.

파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단계는 오어가 많은 기도 집회
와 많은 찬송과 많은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고향 땅에서만
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강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묘

팬튼이 쓴 유명한 두 소책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사한 웨일즈 부흥이 있던 때였습니다. 훈련된 성직자가 복

“휴거”입니다.

음을 전하는 것보다 소위 평신도 사역을 더 강조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정식 종교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웨일즈 부

K. 앤드류 머레이 (Andrew Murray)

흥에서 누구보다도 더 역력히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보

주후 1828-1917

기 드물게 성령과 성경에 의지했습니다. 기도의 영은 강했
고 죄에 대해 전복시키는 책망을 가져왔습니다. 밀러의 교

앤드류 머레이를 통해 속생명의 체험에 대한 전진된 회복

회사의 부록에서 윌리암 호스테(William Hoste)는 다음과

이 있었습니다. 머레이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주로 그

같이 말했습니다.

곳에서 살며 목사와 전도자로서 성도들의 필요를 돌봤습
니다. 그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의 주권에 대해 항상 상기하여

그가 만유를 포함한 영에 대한 진리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일

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의 책 중 특별히 “영화롭게 된

한다면, “부흥”이 말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목

예수의 영”이란 제목의 5과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
어왔습니다.

할 만한 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웨일스
(Wales)를 움직이도록 사용한 사람들을 웨일스 이상

L. 제시 펜 루이스 (Jessie Penn Lewis)
주후 1861-1927

으로 깊고 멀리 본다면, 전 복음전파의 세상-몇몇 젊
은 남녀로서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재정적인 후원이나 성직의 후원도 없는 이들

제시 펜 루이스는 머레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루이스를

이었다.

통해 속생명이 더욱 회복되었고 특별히 십자가에 관한 속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영과 혼의 분명한 차이

이반 로버츠는 또한 그 부흥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언

를 보았습니다. 1909년부터 1914년까지 이기는자라는 정

급했고, 연사들을 위해 헌금을 걷는 것 같은 일은 없었다

기 간행물을 출판했습니다.

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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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현재의 회복(1)
IV. 현재의 회복

워치만 니는 1920년 도라 유(Dora Yu)라는 여전도자의 복
음전파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중
국에 온 영국 선교사인 바버 자매(M.E. Barber)에게 영적

1700년대에 주님은 참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해 진젠

으로 양육받았습니다. 워치만 니의 간증에서 그는 주님이

돌프를 일으키셨습니다. 백 년 후인 1800년대에 주님은

그를 부르신 목적을 말해 주었습니다.

존 다비를 비롯해 영국의 형제회를 일으키셔서 교회 생활
의 회복을 더 전진시키셨습니다. 그 후 다시 백년이 지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부흥회를 열어 사람들로

1900년 초에 주님은 중국에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하여금 성경의 많은 이론을 듣게 하라는 것도 아니

일으키사 지방 교회들을 통해 교회 생활의 더욱 완전한 회

고, 나로 부흥사가 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주님

복을 가져오셨습니다.

회복의 현재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들의
실행을 포함하는데 이는 한 도시의 한 교회의 실행이기 때

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 지방 한 지방에 그분의
교회를 건축해 그분을 나타내고 지방 교회의 합일의
간증을 나타내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분량대

문입니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들에 대한

로 지체의 봉사를 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각각의 웹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승리하는 생활
이나 신령함 뿐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의 영광스러

주님이 워치만 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회복하셨는

운 교회를 하나님 자신께 드리는 것이다.

지는 놀랍습니다. 그는 성경을 뛰어나게 이해하고 있었습
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워치만 니와 그의 동역자들로 인해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전까지 적어도 600개의 지방 교회들이 있었습니

나는 워치만 니 형제님처럼 균형잡힌 주님의 종을

다. 그의 동역자 중 한명은 공산당의 침략후 어떠했는지에

만난적이 없었다. 그는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었고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식 또한 풍부했다. 그는 주님을 알고 사랑했으며
성경도 알고 사랑했다. 그리스도를 알았고 교회도
알았다. 그리스도를 위했고 교회도 위했다. 그러므
로, 그의 사역은 항상 양 방면들―영적인 방면과 실
제적인 방면에 균형이 잡혔다...영적인 면에 관한 메
세지들은 원칙적으로 영적 생활에 관해 다루고 실제
적인 면은 절대적으로 교회생활의 실행을 다루는데
예를들어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니 형제님은] 모든 기회에 자기 자신을 드려 그의
마음과 혼을 다해 부지런히 일을 했다. 그때 이 나라
에는 수천명의 성도들과 수백개의 지방 교회들이 있
었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의 도
움을 받았다. 1952년에 주님에 대한 충성과 진리를
위하여 니 형제님은 갑자기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20년의 형을 받았다.
워치만 니는 20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1972년 6월에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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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니라 몸의 하나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나 클리브랜드나 뉴욕이나 다른 어떤 도시에 있든지

위트니스 리는 1933년 상해에서 워치만 니와 함께 전시간

우리는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만약 우리가 교리를

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워치만 니와 다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즉시 나뉠 것인데 이는 어

른 동역자들은 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교회들 안에서 회

떤 사람은 관념이 있고 다른 사람은 의견이 있고 또

복된 것을 잃어 버리지 않으려 위트니스 리를 대만에 보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954년까지 대만의 교회 생활은 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

창했습니다. 1962년 미국 방문 중 위트니스 리는 미국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느꼈고 1997년
죽을 때까지 미국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딤전
1:3-4, 엡 1:10, 3:9) 초점을 맞춘 그의 사역은 수천명의 믿
는이들에게 풍성한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로 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합당한 교
회 생활을 요구할 것이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
스도는 교회 생활이 된다.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을
요구하시며 교회 생활이 되신다.

서 위트니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워치만 니의 초기 시절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공급하
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

1.

리 속에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육신

워치만 니의 구원

을 입으시고 아들은 성령 안에 실제화 되심으로 이
루어진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
들은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는 아들의 인격이 있

워치만 니는 1903년에 태어났습니다. 매우 은사가 특출난
젊은이로서 모든 과목에서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났습니
다. 그는 뛰어난 직장을 갖고 세상 회사의 어느 분야에서

을 뿐 아니라 아들이 다 이루신 역사도 있다. 그러므

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17살이 되었을 때

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젊은 여전도자인 도라 유(Dora Yu) 자매의 복음 전파를 통

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땅에 속한 고통을 견디는 능

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생명과, 그리

게 온 이유가 단지 죄사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

스도의 죽음의 효능과, 부활 능력과, 승천과, 보좌에

라는 것을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그

앉으심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성령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한 포의 약”에 포함되어
있다. 삼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분을 섬기기 위해 그의 남은 일생을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구원과 그의 부르심은 동시에 일어났
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그의 모든
꿈과 성공을 향한 그의 포부의 끝임을 알고, 믿을 당시 두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만족케하는 성령을 통해서

려워 떨었습니다. 그 때부터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이시라

이다.

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를 위
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한 지방 한 교회의 원칙을 실행하는 수 많

그러한 사랑스러운 주님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은 지방 교회들이 미국과 해외에 세워졌습니다. 교회 생활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림으로 그는 그 자신을 완전히 주님

에 관해 위트니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께 드렸습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두 중요

워치만 니는 그가 주님께 온 이후 거의 모든 친구들을 주

한 것을 가져야 하는데 생명주는 영인 내용이신 그

님께로 이끌 즉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일 년 동안은

리스도와 지방의 한 입장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아나

아무 성과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점에

하임에서, 우리는 어떠한 교리 위에 서있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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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와 그로브스(Groves)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로브스

서 그 형제와의 의견 차이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그에게 친구들 이름을 다 종이에 적어 한 사람씩

바버 자매는 주님을 깊은 방식으로 알고 있었기에 성경은

기도해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님께 열어달라고 구하라

어린 자가 나이 든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을

고 했습니다. 그는 70명의 반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 그들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 당시 많은 교훈들을

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몇 달 안

배웠고 어떤 교훈들은 눈물로 배웠습니다.

에 그들중 대부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 형제들이 바버 자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인 생
2.

활에 대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바버 자매는 항상 그들에게

진리를 추구함

매우 엄격하고 단호했습니다. 결국, 니 형제님을 제외하고
는 어느 누구도 바버 자매의 꾸짖음을 견디지 못해 주님의

처음부터 워치만 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많

긍휼로 니 형제만이 계속해서 바버 자매를 방문했습니다.

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1922년 그와 몇몇 다른 이들은 기
독교에서 실행하는 많은 전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바버 자매는 많은 찬송들을 만들었고 그 중 적어도 삼십여

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기에 실행의 목록을 만들어 성경

개는 출판되어 오늘날에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중

의 빛 안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교파와 성직자와 크리스

국에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녀는

마스와 부활절과 다른 항목들에 대한 성경적 입지에 이의

중국 전체를 여행하지 않고 단지 푸저우에서 머물며 온 일

를 제기했습니다.

생 동안 워치만 니라는 한 열매만 맺었습니다. 많은 선교
사들이 그녀를 오해하고 그녀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렸

워치만 니는 열심있는 독서가였습니다. 1500여권의 책을

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녀는 그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그

모았는데 이 중에는 교회사와 전기와 성경의 해석과 지난

녀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했

세기들의 영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그의 침실은 책으로 가

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은 중국 안에서 그분에

득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누울 자리만 조금 제외하고는

대한 간증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확실히 그녀의 기도를

침대에도 책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전 시대와 세기에 하나

응답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간절히 주님이 곧 다시 돌아

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던 것들을 부지런하고도 열심히 찾

오시기를 구했고 이러한 소망을 워치만 니에게 주입했습

아내어 그의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보충했습니다. 그는

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이미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위에 건
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매우 은사있는 사람이었기에

1924년 푸저우에서 2년 동안 모인 후, 니 형제님에게 어려

그 책들을 단지 훑어봐도 그 책들의 강점과 약점을 빨리

움을 주었던 형제는 안수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회복의 진정한 부분

냐하면 안수받은 것이 그의 전파에 도움이 될 거라 믿었

들만 모았고 아닌 것들을 가려냈습니다.

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치만 니는 강하게 이러한 움직임
을 반대하고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그 결

3.

과 그곳의 교회 생활에서 파문당했습니다. 그는 싸우거나

교회 생활의 초기 실행

그 자신을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배우며 이러한 거절로
인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떠났습니

1922년부터 1924년까지 몇 몇 형제들이 푸저우(Foochow)

다.

에서 모여 일종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복음 전파에 매우 부지런했습니다. 그 형제들 중 한 명은

4.

니 형제님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았는데 종종 니 형제님에

진리를 출판함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 자주 다
른 의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내적 느

이 때 니 형제님은 글을 써 출판하는데 부담을 갖고 영에

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느껴 바버 자매에게 가

속한 사람이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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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영에 속한 사람이 출판되었을 때, 니 형제님은 겨우 23

그 당시 워치만 니는 주님의 그분의 회복의 길에 관하여

세였습니다. 그의 글의 깊이와 본질은 비록 그렇게 젊은

계속해서 더욱 많은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1920년부터

나이였지만 대단한 정도로 주님을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

1932년까지 10년 동안 주님은 니 형제님과 그의 동역자들

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던 중에 워치만 니는 결핵으로 인

에게 21가지의 주요한 계시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중 몇

하여 죽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독일인 의사는 그의 폐를

몇은 이미 다른 이들이 보았던 것들도 있지만 니 형제님은

엑스레이로 촬영해보고 결핵 말기이니 곧 죽을 것이라고

새롭고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말해 주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놀랍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 년 후에 그는 죽

그들이 본 첫번째 항목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모든 선

은 의사의 의료 기구를 판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얄궂게

교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도 그것은 니 형제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의사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기 전까

기구들이었습니다.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형제들은 우리가 구원
받았고 영생이 있다는 성경 안의 분명한 계시를 보았습니

B. 상해에서의 일

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전했고 이 문제가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싸웠습니다.

1927년 워치만 니는 상해에 도착해 그 곳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정확히 200년전인

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

1727년에 독일에서의 교회 생활을 가져왔던 모라비아 형

게 이탈했는지를 매우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시

제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 년 후인 1827년에는

간을 들여 전통적인 기독교의 실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

영국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존 넬슨 다비가 함께 하는

구하고 비교했습니다.

형제회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인 1927년 워치
만 니는 상해에서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생활

그들이 본 세 번째 항목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에 대한 주의 회복의 세 단계들입니다.

의 몸으로서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회복의 전진을 위해 이방 땅을 택하셨는데
이 땅은 “불쌍한” 중국 이방인들을 위해 많은 선교사들을

네번째로, 그들은 교파주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

보냈던 서방 나라들이 멸시하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선

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

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3장

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나 개인적인 선호로 나

10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중국에서 워치만 니

파주의는 그 분열의 원인이 교리의 차이와 개인적인 선호

를 세우신 것은 그 곳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의 자존심에는

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3장 8절에서 보면 주님은 빌라델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본토인이 그렇게 주

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

님과 살아 있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데 대하여 부끄러워

켰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했습니다. 상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많은 서양 선교

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취해 교파를

사들이 니 형제님과 그의 사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형성할 때,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을 나누

선교단체들을 떠났습니다. 그 선교단체들은 그들의 최고

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 일꾼들을 잃었기에 니 형제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기 시
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직자 제도와 성직자 계급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말씀이 하나님의
1.

행정 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말하지만, 주님

회복된 21가지 항목들

은 결코 그들이 믿는이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
았습니다. 사람의 조직을 통해 발전된 성직자 제도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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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을 향한 믿는이들의 합당한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됩니다. 성령의 쏟아부음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매일

그들은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따른 모든 믿는이들의 우주

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적인 제사장 직분에 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이 제사장임을 보는 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니 형제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같은 구절에 따
라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

그들은 각 지방의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어야 하는

명히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속 생명에 대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그들은 침례와 주님의 상이 두가지 외형적인 상징의 실행

내주하심과 사람의 세부분과 친밀하게 관련된 계시입니

들로서 교회 시대에 믿는이들이 수행해야 함을 보았습니

다. 우리는 속 생명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이는

다.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머리를 덮는 실행과 안수에 관한 실행에 대한

이기는 자들에 관한 문제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계시입

계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4절부터 16절에 언

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그

급된 자매들의 머리를 덮는 문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분을 따르는 신실함으로 인해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의 복종의 그림입니다. 안수는 한 지체와 몸의 다른 지체
들을 동일시 하는 목적으로서 머리를 덮는것과 마찬가지

그들은 또한 왕국 보상에 대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니 형

로 내적 실재에 대한 외적 그림입니다.

제님은 팬톤(D.M. Panton)의 책들을 통해 이 점에 관해 많
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팬톤의 기사들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관한 분명한 계

첫 열매에 몇번이나 실렸습니다.

시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급이나 기도 편지들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우

그들은 휴거가 생명의 성숙의 결과라는 계시를 보았습니

의미심장한 회복이었습니다.

다.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자랐고 그
분을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휴거됩니다. 대다수의 믿는

그들은 신유에 대해 빛과 체험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이 중요한 요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오심의

마지막으로, 그들은 영적 전쟁에 관하여 보았습니다. 매일

중요성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사탄에 대한 승리

은 단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

가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전쟁입니다.

다.
이 모든 위대한 계시들은 1920년부터 1932년까지 워치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계시입니다. 성

니가 본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믿는이들이 구원받은

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지 12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 형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제님은 경주를 달렸습니다. 그분은 주님께 절대적이었고
헌신했습니다. 그분은 주의 회복 안에서 귀한 그릇이었으

워치만 니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쏟아부으심의 차이를 분

며 교회의 대단한 은사였습니다.

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 교사들도 그 차이
를 분명하게 보지 못했었고 여전히 많은 믿는이들이 오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쏟아부음의 차이에 관
한 워치만 니의 가르침은 오늘날 주님의 움직이심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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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간행물들을 출판함

이는 수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1933년 그 해에 그들은 워
치만 니를 초청했습니다. 이것이 이 형제님과 니 형제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수 년 동안 그가 읽던

이 기간 동안 니 형제님은 그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 본

글의 저자인 워치만 니가 겨우 그보다 두 살 위인 것에 놀

것들을 출판할 갈망이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세 개

랐습니다. 그는 말씀의 깊이가 깊은 나이든 흰 머리의 사

의 정기 간행물을 출판했습니다. 그 간행물 중 하나의 제

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목은 ‘현재의 간증(The Present Testimony)’이었고 다른 하
나는 ‘그리스도인(The Christian)’이었습니다. 이 간행물

2.

들은 중국 온 땅에서 유통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읽고 깊이

한 흐름 안에서 동역함

감동받았습니다. 그 중 한 간행물에서 워치만 니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연속물을 출판했습

그 해 말에, 이 형제님은 몇 달 동안 상해에 있는 니 형제님

니다. 이 기사는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교

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형제님은 깊이 감동받

파주의의 악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했습니다.

았습니다. 그는 니 형제님이 그가 아는 누구와도 다른 것
을 보았는데 이는 니 형제님이 말씀에 대한 깊고도 살아있
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해에 있는 형제들은

C. 주님은 동역자를 예비하심

이 형제님이 그곳에 머물며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권유했고 이 형제님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강권하신

1.

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직 한 흐름

위트니스 리의 배경

만 있을 뿐이지 두 흐름이 아니며 워치만 니와 함께 이 한
흐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

주님은 그분의 주권과 지혜 안에서 워치만 니와 함께 할

는 누군가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내

또 다른 그릇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는 위트니스 리였습

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니다. 이형제님은 남침례교에서 자랐으며 남침례교 학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한 흐름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함

를 다니며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께 하기 위해 이 형제님께서 그의 사역을 내려 놓은 것은

에 그는 얼마간 중화 자립회에 나가다가 그의 고향인 치푸

매우 중요한 회복입니다.

(Chefoo)에서 형제회와 모였습니다. 1925년부터 1932년
까지 칠 년 동안 형제회에 있으며 워치만 니가 출판한 간

3.

행물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그 글들을 읽고

더 많은 계시

많은 도움을 받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1933년부터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와 함께 수고했습니
1932년 위트니스 리는 그의 삶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가졌

다. 니 형제님은 1933년과 1937년 사이에 특별 집회를 열

습니다. 그는 그가 형제회에서 받은 모든 성경지식에도 불

고 교회들에게 네 가지 부가적인 계시를 해방하며 주님이

구하고 메마르고 열매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인해 그

교회 생활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는 주님께 간절히 돌이켜 그의 존재 깊은 곳에서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열매가 풍성한 삶 안으로 그를 인도

이러한 이상 중에 첫 번째는 지방 교회의 경계였습니다.

해 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방 교회의 경계는 교회가 위치한 도시의
경계입니다.

그는 형제회를 떠났고 주님은 그를 사용하여 치푸에 교회
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께로 이끌어오고 침례를

두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우주성입니다. 니 형제님

주었던 다른 열 한 명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살

은 모든 계시와 교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암시

아있고 우세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해에는 모

해주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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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입니다. 니 형제님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는 중국 본토의 많은 곳에서 교회

“이기는자 집회”라는 제목으로 몇 번의 특별집회를 열었

들이 성장했습니다. 1937년에는 중국 서부에서 교회들이

습니다.

시작되었고 1938년과 1939년에는 홍콩에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1936년에 말씀하시고 1937년에 출판하신 교회
의 입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니 형제님의 교회의 입장에
대한 이상은 형제님이 영국으로 여행하시던 1933년에 시

a. 치푸(Chefoo)에서의 부흥

작되었습니다. 그는 배타적인 형제회가 주님으로부터 어
떠한 빛을 받았고 그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

워치만 니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위트니스 리는 중

다. 먼저 그는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그들을 방

국 북부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그는

문하고 그들에게 사역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그는

삼 사 년 동안 치푸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 교회

형제회의 결점을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체험들로

는 나중에 매우 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위트니

인해 니 형제님은 지방 교회의 참된 입장과 경계를 확인하

스 리는 워치만 니로부터 본 교회 생활의 본을 실제적인

기 위하여 많은 기도로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결

방법으로 세웠습니다. 니 형제님은 모세가 산에서 이상을

국, 지방 교회의 입장과 하나의 입장에 대한 신약의 계시

본 것처럼 보았고 이 형제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에 대하여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지방에 있는 모

을 좋은 땅으로 이끈 것처럼 그 본 이상을 실행했습니다.

든 믿는이들이 하나로 함께 교통하며 교리나 개인적인 선

1943년까지 8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호로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중요

생명과 실행과 봉사에서 봉사의 방면에 많이 관련된 모든

한 계시이며 현재의 교회 생활의 실행을 위한 길을 닦아주

성도들과 함께 강하게 세워졌습니다. 이 형제님 자신은 단

었습니다.

지 가르침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든 일에 관련되어 본으
로서 인도했습니다.
4.
워치만 니의 이상

1943년 초에 그들 사이에 커다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강한 건축과 봉사의 결과였습니다. 존 다비

워치만 니의 사역에서의 주된 이상은 지방 교회들을 건축

가 만든 “들어보라! 천천 만만 뇌성같이 외치며 하나님의

하는 것이엇습니다. 그는 젊은이들과 동역자들을 훈련시

어린양을 높이는 저 찬송을”을 주의 상에서 부를 때, 성령

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니 형제님

은 맹렬히 그들 위로 쏟아 부어졌고, 그들은 기도의 영으

은 많은 특별집회를 열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해

로 충만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서서 주님이 중국을 분발

방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또한 출판되어 가능한한 널리 분

시켜 그분의 백성을 불러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교회들을 건축함, 훈

모든 성도들은 깊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전진된 회복을 위

련집회, 특별집회, 사역의 출판―들은 여전히 오늘날 주의

해 그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 부흥은 백일간 계속되어

회복의 주요한 요소들입니다.

매일 모이고 하루 종일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온 재
산인 땅과 집과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교

5.

회에 헌신했습니다.

교회들의 확산
b. 몽골과 만주로의 이주
교회들은 극동지역으로 확산되고 흥왕했습니다. 1924년
워치만 니는 말레이 반도로 여행했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

주님은 특별히 그들중 칠십 명을 감동시켜 내 몽골로 이주

로 남동 아시아의 첫번째 교회인 시티아완(Sitiawan) 교회

하여 복음과 교회 생활을 확산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칠

가 세워졌습니다. 1931년부터 1933년까지는 싱가포르와

십 명의 평범한 사람들―교사들, 구두 만드는 이들 등등―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교회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었고 일 년 내에 사십 개의 지방 교회들이 세워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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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같은 지방 교회들이 바로 지금도 내 몽골에서 강하

은 상해에 머물며 그 곳의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주로 또 다른 삼십 명이 이

D. 공산당이 중국을 차지함

주해 갔습니다.

치푸에서의 부흥 후에, 이 형제님은 상해에 있는 니 형제

바로 이 때 공산당들은 중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모든

님께로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동역자들은 그곳에 남아 교회들과 견디기로 결정했습니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통했습니다. 니 형제님은 그들

다. 그러나, 그들은 만장일치로 위트니스 리를 본토 밖으

이 한 것을 온전히 확증했으며 주님의 계시가 실행되었음

로 보내 대만과 다른 곳에서 그들이 본 것을 확산하게 하

을 기뻐했습니다.

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보존되기를 바랬습니다.

중일전쟁으로 인하여 1943년에 위트니스 리는 약 한 달 동

E. 교회 생활이 대만으로 확산됨

안 감옥에 갇히고 일본인들에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폐결핵에
걸리고 2년 동안의 회복기를 가졌습니다. 아픔은 폐결핵

공산당이 중국을 휩쓸었을 때, 동역자들은 위트니스 리를

의 세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부활이신

대만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토로부터 빠져나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와 대만으로 피난했습니다. 일찍이 그 곳으로 갔던 몇몇은
약 50명의 성도들로 대북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었습니

c. 상해의 부흥

다. 1949년 이 형제님이 그 곳에 갔을 때 함께 복음을 전파
하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

1946년 이 형제님이 건강을 되찾은 후에 정치적 정세가 바

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1년 안에 1000명 이상으로 증가했

뀌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전환은 그가 난깅(Nanking)

습니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대만 섬에서의 교회 숫자

과 상해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두 도시에

는 20,000명의 성도와 65개의 교회로 증가했습니다.

서 주님이 이 형제님의 사역을 통하여 커다란 부흥을 일으
키셨습니다. 상해 교회는 복음 전파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

그후 1957년 마귀가 대만 교회들을 몰래 손상시키고 파괴

니다.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가 1000명을 족히 넘었습

하려고 해 몇몇 인도하는 동역자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반

니다.

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
의 문이 건축된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d. 워치만 니의 사역이 중단됨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1942년부터 1948년까지 워치만 니의 사역은 상해 교회에

1958년 위트니스 리는 성경의 네가지 주요 항목들을 보았

널리 퍼진 문제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

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생

이 의견을 달리하므로 그를 반대했고 그는 그 6년 동안 사

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누림. 그

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후 1961년에는 대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제사장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 상황을 치료하시리라고

직분에 관한 참된 이상에 대한 일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

믿었습니다. 1948년에 위트니스 리를 통하여 니 형제님의

다.

사역은 재개되었습니다.

(계속)

그 같은 해부터 상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참된 헌신이 있
었습니다. 니 형제님은 산에서 예비 동역자들을 위한 훈련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훈련집회에
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기간 동안 이 형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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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현재의 회복(2)
F. 미국에서의 주의 회복

홍콩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우리 단체
와 함께 모여 우리와 함께 교회의 입장에 대해 나누었습니

1.

다. 이 문제는 나에게 다소 새로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트니스 리의 첫번째 미국 방문

나와 함께 교회의 입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
에 대해 논하는데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존형제님,

1958년 위트니스 리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우리가 만약 로스앤젤레스에 교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반

때 나는 교파를 떠나 로스앤젤레스의 믿는이들과 함께 모

드시 합당한 입장, 합일의 입장, 하나의 입장 위에 세워야

여 교회 생활에 관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합니다. 한 도시에 한 교회만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

우리는 위트니스 리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니다. 나는 그 때 왜 한 도시에 한 교회에 대하여 그가 나에

그도 우리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만나러 로스

게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많으면 많

앤젤레스에 왔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교회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했고 겸손했고 투명했으며 주님으

입장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로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주일날 메시지를 전해

나는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일임을 느꼈고 그것을 연구하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영어

기 시작했고 내가 더 생각할수록 더 이치에 맞다고 느껴졌

로 메시지를 전한 때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 힘들었

습니다.

지만, 우리는 매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후 1960년에 우리는 위트니스 리가 뉴욕에서 극동으로
그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로스앤젤레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

다. 나는 교회의 입장에 대해 그에게 물어볼 기회가 생길

며 믿는이들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누리기를 원

수도 있기에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1960년

하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

12월 3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왔습니다. 약 15명이 그가 도

리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내 안

착한 날 밤 어느 자매의 아파트에서 모였습니다. 나는 그

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먹었습니까?” 이 질문은

에게, “이 형제님, 우리는 교회의 입장에 관하여 무언가를

내 가장 깊은 곳을 관통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까?”라고 물

그는 우리와 단지 며칠만을 함께 머물고는 떠났습니다. 그

었습니다.

것이 이년 동안 우리가 그를 만난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
는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에서도 나는 그

그날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열렸습니다. 위트

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니스 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교회의 입장을 보여 주었습니

말씀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다. 이 문제는 수정같이 맑아졌습니다. 나는 확신했고 헌
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길 이

2.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한 입장 위에 서야 함을 보았습

교회의 입장에 관한 교통

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간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지방의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그 다음해인 1959년 사무엘 장(Samuel Chang) 형제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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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즉시 이러한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한 깊고 강한 느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 아

주님과 그분의 간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입장에서 모

니었기에, 위트니스 리는 그 단체의 형제들과 더 많은 교

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을 하도록 우리를 권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역사하시
면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해지고 이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

그 다음날 나는 같은 부담을 갖고 있던 몇몇 형제들과 교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단

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느낌을 전했습니다. 하나씩

체의 인도자들이 함께 모였고, 위트니스 리가 에베소서 4

하나씩 그들 모두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장 형

장에 있는 칠 중의 하나됨에 대하여 교통했습니다. 메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

지가 끝난후 우리는 교회 간증에 관한 일과 교회의 입장에

리는 이 주 후에 교회로서 모이기를 시작하자는 결정을 내

대하여 교통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단체의 몇몇 형제

렸습니다.

들은 마음이 상해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입장의 문제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

1962년 5월 27일,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처음으로 로스앤

하고 그 단체에 좀 더 머물러야 겠다고 느꼈습니다.

젤레스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장 형
제 집에서 모였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

한 일년 정도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우리 중 몇몇은 거의 매

해 받았고 비난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내적으로 매우 분명

일 아침 여섯 시에 모여 한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셨고 우리는 이 입장을 취

다. 우리는 주님이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전체에 그분의 간

해 그분의 간증을 위해 모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

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후 거의

었습니다.

일년 반 후인 1962년 사월에 위트니스 리가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 중 23명이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그를 만

이 입지를 취한 후, 우리는 시애틀(Seattle)에 있던 위트니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교회 입지에 대하여 그와

스 리 형제님에게 전화를 해 우리가 한 것에 대하여 말해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그 단체를 떠나 교회

주었습니다. 7월 첫 주에 그가 와서 하나의 입장에 관한 특

로서 모임을 시작하라고 말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별집회를 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첫 주말에 다시 돌

하지만 위트니스 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와 하나의 입장에 대해 다시 말씀했습니다.

결코 우리를 좌우하거나 그 단체를 떠나 교회를 시작하라
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떠나라

4.

고 할 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듣고 싶어 했던 말

위트니스 리가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함

이지만 그는 결코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에게, “형제님들, 단지 기도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1962년 말에 극동으로 돌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가 대만에 있는 그의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
다. 우리는 그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

3.

월 말 쯤 사무엘 장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위트니

로스앤젤레스 교회

스 리 형제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 무기한으로 로스
앤젤레스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웠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몇 주 후 어느날 밤 우리 중 몇몇은

흥분했습니다. 단지 25명 정도의 성도들이었지만, 위트니

우리의 부담에 대해 교통했습니다. 나는 그 교통 후에 집

스 리 형제님은 대만에 가서 20,000명의 성도들을 만나는

에 가던 길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멈춤 표시에 서

대신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

있을 때, 나는 내 깊은 곳에서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의 교

다.

회로 모여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주님
의 간증을 위해 이 입지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11월 30일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

습니다. 동시에 나는 우리가 오해 받을 수 있고 분열적이

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만난 후, 우리는 그를 사무엘 장

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마 서너명 정도가 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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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몇 시간 동안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위트니스 리

이 나라에 거하는 것에 대해 주님과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형제님은 기도로 기도의 영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셨습니

고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은 대만으로 돌아가 그곳의 교

다. 확실히 미국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 안에서 태어

회들과 성도들과 일을 계속하길 원했지만 주님은 “나는 네

났습니다.

가 내 회복을 위하여 미국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에서

b. 찬송가의 필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형제님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형제님은 주님께 아멘을 하
고 대만에 다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입했지만 대만에서
의 특별집회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형제님은 우리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머무셨습니다.

G.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림
1.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집회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새
찬송의 필요를 교통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를 체험하
는 것에 관한 좋은 영어 찬송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오후에 모일 때에는 중국어
찬송들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특별집회가 시작하기 전
에 우리는 찬송가 두개 반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이 이 찬
송들 중 하나입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위트니스 리는 우리에게 1962년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까지의 11일 특별집회의 필요를 느낀다고 교통했습니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는 이러한 조망에 흥분했습니다. 형제님은 전국에 이

못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집회에 관심있어 할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어떻겠냐고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형제님은 또한 그 중간의 삼 주 동안 매 주 몇 번의 사역 집
회를 갖는게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형제님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의 느낌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형제
님은 또한 우리가 특별집회와 미국에서의 하나님의 회복
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많이 있다는 형제님의 느낌을 교통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아침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
록 낮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사람 전체에 채워져

a. 기도로 수고함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그 때 주님이 전시간으로 봉사하도록 부르신 우리 셋만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이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이들은 폴 마(Paul Ma) 형제님

주님만이 내 성분됐네

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과 저였습니다. 우리 셋은 매일 아
침 8시나 8시 30분에 함께 3주 동안 모였습니다. 우리는 의
자 세 개를 거실 중앙에 놓고 무릎을 꿇고 이 땅에서의 하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부르며, “주여, 로스앤젤레스와 미국 안에서 당신의 회복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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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서 거치는 모든 과정과 공과의 그림임을 보았습니다.

다 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특별집회 기간 동안의 일정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첫 집회
는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는 주로 기
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에베소서에서의
바울의 두 기도들에 대한 메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리고 나서 함께 사무엘 장 형제님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
다. 그 다음 집회는 9시 30분이나 10시에 시작해 만유를 포
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은후 7시 30분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나네

에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더 교통했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습니다. 이것이 11일 동안의 매일의 일정이었습니다. 이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푤세

특별집회 동안 사무엘 장 형제님의 집은 주님의 영광으로

참 귀하고 참 필요한
그리스도 내 목표일세
이 찬송은 현재 378장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다른 찬송
은 “하나님의 계획 찬미해 우리의 안에 거하사”라는 837장
찬송입니다. 또한 우리는 447장 찬송, “참 기묘해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나 본질 한 영이실세”,를 2절까지 번역했습
니다.
c. 특별집회에서의 그리스도의 풍성들

충만했습니다.

이 특별집회 동안 우리는 우리가 번역한 두개 반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영어로 된 찬송보다 더 체험이
깃든 찬송을 부를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들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모두들 그 찬송을 좋
아했습니다. 또한 그 특별집회 동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인가
주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네

우리는 편지와 전보와 전화로 전국에 있는 친구들을 특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집회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겠다는 회신을 각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했네

에서 전화와 전보와 편지로 받았습니다. 마침내 12월 21일

나 위해 만유의 머리되신 큰 능력

사무엘 장 형제님 집 거실에서 집회를 했을 때 50-60명이

다 교회 위해 모든 만유 복종케 했네

참석했습니다. 이틀 밤에는 70명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온 만유의 머리되사

집이 매우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식당과 계단과 부엌과 앉

복종케했네

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만
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로 출판된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풍성에 놀랐습니
다.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좋은 땅의 모든 풍성에

어떤 사실 어떤 비밀인가
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첼세

관해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광물들과 동물 생명과 식

모든 성도와 연합하여

물 생명이 모두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예표

새사람 안에서 건축되네

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

우리는 승천한 머리와 연합되어

가 장막을 건축하고 군대를 형성하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

다 그의 한몸 이루어서 주인해 사네

장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에 들어가

승천하신 한 머리의 한몸 이뤄

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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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얼마나 높고 또 깊은가

훈련기간 동안 몇몇 형제들이 텍사스(Texas)에서 로스앤

얼마나 길고도 넓고 넓은가

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나중엔 교회들이 된 몇몇 소그룹

그 도량 측량할 길 없네
무한한 무량한 그리스도
한 없이 넓어서 그의 둘레 못 찾네
주 그리스도 우리 생각 초월하시네

들도 이 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12월에 열렸던 또 한 번의 10일 특별집회 기간 동
안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메시지를 전했고 그 내용은 하나
님의 건축의 이상이란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주 어떠함 모든 소유
다 교회를 위한 것일세

3.
새 찬송가를 펴냄

이 찬송은 이른 아침 시간에 위트니스 리가 전한 메시지에
기초했습니다. 지금은 찬송가 379장에 있습니다.

1963년 새 찬송들(Hymns)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
니다. 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삼 년 반이 되

2.

어서야 완성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품은 당초 예상했

사역을 통한 성장

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
제님과 나를 포함한 몇몇 형제들이 찬송가집을 만들었습

그 특별집회는 우리가 기도해 오던대로 미국에서의 영적

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다른 단체들을 방문할 때마다

폭발이었습니다. 다음해 1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말씀

찬송가집들을 한아름씩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 장 한

을 전하도록 기독교 단체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부와

장 보면서 최고의 찬송들을 골랐습니다. 또한 우리는 곡을

텍사스 지역과 중서부와 나중에는 동부에서도 초대를 받

붙일 수 있는 시들이나 글들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

았습니다. 이 형제님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

는 많은 교파들의 찬송가들을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

길 만약 그가 삼 년 전에 왔다면 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

한 찬송들 중에서 최고의 840곡들을 골라 최고의 곡을 붙

었을 텐데 주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형제

였습니다. 이 찬송들을 사용할 권한을 얻기 위해 각지에

님의 메시지에 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계속해서 중국

님의 여행을 통하여 더 많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

어로 된 뛰어난 찬송들을 영어로 번역하며 또한 새 찬송

국에서의 주님의 새로운 회복의 일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

들을 만들었습니다. 번역을 했거나 새로 만들어진 찬송이

니다. 1963년 초반에 로스앤젤레스 교회에 첫번째 무리의

240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80곡의 찬송이 되었습니

젊은이들이 밀어닥쳤습니다.

다. 1967년 4월 찬송가의 첫 번째 출판본이 도착했을 때 이
러한 새 찬송가를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1963년 위트니스 리가 주최한 로스앤젤레스의 첫번째 훈
련이 있었습니다. 11일 특별집회 후에 6주 훈련이 로스앤

4.

젤레스 근교의 제임스 리츠케(James Reetzke) 형제님의 집

기도로 말씀읽기에 대한 회복

에서 있었습니다. 삼십 명의 훈련생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은 훈련기간 동안 리츠케 형제님 집에서 함께 머물렀습니

1966년 가을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기 시작

다. 아침집회를 참석한 30명의 전시간 훈련생에 저녁 집회

했습니다. 말씀을 기도의 방식으로 취하는 실행은 대만과

를 참석하는 70명의 성도들이 더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
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64년에 4주 훈련이 있었고 6일 특별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훈련기간 동안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경

대만에 있는 교회들 중의 하나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방해

륜이라고 출판되어 있는 책의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이

하는 매우 반역적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의 회복

책은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노정의 근본적

이 전진하길 원하고 교회를 관심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

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다. 필사적인 기도 후에 이러한 형제들 중 몇몇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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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할 수 없으니 성경을 취해 읽고 성경 구절들로 기도

우리는 성경 구절들을 읽으며 “오 주여”라는 두 단어를 보

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실행했을 때 반대하는 이

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경 전체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후 그들 중 몇몇은 말씀을 기도로

것이 나와있지만 우리는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었습니

읽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달콤하게 기쁘게 기도
하며 찬양하며 부르는 실행을 자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가 찬송가 출판을 감독하느라 일 년 반 동안 극동에 있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던 때에 기도로 말씀읽기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

“오 주 예수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호

가 1967년 4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을 때 기도로 말씀

흡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달

읽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 때 제

콤하고 생명을 주고 위안이 되고 신선해지고 강해지고 구

임스 바버(James Barber) 형제와 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의 귀한 항목입니다.

기도로 말씀읽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Texas)와
오하이오(Ohio) 지역과 시카고(Chicago)와 인디애나폴리

6.

스(Indianapolis)와 덴버(Denver)와 다른 곳들을 방문했습

엘든 홀 (Elden Hall)

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모두에게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
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 안에서와 사
역 안에서와 주님을 먹고 마심 안에서 주님을 누렸기 때문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주님의 생명과 누림에 대한 커다

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

란 해방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말씀읽기로

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주님을 누리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몸 안에서와

위해 새로운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기 시작했

그분의 몸을 위한 주님의 움직이심 안에서 대단히 획기적

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엘든 홀이라

인 사건이었습니다.

불리는 집회 장소를 배타적인 형제회(Exclusive Brethren)
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그 작은 집회소 안에 큰 축복이
5.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회복
1969년 엘든 홀에서 십 일 훈련과 육 주 훈련집회가 있었
그 다음 해인 1968년에 또 하나의 돌파가 있었는데 그것은

습니다. 주제는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 회복에 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몸

한 책들인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계시록에 있

을 위한 주님의 뜻깊은 움직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계획

는 칠 배로 강화된 영이었습니다. 훈련집회는 주님의 말씀

없이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위트니스 리

하심과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침 집회는 400명이 넘

는 어느날 우리 모두가 기능을 발휘해야 함에 대해 말씀하

는 사람들이 참석했고 저녁 집회에는 600명이상이 참석했

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시편 메시지와 시편

사람이 적어도 네 마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 네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집, 도시, 땅”

가지 말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되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

후 그 말이 떠올랐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

다.

어도 모두 다 ‘오 주 아멘 할렐루야’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 네 가지 단어를 말했을 때 불이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로스앤젤레스 지역과 전국 각지에서

붙었습니다. 모두가 “오 주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기 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969년 9월과 10월 두 달

작했습니다. 이 말을 하며 우리의 영(our spirit)을 사용할

동안 200명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때 그 영(the Spirit)이 굉장히 해방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한 집회소 근처 동네

매우 해방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집

로 이사하였습니다. 서로서로 곁에 살므로 충만한 교회생

에서 “오 주 아멘 할렐루야 오 주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

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400명의 성도들이 엘든 홀 근처

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서 살았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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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라고 집집마다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

님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우주적

도들은 집회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나

인 신언이 특별집회 동안에 열려졌습니다. “너희는 다 모

놀라운 상호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쁨과 하모

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니와 하나됨에 매혹되었습니다.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언할 수 있느니라”(고전 14:31).

매일 저녁 집회소 가는 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소

몇개의 놀라운 계시들이 1969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근처에 왔을 때는 “우리 주의 지방 교회 회복 위하여”라는

째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에서 예표된 거룩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두가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성도

한 관유인 복합적이고 만유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들은 찬송하고 찬양하고 교통하며 집회소 까지 걸어갔습

입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감람 기름과

니다. 사실상 집회는 이미 그들의 집에서 시작해 집회소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의 효능과 그분의 부활과 그 향

가는 도중에 계속된 것입니다. 이는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

기를 상징하는 네 가지 향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

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았습니

음에는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있는 칠배로 강화된

다.

영을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 집회에 관하여 실행 수업을
겸한 비공식적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기간 동안의 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회에 일찍와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

시지들은 ‘어떻게 모이는가’(How to Meet)란 제목의 책으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누림이 그러하여 성도들은 거의 집

로 출판 되었습니다. 그 같은 해에 시편 메시지에서 네 단

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집회는 7시 30분

어들―그리스도, 집, 성, 땅―이 하나님이 땅을 회복하시는

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상당수의 성도들은 7시에

길로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계시는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한번은 주의 상의 집회가 누

와 교회’란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계시의

림의 최고점에 올라 집회 시작 십분전에 떡과 잔을 돌리기

전진은 또 다른 네 단어―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교회들

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사

―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날 어떤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도들이 갖고 있던 똑같은 영이었

계시(히 11:6)는 보았지만 결코 그리스도는 보지 못했습

습니다. 상호성과 사랑과 찬미와 풍성한 사역이 있는 교회

니다. 그리스도를 본 이들은(요 6:40) 결코 교회를 보지 못

생활이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본 이들은(엡 1:22-23, 딤전 3:15)
결코 교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계 1:11, 살전 2:14, 고전
7.

14:33).

1962년부터 1973년까지 전진된 계시들
1970년에 그리스도냐 종교냐에 대한 전체 특별집회가 있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12년 동안 주님이 그분의 회복

었습니다. 그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계시가 쏟아져 나왔

을 계속하시며 많은 중요한 계시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

습니다: 새사람으로서의 교회(엡 4:24, 골 3:10-11)와 교회

모든 항목들은 성경에 있지만 수 세기 동안 가려져 있었습

의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생

니다. 각각 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명일 뿐 아니라(빌 1:21, 골 3:4) 심지어는 우리의 인격이십
니다(고후 2:10). 그 다음 해에는 에베소서 2장 14-16절과

1962년 특별집회에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신명기 8장에

골로새서 2장 14절의 규례를 파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가

있는 좋은 땅으로 예표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해

서에 있는 생명과 건축이란 책에 있는 메시지들은 1972년

사역했습니다. 1964년에는 디모데 전서 1장 4절(흠정역에

봄에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아가서를 매우

는 “경건한 함양”(godly edifying)이라고 번역되었음)에서

체험적인 방식으로 열어 주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후에

언급한 커다란 주제인 하나님의 경륜이 신약 전체를 통해

그가 사역한 계시 중 75퍼센트는 그가 말하는 중에 그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 년 후에는 성령과 사람의 영의 연합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72년에는 왕국에 대한 메시지

보여졌습니다. 이 두 영들은 한 영으로 연합되었습니다(고

가 연속으로 주어졌고 1973년에는 에베소서에 대한 긴 메

전 6:17).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도 같은 해에 해

시지가 연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방되었습니다. 그후 1968년에는 주님을 호흡하기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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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 교통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영 안에서의 하나

이주를 통한 확산

됨과 분명함과 기쁨과 승리가 있었기에 아무것도 그
들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엘든 홀에서의 놀라운 시간 동안, 위트니
스 리 형제님은 신약에서 하나님이 교회 생할을 확산하신
방법이 이주라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
도행전에서 보았고 누군가가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이주해
미국의 여러 곳에서 교회 생활을 이끌어갈 그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1970년 초에 60-70명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생활을 위해
애크론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강한 시작이었고
애크론에서 자라고 확산되어 오늘날 오하이오와 그 주변
에 있는 다른 주의 아홉 개의 도시들에 교회들이 있습니
다.

에 주로 교회들이 있었고 텍사스의 뤼빅(Lubbok)과 와코
(Waco)와 댄튼(Denton)에 작은 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곳들에 교회 생활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로부터의 첫번째 이주는 1970년 7월과
8월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특별집회와 훈련집회를 개최
한 후에 있었습니다. 이 훈련 안에서의 사역은 사람의 영

첫번째 이주는 택사스에서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세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모두 휴스턴(Houston)으로 이주해
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969년 9월 세 교
회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형제 자매들―약 80명의 성도들
―이 휴스턴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주님은 시작을 창대
하게 축복하셨고 그 후에 휴스턴에서 1971년에는 달라스
(Dallas)로 이주했고 1973년에는 오스틴(Austin)으로 이주

과 지방 교회의 견축에 관련될 때의 생명 주는 영이신(고
전 15:45, 고전 3:17)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훈
련집회가 끝나자 마자 40명의 형제 자매들이 애틀란타
(Atlanta)로 이주하였고 또 다른 40명이 시카고(Chicago)
로 이주해 그곳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축
복이 이러한 이주에 함께 하셨고 두 곳 모두다 증가가 있
었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텍사스에 있는 교회들은 번성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1969년에 펜실베니아 주의 에리(Erie)에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의 25개의 도시의 성도들이 모여 특별집회를 했습
니다.

이주는 1971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에 목적
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중심 목표와 다른 이주가
있기도 했습니다.

9.

모든 이들이 여러 도시에서 10명 15명 혹은 30, 40명

성경의 라이프 스타디(Life Study)

씩 나뉘어 모이는 것보다 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1974년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생명 수업의 방식으로 성경

함께 모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상을 받았습

의 각 권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풍성을 사역하기 시

니다. 북동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은 비슷한 움직임

작했습니다. 1974년 4월 마태복음과 창세기로 시작했습니

이 있었던 텍사스 휴스턴에서 방문해 특별집회에 참

다. 라이프 스타디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처음에 예상한

석한 22명의 형제 자매들의 간증에 깊이 감동 받았

것 이상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각 권당 사십 메시지 정

습니다. 휴스턴에서 온 형제들은 주님이 그들을 어
떻게 텍사스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서 모두다 휴스턴
으로 이주하도록 이끄셨는지와 이러한 움직임으로

도로 끝내려고 예상했었는데 창세기는 120 메시지였고 출
애굽기는 180 메시지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신약 전체를
1982년까지 마치려고 했지만 1984년 여름까지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은 지방 교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주의 회복을 위해 있었는지에

들과 주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에게 생명

대하여 강하게 간증하셨습니다. 북동부에 있는 형제

과 진리의 풍성한 공급이었습니다.

들은 오하이오(Ohio) 주의 애크론(Akron)이란 도시
가 함께 모여야 할 도시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 결정

10.
1974년부터 1981년까지의 더 전진된 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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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2월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집회 기간 동안, 주님

그리스도가 그분의 집을 우리 마음 안에 정하실 때

은 믿음이 단지 말씀에 대한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성

와 우리가 강건하여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

한 생명의 주입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더욱이, 마

도의 넓이를 이해하고 체험으로 그분의 지식을 뛰

르틴 루터가 본 이신칭의의 객관적인 면에 더하여 주관적
인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생
명의 내적 의로움(롬 5:18)입니다.

어 넘는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
로 채워질 것이다. 이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
한다(골 1:19, 2:9).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는

1975년 주님은 교회가 예수의 간증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하신다. 우

등대로서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간증이자 체현입니다. 다

리는 그러한 분량과 기준까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모

음은 그 해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든 충만 안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가 표현해야 할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한다.

요한이 보았던 그리스도가 일곱 지방 교회 사이를
거니는 이상은 예수의 간증에 대한 이상이다. 지방

하나님의 충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풍성이 그분

교회들은 예수의 간증이다. 그는 일곱 등대들을 보

의 표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풍성이 하나님 자신

았다. 이 간증은 금이다. 예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안에 있을 때 그것은 풍성이다. 하나님의 풍성이 표

금은 무언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도

현될 때 그것은 그분의 충만이다(요 1:16).

금보다 순수한 것이 없다. 더욱이, 금은 상하지도 않
고 녹슬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예표에서 금은 하나

주님은 또한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도와 선

님의 신성한 본성을 의미한다...

지자와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
니다.

하지만 심지어 금조차도 하나님의 간증은 아니다.
하나님의 간증은 금등대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인들은 그들이 영적인 한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생각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원하시는 것은 나뉘
어진 금 조각들이 아니다. 그분은 단체적인 금등대
를 갈망하신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등대의 일부
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주님의 계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회복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은사들은 인도하는 사
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와 교사들이다.
우리는 물론 이러한 인도하는 이들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이들로서 우리는 같은 종류
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우리 모두는 인도하는 사도
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따
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
면 우리는 커다란 이단―성직자 제도의 이단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인도하는 이들이 성직자가 되게 하

1978년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집회 동안 주님은 하나님

고 따르는 이들을 평신도가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의 충만이신 교회를 보여 주셨고 그에 대하여 위트니스 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평신도는 없

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 몸의 은사로서 우리 모두는 사도들이며 선지자
들이며 전도자들이며 목자들이며 교사들이다. 그리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

스도가 몸에게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은사로서 우리

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의 결과이다(엡 3:8). 그

는 전 세계에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다.

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된다.

1978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접붙여진 생명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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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은 우리가 제해진 교환된 생

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여 두 종류의 영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의한 행함을 갖게 하셨다: 합당한 매일의 삶을 건축

과 신성한 생명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진 것과 비슷

하는 행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도달하게 하는

하게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
다. 우리와 그분은 한 생명과 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문화와 대비된다는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1979년에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주 커다란 부분인 문화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장애물입니다.
1979년 주님은 또한 참된 건축이 생명 안에서의 성숙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이들이 더 생명 안에서 자랄수록 즉
각적으로 그들은 더 건축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6
절에 나오는 몸의 건축입니다.
1979년에 본 세 번째 것은 삼일 하나님의 세 부분으로 된
사람 안으로의 분배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기를 갈망
하십니다. 사람은 삼일 하나님을 위한 그릇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는 1980년에 주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
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
고 말했습니다. 둘째, 갈라디아서 5장에서의 행함에 대해
바울이 두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보이
듯 영 안에서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는 peripateo(페리파테오)가 사용되었고 5장 25절에서는
stoicheo(스토이케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함
에 대하여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번째 종류의 영의 행함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르는 존재를 갖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함은 두번째 행함, 목적을 향하여 방향이

신성한 규칙과 원칙의 노선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의 노래와 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실행해야 합니
다. 네번째로,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
다. 그분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땅에서의 사
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수백만의 성도들이 있
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누림은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때문입니다. 다섯번째로,
말씀과 영의 기능의 결과인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의 체험과 누림의 총 합계입니다.

H. 하나님의 최종 목적―새 예루살렘
주의 회복은 수세기에 걸쳐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데 이는 그분의 회복
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은 새 하
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그리
스도는 그분의 단체적인 신부, 그분의 배필이 될 그분의
백성들과 결혼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그분의 생명 안
에서 건축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 안에는 한 보좌, 한 강, 한 길, 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
은 생명 안에서의 하나입니다. 보좌는 근원이고 강은 흐름
이고 나무는 음식이고 거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좌
밑에서 강 안에서 거리에서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영광스러운 완결입니다.

있는 행함을 뒷받침해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는 목적없는 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목적없이 행하지 않는

고 있는 영광스러운 벽입니다. 그 성 전체는 등대입니다.

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분의 의도
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
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 모두가 다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

새 예루살렘은 안과 밖이 영광스러운 완전히 예비된 신부
로서 불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때에는 모든 믿는이들이
변화받고 투명하며 영광스럽고 생명이 가득하며 온전히
보좌 아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그의 얼굴

이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고 그분의 목표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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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터이요...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계 22:3-

2.

5).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 때 하

주님과 협력하는 법

나님은 태초에 그분이 계획하신것―그분의 형상과 통치권
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이들은 모두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
리는 변화를 받음으로 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
리는 그러한 영광 안에 있기 위하여 시험과 환난들을 통과
한 것이 값어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
해 가고 있지만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I. 목적에 도달하는 길
1.
우리가 체험할 필요
진리는 거의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와 인간 존재와 거듭남과 성화와
변화와 하나님의 목적과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놀라운 것
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진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
다.

a. 말씀
우리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첫번째 일은 그분의 말씀이 우
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골 3:16). 말씀과 협
력하고 말씀의 사역에 협력하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
에 거처를 정하고 풍성히 거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을 읽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을 받아들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히 4:12). 말씀은 우리 안에서 많
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따르면, 말씀으로
주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 자신에게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이며 단체
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그리고 다른 믿는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깊
고 더 풍성하고 더 강하고 더 우세하고 더 지속적인 그리
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가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이나 우
리의 선한 자아나 종교적인 자아나 영적인 자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커다란
부족함이 있다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
스도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여전히 그분을 조
금 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
리 모두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지만 우리의 체험에서는 여전히 “내가” 살
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은 짧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이
문제에서 전진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체험은 너무나
뒤쳐져 있습니다. 단지 가르침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우

이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적
인 추구로는 부족합니다. 단체적인 추구가 없다면 말씀의
깊이를 지속할 수도 없고 통찰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추구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딤후 2:22).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적극적
으로 함께 추구할 특정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
다.
b. 영을 사용함
우리가 주님과 협력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고 간증하고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은 우리
의 영을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전파할 때도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
리의 영을 사용하므로 주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리의 이상의 실재 안에 있기 위하여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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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교회에게 드리고 몸의 생명을 살
아야 합니다. 주님의 빛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비춥
니다.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
기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폭로되고 처리 받을 수 있습니
다. 이 땅 위에 그러한 곳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는 숨거나 도망갈 수가 있지만 교회 생활에
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교훈을 배
웁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려 주님이 운행하시게 합
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이었음을 깨
달을 날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과 교회로 주님을 찬양
합니다.
J. 결론
이것으로 주의 회복의 역사의 개관을 마칩니다. 신약 시대에
걸쳐 주님께는 항상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간증을 지킬 남은
자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계 3:8)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때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영적 하
락이 시작되고 암흑 시대를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
독교는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의 체험과 교회 생활의 실행과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회복의 조류가 시작되었습니
다. 몇 세대 동안 성도들은 그들 전에 회복된 것들 위에 건축
했습니다. 이러한 수고는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태만하
지 말고 회복의 일을 계속하여 주님이 오실때 “자기 앞에 영
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엡 5:27) 드리기를 원합니다.(끝)

45

주님의 회복

주의 회복 - 현재의 회복

주의 회복―
회복의 원칙,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회복,
교회의 역할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셔서 남자가 그의 아비와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분의 마음의 갈망의 중심인 두 가지 항목을 그분의 백성들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사이에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모세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체험함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 물으니 주님이

하나됨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함

대답하시길,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하셨습니다. "태초에"라는 말과 "본래는"이라는 말을 주

이 두 항목들은 수년 동안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었기에 주

의해서 보십시오. 이 두 구절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 태초

님이 회복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회복"이란 단어

에 정하신 것과 결혼에 관한 현재 상황을 본래대로 되돌리

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거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때

시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완고

쓰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했

한 자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었거나 어떤 특정한 상태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되었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고 합니다. "회복"이란 명사는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한

이것은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후에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하거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
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백성 중에 얼마간
은 반드시 본래의 그분의 의도를 관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

하나님이 어떤한 일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교회사에 걸

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하나님은 우

쳐 그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거나 잘못 사용되었거나 부

리가 그분의 본래의 의도를 지키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하도

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신다는

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들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하나님의 눈에서 회복은 원래의

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오직 현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 진젠돌프

재 상황이나 전통적인 실행들만을 관심하지 하나님의 본

백작, 존 넬슨 다비, 워치만 니, 위트니스 리, 지방 교회들

래의 계획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주의 회복

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회복의 일의 수단으로 쓰였습니

안에서 쓰임받은 이들은 현재의 상태나 일들을 관심하지

다.

않았고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기준을 관심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A. 회복의 원칙
B.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회복
회복의 원칙은 마태복음 19장 3-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주님

회복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말씀하시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

원한 목적은 사람이 단체적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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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어 질 수 있는 천국의 실재 안에 사는 유기체가 되기를 의

우리 시대에 단체적으로 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계획된 것

도하셨습니다. 천국의 축소판인 교회는 천년왕국 때 천국

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받을 필요가

의 출현을 준비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탄과 모든 어두움의

있었고 하나님의 구속은 사실상 회복의 행위였는데 이는

세력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행하는 영적 싸움의 일을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로 복원시키고 사람

수행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속과 그리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기 때

스도의 신부로서 건축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준비되지 않

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속의 목표가 믿는 이들이 죽을 때

은채 주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분의 목적의 성

주님은 교회에 대한 그분의 기준을 낮추시지도 않으실 것

취입니다.

이며 교회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잊으시지도 않을 것입니
다. 이 시대에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교회 역사의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국

님의 본래의 의도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그분의 계

것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

시를 단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대로여야

약에 계시된 교회의 실행들은 단지 역사적인 일일뿐 현재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중대한 의미입니다.

의 교회 실행의 표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신약의 계시가 단지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

에 교회 생활의 실행을 지배하기 위한 표준이라는 것을 본

은 개혁의 초기부터 회복을 반대해 왔습니다. 대적은 하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한 하나님

님의 회복이 완결되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이 성취되어 하

은 우리의 의견에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길은 그

나님이 만족하실 때 그가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

분의 말씀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복음과 구

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회복에 반대하는 영적 세력의 반

원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표준이 되는 것

대는 맹렬합니다.

처럼 교회에 관하여서도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

(계속)

가 다음 세대들이 이신칭의에 대하여 역사적인 교회를 따
르지 않고 성경에 따른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요구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둔 것으로 주님을 찬
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
고 성경을 따른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체
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C. 교회의 역할
하나님의 회복, 특별히 교회의 회복은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
람들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상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
여 공간과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불변의 계획을 정하셔서 교회가 특정한 역할을 맡고 특별
한 책임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표현과
주권의 장면으로서 땅을 회복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
분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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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
회복의 그림,
회복의 간략한 역사,
오늘날의 회복
D. 회복의 그림

회복은 단지 신약의 현상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이

렘을 택하셨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목

스라엘 역사에서의 회복,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오늘날 하시

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 안에 성전이 건축되길 원

는 회복의 예표를 봅니다. 구약에 있는 회복의 예표로 교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다시피,

리적인 일들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택하심 받은 예루살렘 성 외에는 다른 곳에 성전을 건축할

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주님은 모

우리는 이 그림을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상황에 적용할 수

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경배하지 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교회들이 여러 지방에서 세워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이 그분

져 건축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후에 교

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으로 가

회의 이상과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은 점차 없어졌습니

야만 했습니다(신 12). 그들 눈에 옳게 보이는 것들을 하지

다. 합당한 교회들 대신에 모든 종류의 교파들이 생겼습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단체적인 경배 장소를 선택할 권

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의 실제적인 표현

리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제물들을 갖고 하나

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인

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곳은 예루살렘이었

교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을 만족시킬 교회

습니다. 그 곳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를 갖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틴 루터의 때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하락으로 인하여, 특별히 우상숭

터 수 세기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길에 따라 그분의 회복

배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넘어 갔고 성전은 파

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교회의 실행에 관한

괴되었으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

특별한 선택을 하셨고 그분의 뜻이 높여지고 실제적인 방

려가 칠 십 년을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

식으로 수행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의 대부분

님 앞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서서 선지가 예레미야

의 백성들이 그분의 본래의 의도로 돌아오지 않을 지라도

가 말한 것이 성취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죽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을 위하는 소수의 오늘날의 남은

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

자들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가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허락하는 포고령을 내렸습니

하나님은 교회를 갖기로 계획하셨고 주 예수님은 교회를

다. 그러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분명히 말하기를 오

산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사도들은 주님

직 소수의 숫자만이 되돌아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의 명령에 따라 세웠습니다. 교회는 하락하고 주님의 의도

돌아와 번제단을 세웠기에 반대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

로부터 멀어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

전을 재건축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를 회복시켜 그분 눈에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

의 하나님의 집과 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

놓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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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복의 간략한 역사

F. 오늘날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이 십 세기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비

이제 이 기사의 중요한 요점인 오늘날의 회복에 대해 고찰

록 회복의 시작의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개혁

해 보겠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회복의 항목들이 깊고 폭넓

이 있었던 1517년이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회복은 특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단하게 그것들을 표현

정한 단계들을 거쳐왔습니다. 개혁의 단계에서, 이신칭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두 가지 것들을 회복하는

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일반 대

데 부담이 있으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중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사데 교회에

체험하는 것이고 두번째 것은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우

보낸 서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개혁은 하나님이 보

리는 성경을 해방해 주시고 이신칭의의 진리를 보여주시

시기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고 세계적인 복음 전파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의 귀한 진리

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대신에, 여러 개신교 교파들을 형성

들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박힘과 그

했습니다. 이로인해 주님은 더 전진하셨습니다. 십 팔 세

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 안으

기에 주님은 진젠돌프의 인도 아래 보헤미아(Bohemia)에

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

서 교회 생활을 부분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 이 모든 귀한 항목들 자체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십 구 세기 초 주님은 존 넬슨 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하며 그 결

비(John Nelson Darby)와 다른 이들의 인도하에 있던 플리

과는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단

머스 형제회(Plymouth Brethren)를 일으키심으로 회복 안

지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나 교회에 관한 교리가 아닙

에서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특히 처음에 형제회는 절대

니다. 그분이 회복하시고 계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누

적이었고 그 당시 종교 제도에서 나와 세상의 허영을 버리

림과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이 두 항목들은 함

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단순히 형제로서 모였습니다.

께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님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축복

누린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하셨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의 많은 귀한 진리들을 그들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시어 우

게 열어 주셨고 그들을 통해 회복하심으로 축복하셨습니

리의 만족을 위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형제회 역시 하락하였고 객관적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먼 하늘 위에

이고 교리적인 성경의 진리들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분열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갖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객관

되었습니다. 주님은 몇몇 사람들을 일으켜 속 생명의 여러

적인 분만이 아니십니다. 생명주는 영으로서 그분은 또한

진리들을 회복하심으로 이 상황에 반응하셨습니다. 이들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십니다.

중에는 제시 펜 루이스(Jesse Penn-Lewis)와 앤드류 머레

그분은 놀랍고 설명할 수 없으며 그분의 인격에 대한 누림

이(Andrew Murray)가 있었고 이들은 각각 그리스도와 함

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간교한 대적인 사탄은 셀

께 십자가에 못박힌 진리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다른

진리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기에 중국에서 그분의 회

것들, 심지어는 선하고 좋고 성경적인 것들로 주의를 돌리

복을 위해 워치만 니를 일으키셨습니다. 워치만 니를 통하

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단지 교리적인 방식으

여 교회 입장에 관한 진리와 지방 한계에 관한 진리가 회

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의 내적 누림의 방식으로 그리스도

복되었습니다. 중국과 극동에서 교회 생활의 진리들을 실

그분 자신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현재의 회

행했고 수백개의 지방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주

복의 첫번째 항목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누림의 회복입니

의 회복은 과거 그분의 회복으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닙니

다.

다. 우리는 앞서간 모든 분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데 이는
회복이 앞 세대에 회복된 모든 진리들을 포함하기 때문입

두번째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행의 회복입니다. 단지 교

니다.

회에 대한 교리나 교회 생활에 대한 이론은 우리를 만족시
킬 수 없고 주님 또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
한 청사진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지만 청사진이 건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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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청사진이 아니라
그분의 거처를 위한 실제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
리에게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청사진을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할 부담을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의 실행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
리는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
시의 빛 안에서 행하기를 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를 요구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지방들에서(localities) 각 지방마다 한 행정으로 하
나의 교회로 건축되도록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확산하기 시작하신 분은 주
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
의 건축과 교회의 확산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상, 반대는
건축과 확산을 촉진했습니다. 주님은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교회를 건축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
망입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계
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의 풍성의 누림으
로 채워진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그리스
도는 그분의 믿는이들에게 모든 것이였고 교회 생활은 지
방의 한 입장 위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긍
휼과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림과 교회 생활
의 실행이 있는 태초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 회복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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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이
“성경문답자”에게 답변함

삼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에 관하여
성경문답자가 지방교회들이 믿는 삼일성에 대해 했던 비

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심을 다같

난들과 거짓 비방들은 그가 우리의 성경 용어 사용법의 이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삼일성에
관하여 말할 때 성경의 언어로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러

성경은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지

나 삼위일체설의 발전의 역사로 인해 삼일성이 아닌 것을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삼일성을 이해하

정의하고 이단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지 않

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는 다른 용어들도 사용했습니다. 역동적 단일신론, 양태론

삼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신약의 구절들은 신학적인 정의

적 단일신론, 삼신론 등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일부 신학자

보다도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다

들은 조금이라도 이 같은 전통적 삼일성의 이단들처럼 들

음 요점들을 기도를 통해 숙고해 본다면 삼일성에 관한 진

리는 용어는 사용하기를 겁내게 되었습니다. 성경 문답자

리의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1. 성경적인 사실. 삼일 하나님을 계시하는 적어도 일곱
지방교회들은 삼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경적 용어로 말

가지의 성경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
지이시고(사9:6) 주는 영이시라는(고후3:17) 것은 모두 성

a.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 사44:6, 고전8:4, 6

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인용들 위에 더해진 해석은 대

b. 하나님은 삼일이심 - 창1:26, 마28:19, 고후13:13

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합당하게도 사용되고 합당

c. 세분 모두는 하나님 - 벧전 1:2, 히1:8, 행5:3-4

하지 않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용어들에 잘못된 의미가

d. 세분 모두는 영원하심 - 사9:6, 요1:1, 히9:14

가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e. 세분 모두는 동시에 존재하심 - 마3:16-17

분을 삭제해버리는 대신 우리의 체험 속의 삼일 하나님을

f. 세분 모두는 하나이심 - 요10:30, 14:8-11, 고후3:17

말해내기 위해 성령에 의해 분별된 언어를 계속 사용하기

g. 세분 모두는 우리 안에 계심 - 갈4:6, 엡4:6, 롬8:10,

로 결정했습니다.

요14:17

성경문답자는 우리의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에 이단적인
해석을 붙임으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거짓 비방했
습니다. 성경문답자와 그의 동료들과 그리스도인 대중의
유익을 위하여 삼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에 관한 긍정
적인 진술을 제시합니다.

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심을 의
미합니다. 그분은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주님의 회복(진리위주) 첨부내용

게 주어진 성경적 용어와 똑같이 표현되어야합니다.
이 원칙은 베드로후서 1:20-21과 고린도전서 2:13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오
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받아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삼일(三一)로 계시하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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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 용어. 삼일성에 관한 진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

말한 것임이니라....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
라”라는 말씀을 비교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삼일 하나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이 “성경문답자”에게 답변함-삼일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에 관하여

님의 각 방면들을 전달하는 데는 성령이 선택하신 언

4. 성경적 이해. 먼저 삼일성의 성경적 이해는 하나님이

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고 안전합니다. 삼일성에 관

어떻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역사의 단계에서 그분

하여 말할 때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함으로 우리는 성

자신을 보여주셨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

경 안에 있는 객관적인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

들과 성령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과 더불어 그

인 체험을 보존할 것입니다.

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살아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삼중의 베일을 벗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창

3. 성경적 원칙. 성경이 하나님을 동시에 세 분이며 한 분
이시라고 계시하는 것은 모순같아 보입니다. 사실 모
순같아 보이는 이것은 신성한 진리의 두 방면 혹은 이

조와 구속과 성화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경륜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삼일이심을
이해합니다.

중성이라는 성경적 원칙을 계시합니다. 로버트 고벳
(Robert Govett, A.D. 1813-1901)은 옥스포드 월체스

두 번째로, 삼일성의 성경적 이해는 또한 개인적인 체

터 대학의 명예교우(a fellow of Worcester College,

험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체험이 없이는 삼일 하나님에

Oxford)이며 높이 존경받는 성경 학자로서, 그의 책

대한 합당한 이해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실제의 체

신성한 진리의 이중성( The Twofoldness of Divine

험의 맥락에서 삼일성에 대해 말함으로 이것을 분명하

Truth)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시되

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고 있는 원칙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한 성경 진리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

모순처럼 보이는 두 방면들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

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합

이 말합니다:

니다. 삼일 하나님은 여기서 바울의 마음의 한계 안에
서 계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그러나 그것들은 모순은 아닌가? 모순일 수는 없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체험되어 그분이 삼일이심

왜냐하면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순의 관계에

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있는 둘 모두는 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둘은 우리가 그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는 관계없이 그냥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가 받아들

5. 성경적 관계. 삼일성의 인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

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화합할 수 있기 때

경적 계시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둘 모두를 증거하셨기 때

와 아들과 성령이 상호적이고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문이다. 그 같은 이중성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성경

계시하는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9절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성을 확증

하반절부터 10절까지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

한다...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신격(Godhead) 안에 있

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

는 인격들(persons)의 구별을 확증한다. “복수성 안의

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단일성과 단일성 안의 복수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신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격의 본성 안에 나타난 이 지배적 진리는 그분의 모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역사하심 안으로 흘러나간다.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상호내주(相互內住)입니다. 이것은 각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세 분이시며 한 분이 될 수 있

상호침투하며 상호내주하는 것입니다. 이 상호내주와

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 진리를

상호침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신격 안에서의 구

뚜렷하게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세 분임과 한 분임은

별을 계시하는 동시에 삼일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분

모두 의문 없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신 사실을 견지합니다.
두 번째로 삼일성의 인격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특별히 삼일 하나님의 한 인격이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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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이

로 받아들여서는 안됨을 보여준다. 이 교통은 또한 고

런 종류의 예는 이사야 9장 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린도전서 15장 45절 -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생명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 “주

버지라 불리고 또 한편으로 주(그리스도를 나타냄)는

는 영이시니”-와 갈라디아서 4장 6절 - “그 아들의 영

그 영과 동일시됩니다. 즉 “지금 주는 영”이십니다. 인

을...보내사”-와 빌립보서 1장 19절-“예수 그리스도의

격이 서로 동일시되는 것을 계시하는 구절들은 인격들

성령의 도우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으로서의 그

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것을 계시하는 구절들과 함께

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영의 칭호를 설명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아들은 영

한다.

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면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의 “나
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라고 하신 말씀이라
는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함께

6. 성경적 의미. 삼일성의 성경적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

취해져야 합니다. 한 구절은 인격들을 동일시하고 다

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일성의 계시에 관련된

른 구절은 인격들의 상호 내주를 계시합니다. 두 종류

모든 구절들은 체험이라는 문맥 안에 있습니다. 삼일

의 구절들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성경을 설명하

성이 단지 신학적 논의의 교리가 된다면 삼일 하나님

고 있습니다.

의 성경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구절에서 신격 안에서의 하나됨은

하나님은 삼일로서 첫 번째로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그

한 인격의 역사가 다른 인격에서 기인한 것이 되고 세

분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

인격이 한 하나님(고전8:4, 6)으로서 한 이름(마28:19)

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마28:19); 두 번째로 우리

으로 기능하는 것을 그 본성으로 갖는 것을 볼 수 있습

가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을 우리의 체

니다.

험 안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아우구스투스 스트롱(Augustus Strong) 박사는 그의

함께 있을지어다” (고후13:13).

책 조직신학, 330-334쪽에서 삼일 하나님의 인격들 사
이의 성경적인 관계를 상세히 논했습니다. 세 인격들

이것은 "성경문답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하(題下)의 다

이 한 본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섯 기사 가운데 네 번째 것입니다.

말합니다:

본질에 있어서의 이러한 하나됨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인격 면에
서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인 한편 인격들간의 교통이
있고 한 신성한 인격의 내재가 또 다른 분 안에 있어
한 분의 고유한 일이 한가지 제한 아래서 다른 분들에
게 속한 것으로 허용되며 한 분의 나타나심은 다른 분
의 나타나심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 가지 제한은
바로 이것이다. 단순히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신
바 되었고, 영은 아들과 아버지에 의해 보내신 바 되었
지만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 혹은 성령에 의해 보내졌
다고 반대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구분
되어 불리는 것이 세 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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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이
“성경문답자”에게 답변함

성경 해석과 우상숭배에 관하여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성경문답자”는 “성경 진리의 전

신은 신격으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로 읽어야 하고

문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1977년 10월 8일 방송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유일하신 참 신격과 그 보내신 자”

서 그는 적어도 네 가지 성경구절에 대해 완전히 틀리거나

라고 읽어야 하고 20장 17절은 “나의 신격, 나의 신격”이라

진의가 분명치 않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

고 해야할 것입니다.

교회들은 그가 진정으로 그가 말한 것을 믿는지 묻고자 합
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17:3)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승천했음을 믿습니다
(20:17).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단지 본질

요한복음 1장 1절

만이 아닌 인격이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확대역 성경(Amplified Bible)을 번역한 학자들은 요한복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

음 1장 1절을 이렇게 쓰고있습니다: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니라”에 대하여 그는 “그것이 말씀을 자신과 함께 계셨던

태초에 [모든 시간 전에] 말씀[그리스도]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

렇게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둘의 비밀을 확인하는데 있
어 전치사 “~과 함께”(with)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각주에서 “‘하나님’이 강조된

단지 본체에서만이 아니라 인격에서 하나의 연합을 증명

표현,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방

하는 데 있어 이 구절의 끝에 있는 동사 “이시니라”(was)도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임을 믿지만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태론의 방식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는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를 피해야만

성경문답자는 이 구절 후반부의 “하나님”(God, Theos) 앞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

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대신 “신격”으로 번역하는

음을 비밀스러운 복수성과 단일성의 방식으로 믿습니다.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은 “말씀은 곧 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

나님이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은 곧 신격이시니라”로 읽

다.

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외에도 “하나님”(God, Theos)은 요한복
음에서 관사 없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경우 모두 “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나님”을 “신격”으로 대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
음 1장 6절은 “신격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하반절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

이름은 요한이라”고 읽어야 하고 요한복음 3장 2절은 “당

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며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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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3장 17절

문답자는 이 구절은 문맥상 창조를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인 “그 안에[말씀] 생명이 있었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지금) 주는 영이시니”라고 합니

니”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질문자가 “17절의 주가 누구
이 구절은 문맥상 분명히 부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내가 믿기로 아버지입

42-44절을 연구해 보면 그 문맥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

니다”였습니다. 같은 논의에서 그는 “아들이라고 주장할

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

42-44절에서 우리는 “심고....다시 살며”가 네번이나 반복

생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대답을 수정하

되어 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칙입니다. 어떤 것이 한

여 “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성령이라고

방면에서 심겨지지만 이와는 다른 방면으로 부활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바울이 언급한 영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도 정

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

확하게 부합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

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

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영이라고만

라”(42-44절). 45절은 그것이 부활에 관한 논의일 경우 바

말합니다....거기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로 결정타를 날리는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의 두 답변을 결합해 말

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

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3장 17절의 “주”가 아버지를 나타

이 되었나니”에서 ‘되었다 함과 같이’가 쓰인 것인 바로 그

낸다고 하였고 두번째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고 세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
타낸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하반부를 요한복음 1장 4절로 해

낸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낼

석하는 관점은 확실히 합당한 주해가 아닙니다. 요한복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요한복음 4장

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말씀

24절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해석하며 마쳤습니다.

(Logos)인 반면 마지막 아담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란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명확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그가 “굉장히 명백하

하게 “둘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존재했던 말씀에

게”(great plainness of speech)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왜 성경문답자는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까? 만약

45절 하반절의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주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답

1장 1-4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 사람이 되

변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 바울

시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33년의 인생을 거쳐 죽음과 부활

은 그리스도가 수건을 벗긴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계

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입니다.

속해서 만약 우리가 수건이 벗겨지는 주관적인 체험을 하
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말합

성경문답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생명주는 영”이

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수건을 벗기고 16절에서는

성령이 아니라는 상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묻고

주님이 수건을 벗깁니다. 확실히 16절의 주님은 14절의 그

싶습니다: 성령 외에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영이 있습니까?

리스도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오늘날 그리스도가 누구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했고 로

인지 말해줍니다 - “주는 영입니다.” 만약 주님이 영이 아

마서 8장 2절에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고 고

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을 접촉합니

린도후서 3장 6절에서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했습

까?

니다. 이 세 경우에서 “영”이란 단어는 성령을 나타냈고 매
경우 그 영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18절로 내려가서 우리는 “주”란 단어를 다시 봅니다. 먼저

하반부에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18절의 주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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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는 반드시 18절의 주님이 17절의 주님과 다른지 아

이 구절에 따르면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단

닌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3장 17절

호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리스도가

상반절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는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시험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질문했던 사람과 똑같은 질문

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분이 영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
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성경문답자는 ”그리스도가 당

이 구절에는 “영광”, “주”, “형상”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

신 안에서 거하는 것은 삼일성을 대표하는 성령의 인격 안

다. 영광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에서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가 성

하나님의 영광”(4:6)이라 말했으며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경을 그의 고상하고 정결한 신학 관념 안에 맞추려고 노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4:4)이니라 했고 주에 관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 안에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4:5)이라 했습니다. 그러

에 계시며 성령은 이 땅위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

므로 18절의 주는 반드시 그리스도입니다.

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말합니

수건을 벗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16절의 주가 그리

까?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하나님 우

스도임을 보여드렸습니다. 18절의 주 역시 그리스도라는

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 10절에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귀납적인 논리에 기초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17절의 “영”이신 주가 또한 그리스도임을 단호히 주장합

서 8장 9-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

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주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이 주라고

고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

말하는 것은 이 문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삼일성의 구

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동등한

성원의 절대적인 구별(삼신론과 같은)을 하려고 노력하

용어들입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대표되

는 사람만이 그가 제시한 것 같은 해석을 제시할 수 있습

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니다. 신학은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을
성경에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지방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간증과 체험은 그리스도가 우
리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의 모든
참된 자녀가 그러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는 성경문답자가 어떻게 그

우상숭배를 묵과함

의 신학에 의거해 성경을 해석했는지에 대한 네 번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문답자는 성경이 우상숭배를 정죄한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 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

에서의 실행을 묵과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로마 카톨릭이

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

“신상숭배를 우상숭배”로 정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심

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

할 여지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위 어느 그리스도인 교

운 자니라

회도 그들의 우상숭배 실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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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는 교황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혼

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들이 연옥에 가고, 떡과 포도주가 문자그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성체화되고, 주교들이 사도의 진정한 계승자들
이며, 마리아가 공동 구속자이고, 물침례의 의식으로 교회
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종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함을 받

이것은 “성경문답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하(題下)의 다

아들이는 것일까요? 끝이 없고 구역질나게 합니다.

섯 기사 가운데 세 번째 것입니다.

카톨릭교회가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
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 그
리스도인들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말합니
다. 나는 카톨릭이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말할
때보다도 그들이 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때
그 음녀를 더욱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문답자에게 놀랐습니다. 그도 또한 로자리오 묵
주를 만지고 성수를 사용하며 성호를 긋는 미신적 실행을
믿는 것일까요?

성경문답자의 교사는 유명한 도날드 그레이 반하우스
(Donald Grey Barnhouse)였습니다. 이것이 반하우스박사
가 두 바벨론이라는 책의 겉 표지에서 로마 카톨릭 교황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두 바벨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들은 오래된 주장들이며 종종
오래된 논쟁들에 기초한다...로마의 이단적 실행은 거의
대부분 이교도의 관습으로부터 왔다.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숭상 - 숭배와 같은 것임)하는 것이 실제로는 비너
스와 아스타르테를 숭배하는 것이며 이것은 바벨론으
로부터 온 것임을 볼 때 그 체제의 중심이 사탄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
에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렇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따르면 만국은 다 그녀의 “복술”에 미
혹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카톨릭의 말을 진리로 받아
들이는 사람은 확실히 미혹된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해석을 대중에게 전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카톨릭의 악
한 책략을 돕는 것입니다.

카톨릭의 말을 다른이들에게 전하는 대신 지방교회들 안
에 있는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에서의 요한과 함께 “내 백
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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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인용문 7

인용문 10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 즉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람에게서 난 것

가진 분이시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인성으로 태어났

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우

지만, 신성으로 덮이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시

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며, 우리는 '하나님-사람들'이다. 그분은 금으로 씌워진

는 하나님이다. (같은 책, 71-72쪽)

나무로 된 법궤요, 우리도 금으로 씌워진 나무로 된 널판
들이다. 숫자상으로는 다르지만 본성은 똑같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127쪽)

인용문 11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므

인용문 8

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이제 ‘하나 안의 넷이신 하나님’
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넷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

그 영과 몸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세 분은 혼동되거나 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믿는 이들은

리될 수 없고, 하나 안의 넷도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다. (같은 책, 267쪽)

계시지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 55-56쪽)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적 교리라는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
의 구원의 목표
인용문 9
인용문 7부터 11은 세 권의 책자에서 골라 내어, 하나님께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사람으

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목표, 즉

로 만드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서 하신 신성한 일의 온전한 결

로 만드시어 그분이 ‘인화’되시고 우리가 ‘신화’되는 것임

과와 관련된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달아 편

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분

집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위트니스 리의 책에서 매우 주의

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신성

깊게 잘라내어 함께 둔 인용문들을 통해 거짓된 인상이 재

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72쪽)

차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인상은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지만 문제시 된 교리에 대해 위트니스 리
가 실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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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관련해서 편집된 인용문들은 공개 서한의 독자들에

강변하고 싶어한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전반에

게, 위트니스 리가 사람을 신격의 위치로 끌어 올렸고, 그

대하여 모두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의 주장을 그런

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히 그분만이 소유하시는 하

식으로 떼어 내어 그러한 이해를 타당한 대안이기보다는

나님의 위치에서 끌어 내렸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우리

이단적인 관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는 이것을 매우 우려한다. 그 이유는 공개 서한이 그리스

것이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런 것이 얼마나 학자답지 못한

도인 독자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

행동인지를 알리라고 믿는다.

다는 합당한 인식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전체 문맥을 무시한 채 발췌된 인용문 내용에 놀
란 독자들은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독자들에게 바라던
대로,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사상 안에 있는 신화

과 완전히 똑같이 끌어올린 이단이라고 주저없이 낙인 찍
역대로 인정받는 교사들이 신화 교리에 대하여 상세한 내

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용을 담아 발표한 연구물이 많이 있다.[22] 그러나 우리의
위트니스 리가 믿고 합당하게 가르쳤던 것은 사람의 신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스스로

(deification)에 관한 진리였는데, 이것은 2세기 이래 그리

를 ‘복음주의 학자들과 사역의 인도자들’이라고 밝힌 사실

스도인 교회 안에서 많은 정통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의 구

을 감안하여,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 협회 연구 자료를 소

원의 목표에 관한 허용 가능한 이해로 간주해 온 것이다.

개하는 최고의 출판물인 복음주의 신학 협회 저널[23]에 로

물론 모든 성경 교사들이 이러한 이해를 받아들이지는 않

버트 라키스트로(Robert V. Rakestraw)가 수년 전에 발표

았다. 그러나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사람의 신화에 관한

한 신화 교리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고찰을 참고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는, 비록 그러한 견해가 폭넓게 지지되거나 알

적당할 것 같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교회 내에서 정당한 지위

이 잡지의 신조를 공감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잡지가 가

를 가진 사상이요 가르침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공

진 명성을 잘 알고 있다. ‘복음주의적인 테오시스(신화) 교

개 서한에 서명한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신화에 대해 납득

리’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신학 잡지

할 만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

에 발표된 사실은 신화(神化)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합

라서 우리는 그들이 위트니스 리를 이단으로 소개하기 위

당한 이해에 있어서 아주 생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것을 발견한다.

라키스트로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한다(각주가 포함되었고 번호는 다시 붙여진 것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신화에 대한 가르침이 2세기 경
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왔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분명하

4세기의 신앙의 변호자인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많은 복음주의 그리스도

그의 한 서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

인 교사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날 이러한 관점

리를 그분 안에서 신화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유명

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 말을 했다. [24] 그의 역작인 성육신에 관하여(On the

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의도는 이러한 관점이 옳다는 것을

Incarnation)에서도 그는 유사하게 그리스도께서 “사람

[21]

그보다

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

우리는 다만 이러한 관점이 수세기에 걸쳐 명망 있는 많은

고 썼다. [25] 이것은 테오시스(theosis)의 교리인데, 신화

정통 성경 교사들에게 수용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

(deification), 신성화(divinization), 또는 일부가 선호하는

과,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불공정하고 전문가답지 않게

표현인, 하나님께 참예함(participation in God)으로 알려

주장하려던 것처럼 이단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

진 것이다.[26]

그들이나 독자들에게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다.

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자신들이 가진
복음주의적 관점만이 유일한 정통 견해이고 위트니스 리

테오시스(theosis) 개념은 니케아 시대 이전에 그 뿌리를

는 자신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단적이라고

두지만, 이 개념은 낡은 역사적 유물이 아니다. 구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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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 이 신성화

라서 사람이 신화된다는 가르침이 서방 기독교 사상 내에

개념은 비록 서방의 주류 기독교인들(심지어 대다수 신학

서는 강조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공개 서한에 서명한 사

자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놀랄만한

람들이 묘사한 것처럼 기독교 사상 심지어 서방 기독교 내

정도로까지 발견된다. 테오시스 개념은 [동방] 정교회 신

에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학에서는 중심이 되는 교리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신성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be made God)고 위트

화가 [동방] 정교회의 중심 주제요 주된 목표이며 기본적

니스 리가 가르친 것은, 비록 공개 서한에 서명한 70 명은

인 목적 또는 으뜸 되는 종교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대한 이해로

[27]

동방 정교회와 복음주의 진영의 화

오랫동안 입지를 가진 노선에서 전혀 빗나간 것이 아니다.

해에 대한 높아져 가는 관심과 함께, 테오시스에 관한 연

따라서 공개 서한의 두 번째 단락에서 현재 논쟁 중인 것

구는 꼭 필요한 일이다. 복음주의 진영은 그 교리에 대한

은 사실상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들과 모순되

분명한 이해와 분별력 있는 수용을 통해 상당한 유익을 얻

거나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트니스 리의 말’이 아니라

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가진 신학적 입장을 괴롭히는 말

짓된 영성들의 범람을 반박하고 대체하는 건전하고 성경

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허용 가능한 다른 의견을 받지 못

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신학을 정립해야 할 긴급한

하는 문제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상 무엇을 위한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그러하다.

것인지를 독자들이 잘 인식하게 되기를 참으로 소망한다.

라키스트로(Rakestraw)는 신화(神化)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러나 우리는 공개 서한의 서명자들이 소망한 것처럼 독

내에서 오랜 기반을 가진 가르침으로써 “니케아 이전 시대

자들이 신화 진리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갖기를 원치 않

에 뿌리를 두고 있고”(즉 주후 325년 이전), 동방 정교회에

는다.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서는 아직도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일반적으

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말이 오늘날 많

나친 것이 아니다.”

[28]

그는 이어서 신

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정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이해

화에 대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저자들이 공통

할 만하다. 불행하게도 요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적으로 인용하는 두 절(창1:26, 벧후 1:4)을 신화에 대한 성

의 구원에 관해 지난 세기들에 교회가 충분히 가르친 것에

로 신봉되고 있다고 주석을 달고 있다.

[29]

그 다음에 그

현저히 못미치는 수준에도 만족해 한다. 개탄스럽게도 요

는 교부들 중 일부의 저서에서 발견되는 고대 교리를 제

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신화를 포함한 구원의 더

시한다. 라키스트로가 제시한 교부들의 저작물은 간략하

깊은 관점을 비웃고 심지어 반대한다. 그러한 반대의 이유

지만 잘 선별된 것들이다. 디오게네스에게 보낸 서한(The

를 역설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홀로 초월해 계시고,

Epistle to Diognetes) 의 저자인 이레니우스(Irenaeus), 포

공유할 수 없으시며, 피조물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시

이티얼스의 힐러리(Hillary of Poitiers), 고백자 막시무스

며, 결코 사람의 신화로 범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견해를 피

(Maximus the Confessor), 닛사의 그레고리(Gregory of

력한다. 이것이 라케스트라우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Nyssa)가 참조문으로 인용된다. 이러한 인용문들만으로도

중요한 질적 차이에 대한 기독교인의 역사적인 이해”라고

신화가 그리스도인 교회 내에서 존경받은 성경 교사들이

부른 것이다.[31]

경적인 최소한의 골격 기초로 제시한다.

수용하고 가르친 것이라는 사실이 확증된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유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공유
그러나 우리는 라키스트로가 제시한 이러한 짧막한 명단

할 수 없기만 하신 분도 아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이신

에, 신화 진리를 믿었거나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면 최소

그분의 또 다른 비밀한 방면이다. 사람의 구속 즉 성육신

한의 이해라도 했던 저명한 성경 교사들로서 어거스틴, 그

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계에서 그분은 그분의 존재의

레고리 팔라마스(Gregory Palamas), 토마스 아퀴나스, 말

또 다른 방면, 즉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는 그분의 광대한

[30]

이

공유성도 전람하셨다. 이것은 그분이 사람에게서 멀리 떨

러한 명단은 인상적이며, 라키스트로가 신화 진리는 “낡은

어져 계시기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가리킨다. 이것

역사적 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재차 확증한다. 따

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정체

틴 루터, 존 칼빈, 존과 찰스 웨슬리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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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잃지 않으시도록 보호해 드리고 싶어하는 동안, 하나

하나님이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은혜

님 자신이 참된 의미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분의 정체성

를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인 것

에 큰 위험 부담을 안기신 것처럼 보인다. 신약은 비우심

의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의 가르

(빌2:7)인 육체 되심과 그분의 낮추심(행8:33)인 그리스도

침에서 오직 삼일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의 육체 안에서의 죽음에 대해 말한다. 그분의 이러한 비

의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

밀한 공유성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그분

님께로부터 받은 것, 즉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의해서만 하나님이다. 오늘날에도 신화에 관한 합당한 가

은 사람이 독립된 신격들(deities)이나 그분을 홀로 하나님

르침에서 그런 용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기는 하지

이시게 하는 비공유적 속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

만, 개념상 이러한 구별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니다.

다음과 같은 구별은 중요하고 심오하다. 즉 그분은 그분
자신의 존재에 의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균형잡혀 있음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단지 사람의 고귀
함이 영원한 지점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있게는

위트니스 리는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휘두른 것과 같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이다. 그

종류의 거짓 진술의 가능성을 익히 알았다. 그러므로 그

리스도인의 신화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축소하지 않고 오

는 자신이 이해한 신화(神化)의 의미가 아닌 것에 관해 분

히려 하나님을 확대한다. 따라서 사람의 신화는 하나님의

명하고 강조된 문장들로 반복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제한

공유적인 방면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그분의 신격의 유일

시켰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믿는이들이 긍정적

함이 합당하게 존중되는 한, 하나님의 완전무결하심을 범

으로 신화되는 것에 관한 진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화는 그분이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왜냐하면 우리가 되지 않는 것도 봄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하시고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신 피조물 안에서, 피조

있는 우리의 유업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

물과 함께, 피조물을 통해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안에 정확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트니스 리의

그분 자신이 선택하신 수단이다. 한 면으로, 그분의 신격

사역 안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

안에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존중하고 그분을 유일한 하

들이 무시한 이 균형은,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예를 들

나님으로 경배하는 우리는 그분이 노하실까 두려워할 필

어 사랑, 빛, 거룩함, 의)과 비공유적 속성(예를 들어 전지

요 없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그분이 구원을 위해 충분

하심, 전능하심, 무소부재) 모두를 가지고 계신다는 점을

히 공급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분의 공유적 속성을 극도로

존중한다. 이러한 구별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홀로 소유하

누리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경륜을 모

시는 유일성과 탁월한 ‘다르심’을 유지하시면서 인성 안에

욕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가 볼 때, 그분의 믿는 이들인 우

서 그분 자신의 충만한 표현을 가지시려는 그분의 영원한

리가 그분의 구원의 완전한 선물을 받는 데 실패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발췌문들이

그분을 크게 언짢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균형을 입증한다.

그리스도인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견지한 신화에 대한 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르침은 하나님 안에 있는 비공유적 방면과 공유적 방면을

그분의 신격 안에서 하나님이 된다거나 사람의 경배의 대

존중한다. 이 주제에 관해 고대의 저술가들은 하나님이 그

상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신성

분 자신 안에 하나님으로서 계심을 가리키는 본성에 의한

모독이며 철저히 이단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께로 났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다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은혜에 의한

말하는 것은 신성한 성경적 사실이다(요1;13, 요일 5:11-

하나님을 구별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그들의 용법은

12, 벧후 1:4).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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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개에게서 난 것은 다 개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났

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한 신격을 소유하

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와

신다.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라이프 스타디, 103쪽)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비록 믿는 이들이 하나님으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들과

들임을 뜻한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거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신격을

나 하나님의 신격을 가진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지닌 하나님이시며, 우리 믿는 이들은 생명과 본성에 있

단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과

어서는 하나님과 같지만, 신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같으며(요일3:2)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

이것은 신격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

한다면 이것은 신성한 계시에 따른 진리이다.

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
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분의 충만

신약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

으로서 그분의 증가와 그분의 확장이 된다. (예레미야와

들이라고 말한다. 또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실 뿐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216쪽)

아니라 사람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은 신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그분의 생

어떤 교부들은 ‘신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명과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하

‘신성화(deification)’라는 단어를, 당신 자신이 신격에 있어

나님의 자녀이므로 본성과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그

서 하나님이 되어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러나 신격에 있어서, 즉 하나님의 지위나 신분에 있어서

면 이것은 이단이다. 다른 면으로, 당신이 거듭남으로 하

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유

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영접하여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인 연합, 48-49쪽)

라는 뜻이라면 이것은 전적으로 안전하며 성경적이다. 우
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이다. 대다수의

인해야 하며 이 사실을 자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생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기독교는 대부분

명과 본성을 받았고, 지금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이들이

표적을 놓쳤다. 그들은 구속과 거듭남은 잘 안다. 그러나

며, 신성한 본성을 매일 누리고 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은 이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그분은

은 한 실체로 함께 연합되었다.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신
격화 되어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이다. 다른 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격이 아닌 그분의 생명과 본성

으로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는 경배자들

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격의 일부가

이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450쪽)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 87쪽)

이러한 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분

위트니스 리는 성경에 계시된 신화에 대한 제한들을 분명

리되지는 않지만 그분과 명확히 구별된다. 우리는 생명과

히 존중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

본성과 요소와 본질과 조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다.

이 고지식하게 신화의 진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단호하게

우리는 또한 목적과 목표와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그분과

부인함으로써, 신성화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체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험과 누림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큰 손실도 알고 있었

하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신격을 공유하지 못하며,

다. 위트니스 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

결코 공유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사람으로 남아 있고

성화 하시는 구원을 믿는 이들이 완전하고 합당하게 체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남아 있다. 물론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는 신화의 진리가 오늘날에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는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그분의 신격을

다. 왜냐하면 합당하게 이해된 신화의 진리는 교회들이 존

포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홀로 자신을 위하여

재했던 처음 몇 세기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로서

신격을 보유하고 보존하셨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여전

널리 인정되었지만, 우리 세대의 교회에서는, 일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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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관심 표명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널리 평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결국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을
그분의 자녀로 낳아 그분의 생명과 성품을 얻게 한다. 그
러므로 사람은 생명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
인 것이다.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54

초기 교부들이 합당하게 인정한
신화(神化)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

쪽)
사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려 하

신화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그의 관점도 아니

심이라”는 말은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

고 그가 새롭게 도입한 사상도 아니다. 위트니스 리는 그

스가 했던 말이다. 당시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신학

리스도인의 신화가 초기 교회 시대에 한 때 널리 가르쳐졌

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이 한 마디는 교회 역사에 명언이

고 그후로 모든 믿는 이들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수용했

되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 후에 기독교 안에 있는 사

었다는 것을 아마 자신을 반대하며 공개 서한에 서명한 70

람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말할 담력

명의 학자들과 사역의 인도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상의 최고봉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에 위트니스 리는

몸의 실제, 20쪽)

자신의 책에서 그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위트니스 리의 책에서 발췌한 ‘인

초기의 교회의 어떤 교부들은 믿는 이들의 신화에 관해

용문’에 포함시키지 않고 독자들에게 숨기고 싶어했다고

가르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 이들이 신격화

우리가 결론내릴 수밖에 없던 것은 다음 항목들이다. 1) 하

되거나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

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들이 의미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합당한 방법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거듭난

교회에서 많은 저명한 교사들이 적어도 2세기 이래로 그

사람들인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지만,

방법을 견지했다는 것. 2) 위트니스 리는 이러한 기독교 사

신격의 지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 (신약의 결

상 안에 있는 동일한 전승을 알고 존중했으며, 그것을 자

론-하나님, 86쪽)

신의 사역에 채택했다는 것. 3) 여러 세기 동안 믿어 온 그
리스도인의 신화를 자신의 가르침의 일부로 주의깊게 채

주후 325년에 교부들의 가르침 아래 있었던 한 젊은 신학

택한 위트니스 리는 신화에 대한 합당한 가르침을 위해 필

자로서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는 데 조력했던 아타나시우

요한 균형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스(Athanasius)는 이같이 진술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

동료 교사이자 더욱 심각하게는 그리스도 안의 동료 믿는

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진술은 기독교

이인 위트니스 리를 거짓 진술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에서 오랫동안 금언(金言)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몇백 년

일이다. 우리는 충심으로 우리의 이러한 결론이 틀렸고 그

동안에는 기독교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하나

들의 거짓 진술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희망한다. 그

님의 경륜과 하나님-사람의 합당한 삶, 53쪽)

러나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면, 서명인들은 “네 이웃에 대하
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 20:16)는 아홉 번째 계명을 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됨”은 고대에서 아

하여, 거짓 증거로 우리 구주의 죽음을 가져온 옛날의 산

주 성행했던 말이다. 그러므로 325년 아타나시우스는 니

헤드린처럼 되고(마 26:59), 유사한 행위로 스데반의 순교

케아 회의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를 유발한 사도행전에 있는 시기하는 종교인들처럼 된 것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말은 하
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2세기에는 이것을 말
할 수 있었지만[32] 나중에는 점점 감히 말할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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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행 6:8-13).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

믿는 이들의 실지적인 거듭남에 근거한
신화에 관한 위트니스 리의 특별한 이해

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

공개 서한이 포함시키기 위해 선택한 인용문들의 내용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볼 때,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믿는 이들이 거듭남을 통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영접한다는 명제를 거부하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신화에 관한 합당한 제시들은 거
의 모두가, 믿는 이들이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위트니스 리의 사역의 책에 있는 핵심 개념이자

이 된다”(1:4)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의 선언을 믿는다.

신화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리

자신보다 앞서 신화를 가르친 사람들처럼, 위트니스 리 역

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실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생명

시 이 절을 자신의 가르침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더욱이

과 본성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신성한 생

위트니스 리는, 거듭남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명에 참여하는 것이지 단지 명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있는 믿음을 통해 인간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그

이다.

들 자신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받아들임으로써 문
자 그대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피조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라고 확신했다. 위트니스 리에게 거듭남은, 오늘날의 많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입양에 의한

은 그리스도인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해하

것이 아니라 낳으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

는 것처럼, 개종을 은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으셨다. 사람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그의 생명이 그 아

때문에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지 양자들이

이 안에 넣어져야 한다. 이렇게 넣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라는 관념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신

가 ‘분배’라고 부르는 것이다. (과정을 거친 삼일성의 분배

약 번역이 헬라어 단어인 ‘휘오데시아’(huiothesia)’를 ‘양

와 초월한 그리스도의 전달의 결과, 22쪽)

자 됨(adoption)’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절이 확
증하는 것처럼, 믿는 이들의 신성한 출생과 그들이 신성한

비록 우리는 출생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출생

생명을 소유함을 인정한 신약의 저자들의 사상과 완전히

과 관련된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 이 원칙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올바르게) 인식했다.

은 출생이 전적으로 생명의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다. 반대
로 어린 아이를 입양(入養)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

그 대신 입양은 어떤 법적 요구들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다. 그러나 출생은 생명의 문제이다. 특별히 출생은 생명

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 분배를 통해서 온다. 아버지의 생명이 그의 아이 안으

자들이니라(요 1:12-13).

로 분배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출생의 이야기는 생명 분
배의 이야기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 340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쪽)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6-7).

아들의 자격은 입양과 다르다. 인간 사회에서 누군가를
입양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게 다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

아들의 자격이라는 위치를 주는 것일 뿐이다. 이것과는

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대조적으로 신성한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

는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들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의미한다. 원

5:10).

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
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시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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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 중 대다수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명 외에 하

분의 아들의 영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영이시다. (위트

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우

니스 리 전집, 1965년도, 제3권, 서신서들에 있는 그 영이

리 자신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

신 그리스도, 88쪽)

두 사람이다. 그러나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천연
적인 생명에 더하여 또 다른 생명을 받았다. 이 생명은 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

룩하고 하늘에 속할 뿐 아니라 신성하다. 그러므로 우리

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단지 그분

는 모두 신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사람들, 9-10쪽)

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 이상을 포함한다. 어떻게 하나님
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었
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양아버지나 의붓아버지나 장인
이 되실 의도가 없으시다. 반대로 그분은 우리의 친아버

앞에 인용한 내용들에 비춰볼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지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

은 누구라도 인용문 7부터 11까지 내용에서 위트니스 리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을 때 발생했

가 사람을 신격의 수준으로까지 높이려 하거나 하나님께

다. (데살로니가서 라이프 스타디, 69쪽)

영광을 돌리는 인간의 합당한 기능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반대로 다섯 개의 인용문의 내용은 모두

비록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지만, 그분의 긍휼

삼일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의 완전한 표현을

로 모두가 동일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사람들이기

갖기를 갈망하신다는 것과 그러한 표현을 위하여 신성하

때문이다. 하나님-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기독

고 인간적인 본성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교에는 우리 믿는 이들이 출생이 아닌 입양에 의해 하나님
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신학이 있다. 이 신학에 의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입양

인용문 7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분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사

인용문 7과 그 앞뒤 내용은 구약에서 언약궤로 예표된 개

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를 낳은 분과 똑같다. 하나님께로서

별적인 예수님과 언약궤가 놓였던 성막으로 예표된 단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적인 교회로 예표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을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사람들이다.

펴본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사람들인 우리는 신성한 생
명을 갖고 있다(요 3:15, 36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용문 7

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영원한 생명
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신성한 생명
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인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들 자신의 사람의 생명 외에 또 다른 생명인 신성한 생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인성으로 태어났지만 신성으로 덮

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천연적인 생명은 우리

여지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사람이시고, 우리는 하나

를 천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신성한 생명은 우리를 신

님-사람들이다. 그분은 금으로 덮인 나무로 만들어진 법

성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신성한 생명

궤요, 우리도 금으로 덮인 나무로 된 널판들이다. 숫자상

에서 났기 때문에 신성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으로는 다르지만 본성으로는 똑같다. (만유를 포함한 그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서 나서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

리스도, 127쪽)

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신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
성한 생명에서 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하다. 거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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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두 본성을 소유하신다.”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적셔져서 그분 안

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후 451년에 칼케돈

에서 함께 지어졌다.]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 즉 인성

에서 있었던 제 4차 공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합

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는 인성으로

당한 이해로 확고하게 인증되었을 만큼 기본적인 것이기

태어났지만 신성으로 덮여지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

때문이다. 서명인들이 논쟁하려 하는 것은 위트니스 리가

사람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사람들이다. 그분은 금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본성적으로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덮인 나무로 만들어진 법궤요, 우리도 금으로 덮인 나무

하나님-사람들이다.”라고 한 말 때문인 것 같다. 우선 이러

로 된 널판들이다. 숫자상으로는 다르지만 본성으로는 똑

한 것들에 있어서, 성경이 확증하고 교회가 오랬동안 믿어

같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시고, 금 속에서 하

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본성

나로 묶여진 이 모든 널판들은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이

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점에 이를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그러나 성경이 확증하고 위트니스 리가 믿었던 것처럼, 사

충만케 된다. 이것이 간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남

람들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그들 역시 그리스도 자신처럼 신성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

하고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또한 성경이 분명히 말하듯

다.] (같은 책, 127-128쪽)

이(롬8:14, 히 2:10, 롬 8:29)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들
들을 소유하시고 맏아들인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을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성경을 말 그대로 이해하는 데

소유하신다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맏아들의 형제들이 본

반대하므로,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이 신성한 출생을 체험

성 안에서 즉 신성과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지 않

하고 신성한 생명을 갖고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그분

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체험함으로 그분의 몸으로서 그
리스도를 표현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관

이 인용문에서 참조된 언약궤와 성막의 그림(출25:10-11,

점들을 믿고 담대하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위트니스 리를

26:15-30)은 믿는 이들이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위트니스 리는 그리스도와

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이 인용문 7에서 위트

“우리가 본성에서 똑같다.”라고 주장할 때 신중을 기한다.

니스 리가 말한 것의 요지이다. 개별적인 그리스도를 상징

그리고 그의 책의 문맥과 인용문 7에서도, 앞의 수식어구

하는 언약궤는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에 (신성을 상징하

인 본성에 있어서(in nature)는 그 말의 나머지 부분인 똑

는) 금을 입혀 만들었고, 언약궤의 확대이자 교회를 상징

같다(are exactly the same)에 한정되도록 주의깊게 선택되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성막은 금으로 입혀진 마흔 여덟 개

었다. 위트니스 리가 다른 많은 곳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

[33]

그러므로 성막은 분명 언약궤

기에서도 언급하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똑같다

와 동일한 기능을 가졌거나 동일한 존중을 받지는 않지만

고 말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성에 있

본성에 있어서 언약궤와 똑같았다. 여기에서 위트니스 리

어서 똑같다”고 위트니스 리는 말한다. 공개 서한에 서명

의 요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어떤 교사들이 생각하

한 사람들은 위트니스 리의 말을 따로 떼어 놓음으로써 위

는 것처럼 그분의 대표가 아니다)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트니스 리가 정반대의 뜻으로 말하는 것처럼 암시했지만,

의 널판들로 구성되었다.

[34]

교회 안에서 (마흔 여덟 개의 세워진 널판들로 예표된 )
[35]

믿는 이들은 (나무와 금으로 된 언약궤로 상징된 ) 그리

이 똑같다는 것은 경배나 존중이나 존경을 받는 인격이나
지위에 있어서 같다는 것이 아니다.

스도와 (인성을 상징하는 나무와 신성을 상징하는 금이라
는) 동일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몸이기 때문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또한 위트니스 리가 믿는 이들

이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무시한 인용문 7의 전체 문

을 가리킨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반대

맥은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 공개 서한에 포함시키지 않았

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재차 인용문을 따로 떼어냄으로써

던 부분을 괄호 속에 넣어본 인용문 7의 전후 문맥은 다음

가능한 한 최고의 공격 효과를 주려 했다. 위트니스 리가

과 같다.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위에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
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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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관한 자신의 전반적인 이해와 일치한다. 다른 곳에
서 그는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의미하지 않는 것에
대해 특별히 지적했다. 공개 서한의 독자들은 위트니스 리

인용문 8-10

가 그 용어를 통해 의미한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오해하게 되었다.

인용문 8

그뿐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사람들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

이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분을 믿는 이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성과 인성을 가

주셨으니…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한다. 사

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람에게서 난 이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God)에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

게서 난 이들은 하나님들(gods)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는 삼일 하나님, 55-56쪽)

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신격을 공유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격이 없고, 우리는 하나
님으로서 경배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생명에 있어서 우리

인용문 9

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
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아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사람으

버지에게서 나서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생명을 갖는 것과

로 만드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으

같다. 우리의 아버지는 사람이다. 아버지에게서 난 우리

로 만드시어 그분이 ‘인화’되시고 우리가 ‘신화’되는 것임

도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의 위치는 없다.

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

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신성

님과 똑같고, 그분과 우리는 다 하나님-사람들이다. (신

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72쪽)

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23쪽)
그리스도인의 신화(神化)라는 말과 관련된 사례에서 늘

인용문 10

그래왔듯이, 하나님-사람들이라는 용어와 “하나님(God)
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들(gods)이다.”라는 진술은 합당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사람에게서 난 것

조건 아래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조건이란 믿는 이

은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우

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위격과 신격이라는 비공유적 방면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는 하나님이다. (같은 책, 71-72쪽)

제한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신화를 말한 다른 합당한 성
경 교사들같이 위트니스 리도 자신의 책에서 자주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공개 서한에 인용되어 제시된 내용은
독자들이 이것을 알 수 없게 했다.

인용문 8-10도 인용문 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많은 말
들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한 변호도 같다. 믿는 이들이 성
경에 따라 실지로 신성한 출생을 하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
을 소유하는 한, 그들은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에게서 난 것은 본질상 그분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
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난 믿는 이들은 비록 그분의 유
일한 위격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창조를 통해 인성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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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거듭남으로 시작된) 새 창조를 통해 신성을 소유하
였으므로,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고 그들

분명히 위트니스 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 인간

자신 안에서나 그분과의 연합에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

생활, 죽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

나님이 아니라는 이해를 전제로, 하나님-사람들이라고 불

다. 그러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글의 첫 부분에서 자세

릴 수 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시

하게 밝힌 것처럼, 그분의 이러한 구별되는 행동에서도 삼

고 또한 그들 속에서 은혜 안에 운행하시므로 그분의 영광

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다.

을 위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신성하
고, 참으로 하나님이며, 참으로 하나님-사람들이다. 믿는

위트니스 리가 위에서 언급한 연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이들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사람들이 되는 것은 전적으

결합되어 함께 연결되지만, 이 연합은 결코 신성도 아니

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결과이고 그들 속에 있는

고 인성도 아닌 어떤 제 삼의 요소를 산출하지 않는다. 반

하나님의 신성한 운행의 결과이다.

대로 신성하고 인간적인 본성들은 결합 안에서 여전히 영
원히 구별된다.[36] 이 연합의 결과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

위트니스 리는 특별히 인용문 8에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럼 인간적이고 신성한, 첫번째 하나님-사람의 재생산인 많

오랫동안 인정해온 것, 즉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은 하나님-사람들의 산출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있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참 사람이 되셨고 그분께서 취하

서, 신성화된 사람은 결코 신격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처럼

신 인성은 부분적이거나 환영(幻影)이 아니라는 점을 확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성화된 사람은 영원

언했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위트니스 리가 영원하신

히 피조물로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에게 인성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암시하려면 인용

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을 영원토록 의지할 것이며, 하나님

문 직전의 내용들을 떼어내야만 했다. 우리는 무시된 그

이신 그분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모든 찬송과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이곳에 소개하겠다.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며, 그분 홀로 받으실 것이다!

[죽음을 통과하신 후 삼일 하나님은 부활 안에 들어가셨

우리가 위에서 본 것들에 근거하여, 인용문 9과 10은 위트

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인성을 신성 안으로 이끌어서 그

니스 리의 책들의 보다 광범위한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

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스도의 지

다. 그러나 같은 책에서 인용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체들로 만드셨다(벧전1:3, 요1:12, 롬12:5). 인성을 신성

인용문의 인접된 내용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으로 이끄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이

는 조금 길게 인용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돌아가기

다. 삼일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가져

전에, 우리는 인용문 10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왔으며, 그분의 부활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었다.

선포를 특별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런 말이 지금까

이런 종류의 왕래를 통하여 놀라운 연합이 발생했다. 이

지 말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독자들의 귀에

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시고 사람

거슬릴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하며, 제한

은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

들을 더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충격적인 말을 방치하고 싶

과 사람은 하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러한 연

지 않다. 사실 위트니스 리도 이런 용어가 어떤 사람들을

합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말이나 그와 유사

들들로 만들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성과 신성을

한 표현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의도에 대하여 거듭 분명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나는 신

게 기술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인용문 9와 10의 전후 문

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분

맥은 그의 의도를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우

을 믿는 이들은,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신성과

리는 또한 인용문 9와 10에서처럼 여기서 위트니스 리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

특별히 사용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격이 아닌 종(種)의

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통

의미임을 밝히고자 한다.

하여 성취되었다.]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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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람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는다. 만일 염소가

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염소를 낳지 않으면 무엇을 낳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species)이고, 신격이나 위격이나 신분이나 지위에서는

하나님을 낳지 않는다면 무엇을 낳으시겠는가? 하나님의

아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종류에 있어서 하나님이라

자녀들이 하나님들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서

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위

난 우리는 모두 하나님들이다. 그러나 신학적인 오해를

트니스 리는 사람인 아버지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 간에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성한 종(種)에

구별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동일한 제한이 있음을 밝혔

있어서,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사람들이라

다.

고 말하는 것이 낫다. (고봉 메시지, 제10권, 요한복음 결
정 연구, 163-164쪽)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아들들인 우리는 과연 무엇
인가? 아들들은 반드시 생명과 본성에서 그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에 더하여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

똑같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는 영, 즉 공기 같으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더욱이 부활

자녀들이 되었다(요일3:1).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안에서 그분은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

분은 우리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실 것

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종류가 되게 하셨다. 성육신으로,

이다(2절).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경배의 대상인 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사람

격에 있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가정에서는 오직 아

들인 그분의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버지만이 부권(父權)을 갖는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부권

이 되게 하였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고, 이제

을 갖지 못하고 많은 아들들을 가진 한 아버지만 갖는다.

우리는 신격이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시며, 오직

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신성한 부권이 있다. 그러나 그분의 자녀들인

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들(gods)이 된

우리는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의 어떠함과 똑같다. (그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들

스도인의 생활, 189-190쪽)

이다. 그러나 신학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들인 우리가 신성한 종류의 하나님-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아들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

들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라

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심의 결과, 28쪽)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
지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위트니스 리는 그런 구절이 ‘신학적 오해’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다면, 왜 구태여 그런 표현을 쓰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위트니스 리는

갖고 있어도 아버지는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이런 표현이 믿는 이들이 신성한 종(種)으로 거듭나는 진

아들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공유하지만 하

리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

나님의 신격이나 부권(父權)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해한다면 이런 표현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것이 성경, 특히 신약의 내재적인 계시이다. (소선지서 라

이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처럼 우리도 확신하는 것은, 그

이프 스타디, 467-468쪽)

의 그러한 합당하고 근거 있는 말을 거부하는 소수의 다루
기 힘든 사람들이 늘 있으리라는 점이다. 그런 거절이 악

하나님의 택함받은 피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

의에서 나온 것인지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우리의 판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

단 능력 밖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컨대 그러한 거

났으며, 이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의 자녀

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때로는 그들이 공개 편지에

들은 생명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하나, 아버지 됨에 있어

서 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형태로 나타날

서는 아버지와 같지 않다. 아버지만이 아버지이다. 그들은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위

자녀들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

트니스 리가 이 진리,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 아

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같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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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우리는 그분의 신격에서나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 하나님

님에게서 난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과 같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아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버지 하나님과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망, 99쪽)

하나님의 위격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이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의 위격을

인용문 9와 10의 전후 문맥에서 위트니스 리가 주로 강조

소유하시고 사람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구속된 믿
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신성
하고도 인간적인 본성을 지닌 진정한 하나님-사람들이 되
게 하시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다. 여기서 우리는 공개 서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신성한 분배가 믿는 이들을
하나님-사람들로 만듦

포함된, 인용문 9와 10의 완전한 전후 문맥을 제시하겠다.
기독교에 있는 전통적인 관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창조된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

은 사람들이 선하고 영적이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어 사람이 그분을 얻고 그분과 연결

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사람들

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생활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관념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먼저 사람이 되시고, 그분 자신을

되시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놀라운 하나

“사람화”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님-사람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우리에게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화” 하신다.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이런 방식으로,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고 한 생활을 공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도록 그분이 우리 안

한다.

으로 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벧후
1:4).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난 이들인 우리는 다 하나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시

사람들이다.]

어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어 어느 날 우
리가 그분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

나의 부담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사람으

리가 신격의 일부가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

로 만드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으

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로 만드시어 그분이 ‘인화’되시고 우리가 ‘신화’되는 것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자

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분과

녀들이 되고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되지만 그분

우리, 우리와 그분은 다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의 주권이나 그분의 위격을 공유할 수는 없으며 하나님으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거나 영적인 사람들이 되거나 거

로서 경배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이 추
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

교회사를 보면 성경을 해석하던 어떤 교부들은 2세기부

시는 것은 하나님-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

터 신화(神化)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하

을 개선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

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그들은 다른 이들의 반

리가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대에 직면했고 이단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1

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장 12절-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것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살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

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서이다.

께로서 난 자들이니라”라고 말한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하
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사람이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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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은 있지만
그분의 생명은 없는 사진과 같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이
사진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분의 존재와 같

인용문 11

은 ‘실재적인’ 인격이 되었다. 그분은 ‘인화되신’ 하나님이
시고, 우리는 ‘신화된’ 사람이다. 끝에 가서는 둘이 하나가
되어 다 하나님-사람들이 된다. 이것이 성경의 신성한 계

공개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인용문 11을 근거로, 독자들

시이다.] (신성한 분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 71-73쪽)

이 위트니스 리가 신성한 삼일성에 그리스도의 몸을 추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신격의 일부가 되게 한 것으로

위트니스 리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

믿게 하려 했다.

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며,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표

인용문 11

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화 된’ 존재들이라고 정확히 진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화’ 되는 것에 관하여, 위트니스
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을 벗어버리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므

지 않으셨으며 부활과 승천 때조차도 그 인성을 가지고 계

로, 우리는 삼일 하나님이 이제 ‘하나 안의 넷이신 하나님’

심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을 산

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넷은 아버지와 아들과

출하도록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영과 몸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세 분은 혼동되거나 분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한 신격

리될 수 없고, 하나 안의 넷도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 의해 모독되지 않으신다.

다. (같은 책, 267쪽)

하나님은 위격과 신격에서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그분 홀
로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이 두 번째 부분의 인용문들(7-11)을 변호함에 있어서, 우
독자들은 위트니스 리가 인용문 9에서 사용한 ‘하나님’과

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

‘하나님화 된’ 이라는 단어에 인용부호를 붙인 것은 그러

의 구원에 의해 침범당하지 않음을 위트니스 리가 알고 존

한 용어들을 표준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는

중하고 반복해서 가르쳤음을 제시해왔다. 역대로 그리스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37] 하나님은 그분의 구

도인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많은 이들과 동일한 맥락에

원의 경륜 안에서 창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서 위트니스 리가 확증한 것처럼 믿는 이가 하나님이 된다

하시지만, 그분의 신격과 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

면, 그것은 오직 그들이 아버지에게서 태어남(요 1:13; 요

다. 그보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주입받음으로 하

일 3:9; 4:7; 5:1, 4, 18),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고전

나님이 되어 우리 존재 안에 계신 그분을 살아냄으로 하나

6:17; 요 15:4-5; 롬 6:5; 11:17, 19), 그 영이 내적으로 사시

님이신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화 될

고 충만하심(롬 8:9, 11; 엡 5:18)으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그분께만 해당되는 의미와는 다른

과 떨어진 그들 자신의 미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공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근거한다. 비록 공개 서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독자들이 위트니스 리가

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위트니스 리를 정죄하려고 인용문

이해한 이러한 핵심 방면들을 알기를 원치 않았고, 위트니

9를 따로 떼어냈지만, 우리는 위트니스 리가 인쇄 활자에

스 리가 이단적으로 가르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해

서 그처럼 분명하게 표시할 정도로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

따로 떼어낸 말만으로 그들의 진술을 구성하기 원했다. 그

인 것을 사려깊은 독자들이 알고 존중하리라 믿는다.

들이 인용문 11을 사용한 이유도 똑같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신격(Godhead)의 불가침성을 손상하지 않았고, 아래
의 견본 발췌문이 증명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신격을 공유한다고 이해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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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격의 일부분이나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요1:12-13), 하

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나님의 생명을 소유한(요일5:11-12), 하나님의 본성을 누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리는 실체라는 의미이다(벧후1:4). 교회는 거룩한 실질을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모양을 지니며, 하나님 자신
을 표현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분명히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은 삼일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본성을 소유하고

님 전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포함되며, 이 본문

있고, 매일매일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누리고 있다. (성경

을 주의깊게 읽을 것을 주문한 위트니스 리는 삼일 하나님

의 기본계시, 75쪽)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의미에서, ‘하나
안의 넷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아래 내용은 문맥 전체

인용문 11이 들어 있는 동일한 책에서, 위트니스 리는 아

를 포함한 인용문 11이며, 공개 서한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버지와 그분의 많은 자녀들의 생명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부분들은 재차 괄호로 표시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단언한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일 하나님
과 합병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

께서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므로, 우리는 삼일 하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

나님이 이제 ‘하나 안의 넷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 이들 넷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영과 그 몸이다. 신성한

은 우리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

삼일성의 셋은 혼동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 안

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기만 하고 그분에게서 태어나

의 넷 역시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 [이 비밀한 삼일 하

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과 합병은 분배를 목적으로

에게서 태어남으로 우리는 그분과 생명 관계에 들어가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신 그 영은 계속해서 그분

유기적인 연결에 들어간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셨고, 그다음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

는 우리 위에 계시는 동안 우리를 감싸고 계시며, 우리를

조되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의

통과하시는 동안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관계는 이중 관계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며, 계속해서 그분 자신을

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런 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으로 분배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자

분배의 결과이다.

녀들이 없다면 교회도 없을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도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합당한 인간 존재들로 창조되었고

분배하실 때 유기체인 교회가 우주 안에 산출된다. 뿐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났다. 이것이 교회이다. (신성한

아니라 삼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 자신을 조금씩 모

분배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 266-267쪽)

든 지체들 안에 그들의 요소와 본질과 누림으로 분배하고
계신다. (같은 책, 267-268쪽)

인용문 11이 묘사하는 것에 인접한 내용의 중심은, 위트니
스 리가 이 장(章)의 도입부에서 인용한 에베소서 4장 4절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바란 것과는 반대로, ‘하나 안의

부터 6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넷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붙인 인용 부호는 이 용어를 액

몸의 성경적인 관계를 아래와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면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시함을 분별력 있

다.

는 독자들은 즉시 알아차릴 것이다. 기껏해야 공개 서한의
독자들은 (서명인들인 생략하여 제공되지 않은) 다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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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보기 전까지만,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신격

내용들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이 세 문장만 악용한 것인

의 일부가 되었다고 이해하고 가르친 줄로 의심할 것이다.

가?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독자들의 더 큰 정의감에 호

그러나 다른 증거를 보게 된다면,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보

소할 뿐이다. 물론 위트니스 리가 사용한 ‘하나 안의 넷이

다 고상한 독자들은 위트니스 리가 그렇게 이해하거나 가

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전후 문맥과 그의 전반적인 저술의

르치지 않았음을 수긍할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들이 입증

광범위한 문맥에서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영원하시고 침

하듯이 또 다른 증거가 분명히 있다.

범당하실 수 없는 삼일 하나님의 신격에 이단적인 어떤 것
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

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산출물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가 그런 용어에 특별히 인용 부호를 붙였고, 그 용어가 담

체현되셨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가 되셨고, 그 영은 우

긴 문장들은 원래의 문맥에서 따로 떼어낸 것이 밝혀졌는

리와 연합되셨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는 아버지와

데 위트니스 리가 참으로 그런 의미로 말했는가?”라고 질

주님과 그 영과 우리, 곧 몸이 있다. 이것을 우리를 신격화

문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위트니

하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생명

스 리가 그런 것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고 서명인들에게 잘

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만 신성할 뿐, 신격에 있

못이 있음을 이제 위트니스 리의 다른 저술들을 통해 알

어서는 그렇지 않다. 신격을 지니신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수 있다.

오직 한 분, 삼일 하나님뿐이시다. (주님의 회복의 다섯 가
지 강조점, 77쪽)
그리스도의 몸은 먼저 구속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

공개 서한의 심각한 오류에 대하여

들은 그 영으로 출생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곧 골격을 이룬

우리는 위에서 인용문 7번부터 11번까지를 다룸으로써 위

다. 그들 안으로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께서 건축되셨다.

트니스 리가 믿는이들의 신화에 관해 가졌던 합당한 개념

신성한 삼일성의 셋 모두가 구속받고 거듭난 믿는 이들 안

을 논증했다고 믿는다. 이 개념은 비록 그러한 해석이 오

으로 건축되었다. 그러므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신

늘날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걸쳐

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건축물 혹은 이러한 구조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많은 건전한 교사들이 믿어 왔고

물이 있다. 인성과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건축된

성경에 대한 정당한 해석으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공개

다. 이것은 단지 하나 안의 셋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 안의

서한에 서명한 이들은 문맥과 동떨어지게 위트니스 리의

넷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구속하신 우리

글을 인용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위트니스리의 충분하고

가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 안에는 신격이 있

균형잡힌 이해를 은폐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계에 있는 자

지만,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여

신들의 청중들에게 위트니스 리의 의도를 잘못 대변함으

하나님과 똑같아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신격이 없다. (섞임

로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 46-47쪽).

분명해졌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터넷 상에 엄선된 인용문들을 올려 놓음으로써, 공개 서
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위트니스 리의 사역물에서 잘려나
공개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따로 떼어 제시한) 인용문

간 일부를 근거로 독자들이 위트니스 리를 비난하도록 유

11에서 위트니스 리가 공격받을 여지를 남겼다고 느낄지

도해 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건전한 학문의 원칙

모르나, 위트니스 리는 이 점에 대해 다른 곳(더 많지만 이

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자신들은 독자들을

것으로 충분)에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만했고, 독자들이 한 동료 믿는이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

그렇다면 누가 잘못인가? 위트니스 리가 인용문 11에 거

을 하도록 부추겼다. 그들이 수호 하려는 진리에 반대된다

론된 세 문장에 대해 자신을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인

고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들을 우리는 과연 훌

가, 아니면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륭한 진리의 수호자들로 간주할 수 있는가? 우리는 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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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정

[24] [24] 아타나시우스, 서신(Letter) 60: 아델피우스에게 보내

통교리에 대한 신념과 평가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복종

는 편지 단락 4. 또한 단락 3과 8도 참조하라. NPNF2. IV 영문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분별 있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575-578쪽.

[21] 신화(神化)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보는 우
리의 견해를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확증과 비평(Affirmation
& Critique), 7:2 (2002)을 참조하라. 이 글은 http://www.

[25] 아타나시우스, 성육신에 대해(On the Incarnation) 54,
NPNF2, IV, 영문판 65쪽.

affcrit.com/archives/ac_02_02.html 에서 볼 수 있다.
[26] A. M. 앨친(Allchin)은 테오시스에 대한 자신의 책에 ‘하나님
[22]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하지만 다음 글들이 (신성
화, 테오시스 theosis 라고도 하는) 신화(神化)와 관련되어

께 참여함: 영국 국교의 전통에서 잊혀진 흐름’(Wilton, CT:
Morehouse-Barlow, 1988)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글들이다: 테오시스: 그리스도교 신학에
서 신화,, Stephen Finlan과 Vladimir Kharlamov 편집,

[27] 다니엘 B. 클렌드닌(Daniel B. Clendenin), ‘신성에 참여하

Princeton Theological Monograph Series(Eugene, OR:

는 이들: 테오시스의 정통적 교리’ 복음주의 신학협회 저널

Pickwick Publications, 2006); Jules Gross, 그리스 교부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7:3

들이 본 그리스도인의 신화, Paul A. Onica 번역(Anaheim,

(1994): 영문판 365-379쪽.

CA: A & C Press, 2002); Paul R. Hinlicky, ‘신학적 인류
학: 테오시스 교리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의 통합을 향해’,

[28] 하지만 Rakestraw의 논문 출판이 시사하듯이, 전체적으로는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34(1997): 영문판 38-73

서방 기독교에서, 좀 더 좁게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서 신화에

쪽; Tuomo Mannermaa, ‘루터교 및 동방정교의 관점에서 본

대한 관심과 이를 합당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되어

칭의와 테오시스’, ‘그리스도와의 연결에서’(Grand Rapids:

왔다. 사실 14세기 그리스 신학자 그레고리 팔라마스(Gregory

Eerdmans, 1998), 영문판 25-41쪽; Steve McCormick, ‘크

Palamas)의 글 일부가 서방 영성 고전 총서(The Classics of

리소스톰과 웨슬리가 본 테오시스: 믿음과 사랑에 대한 동방

Western Spirituality)에 수록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의 패러다임’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6(1991): 영

크다(‘서방’이라는 말을 주목하라). 이 신학자는 신화에 대한

문판 38-103쪽; Michael McDaniel, ‘칭의와 테오시스로서의

신학 체계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킨 학자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

구원 ‘, ‘그리스도 안의 구원: 루터교 및 동방 정교회 간의 대화

이다. 이 저서가 총서에 포함된 것이 지니는 의미에 주의를 촉

, Robert Tobias와 John Meyendorrf 편집(Minneapolis:

구하며 야로슬라브 펠리칸(Jaroslav Pelikan)은 책의 서문에

Augusburg, 1992), 영문판 67-83쪽; John Meyendorrf,

서 이렇게 언급한다. “하지만 이제 명백한 것은 Palamas가 서

‘동방 기독교 전통의 테오시스’, ‘그리스도인 영성: 종교개혁

방 교회 내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성자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

이후 및 근대’, Louis Dupré와 Don E. Saliers 편집(New

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성자로 선포된 것은 아니지만 아토스 산

York: Crossroad, 1989), 영문판 470-476쪽; Frederick

출신으로 그런 인물이 있었다는 정도로 여겨져 박물관 한 구석

W. Norris, ‘신화: 합의에 도달할 수 있고 설득력도 있는’ 스

의 기록으로만 남기에는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는

코틀랜드 신학 저널 49(1996): 영문판 411-428쪽; Norman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그레고리 팔라마스: 삼부작,

Russel, ‘그리스 교부 전통에서 신화의 교리’(Oxford: Oxford

John Meyendorff 편집 및 Nocholas Gendle 번역, 서방 영

University Press, 2004); Anna Ngaire Willams, ‘연합의

성 고전 총서 [Mahwah, NJ: Paulist Press, 1983] 12장에 수

근거: 아퀴나스와 팔라마스가 본 신화’(New York: Oxford

록).

University Press, 1999).
[29]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23] 라키스트로 로버트 V(Rakestraw, Robert V). ‘하나님과 같
이 됨: 테오시스의 복음주의적 교리’, 복음주의 신학협회 저널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벧후 1:4 “신의 성품에 참여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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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각주 22를 보라. 또 다른 예로 마틴 루터를 들 수 있다. “하나

주님의 회복(진리위주) 첨부내용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처럼 육체가 말씀이 되는 것도 또

대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이 널판들에서 볼 수 있다. 널판

한 분명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은 정확히

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믿는 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

육체가 말씀이 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표이다...믿는 이들이 지극히 거룩한 분을 위한 그런 거처라는

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그러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신

므로 능력이 능력 없이 된 것은 약함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함이

약의 진리를 나타내는 구약의 그림들 [Des Plaines, Illinois:

다.”(Weimar Aufgave 1:28, 25-32); 요한 칼빈: “이 점을 강

Regular Baptist Press, 1965], 영문판 22-25쪽)라고 말한

조하자. 곧 복음의 최종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다. C. A. Coates는 “’장막에 사용된 널판들’은 휘장과 덮개를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곧 우리를 하

지지할 견고한 어떤 것이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나는 이 널판

나님이 되게 하는 것임을.”(사도 바울의 히브리서 주석, 존 오

들이 로마서에서 보듯 성도들을 나타낸다고 믿는다...나는 성령

웬 번역 및 편집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 금으로 덮여

영문판 372쪽; 찰스 웨슬리: “당신께서 자신의 인격 안에/인성

진 널판들과 부합된다고 생각한다.”(출애굽기 개관 [Sussex,

과 신성을 연합시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부터 분리

England: Kingston Bible Trust, n.d.], 영문판 192-197쪽)

될 수 없는 한 존재 되게 함 아닙니까/ 어서 빨리 당신의 본성이

라고 말했다.

알려지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육체 되신 분이시여”(찰스 웨슬
리, “전적으로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능하신 주님(All-wise,

[34] 출애굽기 26:19-20, 22-23.

all-good, almighty Lord),”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시
전집(The Poetical Works of John and Charles Wesley)

[35] 출애굽기 25:10-11.

4권 [London: Wesleyan-Methodist Conference Office,
1869] 영문판 121쪽에 수록. 원래는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

[36] 위트리스 리가 ‘연합 (ming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 찬송집에 수록 편찬되었음 [London: William Strahan,

어떤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왔다. 그들은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

1745])

도 안에서 (혹은 믿는 이들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었
다’고 말함으로써 두 본성을 혼동시키고, 두 본성의 구별을 없

[31] Rakestraw, 영문판 266쪽.

애버리며, 결과적으로 인간도 아니고 신성한 존재도 아닌 제 삼
의 존재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두 본성을 혼동시키

[32] 예컨대 이레니우스는 기원 후 약 180년 경에 그리스도에 대해

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가 확증해온 것, 특히 주후 451년 칼케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같은 분

돈 공회에서 확언한 것에 위배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자신의 어떠함과 같은 존재가

여러 곳에서 이런 비판에 반박해왔고, 공개 서한이 이 점을 완

되게 하기 위함이다.”(이단에 대항하여, 5, 서문)라고 썼다.

전히 회피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우리의 반박이 더 주효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 최근 펴낸 우리의 글들은

[33] 위트니스 리처럼 다른 주석가들 또한 세워진 널판이 그리스

http://www.lctestimony.org/StatementOfTeachings.

도의 몸인 믿는 이들을 예표한다고 해석하였다. 예를 들어,

html#two-natures에서 볼 수 있고, 책의 형태로는 복음의 확

Joseph S. Exell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서 예표로 하나

증: 지방 교회들과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가르침에 관해(A

님의 거처로 나타난다. 교회는 땅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Confirmation of the Gospel: Concerning the Teaching

그 안에 거하셨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과 분별된 많은 사

of the Local Churches and Living Stream Ministry) (DCP

람들로 구성되고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다. 널

Press, 2009), 24-29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

판들이 금으로 덮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신성한 본성에

서는 http://www.contendingforthefaith.com/eBooks/

참여하는 이들이 된다(벧후 1:4).”(성경 일러스트레이터, 제2

Concerning Our Teachings.pdf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우

권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8],

리가 반박한 내용의 핵심은 간략히 다음과 같다. 영어에서 ‘연

영문판 488-489쪽)고 말했고, Robert T. Ketcham는 “광

합’이라는 말은 연결된 것들이 혼합되어 각각의 독특한 정체

야의 장막이 그리스도와 믿는 이 모두를 의미하는 이중 예표이

성이 상실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전의 정의에서

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곳에서 믿는 이들을 나타내는 그림을 기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생활에서 확증되고 통용되는 용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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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도 알 수 있다(“결합된 성분들이 결합된 상태에서도 서
로 구분되게끔 함께 두거나 결합하는 것”) [‘연합’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1993)]; “함께 섞거나 결합하여 함께 둠,
일반적으로 개별적 속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님 [‘연합’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6)];
“연합은 개별적 특징들을 상실하지 않는 상태로 결합되는 것
을 의미한다. ‘존경하는 마음과 놀라움이 뒤섞였다(Respect
was mingled with surprise.)’’ [Sir Walter Scott]. ‘그
의 동료들은 원주민들과 자유롭고 유쾌하게 섞였다(His
companions mingled freely and joyously with the
natives)’ [Washington Irving].” [“mingle의 유의어는
mix이다...”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2006)]). 이런 용례를 보면 위트니스 리가 이 용어
를 사용할 때 그를 폄하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 위트니스 리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
어에 담긴 뜻과 다른 의미를 함축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잘못 규정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바란
다.

[37] 시카고 문체 교본(The Chicago Manual of Style) 15판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영문판 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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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인용문 1

믿는 이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
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침 받는다. 신격을 이렇게 분

아들은 아버지라 불리시므로 그 아들은 틀림없이 아버지

리된 위격들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다. (생명

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

메시지, 제3권 220-221쪽)

분께서 아버지라고 불리시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아버지
가 아니시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께서 아버지라

인용문 4

불리시면서 아버지가 아니실 수 있겠는가? …아무도 가
까이할 수 없는 위치에 계신(딤전 6:16) 하나님은 아버지
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오실

아들은 아버지이시고 아들은 또한 영이시다.…그리고 아

때 그분은 아들이시다. 따라서 한 아들이 주어지셨지만

들이신 주 예수님은 또한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우리에

주님은 아들이시요 또한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삼일

게 주어지신 바로 이 아들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시다. (위

하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하여, 영문판 18-19

트니스 리 전집 1965년도 제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

쪽)

스도의 영, 820-821쪽)

인용문 5
인용문 2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하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신격 전체,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하나님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또

의 신약 경륜, 235쪽)

한 주님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 영, 전능하신 하나
님, 주님이시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 계시
http://contendingforthefaith.org/responses/booklets/

인용문 3

triune.html)

삼일성에 관한 전통적인 설명은 매우 부적합하며 삼신론
에 아주 가깝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연결되실 때, 하
나님은 뒤에 남겨지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남아 계

인용문 6

시지도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뒤에 남겨지시고 그리
스도가 보좌에 남아 계신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된 세 위격이나 세 하나님들

위격이신 아버지가 또 다른 위격이신 아들을 보내어 구속

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실재, 한 위격이시다. (세 부분인

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아들이 또 다른 위격이신 영을 보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52쪽)

내신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이 보좌에 계시는 반면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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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신격 안에 영원히 구별되심

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고통당
하시면, 아버지도 고통당하신다. 신격에는 어떤 구별도 있
을 수 없다.”(켈리 120).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양태론의 본
질은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로만 존재하시고 아들은 “아버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처음 여섯 개의

지 자신의 투영으로서 말로나 명목상으로만 구별된다.”는

인용문을 모아 놓은 것은 각 인용문이 말하는 신격에서의

것이다(켈리 120). 같은 설명이 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

한 위격과 또 다른 위격의 동일시, 곧 아들과 아버지를 동

이다. 이러한 형태의 양태론에 의하면 신격 안에는 구별된

일시 하거나 아들과 영을 동일시하는 내용에 이의를 제기

세 위격이 아닌 유일한 아버지만 계시며 그분이 때로는 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위의 인용

들로, 때로는 영으로 불리신다.

문을 따로 떼어 자세히 살펴보게 한 것은, 위트니스 리가
신격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영원한 구별을 부인

보다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형태의 양태론은 사벨리우스

하고, 하나님이 하나이신 방면만 가르치고 셋이신 방면은

(Sabellius)(그의 이름에서 사벨리아니즘이 비롯되었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리스

가 주장했다. “그는 신격을 세 운행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

도인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이시며 동시에

는 단일체로 간주했고…아버지는 형태 혹은 본질이며, 아

셋이시라는 점을 오랫동안 확증해왔다. 아버지와 아들과

들과 영은 아버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양태들(modes)

영은, 역대로 간혹 어떤 사람들이 가르친 것처럼 ‘한 분 하

로 간주했다.”(켈리 122)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일 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실재들이지만 영원히 그러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시간 안에 나타나신 단계들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 양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먼저는 아들로, 그 후에

태론(modalism)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하나님께서 시

는 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이해하는 것이다(켈리

간 안에서 나타나신 연속적인 단계들을 의미하거나 그것

122). “따라서 창조자이시자 율법 수여자로 여겨지신 한

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 신격 안에서 그 셋이 영원히

신격은 아버지였고, 구속을 위해 한 줄기 광명이 투영되

구별되는 실재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서명인들

듯 비치다가 사라지셨으며,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은 위트니스 리에게 이러한 양태론의 혐의를 씌우려 했던

신격이 영으로서 은혜를 불어넣고 주시기 위해 운행하셨

것 같다. 양태론은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일부

다.”(켈리 122, 에피파니어스 (Epiphanius) 주해, 해어 Haer

믿는 이들과 기독 교사들 사이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이단이

62.1) 이렇게 보다 복잡한 형태의 양태론의 본질은 한 하나

다. 양태론 개념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우리는 양태

님이 그분 자신을 일시적 혹은 연속적인 세 양태인 아버지

론에 대해 역량 있는 학자가 제시하는 간략한 정의를 제시

와 아들과 영으로서 나타내시어 그분의 구속 계획을 성취

하고자 한다.

하시며, 세 양태가 서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단순한 형태의 양태론처럼 이러한 형태의 양태론
에서는 신격 안에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한 위격이 시간 안에서 두 번째가 되고, 이후에는 세 번째

정의된 양태론

가 된다. 두 형태 모두에서 양태론은 삼일성의 하나를 지
나치게 강조하다가 이단적인 극단에 이르렀고, 삼일성의

켈리(J. N. D Kelly)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초기 교회

진정한 셋인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영원히 함께 존재하

의 교리에 대한 자신의 저서[10]에서 양태론(전문 용어로

심을 부인하는 오류를 범했다.

는 ‘양태론적 단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이다)
의 단순한 형태와 정교한 형태 모두에 대한 최고의 해설

위트니스 리는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니

을 제공한다. 단순한 형태의 양태론은 2세기 말에 서머나

라”(사9:6),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은 생명 주시는 영이

의 노에투스(Noetus of Smyrna)와 “프락세아스”(Praxeas)

되셨나니”(고전 15:45하), “주님은 그 영이시니”(고후 3:17)

가 신봉한 대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즉 아버지이시고, 하

라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친 것 때문에 세 위격의 영

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며 아버지와의 구

원한 구별을 부인하고 양태론을 믿는다는 부당한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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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들이 위에서 위트니스 리의

때 아들이 끝났다고 가르쳤다.

책에서 발췌한 여섯 개의 인용문을 한 데 모아 놓은 것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생명 메시지(4),

같은 비난을 하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참으로 ‘위트

127-128쪽)

니스 리가 신격 안에서 셋의 영원한 구별을 부인하고 양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트니스 리가 신격 안의 구별이

론을 가르쳤는가?’ 하는 점이다.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가르침에서 존중되
어야 할 영원한 실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
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사이에 영원한 구별이 없다는 모든

위트니스 리는 양태론을 반대하고
신격에서의 영원한 구별을 지지함

사상을 거절했다. 다음의 발췌문이 그 증거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셋 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분리는 없다.
위트니스 리가 구두로 전한 메시지와 출판물에서 거듭 분
.[11]

아버지는 아들과 구별되시고, 아들은 그 영과 구별되시

그는 자

며, 그 영은 아들이나 아버지와 구별되신다. 그러나 우리

신의 청중들에게 양태론의 오류에 관해 많은 주의를 주었

는 그분들께서 분리되셨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은 그

는데 그 중에 두 번은 다음과 같다.

분들께서 상호 내재, 즉 서로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삼일

명하게 밝혔듯이, 그는 양태론을 전하지 않았다

성의 셋은 동시에 존재하시면서 구별되시지만 그분들의
양태론(Modalism)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모두 영원하

상호 내재는 그분들을 하나로 만든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지 않고 모두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한 하나님의

상호 내재 안에서 공존하시므로 구별은 되시지만 분리되

일시적인 세 표현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삼신론은 아버지

지는 않으신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의 중점,

와 아들과 영이 세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이 학파들 중

20쪽)

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양태론자인
가? 제발 여러분이 양태론과 관계없기를 바란다. 왜냐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시므로 그분들이 정확히

면 그 극단적인 관점은 이단이기 때문이다. 세 하나님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다. 그분들이 정확히 똑같다면 아버

있다고 가르치는 것도 큰 이단이다. 아마 과거에 여러분

지와 아들과 영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

중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은 다만 하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아니실 것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120-

다. (주님께 유용한 그릇, 영문판 157쪽)

121쪽)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은 아
양태론은 또다른 이단으로서, 극단적인 위치를 취한 결과

버지와 아들과 영의 세 방면을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와

이다. 양태론을 주장한 사람은 사벨리우스(Sabellius)였다.

아들과 영은 모두 하나님이시며, 영원하고, 동시에 존재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영원히 동시에 존재하시지

하며, 서로 안에 계시며, 분리되실 수 없다. (진리 공과, 1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태론적 사상에서 셋은 다만 신성한

단계 제1권 29쪽)

존재의 연속적인 나타남이거나 그분의 활동의 일시적인
세 양식(mode)이다. 아들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오랫동안 확증해 온 바와같

신 이사야 9장 6절과,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

이, 위트니스 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계획

았거늘”이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9절이 양태론 입

또는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시간 안에서 움직이실 때에

장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도 각각 경륜 안에서 구별되는 움직임을 가지실 정도로 셋
사이의 구별이 존중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이러

삼신론이 세 위격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세 하나

한 이해는 다음의 발췌문에서 분명하게 선포된다.

님으로 종결된 것처럼 양태론은 신격의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아들이 오셨을 때 아버지는 끝났고 영이 오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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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일을 하셨다. 선택하시는

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십

일과 예정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이며 아들이

자가 위에서 흘려진 피가 아버지 예수의 피라고도 말할

나 영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선택하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

시고 예정하신 것을 깨닫는 데 주의 깊어야 하지만, 그분

고 말해야 한다(요일 1:7). 우리는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

은 그것을 홀로 하지 않으셨다. 삼일 신격의 아버지는 아

에서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

들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장로 훈

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같은 책, 112쪽)

련 (3)-이상을 실행하는 길, 110-111쪽)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위트니스 리를 신성한 삼일성의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일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

셋 사이의 영원한 구별을 부인하는 양태론자라고 주장하

에서 영과 함께 일하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들께서 아

거나 암시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

버지와 함께 영에 의해 그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본 것처럼,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에 대한 양태론적

또한 우리는 영이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그 계획의 일

관점을 분명히 부인하였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격 안의 실

을 하셨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같은 책, 112쪽)

재들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구별을 분명하게 확증했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지를 사용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하
셨고, 예정하셨으며,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에는 아무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위트니스 리가 양태론자가 아니

런 잘못이 없다. 또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고 구속을 성

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영원히 구별되신다는 것을 참

취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고

으로 믿는다면, 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라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이 우리를

는 제목 아래 제시한 여섯 개의 인용문처럼 말했는가?”라

선택하셨다거나 영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는 말할 수 없

고 반문할 수 있다. 이 질문에 합당하게 답변하기 위해, 우

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죄들을 위해

리는 먼저 여섯 개의 인용문 모두가 신성한 삼일성에 관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고도 말할 수

동일하게 중요한 또 다른 방면, 즉 하나님이 그분의 삼일

없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성 안에서도 하나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

사셨다고 말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공개 서한에

서 교회를 사셨다거나 구속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

서처럼 따로 분류된 여섯 개의 인용문이 양태론으로 보일

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셨다고는 말할 수 없다. 성경

수도 있다. 사실 위트니스 리가 말하려는 것, 즉 보다 큰 문

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교회나 영의 교회는 볼 수 없지만,

맥에서 여섯 개의 인용문 내용들이 분명히 말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볼 수 있다. 그렇지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하나(the

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oneness)라는 진리를 확증하는 데 있었다. 우리는 공개 서

로서 그분의 기능이 낳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책,

한의 서명인들도 이 진리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133-134쪽)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두 번째 단계인 성취의 단
계에서 아들은 모든 일을 이루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하나라는 진리와 위트니스 리

아들과 함께 영에 의해 성취하는 일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영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

우리는 하나님이 셋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신격 안

버지의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다만

에서 영원히 구별되는 실재들이심을 인정하는 한편, 또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영에 의해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

모든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또한 아

고, 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버지께서 육체가 되셨고 육체 안에서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하나님이 삼일(triune)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 그리

말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가

스도인들은 주님(모세에게 반향하여)과 바울이 각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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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다.

(막 12:29, 비교 신 6:4)”,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가 계시니(고전 8:6)”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한

위트니스 리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의 마음

분이시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믿음 안에서 간직해야 한다.

속에 숨겨져 있는 삼신론에 대한 관념과 자주 싸웠다. 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셋(three)이심을 이해하지만 세

의 책에는 삼신론을 분명하게 고발한 곳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three Gods)이라는 것은 단호히 부인한다. 역대로

여기에 제시한 몇 가지 예로도 요점이 충분히 파악될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다.

성 안의 한 하나님의 실재를 고백한다. 이것은 분명히 사
람이 이해할 수 없는 큰 비밀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지성

오늘날 어떤 근본주의 성경 교사들은 사실상 무의식적으

에 따라 혼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세 하나님이 계신다고

로 삼신론적이다. 이들 교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

서 구별되실 뿐 아니라 분리되어 계신다고 말한다. 우리

무나 강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삼일 하나님에 관해 자신

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구별되신다(distinct)고 말할

이 이해한 것을 점검해 볼 것을 독자들에게 요청한다. 여

수는 있지만, 분리되신다 (separate) 고 말할 수는 없다.

러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분리된 세 위격이라고 생각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분리시킬 수 없고, 영에게서

[12]

하는가, 아니면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 초기 교회 시
[13]

[14]

대 와 종교개혁 시대 에 그리스도인 믿음에 있어서 위
[15]

대한 교사들과 현 시대의 존경받는 신학자들 이 합당하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셋 모두 동
시 존재하시며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이다. (신약의 결론
―하나님, 39쪽)

게 확증하는 것처럼, 항상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서로 분명
하게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실 수 없다고 바르게 이해하

또 다른 큰 이단은 삼신론(tritheism)이다. 이것은 아버지

는가?

와 아들과 영께서 동시에, 분리되신 채 공존한다고 말한
다. 삼신론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상호내재를 무시

우리가 믿기에 이 질문은 삼일 하나님의 비밀이 말로 표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삼일 하나님을 세 하나님으로 분리

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

한다. 이것은 오늘날 만연해 있는 이단이다. 성경에서 오

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관념에서는 종

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하므로 많은 사람들

종 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잘못된 신앙인 삼신론 쪽으로

이 감히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는 것을 자백하지는 않지만

기우는 경향이 있어왔다. 사실상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다

그들의 마음 속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양한 형태의 양태론은 초기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에 대한 완전한 지식, 영문판 72쪽)

영이 분리된 세 하나님이라는, 이성적이지만 분명히 잘못
된 개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켈리 119). 하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참으로 하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

만 신성한 삼일성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더

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교묘한 위험 요소는 결코 양태론이라는 명백한 오류가 아

삼일성(Trinity)을 믿지만, 결코 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었다.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러한 양태론 이단을 반복해

다. 세 하나님을 믿는 삼신론(三神論)은 이단이며 우리는

서 물리쳐왔다.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믿음은 세 하나

그것을 유죄판결해야 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신격

님이 있다는 관념인데, 그런 관념이 많은 믿는 이들의 부

안의 아버지와 아들과 영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다.

주의한 생각, 심지어 기독 교사들의 방심한 생각 속에서

(요한 서신 라이프 스타디, 보급판 210쪽)

종종 암암리에 신봉되면서 오랜 세월동안 교회 안에서 유
지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삼일 하나님의 셋을 세 신

양태론이라는 명백한 오류는 비교적 쉽게 배척하고, 삼일

(gods)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삼신론의 그릇된 가르침을

성 안의 한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리도 믿음으로 진지하게

믿는다. 세 신이 있다는 가르침인 삼신론은 이단이다. 신

이해하지만, 그것은 분리된 세 위격 즉 분리된 세 하나님

격의 셋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신격의 셋은

이라는 단순화되고 숨겨진 개념으로 더 쉽게 대치되곤 한

상호 내주하시며 서로 안에 사신다. 이것은 상호 내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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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린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재적 조망, 107쪽)

이, 전통이나 개인적 정서가 어떻든 간에, 신격의 셋이 분
리된다는 관념을 인정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적
절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영께서 믿는 이들 안에 거하
기 위해 오실 때, 그 행동은 영의 행동으로 구별된다. 그럴

인용문 3과 6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오심과 내주하심이 아버지나 아
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

공개 서한에 있는 처음 여섯 개의 인용문에 대한 평가를

의 영원한 존재 안에서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시지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각 문맥에서 위트니스 리가 신격

만 분리되실 수는 없기 때문이다.[16] 그 셋이 구별은 되시

안의 셋이 분리된 하나님들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뒤엎으

지만 분리는 되시지 않는다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려 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용문 3과 6에서 이러한

쉽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합당하게 붙잡아

시도는 매우 분명하다.

야 할 신앙이기도 하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영께서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은 영과 떨어져 있
다는 인상을 준다. 그리스도인 독자들은 이러한 인상을 받

인용문 3

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고, 서명자들이 인용문 3
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사실은 바로 그들 자신도 이러한 인

삼일성에 관한 전통적인 설명은 매우 부적합하며 삼신론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위트니스 리가 부정하

에 아주 가깝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연결되실 때, 하

고 있는 것은 영이 아버지와 아들과 분리되어, 분리된 세

나님은 뒤에 남겨지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남아 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상이다. 그는 인용문 3에서 강하게,

시지도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뒤에 남겨지시고 그리

“하나님은 뒤에 남겨지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남아

스도가 보좌에 남아 계신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한

계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며, 영이 믿는 이와 연결될 때

위격이신 아버지가 또 다른 위격이신 아들을 보내어 구속

아버지와 아들이 영과 분리되신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아들이 또 다른 위격이신 영을 보

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이것은 셋 사이의 구별을 훼손하는

내신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분리

이 보좌에 계시는 반면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온다.

된 세 위격, 즉 분리된 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무효화 한

믿는 이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

다. 더 나아가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독자들이 이 인용

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침 받는다. 신격을 이렇게 분

문을 통해, 지금 영이 믿는이들 안에 계시므로 아버지와

리된 위격들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다. (생명

아들이 지금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위트니스 리가 부인한

메시지, 제3권 220-221쪽)

다고 이해하기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그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신격이
이러한 분리된 위격들로 쪼개진다.”는 잘못된 개념이지 아

인용문 6

버지와 아들이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이 아니다. 다른 곳에
서 위트니스 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분리된 세 위격이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실재, 한 위격이시다. (세 부분인 사

우리는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계실 때

람의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 52쪽)

또한 보좌에도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둘이 구별
은 되어도 분리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
는 신성한 비밀이다. 한 면으로, 신격 안에 있는 셋은 동

우리는 공개 서한에 서명한 이들이, 인용문 3에서 위트니

시에 존재한다. 다른 한 면으로, 그분들은 상호 내재한다.

스 리가 “삼일성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을 “상당히 부적합

그분들은 서로 내주하고 계시며 서로 침투되어 계신다…

하고” “삼신론에 아주 가깝다”고 규정한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도 계시

상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와 같

고 동시에 보좌 위에도 계셨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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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

다. 기껏해야, 위트니스 리가 위격이라는 용어를 신격 안

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시며 시공에 제한을 받지 않으

에 있는 구별을 묘사하기 위한 최고의 용어로는 좋아하지

신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25-26쪽)

않는 것을 따질 수 있을 것이고, 확실히 그러한 논쟁은 그
의 글의 여러 발췌문들에 근거하여 성립될 수 있을 것이

물질적인 영역의 논리와 달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들에

다. 종종 신성한 삼일성의 셋을 묘사하기 위해 위격이라는

있는 보좌에 계셨고, 또한 땅에서는 아들과 함께 계시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의 주저함을 표현하는데 있

아들 안에 계셨다(요 8:29; 10:38; 14:10, 20, 21; 17:23). 그분

어서, 그는 자주 신학자인 그리피스 토마스(현재 회장을

들은 확실히 구별은 되시지만 분리되실 수는 없다. 아들이

포함한 4명의 서명자들이 함께 가입되어 있는 달라스 신

계시는 곳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 계신다. 이

학교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가 이 단어의 사용에 대해

와 같이, 영은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에

설명한 것을 덧붙였다.

게서 분리되지 않고 거하신다. 이것이 위트니스 리가 인용
문 3에서 강조하는 중점이다.

세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고, 성경 해석을 위해
사람이 추가한 것이다. 셋―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세 하

이와 같은 강조는 인용문 6에도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

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달리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

은 분리된 세 위격이 아니며, 세 하나님도 아니다.” 공개 서

는가? 이 때문에 ‘세 위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이

한에 서명한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다.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설명하기 위해 ‘세 위

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의심한다. 그들은

격’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분리된 위격(separate persons)이나

다. 왜냐하면 세 위격은 실지로 세 분을 의미하기 때문이

세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옹호하기 원하는가? 그렇지 않기

다. 그러므로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 그리피스 토마스

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독자들도 우리가 묻는 것처럼,

(Griffith Thomas)는 그의 책 신약의 원리에서 신격의 삼

서명자들이 이 인용문을 왜 불쾌하게 여기는지를 물을 것

위일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썼다. “‘위격’ 이라는

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위트니스 리가 “그분들은 한

용어도 가끔씩 반대를 당한다. 인간의 모든 언어가 그렇

하나님, 한 실재이시다.”라고 말한 것에 서명자들이 이의

듯이, 그것이 부적절하고, 심지어 긍정적인 오류라고 비

를 제기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

난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확실히 지나치게 강조되

혔듯이,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히 기독교적이다. 하

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삼신론에 이를 것이다. …

나님이 한 분이시자 셋이시기 때문에, 한 실재이신 하나님

‘실질’(substance) 또는 ‘위격’(Person)과 같은 용어를 사

에 대한 믿음 또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용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단어들을 사람의 실질이나

또한 셋이신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삼일

인격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한 방면만을 나타낸다. 만일 우리가

진리와 체험은 신학 용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강력하게 주장한 바와 같이 그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는 세 위격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분은 또한 한 실재이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아마 “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한다면 그것

분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한 위격이시다.” 라는 위트니

은 삼신론이 될 것이다.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영

스리의 말에 걸렸을 것이다. 전통적인 사상은 삼일성의 비

―에 관하여, 10 11 W.H. 그리피스 토마스, <신학의 원칙

밀을 보통 “세 위격 안의 한 하나님”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

들: 39 개의 글들에 대한 소개>에서 인용함 [6판, 그린우

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된 그의 다른 책들을 통

드, S.C. 다락방 출판사, 1978], 31)

해 우리가 본 배경과 반대로 위트니스 리가 아버지와 아들
과 영이 영원히 구별되시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해될 수

세 위격이라는 용어가 가진 문제점은, 일반적인 어법에서

는 없다. 단지 위트니스 리가 인용문 6에서 셋이 하나의 위

그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세 인격을 가리키고, 세

격이시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양태론적 관점 안에

명의 분리된 존재를 암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

두려고 하는 것은 그 인용문의 출처인 문맥에도 어긋나고,

나님이 하나이시라는 방면의 진리에 위배된다. 위트니스

그의 광범위한 저술에서 드러나는 강한 증거와도 반대된

리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은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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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지만, 다음의 발췌문이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편리를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많은 복음 전파자들, 사역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은 무

인용문 1, 4, 5

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라고 믿고 있다. 그들이
배운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들
은 하나님께서 또한 세 분이시라는 사실에 당혹한다. 하

이제 인용문 1, 4, 5로 돌아가 보자. 공개 서한에서처럼, 이

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시다(마 28:19). 어떤 이들

인용문들만을 놓고 보면 독자들은 위트니스 리가 그의 가

은 세 인격 안에 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해왔다. 그러

르침에서 삼일성의 위격 사이의 차이점을 흐리고, 더 나쁘

나 성경에서 인격(Person)이라는 단어는 삼일 하나님과

게는 무효화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관련하여 찾아볼 수 없다. 달라스 신학교 창설자인 그리

알 수 있다. 우리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부

피스 토마스(W. H. Griffith Thomas)는 인격이라는 단어

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증명했기를 바란다. 그러나 위트

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삼신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니스 리가 아들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아들을 영과 동일

말했다. 인격이라는 단어는 신격의 셋을 묘사하기 위하여

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잠시 빌어올 수는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따른 교회

성경 자체가 평이한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

생활의 실행, 94쪽)

곧 인용문 1, 4, 5에서 위트니스 리가 해설하는 다음의 세
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사실, 그는 그의 사역의 책에서 세 위격이라는 용어를 빈
번히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 용어의 명백한 위험을 강조하
지 않을 때에 그렇다. 다음은 신격의 셋을 지칭하기 위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그가 이 용어를 사용한 많은 예 중 하나이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

모사라,

들이 세 하나님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분들은 셋이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사 9:6).

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들이 한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와 아들과 영이라는 세 위격이 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

섬기고 경배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분이 우리

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고전 15:45).

가 믿고 흠모하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삼일 하
나님―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관하여, 영문판 25-26쪽)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3:17).

이처럼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실행을 따르면서 세 위격
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위트니스 리의 분명한 예들이 있
다. 또 우리에게는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모아 놓은,

몇몇 신학자들이 삼일성의 위격들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한 위격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그의 인용문이 있다. 위격

지나치게 강조하여 때로는 위격들을 잘못 분리시키는 정

(person)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의 합당한 주저함과 그 용

도에까지 이르고, 아들을 아버지와 영과 동일시하는 성경

어 사용에 대한 그의 관대함을 안다면, 독자들은 인용문 6

적인 동일시를 이러한 구별들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반

의 내용에 있어서 위트니스 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발견할

면, 위트니스 리는 애초에 왜 성경에서 동일시가 이루어

것이다.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위트니스리의 참된 입장

지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거나, 나쁘게 말한다면, 무시하려고

신성한 영감으로 된 성경 본문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성

했다.

경 외의 다른 것이 진리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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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고 느낀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시를 말하는 것이

인용문 1 [문맥에서]

다름 아닌 성경이라는 점과, 이러한 동일시의 의미도 성경
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몇몇 신학자
들은 성경 밖의 신학적 체계를 적용하여, 위의 성경 구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대구(對句)는 이렇게 말한다.

에서 아들께서 아버지와 영과 동일시되시는 것을 부정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그 이름은…영존

다. 위트니스 리는 성경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과 그외의

하시는 아버지라…할 것임이라.” 여기에 언급된 아들이

다른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때 그러한 접근 방식에 결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참으로 분명하다. 그런데 그 아들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리신다. 이 절은 이해하기가

신학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쉽지 않지만 기록되어 있다.] 아들은 아버지라 불리시므

성경 밖의 신학 체계가 신성한 진리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

로 그 아들은 틀림없이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야 한다는 관점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신학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그분께서 아버지라고 불리시

아들과 아버지의 동일시와 아들과 영의 동일시를 부인하

기는 하지만 실지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고 말한다. 그

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

러나 어떻게 그분께서 아버지라 불리시면서 아버지가 아

들의 신학이 아들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마지막 아담

니실 수 있겠는가?…어떤 사람도 가까이할 수 없는 위치

(그리스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실 수 없고, 주 예수 그

에 계신(딤전 6:16)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께서

리스도가 영이실 수 없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오실 때 그분은 아들이시

은 그렇게 하려면 이 절들의 의미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

다. 따라서 한 아들이 주어지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영존

시해야 한다. 만일 지면이 허락된다면 여기에서 그에 대한

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로 이

다른 해석들이 제시되고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17] 이러

아들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5

한 다른 해석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없지만 그것들 모두에

년도 제1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영, 820-821

대한 기초는 분명하다. 이러한 해석들로 대표되는 신학은,

쪽)

아들이 어떤 식으로도 아버지와 영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
문에 아버지와 영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성

인용문 4 [문맥에서]

경 본문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며 이 절들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트니스리는 이러한 것을 받아

아들은 아버지이시고

들이지 않았다.

아들은 또한 영이심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위트니스 리의 진술이 성경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은 말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

에 근거함을 알려주는 인용문 앞뒤 내용들은 하나도 소개

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그 이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위트니스 리는 인용문 1과 4에서 이

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사야서 9장 6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트니

다. 이 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기’와 짝을 이룬다.

스 리는 인용된 두 부분 모두의 이전의 문맥에서 이사야 9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아들’과 짝을 이룬다. 그렇

장 6절을 인용한다. 두 인용문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성경

다. 그분은 아기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우리 모두

이시다. 베들레헴의 구유에 난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 믿어야 하는)이실 뿐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서명자들

셨다. 아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아들과

은 우리가 믿지 않기를 희망하는)라고도 불리심을 말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한 하나이시다. 아들은 영원한 아버

는 것이다. 우리는 각 인용문에서 위트니스 리가 의도한

지이시다. 이 문제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했지만 공개 서한의 서

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명인들이 생략한 인용문의 앞뒤 문맥을 아래에서 괄호로

되었는데…그의 이름은…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것은

묶어 추가로 제시한다.

아들이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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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 불리시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 절에서 말하는 ‘아기’
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이 절

위트니스 리는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에서 말하는 ‘아들’이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인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상호내재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10절 상반절에

말한 계시를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에 있는 말씀에 따라 아기가 되신 주 예수님이 전능하신

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하나님이심을 깊이 믿는다.] 그리고 아들이신 주 예수님

내재가 있다. 요한복음 14장11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은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주님은 아들이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

요 또한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삼일 하나님―아버지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

와 아들과 영―에 관하여, 영문판 18-19쪽)

버지가 아들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이 어떠한 비밀인가!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말씀하실 때

일단 우리가 위에 제시된 위트니스 리의 말에 대한 성경

아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그

근거를 알고, 또한 그가 말한 내용들이 전적으로 성경적임

분들이 서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하시는

을 깨닫는다면, 서명자들이 인용문 1과 4를 본문과 따로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신약의 결론―그리스

떼어 놓음으로 얻는 극적인 효과 중 일부는 상실된다. 그

도, 32-33쪽)

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
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어떤 방면에서 아버지

어떤 이들은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되시고 아들은 단지 아

라는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인식이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버지를 대표하신다고 잘못 생각해 왔다. 그러나 주 예수

아버지이신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위트리스 리가 여

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러 곳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와

말씀하셨다. 이것은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체현의 문제이

구별되신다는 동등하게 타당한 진리의 관점을 여전히 유

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어 계신다(골 2:9). 우리는

지한다. 우리는 위트니스 리가 “이 문장은 쉽게 이해될 수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본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여있다.” 즉 “이 문제를

체현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체현이신 아들은 아버지

충분히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

와 분리되실 수 없다. 그분과 아버지는 상호 내재의 방식

했다.”라고 했을 때 암묵적으로 그 구별을 인지하고 있다

으로 하나이다. (신약의 결론―그리스도, 34쪽)

고 믿는다. 어떤 이는 아들와 아버지의 동일시를 부정하는
해석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이 제거된 설명을 하고자 했을

아들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거나 아들을 그 영과 동일시하

수 있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성경이 확고하게 지지하

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때, 위트니스 리는 그가

는, 신격 안에서의 상호 내재의 실재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느끼기에 이 성경 구절들의 밑에 깔린 상호내재의 실재를

그 어려움을 설명했다.

신격 안에서의 하나에 대한 근거로 호소했다.[18] 아버지
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며 아버지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

아들은 영원히 상호내재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9장6절에

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

서 볼 수 있듯이, 때때로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시

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되신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확실히 구별되시는 아들은 영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

원하신 아버지라고 불리신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영원하

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신 아버지께서 거주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들을 보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

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참으로 아들이 계시고 참

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으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은 그분들 사이에 구별을 존

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내주하시고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

아들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는 의미에서 아들이 아버

하여 나를 믿으라(요 14:8-11).

지라 불리실 수 있고 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은 신격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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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명인들이 우리에게 인

어느 정도 인정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가 짐작하건

용문 1과 4의 출판을 중단하고 부인하라고 한 요구는 표

대, 공개 서한에 서명한 ‘70 명 이상의 복음주의 기독교 학

적을 잘못 겨냥한 것이라 믿는다. 그들이 실지로 요청하고

자들과 사역의 인도자들’은 이 성경을 중시한다.)

있는 것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를 전파하는 것을 중지하고 부인하라는 것

이 어렵고 축약된 문장을 놓고 다양한 설명이 있었다. 바

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분명히 거절한다.

울은, 그리스도와 그 영이 그리스도인의 체험 안에서 함

인용문 5에서 위트니스 리는 아들을 아버지와 동일시 할

께 기능을 발휘한다고, 즉 주님(그리스도)이 그 영의 사역

뿐 아니라 그 영과도 동일시 한다.

을 통하여(그분들은 여전히 구별된 두 위격이시지만) 우
리에게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ESV스터디 바이

인용문 5

블[Wheaton, Ill.: Crossway Bibles, 2008] 고전 3:17의
각주)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시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분은 또한

이 복음주의 학자들은 다른 가능한 해석으로 그들의 주석

주님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 그 영, 전능하신 하나

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여

님, 주님이시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명확한 계시

기서 그들은 그분이 “그 영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

www.contendingforthefaith.org/responses/booklets/

시는 한(그분들은 여전히 구별된 두 위격이시지만)”그리

triune.html)

스도를 그 영과 동일시하는 해석도 유효하다는 것을 처음
으로 시인했다. 확실히 이 해석은 위트니스 리와 같지는

그러나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않지만 매우 유사하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 영과 동일시

이 인용문의 본문 앞에 소개된 더 넓은 문맥에서 위트니

하는 관념을 허용한다. 위트니스 리처럼 그들도 성경이 이

스 리가, 참으로 주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영과 함께 하는

구절에서 “난해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을 이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주님이시라는 것을

해하는 한 방법은 아들과 그 영을 얼마큼은 동일시하는 것

인정하는 일련의 성경 구절들을 검증한다는 점이다. 우리

임을 깨닫고 있다.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가 이 단락의 서두에서 제시한 세 절은 위트니스 리가 검

영이 되셨고 또한 그분을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증한 것 중 일부인데, 그는 이 문맥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하는 위트니스 리의 방식은 아들과 그 영의 상호 내

제시한다.[19] 다시 말해서, 위트니스 리의 요점은 성경 자

재, 즉 상호 내재에 의해 그 둘이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나

체가 이러한 동일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서명인들은 공개 서한에서 독자들에게 이 점을 밝히지 않

반드시 견지해야 할 구별의 관점에서 그 구절들을 설명하

았다.

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잠
재적인 삼신론에 따라 그것들을 해석할 수도 없다. 이사야
9장 6절에 관해 위에서 말한 것(아들을 아버지와 전능하신

인용문 2

하나님과 동일시 한 것)에 더하여,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
담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신격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있는 나머지 인용

오직 한 생명 주시는 영만 계신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은 육체 되심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공개 서한의 서명인

을 추가해서 말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들에게는 아래의 단어들이 삼일성 안에 있는 구별을 무효

은, “주님은 그 영”이심을 말하고, 바울 서신의 전후 문맥

화 하거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삼위 각자가

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지시는 구별된 역할을 혼잡케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

그 영과 동일하시다는 인식은 바울 자신이 정당화 한 것이

에, 그들이 그 단어들을 보다 큰 맥락에서 떼어 놓았다고

다. 최근에 출판된 가장 최근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추정한다. 그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학문적 연구가 반영된 영어 표준역 스터디 바이블에서 바
울이 아들과 그 영을 동일시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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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2

주 예수님은 그분이 역사하실 때 아버지가 함께 역사하신
다는 것을 말씀하셨다(요 5:17). 이것은 구속하는 역사가

…신격 전체, 곧 삼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the

또한 아버지의 역사였음을 보여 준다. (같은 책, 234쪽)

entire Godhead, the Triune God, became flesh.) (하나
님의 신약 경륜, 235쪽)

그런 다음, 인용문 2와 다음 내용이 뒤따른다.

우선 순전히 논리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본문에서 떼어 놓

신격 전체, 삼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 준

은 이 인용문의 전후 문맥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이 여덟

다. 경륜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

개의 단어들(영문 참조) 안에 들어 있는 ‘신격 전체’와 ‘삼

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분은 ‘하나님-사람’으로 태어

일 하나님’ 이라는 표현 자체가 삼위일체 내의 구별을 내포

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사람’을 ‘아들-사람’이라고 말

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싶다. 위트니스 리가 신격 전체라고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사람’은 ‘삼일 하나님-사람’이다.

한 것은 신격이 단순하고 내적으로 평범한 실재가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셨

그가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그가 삼일 하나님을

다는 것을 믿는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사람’이시

언급한 것은 한 하나님이 셋이시라는 개념을 믿고 있음을

다.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삼십 년 동

가리킨다. 따라서 서명인들이 첫번째 제목 아래 있는 다른

안 삼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다. 이 삼십 년 동

다섯 인용문에서처럼 위트니스 리가 신격이 영원히 구별

안에 그분은 나사렛에서 대부분 목수이셨다. 그분이 목수

되심을 믿지 않는 양태론자임을 알리려고 이 단어들을 떼

일을 하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그곳에 그분과 함께 계셨다

어 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떼어 낸 인용문의 문장 자

(요16:32).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그

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인용문 자체는 위트니스

분은 모든 것을 영에 의해 하셨다(마 12:28). 그분은 놀라

리가 양태론자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운 분이시다. (같은 책, 235-236쪽).

위에서 보아온 그의 모든 사역의 책들의 내용으로 보더라
도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장의 이 부분에 있는 마지막 단락이다.

아마도 서명인들이 따로 떼어낸 이 여덟 단어들을 통해 독

나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하신 것은 다 아들 안에서 영

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한 것은, 자신들의 평가에 의하면 위

에 의해 하신 것이며, 아들이 하신 것은 다 아버지와 함께

트니스 리가 육체 되신 아들의 역할과 아버지와 그 영의

영에 의해서 하신 것이며, 영이 하시는 것은 다 아들로서

역할들의 구별을 혼동했다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본문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신격 안에

에서 따로 떼어낸 그 여덟 단어들만 가지고 위트니스 리가

있는 셋은 분리되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들은 본질적으

삼일성 안의 구별된 역할을 혼동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로 하나이시다. 경륜적으로는 신격 안의 셋이 연속적이시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이 단어들을 발췌한 장의 모든 지

지만, 본질적인 방면이 여전히 경륜적인 방면 안에 남아

면들을 읽지 않았거나 독자들이 그것을 읽기를 원치 않았

있다. 아버지의 선택하심과 아들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적

다.[20] 위트니스 리는 육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용하심은 모두 경륜적이지만, 이 경륜적인 방면 안에 본

계시에 관련된 여러가지 요점을 완전한 문맥에서 다룬다.

질적인 삼일성의 방면이 여전히 있다. 아버지께서 선택하

우리는 우리가 인용문 2에서 말한 것의 근거를 제시하도

실 때, 본질적인 삼일성이 또한 거기에 있었다. 아들이 구

록 필요한 요점 몇 개를 아래에서 인용하겠다.

속하기 위해 왔을 때, 또는 영이 적용하기 위해 올 때 본
질적인 삼일성이 거기에 있다. 성경 육십육 권의 결론인

마태복음의 시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요한계시록은 삼일성의 본질적인 방면과 경륜적인 방면을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 되셨는가를 말해 준다(1:18, 20).

모두 포함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계시이다. 우리는 본질

(하나님의 신약 경륜, 232쪽)

적이면서도 경륜적인 놀라운 분을 보았다. (같은 책, 238
쪽).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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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니스 리는 “잉태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

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으며,” “육체가 되신” 분이 참으로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

을 하시는 것이라…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히고 있다. ‘아들의 구속’이지 아버지의 구속이나 그 영의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구속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가 오래동안 믿어

일을 보았다. 이 일은 나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온 것처럼, 육체 되심의 구별된 행위자(Agent)는 아들이라

나는 결코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하

고 말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 그의 요점의 일부는 아들이

는 일은 무엇이든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와 나는 상호

육신 안에서 오셨을 때, 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

적으로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로 함

리 그 아들은 아버지와 그 영과 분리되시지 않았다는 것이

께 일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이 합병체임을 계시한다.

다. “신격 안에 있는 셋은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신성한 영광으로 영화롭게

은 육신 안에서 오셨을 때,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

되신 결과, 29-30쪽)

셨다.”(마 1:18,20) 그분이 무엇을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그
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하시는 일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

위트니스 리가 “신격 전체, 즉 삼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

하셨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다.”(The entire Godhead, the Triune God, became flesh.)라

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

고 여덟 개의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서이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시는 것이라”(요 14:10).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

서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그분은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하셨고 자기 자신의 통치가

운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요일 4:2). 그러나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우리는 또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재와 행하심에서 아버지와 그 영과 합병하셨다는 것을 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그러므로 아들이

해해야 한다. 그분은 신격 전체 즉 삼일 하나님을 그분의

육체가 되실 때, 그분은 신격의 셋 가운데 존재하는 상호

존재와 행하심 안에 합병하셨다(골 2:9). 그분이 육신 되셨

거함의 방식(상호내재)과 그분들이 하나로 함께 일하심의

을 때 삼일 하나님 전체가 그분과 함께 계셨고, 그분 안에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합병시키셨다. 그 후의 출판물

서 행하셨다. 위트리스 리도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확실히

에서, 위트니스 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명료

육체 되심의 주체이시지만, 자신의 존재와 행하심 안에서

하게 밝힌다.

아버지와 그 영을 합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영으로부터 아들

신성한 삼일성의 하나님은 하나의 합병체이시다(요

을 떼어 내는 것이고 그 셋을 별개의 인격들로 분리시키는

14:10-11).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그 존재와 하시는 일에서

것이며, 세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것이 우

합병체이시다.

리가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한 것이라
고 의심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복음주의 학자들이나 사역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상호 내재하심으로 합병되셨다. 이

의 인도자들이라는 서명인들의 지위가 어떠하든, 서명인

것에 관해서 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들과 똑같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10절)라고 말
씀하신다. 11절 상반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

인용 1부터 6까지의 본성에 관하여

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
하신다. 상호 내재하심으로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

위에서 보았듯이 위트니스 리는 양태론과 삼신론 모두의

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헛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믿기로 위트니스 리는
또한 자신의 가르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길을 추구하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하나로 일하심으로 합병체이시다.

고 또 찾아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그가 어느 쪽의 이단

10절과 11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

적인 가르침을 지지한다는 말에 설득되어서는 안 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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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독자들이 위트니스 리의 글에서 이 여섯 문장들을 따

위트니스 리를 깎아내리려는 그들의 의도에 동조하지 않

로 떼어 낸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보다는 좀더 공정하고 고

으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 우리는 위트니스 리에게

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이해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공

동의하거나 그의 사역을 받는 우리에게 동의하기를 요구

개 서한이 출판되기 훨씬 전에, 위트니스 리는 자신의 저

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한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이 위트니

서의 일부가 어거스틴(A.D.353-430)의 글처럼 문맥을 무

스 리의 저서들을 부당하고 비전문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시한 채 잘못 인용되어 그가 양태론자나 삼신론자인 것처

취급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이

럼 보이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는 삼일 하나님에 관해 많은 메시지를
전해왔다. 만일 그 메시지에 있는 어떤 문장을 문맥 밖으
로 끄집어낸다면, 내가 양태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
일 것이다. 그러나 또 어떤 문장은 문맥 밖으로 끄집어낸
다면, 마치 내가 삼신론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
이다. 물론 나는 양태론도, 삼신론도 가르치지 않는다.

신성한 삼일성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있는 어거스
틴(Augustine)은 때로는 양태론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때로는 삼신론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
와 아들과 성령이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양태론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
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셋―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한 삼신론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것, 즉 아들이 아버지라 불리신다(사9:6)는
것과 아들이 그 영이시라는 것(고전 15:45, 고후 3:17)을
계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지적할 때 우리는 양태론을 가
르친다는 거짓된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글을
공평하고 온전하게 고찰한다면 우리가 양태론도 가르치지
않고 삼신론도 가르치지 않으며 성경에 따라 삼일 하나
님에 대한 순수한 계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해질
것이다. (신약의 결론―하나님, 45-46쪽)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자신들 이전에 살았던 다른 이들
이, 어거스틴뿐 아니라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과 아타나
시우스와 카파도기아 교부들 및 삼위일체에 관하여 견실
한 정통 교리를 소유한 다른 교사들의 저서들을 취급할 때
범한 비슷한 잘못을 학자들로서 유의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공개 서한의 서명인들은 합당한 연
구를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자신들이 인용한 출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수했다. 우
리는 독자들이 그들의 심각한 잘못을 인식하고,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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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J. N. D. 켈리(Kelley),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Early

서 재 인용); 675년 7차 톨레도 공회에서 채택된 신조: “바로

C h r i s t i a n D o c t r i n e s r ev . e d . ) ( S a n F ra n c i s c o :

이 때문에 우리는 세 위격이 서로 분리되시지는 않지만 구분되

HarperSanFrancisco, 1978), 영문판 119-126쪽.

신다는 점을 선언하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규정한 대로 이 세 위격이 모두 인정되셔야 하지만 분리되셔서

[11] 다음 책자들을 참고하라.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33-34쪽,

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J. Neuner & J. Dupuis, 가톨릭 교회

45-47쪽, 58-61쪽, 진리의 변호와 확증 27-28쪽, 신약의 결

교리 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신앙 [5차 개정판, London:

론-하나님 35-36쪽, 신약의 결론-교회 451-453쪽, 청년들아

HarperCollisns Religious, 1991] 영문판 113-114쪽).

내가 너희에게 122-124쪽, 그리스도의 탁월성 84-85쪽, 장로
훈련 제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53쪽, 110쪽, 126쪽, 신성한 계

[14] 칼빈 외(1559년): “세 위격은 서로 혼동되지 않고 구분되신다.

시의 중심 노선 28-29쪽, 하나님의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전

하지만 서로 분리되시지는 않으며, 같은 본질을 지니시고, 영

달의 비밀 영문판 150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만한 지식,

원성과 능력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시다.”(프랑스인의 신앙 고

영문판 71-72쪽, 성경의 기본 계시, 27쪽, 주님께 유용한 그릇,

백 제6조, 기독교 신조에서 인용) [Philip Schaff 편집, David

영문판 157-158쪽, 생명 메시지 2권 127, 132-133쪽, 오늘날 주

S. Schaff 개정, Harper and Row, 1931, Grand Rapids:

님의 회복의 주요 항목들의 중점, 23-25쪽.

Baker Book House, 1983], 영문판 363쪽); 마틴 루터(1566
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하자. 곧 그리

[12] 이어지는 논의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공개 서한에서 문맥

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참

을 고려하지 않고 위트니스 리의 저술을 인용할 때 언급한 성경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고 세 실체가 있는

구절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분리되실 수 없다는 것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곧 세 사람, 세 천사, 세 아들, 세 창문이라

을 보여주는 더 많은 말씀들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도 서
로 다른 세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13] 터툴리안(2세기 경): “이것이 내가 선언하는 믿음의 원칙임

하나님은 그 실체가 그런 식으로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시지 않

을 항상 기억해 주기 바란다. 내 믿음이 증언하는 바는 아버지

는다.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신성한 본질만 있을 뿐이다. 더 이

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분리되실 수 없다는 점이다(‘교부들

상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탁상 담화, William Hazlitt 번

의 가르침’에 있는 ‘프락세이아스를 반박하며’ 9권, [John R.

역 및 편집, [London: George Bell and Sons, 1875], 영문판

Willis 편집, S.J.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6]

75쪽); 2차 헬베티아 고백(1566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문판 177쪽에서 재 인용);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4세기

는 광대하시고 분리되실 수 없는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인격

경): “간략히 말해서 신격은 개별적인 위격들로 분리되지 않는

이 서로 분리됨 없이, 또 서로 혼동됨 없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

다.”(다섯 번째 신학 연설-성령에 대해(The Fifth Theological

령으로 구분되신다는 점을 믿고 가르친다.”(16세기 개혁 신앙

Oration-On the Holy Spirit) 14 단락, 니케아 회의 및 그 후

고백에서 인용) [Arthur C. Cochrane 편집, Philadelphia:

의 교부들 시리즈 2권 [NPNF2] [Philip Schaff 및 Henry

Westminster Press, 1966], 영문판 228쪽).

Wace 편집.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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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VII: 영문판 318쪽에서 재 인용); 가이사랴의 바실(4세

[15] 아우구스트 H. 스트롱(August H. Strong): “성경에 아버지

기 경): “왜냐하면 세 위격에 대해 생각할 때 아들이 아버지와

와 아들과 성령의 상호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 위격

따로 떨어져 계신 것으로 이해하거나, 성령이 아들께로부터 분

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구분해 칭하지만 그 사이에

리되어 계신 것으로 이해하는 등 결코 단절이나 분리의 개념을

분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조직 신학 [Old

떠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신들 (Letters) 38번째 서

Tappan, N.J.: Revell, 1960, c1907], 영문판 333쪽); H. R.

신, 앞의 John R. Willis의 책 185쪽에서 재 인용); 암브로우스

멕킨토시(H. R. Mackintosh): “그렇다면 앞에서 주장한 것처

(4세기경):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구분이 있음

럼, 우리가 ‘위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엄밀히 말해, 세

을 견지하며 세 위격을 혼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분리됨

분이 분리된 의식 존재가 아님을 단언하면서도 서로 구분되는

이 없는 구분이자 복수성이 없는 구분이다.”(그라티우스에게,

실재가 있다는 점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딱히 좋은 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4:8, John R. Wills의 책 185쪽에

른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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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nburgh: T&T Clark, 1913], 영문판 524쪽); 루이스 벌콥

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죽은 것이나 영은….산

(Louis Berkhof):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것이니라”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것

한 인격이 있을 때, 구별되는 개별적인 본질도 있다는 점이다.

은 그리스도 자신이 내주하시는 것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생

모든 인격은 구분되는 별개의 개체이다. 그 안에 담긴 인간 본

략된 부분은 성경 본문 참조.] (신약에 있는 성령 [London:

성은 각각 개개의 본성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 서로 별개

Macmillan and Company, 1910] 영문 301쪽); W. H. 그

로 존재하거나 분리된 세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리피스 토마스(Griffith Thomas): “조심스럽게 이 진리의 두

속성에 있어서뿐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하나뿐인 신성한 본질

방면을 보존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서

안에는 다만 위격의 구분만 있을 뿐이다.”(조직 신학 [Grand

로 다르시지만 동일하시고, 동일하시지만 서로 다르시다.”(성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1941], 영문

령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6 (1913)] 영

판 87쪽); 루이스 스페리 쉐퍼(Lewis Sperry Chafer): “이 지

문 144쪽); 로레인 뵈트너: “우리가 기도할 때 주 기도문에서

점에 이르러 딱 맞는 적당한 용어를 찾을 수 없는 곤란함이 발

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 이것은 삼일성의 첫째 위

생한다. 위격들은 서로 분리되시지 않지만 구분되시기는 한다.

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 하나님이신 세 위격을

삼일성은 분리되어 존재하시지 않지만 세 위격이 연합된 상태

모두 지칭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

로 이루어진다. 서로 너무도 완전히 연합되어 한 하나님을 형성

다.”(신학 연구 [Phillipsburg, NJ: The Presbyterian and

한다.”(조직 신학 [Dallas: Dallas Seminary Press, 1947],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47] 영문 107쪽); F. F.

영문판 276쪽): 로레인 뵈트너(Loraine Boettner): “우리

브루스 (Bruce)는 골로새서 1장 27절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

가 신격 안에 구분되는 세 위격이 계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

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는 구에 대해 언급하며 “바

람이 서로 별개의 인격이듯 세 위격 각자가 서로에게서 별개

울에게 있어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내주하시는 성령은 실

로 분리되어 계신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아버지와

제적인 의미에서 같은 개념이었다(비교 롬 8:10-11). 물론 바

아들과 성령은 구분되실 수 있지만 분리되시지는 않는다. 왜냐

울은 다른 곳에서 다가올 영광의 소망 또는 보증으로 내주하시

하면 각자가 동일한 하나의 실체 혹은 본질을 소유하고 계시

는 성령을 제시하기는 한다.”고 말한다(골로새서, 빌레몬서, 에

기 때문이다. 세 위격은 워싱턴과 제퍼슨과 프랭클린이 나란

베소서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히 존재하듯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들은 서로 배어들고

CO., 1984] 영문판 86쪽).

침투해 계신다. 서로 안에 계시고 서로를 통과해 계신다.”(신
학 연구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17] 이 절들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참고하려면 ‘지방 교회들과 리빙

Publishing Co., 1947], 영문판 109쪽). 이외에도 수많은 자

스트림 미니스트리의 가르침에 관한 성명서’에 담긴 ‘신성한 삼

료들을 볼 수 있다.

일성에서 아들의 구별되심’을 보라 (www.lctestimony.org/
StatementOfTeachings.html#divine-trinity에서 볼 수 있

[16] 찰스 고어(Charles Gore): “거룩한 삼일성의 위격들은 분리할

다). 이 글은 복음의 확증: 지방 교회들과 리빙스트림 미니스트

수 없는 개체들이시다. 각자가 다른 위격들을 포함한다. 한 분

리의 가르침에 관해 (DCP Press, 2009), 15-22쪽에서도 찾아

의 오심은 다른 분들의 오심이다. 따라서 성령의 오심은 아들

볼 수 있으며 웹상에는 www.contendingforthefaith.com/

의 오심을 포함했음에 틀림없다.”(하나님의 아들의 육체 되심

eBooks/Concerning%20Our%20Teachings.pdf에 수록

[New York: Charles Scribner & Sons, 1891] 영문판 218

되어 있다.

쪽); 제임스 데니(James Denney): “여기(고후 3:17)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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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인의 실지적인 체험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

[18] 상호 내재의 교리는 결코 위트니스 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

도 자신 사이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상호 내재는 교회가 시작된 후로

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고린도후서 [London:

교회의 확증을 받아왔다. 아타나시우스: “결국 이 사람들은 뱀

Hodder and Stroughton, 1894] 영문 134쪽); H. B. 스위

의 독이 퍼진 것처럼 여전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읽은

트(Swete): “성령은 그분의 일하심에 있어서 실상 예수 그리

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스도와 동일한 분으로 발견되신다. 그러므로 성 바울은 ‘누구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이라고 하신 말씀을 폄

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

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마치 불경건한 마음 깊은 곳에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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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온 것처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 안에 담겨 있고, 아버지

은 내용이므로 독자 여러분이 전문을 읽어보기를권유한다.

가 아들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면서 말이다(아
리안주의 추종자들을 반박하며, 설교 III, NFPF2, 제 IV권 23,

[20] 이 장 전체를 http://www.ministrybooks.org: 하나님의 신

[필립 샤프 및 헨리 웨이스 개정. New York: The Christian

약 경륜 (God’s New Testament Economy) 21장에서 읽어

Literature Co., 1895], 영문판 393쪽); 포이티어의 힐러리

볼 수 있다. 1998년 4월 한국복음서원 발간.

(Hilary of Poitiers):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
들은 혼동을 느낀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이다…[이 분
들은] 서로를 담고 계신다. 그 결과 한 분은 영구히 다른 한 분
을 감싸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자기가 감싸고 있는 그분께 감
싸여 계신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난제이며, 아
무리 연구해도 신성한 존재의 이 상태에 대한 적절한 비유를 찾
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은 하실 수 있다.”(삼일성에 관해, NPNF2, 제IX권 [필립 샤프
및 헨리 웨이스 개정.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 1895, 영문판 62쪽]); 어거스틴: “그러므로 세 위격에서
두 위격이 서로 안에 계시고 모두가 각각의 위격 안에 계시며,
각 위격이 모두 안에 계시고, 모두가 모두 안에 계시며, 모두
가 하나이시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든 ‘거울을 통해 보듯 희
미하게 보거나 수수께끼를 풀 듯 끙끙거리며 보는 것이든’ 이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뻐할지어다. 보는 사
람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감사를 드릴지어다. 보지 못
하는 사람은 눈 먼 상태에서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경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할지어다.”(삼일성에 관해, NPNF2, 제III권
[필립 샤프 및 헨리 웨이스 개정. New York: The Christian
Literature Co., 1895], 영문판 103쪽); 죠지 불(George
Bull) 주교: “위격들은 서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
자가 지적했듯 셋 모두가 가늠할 수 없는 소재를 지니고 계신
다. 그 결과 한 위격이 어디 계시든 그곳에는 다른 두 위격도 계
신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 모두가 모든 곳에 계신다.”(니케아
공회 신조에 대한 변호 제2권 [Oxford: John Henry Parker,
1852], 영문판 652-653쪽); W. H. 그리피스 토마스: “우리가
신격 안에 있는 구분을 언급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
지만 구분이라는 말이 서로 분리된다는 뜻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구분은 극히 중요한 상호 내재나 포함을 함
축한다.”(신학 원리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930], 영문판 31쪽).

[19] 이 책자 전문은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고 인용문 5에서 제시된
바 있다. 독자들은 그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길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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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 측 진리변증-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생명나무’(the tree of life)라는 말은 성경의 처음 책인 창

“각주 296)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그리

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도의 모형이었다.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그를 모형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으로 묘사하는 생명의 상징이었다"(J. Calvin, Genesis I.

아래에서 보듯이 지방교회 측 회복역 성경 각주와 개혁 신

ET. J. King, 117(2:9)). 그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

학자들은 모두 <생명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밝

씀과 생명의 관계를 들어서 주석하고 있다. 또 그는 성례

히고 있습니다.

(sacramentum)의 첫 예로 불멸의 보증이었던 생명나무를
언급한다(IV.14.18). 이는 개혁파 주석에 정설로 자리잡았
1.

다. Heppe/ Bizer, 236-238 “(위 책, 244쪽).

회복역 성경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계 2:7).”

3.
창조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목적

“…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낙원 안의 생명나무 앞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신(골2:9)분으로

두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된 사람이

서 우리의 양식(창2:9, 3;22, 24, 계22:2, 14, 19)이 되신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존재 안에 받아 들임)으

여기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

로 그분을 살고 표현하기를 원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이러

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한 사상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6:57)라고 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

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박히

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 즉 교회

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 모든 백성을 양육하기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생명나
무를 먹는 것이었다(창2:9, 16)…” (회복역, 계2:7, 각주 6)

2.
개혁 신학자들 견해
"낙원의 생명나무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말했듯이 그리
스도의 모형이요, 성례전이다(각주 296).”(유해무, 개혁 교
의학,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0,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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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교회 생활을 찾아서(1)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혼란이 안타깝다. 나 자신도 그

16세기초 500년전 독일의 루터가 발견한 이신칭의 교훈이

흙탕물 속에 있지 않은가?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

지금은 일부 대교회 지향 목사들에 의하여 악용되어 값싼

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 혹은 그런 것 상

은혜로 복음을 팔고 사는 정도로 변질되었다. 그냥 오직

관하지 않고 그저 복받으려고만 하는 거짓교인들, 종교인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믿음이 강하게 발동되면 하나님

들, 얌체족들이 많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야 한다.

의 기적도 얻는다는 식이어서 말씀 순종 생활은 뒷전이 된
다. 땅에서 복받아 잘살아 보겠다는 요행심리와 잘 맞물

어떤 개신교 목사들은 알듯 모를 듯 막연하게 잘못된 것을

려 삼류 따라지 동물적 수준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개신교

어렴풋이 감지하지만, 먹고 살 생활난에 얽매여 그런 근본

인들이 많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범죄의 방법으로라도

적인 것에는 애써 눈감는다. 어쩌다 얻은 목사직책에 일종

세속적 복을 받아 누리려고 애쓴다. 강단에서 잘못 전하는

의 자부심까지도 느끼며 교만한 자세로 넥타이 매고 다니

메세지가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간다. 차라리 선행과 함께

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수많은 목사들

믿음을 가르치는 카톨릭은 그런 현상이 없으니 아이러니

은 목사 양산의 결과인지, 이런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한 일이다.

고민하지도 않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다.
개신교 오순절 주의 같은 데서는 교묘한 관념적 심리적 믿
카톨릭 신부들의 사정도 그럴까? 많이 다를 것이다. 개신

음 원리를 기도나 기적 출현 같은 것과 혼합하여 기복적이

교 목사가 나이들고 자녀들 성장하고 생활비에서 자유로

며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변질시켰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

울 때, 비로소 그 문제, 심각한 근본 문제를 다루어 보지만

주의 개신교도 성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기가 막히게 잘못되어 있는 현상에 아연 실색하고 고민하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는 목사들도 더러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이 도
움이 되면 좋겠다.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하면 목사가 목회에 성공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먹사가 되는 현실 환경 때문에 더욱 그렇다. 개
신교의 시스템이 나쁜 구조적 제도의 결함에서 오는 심각
1.

한 오류이다. 교회 키우기에 수단 방법이 고려되지 않는

카톨릭에서 개혁한 루터 이후의

다. 목회를 그만두고 가족과 함께 생존을 위한 다른 직업

개혁교회의 실패상

을 가지기가 불가능한 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식이 가난에 굶는 목사 아버지는 교인 쟁탈전에

카톨릭의 부패에서 고행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적극 끼어 들어 자기 교회의 헌금을 높이는데 전력한다.

구원받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치를 들어 개혁에 성공하여

그러자니 가난하거나 늙고 어리거나 헌금 능력이 없는 사

루터교, 개혁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회 등

람들은 교회 등록에 환영받지 못하나, 다른 교회에서 잘못

을 세워 보았지만, 개혁 이후 약 500년 지나는 지금 거의

하여 치리를 받아 나온 교인이 자기네 교회에 오면 대 환

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성경적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영하여 받고 어쨌든 헌금이나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데,

타락하여 부끄러운 짓거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라

그후 또 범죄하는 그 교인 때문에 교회가 박살이 나기도

는 종교의 이름을 쓰고 있으면서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 같

한다.

기도 하다.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그 유럽에서부터
몰락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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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대륙의 나라이든지 문화만 조금 다를 뿐 그 근본
문제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교
인 쟁탈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목사가 다른 생활비 버
는 직업이 있고 목회하면서 재정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소
신있게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목회하면 조금 나을런지 모
르나, 재정 방면 말고도 목사는 잘못할 소지가 많은 직책
이다.

목사는 그 직책상 제멋대로 육신이 이끄는대로 범죄하고
교회내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독재하기 십상이
다. 영성이 잘 준비된 좋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개신교
에 그런 영성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영적 교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절제하여 범죄하지 않고 윤리 도덕적
으로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는 정도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신교의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지방교회에서는 그 방면에 탁월한 말씀 해석이 있어서
성도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질 길이 열려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은 루터 이후 개신교가 실패
한 종교개혁의 부산물임이 밝혀진 셈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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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숨겨진 건전한 교회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재침례파가 있었다. 그들은

또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에 가정이나 어떤 숨어서 모일 수

카톨릭의 잘못을 좀더 자세히 온전히 강하게 개혁하고자

있는 지하 동굴같은 데서 모인 무리가 있었는데, 카톨릭의

카톨릭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행하기를 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후 지속적으

장하였으나 루터, 즈빙글리, 칼빈 등의 개혁자들은 미지근

로 모인 교회이다. 오늘날은 미국같은 데서 기존 교파교회

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당시 이미 형성된 그들

의 변질되고 타락한 현상을 떠나, 차라리 가정에서 성직자

교파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크게 약화되어 시

없이 신자들이 자유롭게 모여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모임

작한 교파의 존립 자체가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

이 늘어난다고 한다.

서 개혁파 교회들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재침례파의 사람
들을 심하게 핍박하여 마치 카톨릭이 자기네 개혁교회들

가정교회는 전에 중공의 공산주의 핍박하에 비밀리에 지

을 핍박한 것처럼 재침례파를 핍박하였다.

하에서 번져 나간 교회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중
국교회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중공의 핍박 속에서 가정교

그 결과 재침례파에서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

회로 작은 수가 비밀리에 모인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거

들은 소수 모임으로 핍박을 피하여 숨기도 하였으나, 그들

대한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익숙해 있지

중 일부이겠지만 신대륙 아메리카로 피신하여 그 존립이

않은 점도 있다. 사실 가정교회는 교파가 타락한 현대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메노나이트, 아미쉬 등이 그들이다. 또

도 장점이 많다. 미국같은 나라에 많이 생겨난다고 한다.

독일 진젠돌프 백작의 영향으로 건전한 모라비아 경건주
의 그룹이 있었다. 모라비안 신앙은 참 좋은 것이어서 영

그러나 가정교회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등에서 강변하

국 존 웨슬리도 구원받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한 종교적 열

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한계가 결정

심으로 인디언 선교에도 실패했었지만, 모라비안들의 신

적 문제이다. 이점을 워치만 니는 경계하였다. 가정교회는

앙을 보고 깨달아 알았으며 거듭남의 체험도 하게 되었다

핍박을 숨어서 견뎌내는 모임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같

하지 않는가?

다. 돈의 힘으로 핍박하는 현대 기독교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방교회에서 추구하는

그후 특이한 것은 1810년대에 영국의 존 넬슨 다아비에 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어렵지 않을까?

해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같이 고질적인 병폐인 성직자
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하여 다같은

'종들의 모임'은 강력한 영적 지도력이 있다. 일생을 독신

형제라고 주장하여 형제교회가 생겨났다. 거기서 영향을

과 무소유로 절대 헌신한 지도자들이 앞장 서서 전도하고

받기도 한 교회, 중국에서 지방교회가 일어나 다 한 형제

목양하는데, 그들의 생활이 무소유의 철저한 가난, 검소,

이면서 한 지방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성경

경건생활을 지향하기에 지금처럼 돈의 문제에 빠져 심각

원칙을 주창하고 실행하는 무리가 있다. 탁월한 성경 진리

하게 맘몬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난하

의 해석을 받은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손상되어 변질된 것

게 살면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신자들

을 원래의 것으로 회복하는 교회라고 하기도 한다. 이 교

은 독신과 무소유로 강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믿음으

회는 특히 주목하여야 할 교회라고 본다.

로 살아가는 남녀 종들을 직접 보고 대면하면서 신앙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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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함을 맛보며 산다. 신자들이 사랑으로 종들을 돕고

하지 않는다든지,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서로서로 돌보는

있기 때문에 상 파울로의 경우, 종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함

상호 목양한다는 방식이다. 탁월한 성경교사였던 두 사람

이 없이 산다고 할만하다. 여기서 종들은 외국에 여행가서

의 말씀이 자세하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대단히 심오하다

말씀을 전하고 오기도 하니 경제력이 뒷받침된다고 할만

고 할만하다. 오늘날 두 사람이 다 죽은 후에 그 제자들이

하다.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더 개발되고 파 헤쳐진 말씀의 해석
내용은 놀랄만할 정도로 심오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비
밀스런 내용들, 특히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예수님으로 사
람되심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처럼 되게,

독신 남녀 종들은 카톨릭의 종교화되었음을 개혁교회 식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바울의 진술처럼, 잘 정리된

으로 가르치고 교리 때문에 신부나 수녀와의 삶과 다르다.

설명은 탁월하다. 나는 이 교회처럼 높은 수준의 성경 해

그들은 기록 역사를 남기지 않는 전통이어서 오직 구전으

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석이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를

로만 내려 오고 있어서 기원이나 신조, 교리같은 것을 알

본 적이 없다.

아내기가 용이하지 않다. 잘 조직화된 카톨릭의 사제들은
성당 종교조직의 보호와 지탱해주는 안심할 보장과 혜택

성경해석이 대단히 수준이 깊기도 하지만 실행 면에서 애

이 있지만, 무소유 독신 종들은 오직 성도들이 은밀히 도

써 말씀이 구체화되게 힘쓰며, 개인으로 되지 못하고 교회

와 줌으로, 거처도 성도들이 자기네 집의 방을 제공함으로

로서 서로서로 몸의 각 지체로서 작용하고 섞여서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지낸다. 카톨릭에 비교하면 약하지만 외

거하시는 단체적 교회가 되어야 말씀이 실현된다는 점 등

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103년이 된 브라질에서 그들은 부

등... 수많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며 실행한다. 교회생활

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종들 2씩 함께 지내는 원칙

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 있다. 노쇠한 남종이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빨래하고 밥

붙들어 주어 성숙하게 한다는 것... 그들은 지식으로 머무

해 먹는다. 식사는 거의 신자들이 초청하여 대접하고 빨래

는 것을 경계하고 실제로 실행하도록 애쓰며 기도하며 가

는 세탁기가 다 해주는 시대이니 제공받은 방만 편리하게

르친다. 불행히도 이단 시비로 은근히 의심을 받게 교파들

되어 있다면 별 불편함은 없을 듯하다.

에서 경계하지만, 감추인 보화라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본 바로는 상 파울로의 독신 종들은 크게 궁핍하거

현대의 이단 시비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으니 혼란 가운데

나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도록 성도들이 적극 돕는다. 남종

있다. 교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지방교회는 실상은 이단

Aldo 에게 듣는 바로는 북쪽 시골에서 선교적 개척 교회

이 아니다.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고 얕은 정도로 밖에 모

를 여는 종들은 열악한 모양이다. 이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르는 카톨릭이나 개혁교회에서 소위 신화 사상같은 것을

십일조나 일절 헌금이 없다. 은밀히 서로 도와주는 사랑의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무지한 웃기는 일이다. 확

구제와 도움만 있을 뿐이다. 가정의 응접실에서 20명 정도

실히 하나님의 계시는 열어 보여 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매주 모이지만, 어떤 때는 60명 정도 단위로 차고같은 데

것을 실감한다. 지방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은 정

나, 가끔 어떤 더 넓은 장소를 빌려 모여 250명 정도 특별

말 놀라울 정도로 비밀스런 것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라

집회를 한다. 그들은 모여도 조용한 것이 특징인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야 시작 단계에 불과한 나 자신이지

아끼고 순종 실천을 중요시하며 독신 종들의 강력한 권위

만 얼마나 개혁교회의 수준과 다른 깊고 높은 수준인지 나

에 즐거이 복종한다. 장로교 침례교같은 교파들은 쇠하고

날이 알아가며 누리고 있는 중이다.)

망해도 종들의 모임 교회는 조용하나 강력히 지속될 것 같
다.

교파들은 교회 구조 시스템이 비성경적이어서 그들보다
더 목사가 횡포적으로 목회하여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지방교회'는 중국의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형제들의 사

실천적으로 이단적 요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권사, 안

역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형제교회'의 실행을 많이 가지고

수집사, 서리집사 등등의 직급같은 것들을 만들어 장로직

있다. 둥그렇게 모인다든지, 조직이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과 함께 돈으로 매관매직하는 것 같은 현대 개신교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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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치사한 정치를 일삼는 당회, 노회, 총회의 행태는 교회라
기 보다 무슨 흉악범들의 집단 같은 때도 있다. 어디 성령
론, 교회론, 말세론 등이 명확하게 정리된 신학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 불분명하게 두리뭉
실 얼버무려 가르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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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교회 생활을 찾아서(3)

3.
지하교회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로 가기 힘들며, 이웃을 진정으로 희
생적으로 사랑하게 하지 못한다. 결국 죄의 뿌리인 욕심에
무릎꿇는 결과를 가져 온다. 결국 죽어 패망하고 있는 것

세계 곳곳에 지금도 극심한 핍박 때문에 지하교회로 유지

이다. 결국 개신교는 목사제의 오류와 교회 조직 구조, 시

되는 교회들은 비교적 순수성을 지닌다. 그런 나라는 필연

스템의 결함으로 스스로 멸망해 간다.

적으로 비밀리에 모이는 가정교회식의 모임이다. 핍박 아
래에서는 자유세계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인 쟁탈전 같

5.

은 양도둑질이 필요하지 않고, 건전하고 좋고 강한 예수신

정리

앙으로 환란을 견디며 때로는 목숨을 거는 것만 있기 때문
에 바람직한 신앙이다. 단순한 신앙이지만 십자가의 구원

기독교 종교와 '교회'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고 주 안에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종교화된 기독교는 참 교회가 될

죽음을 불사하고 지켜 나간다. 십자군 전쟁 이후의 모슬렘

수 없었고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였다. 개신교를

권과 북한 공산권 아래에서 그렇다. 다만 지방교회같은 깊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구별하여 기독교라고 한다는데, 불

은 성경 이해가 부족하며 교회생활 실행이 유치한 것이 흠

행히도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 종교의

이라 할 것이다.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유대교같은 종교의 하나이다.
4.

목사제와 개교회 주의의 문제

개신교는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으나 성경대로 실행할 수
가 없는 구조와 제도에 묶여 있다. 성경을 깨닫는 것도 어

한국어로 기독교를 빈정거리고 비꼬는 말에 먹사, 병신도,

려운 일이라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곡해하는

개독교 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목사가 먹는 경제 문제에

경우가 많아, 여러 교파들로 나뉘어 신학적 싸움을 일삼는

과도히 집착하고 성욕의 노예가 되어 먹는 자, 먹사가 되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찢어 나뉘어 결코 하나로 될 수 없

고, 평신도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병신 짓을 하여, 결국 기

는 난제를 안고 있다. 현재 경쟁적으로 세력 부풀리기나

독교를 개같은 종교인 개독교가 되게 만들었다는 풍자이

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그 조직 형태가 약하여 강력한 카

다. 이것은 결국 목사 직책의 결함으로 온 것 아닌가? 목사

톨릭 구조에 대항하지 못하고 점점 카톨릭으로 바뀌어 가

가 잘못하면 병신도와 개독교가 되도록 만든다.

고 있다. 카톨릭의 독재성 중앙 집권제와 사제들의 독신
생활 헌신과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 등을 보면

목사도 참 이런 제도하에서는 올바로 일하기가 어렵다. 자

그것은 가공할 종교집단이 아닐 수 없다. 카톨릭과 개신교

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으로서 경제 문제가 심각

의 종교 경쟁 내지 종교 전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상

한데, 경쟁은 너무나 심하여 옆의 교회와 싸워야 겨우 생

대이다. 그러므로 현재 개신교는 카톨릭 앞에 무릎을 꿇어

존하게 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차라리 천주교 신부제는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개신교 각교회는 자기네 스스로
운영을 책임져야 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지독하게도 서

그러나 감추어진 소수의 참 교회들은 전혀 다른 형편이다.

로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개교회 주의는 개인주

그들은 영혼 구원과 참 신앙 구현에만 관심하지 세력 확장

의의 표현이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로 연결되는 것 같다.

이나 성장에 그다지 관심하지 않으며 순수 성경 신앙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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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다. 내가 이 시대의 성경적 교회 찾기에 발버둥친지

로 기대한다.(끝)

수년, 30년 넘게 미심적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적
어도 10년은 고민하고 5년은 직접 나서서 내 발로 찾아가
만나보고 현장 확인한 열매이다.

지방교회에서는 탁월한 수준의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공
유한다. 가정교회, 형제교회도 비교적 좋은 시스템을 가지
고 있다. 종들의 모임은 강력한 특공대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 조언하는 것은 종교화한 기독교를 떠나 가정에서 교
회 모임을 가지고 교회생활을 지향하라고 권하는 바이다.
그리고 지방교회에 연결하여 성경을 배우고 그들의 탁월
한 신앙을 배우라.

목사는 비성경적인 직책으로 판명난 그 옷을 벗고 세상 직
업에서 선하게 생활비를 벌어 가족을 부양하라. 성경을 깊
이 파악하라. 그대로 실천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 상
기한 몇 건전한 교회들의 실행을 참고하라. 일반 신자들은
더 이상 이용당하며 바보 병신도 노릇하지 말고 원래의 성
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성경적으로는 평신도가 아닌 성도
가 올바른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거룩하
게 살라. 형제교회의 역사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갈라 잘
못을 일삼던 관행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는 진리를 회복했던 것이다.

하긴 그 기독교 종교 안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일 것이다... 내 백성아,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계18.4).
성도는 우선 성경을 바로 배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아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올바른 믿음 생
활, 교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시작된다. 사탄은 진리를 비
슷하게 복사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글은 성경과 교회역사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재 성공적인 목사, 목회
자들에게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또 세뇌되어 있는 교인
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교회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
회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고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내 경험이 이 글을 읽는 사람
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교회'와 인간이
만든 기독교 '종교'를 다른 것으로 구별하여 볼 줄 알기 바
란다. 두서없는 간증문이지만 알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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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동시에 그분은 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사람이신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없는 삶을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그분을 따르는

33년 반의 삶을 사신 후,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
나사렛의 목수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여전히 또 다른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음도 그 분을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학자나 도덕적인 분,

에수님께서는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하시어

혹은 종교 혁명가라고 말합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신화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실수 있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분을 어디에서나 접촉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분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분은 역사적인 인물, 그 이상의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안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답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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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지금 바로,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 주소서.
주 예수님,
저는 바로 지금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제게 오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https://www.facebook.com/youngadultsofchurchi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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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의 회복에 관하여

이틀에 걸쳐 <주의 회복에 관하여>(위트니스 리, 한국복

안에, 당신 영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주 예수님은 우상

음서원, 1990)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 뒤에 ’90. 6.16’ 이

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라고 메모된 것을 보니 20여년 전에도 읽었던 모양입니

서 그리고 모든 만물 위의 머리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

다. 세월이 조금 흘러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저자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살아

의 부담이 만져졌습니다. 주의 회복, 주의 회복 하는데 도

계신 영이시다.”(53쪽).

대체 무슨 뜻인지…. 책 서문을 포함한 본문 몇곳을 인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사소한 교리들이나 실행들을 회복하기를 원치 않
으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 영으로 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회복을 단지 교리들이나

미암아 우리 속을 강건하게 해서 그 아들 곧 만유를 포함

실행들의 회복, 또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됨, 거룩한 생활,

한 분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내적 존재의 각 부분 안에 그

장로제도, 물 속에 잠기는 침례, 교회 생활의 다양한 측면

분의 거처를 만드시고 그분 자신을 완전히 정착되게 함으

등등과 같은 영적인 체험들의 회복으로 여긴다. 이것들이

로써 우리의 전존재가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히 넘쳐흐를

주의 회복의 항목들이긴 하지만, 중심 문제는 아니다.”(서

정도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언)

다.”(75쪽)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중심 되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되시

기독교계에서도 하나님의 표현,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인성 안에서 그분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긴 합니다. 그런데 주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갈망하신다…보이지 않으시는 하

의 회복은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나님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인간 바로 그 자체를 통하여

또 그 실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타내지기를 갈망 하신다.”(21쪽)

되고 변화된 우리의 ‘인성’을 통해 충만히 나타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주의 회복입니다.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

“기독교의 타락 속에서 이 생명의 문제가 상실되었다. 생

는 삼일 하나님>이란 표현이 이번 독서를 통해 마음 깊이

명의 문제가 상실되어 버린 한, 하나님의 표현이 떠나고

다가왔습니다.

없는 것이다. 주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표현을 회복하는
것이다.”(29쪽).
“천주교에서 복사(altar boy)였던 한 형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다. 그는 너무 기뻐서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그
가 주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갔다. 그
들은 그들의 벽에 걸린 예수님의 그림을 가리키면서, 여
러 세대에 걸쳐 그들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엌에서도 예수님을 가졌고 침실에서도 가졌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가졌으나, 그들 안에는 없었
다. 확실히 예수님은 벽에 걸리거나 조각되어지거나 그림
으로 그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님은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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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회복에 관하여

사역과 사역들
아래 내용들은 영문 싸이트 ‘공개서한’ http://an-open-letter.org 에
소개된 질문 응답 내용들 중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번역 소개한 것입니다.

(질문)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SM)는 본인들이 권위가

키는 모든 사역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있다고 주장하는가요?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위

유일한 역사와 다른 어떤 것을 세우거나 성취하려는 사역

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사역 이외에 자유롭게 포용할 수

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후, 라이프 스터디, #26).

있는 다른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지요?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르는 어떤 곳에서 현재 회복이 일어나고

저희는 귀하의 처음 두 질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동료 믿는 이)

드리도록,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LSM)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의 홈에 진술된 것처럼,
LSM 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위한 출판사입

(답변) 사랑하는 ‘동료 믿는 이’님께,

니다. 그러므로 그 기능은 지방 교회들 안에서 모이는 성
도들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그들의 사역물을 보급하는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

것입니다. LSM 은 교회들에게 그 출판물을 받도록 요구하

에, 우리는 먼저 ’사역’과 ‘사역들’ 이라는 용어를 짧게 설명

거나 혹은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그리스도인 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느낍니다.

술가들 혹은 교사들의 출판물을 읽는 것을 금지할 어떤 의
도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워치만 니와 위트니

저희가 ‘사역’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

스 리의 사역을 받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간증한 것처럼, 그

는 유일한 신약 사역을 가리킵니다(엡4:12). 반면에 ‘사역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역하기

들’은 이 유일한 신약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몸의 지체들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역은 유일한 신약 사역의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들입니다(고전12:5). 다시 말해 신

참된 일부이고 교회들 안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

약 사역은 오직 하나뿐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하는 단

지지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읽거나 읽지 말라고 할 어떤 규

하나의 목표만을 가집니다. 또한 몸의 각 지체는 이 유일

정은 없습니다.

한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의 각자의 사역을 가집니다. 위트
니스 리는 신약 사역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이라는 책

귀하의 마지막 두 질문이 제기한 요점들에 대해 우리가 여

에서 이것을 다음과 같은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기에 답변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 사역자들의 모든 개별적인 사역

주의 회복이라는 단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들을 함께 둘 때, 우리는 정당한 한 사역, 즉 유일한 신약
사역을 갖는다”(12쪽).

“우리는 주님께서 신약에서 계시된 진리들에 근거한 이 시
대의 합당한 교회 간증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날 움직이

귀하는 또한 지방 교회들 안에서 모이고 있는 성도들이

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생명이신 그리스

“위트니스 리나 워치만 니 이외의 사역들”을 받을 수 있는

도에 대한 참된 체험과 그분의 몸의 모든 구성원들의 기능

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위트니스 리가 이 질문에 최

발휘와 믿는 이들 사이의 실제적인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

고의 답변을 했다고 느껴서, 그가 이미 했던 교통을 기쁘

역사하고 계신다.”

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유일한 사역을 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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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방 교회들과 함께 모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

(Q) Does LSM ministry claim to be authoritative? Could

들이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몸을

there be other ministries apart from the work of Lee

건축하기 위해 기능을 발휘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

and Nee that the saints in the local churches are free to

던 하나의 간증(요17:21)을 짊어지는 것 안으로 들어가려

embrace?(a fellwo believer)

고 분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모두가 주님
께서 오늘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항목들임을 확신하며, 이

Is the process of recovery exclusive to the local churches,

사이트 다른 곳 http://an-open-letter.org/#alordsrecovery

not including the history of recovery? I mean is it possible

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보시도록 귀하

that recovery is currently happening elsewhere, unknown

를 초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to the saints in the local churches?

사역이 동료 믿는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항목들을 깊히 체
험하도록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 Dear Fellow Believer,
“그러한 회복이 지방 교회들 안의 성도들이 모르는 곳에
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Thank you for your post. In offering a response to your

저희는 참으로 지방 교회들과 접촉해 왔고, 참으로 전에는

questions, we feel it may be helpful to begin by saying a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word concerning the terms “the ministry” and “ministries.”

있는 믿는 이들의 단체들과 접촉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례
들 안에서 지방 교회들 가운데서의 교제는 증가되고, 교회

When we speak of “the ministry,” we are referring to the

들 사이의 하나의 간증이 성도들의 양심 안에서 확고해지

unique New Testament ministry to build up the Body of

고 있습니다.

Christ (Eph. 4:12). When we speak of “ministries,” we are
referring to the services that the members of the Body

우리는 오늘날 지방 교회들 안에서 증가되는 풍성과 생명

render to God to carry out the unique New Testament

과 기능과 하나에 대한 충만한 체험을 누리고 있고, 주님

ministry (1 Cor. 12:5). In other words, the New Testament

의 회복의 일이 온 지구상에서 전진하도록 다른 분들과 우

ministry is uniquely one and has only one goal, the

리의 체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and each member of

께서 그분의 회복의 일을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에

the Body has his or her respective ministry as a part of

이를 때까지”(엡4:13) 계속되게 하소서.

that unique ministry. Witness Lee offered this succinct
statement in his book The Ministry of the New Testament
and the Teaching and Fellowship of the Apostles: “Likewise,
when we put all the individual ministries of the New
Testament ministers together, we have just one ministry,
the unique ministry of the New Testament” (12).
You have asked if saints meeting in the local churches can
receive “other ministries apart from the work of Lee and
Nee.” We feel that Witness Lee answered that question best,
and we are happy to offer his fellowship here:
“We accept all ministries that are accomplishing the
unique ministry for God's operation. But we cannot
accept a ministry that is seeking to establish or accomp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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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different from God's unique operation.” (Life-

usher fellow believers into a deepening experience of these

study of 2 Corinthians, 226-227)

things.

As a further response to your first two questions, we would

As for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that recovery is

also like to clarify the role of Living Stream Ministry

currently happening elsewhere, unknown to the saints

(LSM). As is stated on the home page of this site, LSM

in the local churches,” we have indeed come into contact

is the publisher of the ministry of Watchman Nee and

with local churches and with groups of believers who

Witness Lee. As such, its function is to make their ministry

are enjoying the Lord’s work of recovery and who were

available to the saints meeting in the local churches and to

previously unknown to us. In such cases, the fellowship

the general public. LSM has neither the intention nor the

among the local churches is increased, and the testimony of

authority to require the churches to receive its publications

the oneness of the churches is confirmed in the consciences

or to forbid the saints in the churches from reading the

of the saints.

publications of other Christian writers and teachers. The
saints receive the ministry of Watchman Nee and Witness

We believe that we are enjoying an increasingly rich and

Lee because, as many have testified, it ministers Christ

full experience of life, function, and oneness in the local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Therefore, it is a

churches today, and it is our joy to share our experience

genuine part of the unique New Testament ministry and is

with others in order that the Lord’s work of recovery may

well received by the saints in the churches, but there is no

advance throughout the earth. May the Lord continue His

regulation as to what the saints can and cannot read.

work of recovery “until we all arrive at the oneness of the
faith” (Eph. 4:13).

Your final two questions bring up points that we are also
glad to address here. The section of this site that discusses
the Lord’s recovery states,
“We believe that the Lord is moving today to recover the
proper testimony of the church in this age based upon the
truth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To this end He is
working to recover the genuine experience of Christ as
life, the function of all the members of His Body, and the
practical oneness among the believers.”
We believe that many Christians not meeting with the
local churches are striving to enter into the experience of
Christ as their life, to function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and to bear a testimony of the oneness for
which our Lord prayed (John 17:21). It is our conviction
that these are all matters that the Lord is seeking to recover
today, and we invite you to explore each of these items in
more detail elsewhere on this site(http://an-open-letter.
org/#alordsrecovery). It is also our earnest desire that the
ministry of Watchman Nee and Witness Lee will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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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

오늘 아침에는 새 예루살렘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인

하고 상종도 안 하려 하지만, 주님은 세 번씩이나 공개

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 했습니다(계21:9-10, 4:11).

적으로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
며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요21:1-15). 사람들은 남을

마귀의 자녀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못난 사탄만 표현하던

죽여 자신이 사는 길을 찾지만, 주님은 자신이 죽어 남

우리가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할 운

을 살리는 길을 가셨습니다.

명을 가졌다는 것은 어떠한 영광의 소망인지요(골1:27, 요
일3:9-10, 살후2:14).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본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천당이나 금 덩어리 집에 살게 하기 위함

을 본 것입니다(요14:8-9).

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거듭나고, 변화
받고, 맏아들의 형상을 본 받고, 영화롭게 해서 새 예루살
렘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롬8:29-30, 계3:12,

2. 교회는 '시간 안에서의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입니

21:9-10, 고후11:2).

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때로는 자신과 환경을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라보고 잠시 낙심하셨을 지라고 이런 복된 소망을 생각

(엡1:22-23). 그러므로 교회는 역대로 거듭나서 하나

하고 무릎에 힘을 얻어 이 좁은 생명 길을 계속 함께 갈 수

님의 자녀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원함이요 사도 바울의 원

포함합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표

함이기도 합니다(요14:1-2, 고후3:18, 4:1).

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한 몸의 지체들로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고전12: 1427, 롬4-21).

1. 예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표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들인 교회 안에서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하나님의 나타남-이 대대

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습니다(요

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엡

1:18).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3:21).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남이지만 지금

의 나타남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주

부분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십니다.

님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요일4:10). 다른 사람

아직 충분한 변화가 부족하여 실생활 가운데 '빛과 어

들은 약점을 잡아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 했지만 주님

두움' '사랑과 미움' '의와 불의'...가 섞여 나타나지만

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지혜로 그 여인을 살

우리 하나님은 이로 인해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리려 했습니다(요8:12). 사탄은 죽이려는 자요, 하나님
은 살리는 분이십니다(요10:10, 고전15:45).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온 존
재인 영과 혼과 몸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도

사람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멀어져간 사람들을 괘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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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히2:10, 딤후2:10, 벧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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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고전2:7, 계21:7).

(her light was...even like a jasperstone)(계21:1011).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의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4:11에서는 요한이 보좌에 앉으

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 하나님의 모양을 새 예루살렘과같은 모양인 벽옥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으로 묘사한 것입니다(one sat on the throne...look

(롬9:23). 그리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upon like a jasper).

눈에 각 지방의 교회들은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인
금등대들이기 때문입니다(계1:20).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을 가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인 영광이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또 몸밖으로 충만히 나타나도록 수건을 벗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얼굴로 날마다 주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서 우리를 맏아들인 자신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고 계

것입니다(고후3:18).

시므로 이러한 구원의 최종 모습인 새 예루살렘이 하
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
니다(창1:27, 고후4:4, 갈4:19, 요일3:2, 계21:9-11,

3. 새 예루살렘은 영원 안에서의 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

4:11).

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진짜 광물질인 금, 진주, 보석이 결코

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어린양이

자들을 통해 먼저 성취되고 영원 가운데 모든 선민들

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며, 이기는 자인 사람들

을 통해 성취 될 것입니다(계3:12, 21:9-10). 우리 모

로 이뤄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계21:9-10, 3:12).

두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영원토록 단체적으로

만일 믿음생활의 최종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것입니다(엡1:12).할렐루야!

언젠가 들어가 살 무슨 큰 저택으로 생각한다면 대단
한 착각이며 잘못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역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이뤄
지고 있는 것이지 우주 공간 어디에다 별도의 공사판
벌려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엡2:22, 벧전2:4-5).
킹제임스 성경이 요14:2에서 아버지 집의 '거할 곳'을
'mansions' 또는 '대저택'으로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마
치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외에 우주 공간 어디에 무슨 큰
집이 있는 것처럼 오해케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
다(딤전3:15, 엡2:19, 히3:6).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성격을 한 마디로 어린양
의 신부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신부
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고 말하고
(that great city , the holy jerusalem ...having the
glory of God) 또 그 성의 빛이 벽옥 같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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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적인 하나님의 표현

아들의 자격인가,
양자인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간격을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에서 아들의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아들의 자

하는 어떤 신학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격(sonship)으로 번역합니다.[1] ‘휘오데시아’를 아들의 자

있지만, 그것은 오직 법적인 입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격으로 번역하는 것은 비록 휘오데시아 에 담긴 ‘한 과정’(a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

process)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반영 하지는 못하나, 아들

지 관계에서 볼수있는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요15:5)을 사

이 되는 영속적인 지위라는 의미를 전달함으로 더 났습니

실상 부인하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

다. 이 논문은 ‘휘오데시아’ 라는 단어의 의미와 용법 그리

들(골3:4, 요일5:11-12)을 사람 밖에만 머물러 계시게 하는

고 이런 일이 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신성하고

신학일 뿐입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논문의 저

유기적인 한 과정 통해서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자는 ‘휘오데시아’라는 성경 용어가 잘못 번역되고 그 결과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원문의 성경적인 의미가 크게 오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합
니다.

'휘오데시아'라는 말의 의미와 용법
참고로 아래 내용은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혹
시 번역 용어나 문맥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원 출처 (확

‘휘오데시아’ 라는 말은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라는 명사

증과 비평지, 2000년 10월호 http://www.affcrit.com/

와 ‘두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티떼뮈’로부터 파생된 ‘떼쉬

pdfs/2000/04/00_04_gl.pdf)를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라는 두 부분으로 이뤄진 복합어입니다. 그러므로 ‘휘
오데시아’는 문자적으로 어떤 사람을 아들로 세우다 혹은

신약에서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 간의 관계의 본

어떤 사람을 아들의 위치에 두다 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이들이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

의 번역가들과 사전 편찬자들은 ‘휘오데시아’ 를 정의할 때

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실재들을 체험하는데 큰 영향을

인간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상황 속에

줍니다. 이러한 관계의 원론적인 특징은 믿는 이들이 하나

서 양자는 어떤 이를 아들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

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상에 있습니다(롬8:14, 갈3:26). 그리

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단어를 “양자”(adoption)로 번역하

스도인들은 이런 사상을 일반적으로 받아 들이지만, 어

고 또 정의합니다.[2] 영어에서 ‘아들의 자격’(sonship)은 아

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이

들의 지위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이런(Byrne)이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의 부족은 신약에 있는

지적한 것처럼, 이 단어는 “영속적인 지위라는 인상을 정

휘오데시아 라는 단어의 번역에서 일부 유래합니다..

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양자”라는 말보다 더 좋습니다
(293). 아들의 자격이 비록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휘오데시아’라는 단어(문자적으로, 어떤 이를 아들로 세

전달하지 못하나, 헬라어 의미에 근접하고 특히 성경의 계

움)는 신약에 다섯 번 나옵니다 (롬8:15, 23, 9:4, 갈4:5, 엡

시라는 빛 안에서 볼 때 양자보다 더 낫습니다.

1:5). 다수의 영어 번역본은 이것을 양자 (adoption as sons)
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이 유감스러운 이유는양자

휘오데시아 는 신약 성경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adoption)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권 독자들에게 어떤 사

않았으며[3], 그러기에 그 단어는 초기 교회를 위하여 더

람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인상을

큰 의미로 다가 옵니다. 로마서 8:15, 23, 9:4, 갈라디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번역은 대안으로 그것을 영어

4:5, 에베소서 1:5를 함께 두고 보면, 휘오데시아가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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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자격인가, 양자인가?

하심(예정)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으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장래 어떤 시점에 그렇게 말해질)로 간

한 과정을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주되어야만 하는 구절들은 신약에서 성취될 신성한 아들

법적인 절차

의 자격에 대한 약속들로 해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롬

어린 아이들이 존재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출생을

9:26, 고후6:18, 히1:5, 계21:7). 따라서 이러한 구약의 인용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출생 했으면, 사람은 한 가족

구절들은 신성한 입양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창조 안에서

안에 한 아들로 세워지거나 또는 아들의 위치 안에 넣어질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그분

수 있을 뿐이고, 양자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낳아진 가정

의 생명과 본성 안에서 몫 (sharing)을 갖게 하시려는 그분

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이전에 나온 문

의 열망을 반향한다고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은 독생

학 작품 속에서 양자가 언급될 때, 그리고 대부분의 묘비

자께서 육체되심 (성육신) 이후에야 성취될 수 있었는데,

명들에서 ‘휘오데시아’는 실제적인 양자의 의미로 쓰였습

그분은 인간생활과 죽음을 통과하신 후 부활 안에서 하나

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이미 태어난 한 아들인 어떤 사람

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을 다른 어떤 사람의 아들로 만드는 법적인 절차를 가리키

그분은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고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

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시려고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입양

‘믿는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말에 직면할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롬

때, 그들은 이런 일도 양자라는 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어

8:19)인 믿는 이들의 완전히 자람과 성숙 안에서 완결되는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생겨납니다.

비록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휘오데시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구약 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유기적인 과정

이라는 관념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간주됩니다(출4:22, 신14:1, 32:19, 사

믿는 이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 ‘아들의 자

63:16). 이에 더해 종말론적이고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백

격’이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은, 신약 성경 여

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웠고(호1:10), 다

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휘오데시아 ‘ 가 언급된 다섯 사

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삼하7:14, 시

례들을 함께 놓고 보면, ‘휘오데시아’가 하나의 과정임이

2:7, 89:26-27참조). 헬라어 비문들과 인간 사회의 입양 절

분명해 집니다. 이 과정은 믿는 이들을 아들의 자격에 이

차 속에 나오는 휘오데시아의 용법에 근거하여, 제임스 스

르도록 예정한 에베소서 1장 5절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9

코트 (James Scott)같은 저자들은 이러한 구약의 참고 구절

장 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약에서 이 아들의 자격은 이

들 특히 출애굽기4:22, 사무엘 하 7:14를 신성한 양자됨의

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특권 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

사례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7:1를 “너는 내

장 5절에 따르면, 신약에서 이 아들의 자격은 구속된 믿는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한 시편2:7과 함께

이들이 받는 것이며, 이것은 로마서 8장 15절이 말하는 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신성한 양자됨 (adoption) 이

들의 자격의 영을 영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끝으로 로마

라기 보다는 신성한 출생(begetting)의 약속으로 보아야만

서 8장 23절에서 믿는 이들은 아들의 자격, 곧 명백한 하

합니다. 일부는 이것을 근동 지역 문화로부터 차용된 대관

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의 완결이며 성숙(maturation)인

예식으로 간주하나, 신약의 저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께

그들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브렌든 바이런

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심을 가

(Brendan Byrne)은 로마서 8장에서 ‘휘오데시아’의 현재와

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장래의 방면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함을 지적합니다(만일
‘휘오데시아’를 양자로 본다면). 이것은 “현재는 그영에 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해 증명되는(15-16절) 참되지만 감취어 있는 ‘휘오데시아’

불리운 구절들은 그분의 창조 (행17:28-29참조)와 이스라

의 지위 그리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맏아들의 신체적

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되심을 암시하는 것

인(bodily) 부활 (29절, 빌3:20 참조)을 공유하게 될 그 때

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혹은 다윗의 후손

에 있게 될 이 지위에 대한 공식적인 계시”(293)라는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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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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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20:17), 하나님의 상속자들 (롬8:17, 갈4:7)로 이어집니
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
셔서(imparts) 그들을 새 창조이자 (고후5:17, 갈6:15), 참

[1]

예를 들어서, 버클리 역본(the Berkeley version )에 있는

으로 그분의 진짜 자녀들((very children) (요1:12참조)로

다섯 구절 모두와 NIV, RSV와 예루살렘 성경(Jerusalem

만드심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거듭날 수 있으며(아나겐나

Bible)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

오(313), 벧전1:3, 23, 팔링게네시아(3824) 딛 3:5), 다시 태
어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고 (겐나오(1080) 아노덴

[2]

라틴어 ad-opto 에서 파생된 adopt 는 “우연히 하나를 취하

(509) 요3:3), 물과 그 영으로 날 수 있습니다(5-6절). 하나

다, (아이의 위치에 있는) 하나를 취함”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님께서는 신성한 출생에 의해 진짜로(genuinely) 아들을

어근의 의미에 있어서 라틴어는사실상 헬라어에 매우 근접해

낳으십니다(begets)(요1:13, 요일2:29, 3:9, 4:7, 5:1, 4, 18).

있다. 그러나 adoption 이라는 단어가 현대의 독자들에게 전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조에(2222) 요3:16, 요

달하는 개념은 법적인 절차라는 의미이다.

일5:12-13)을 영접하며 신성한 본성(휘시스(5449), 벧후
1:4)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라심으로 자라서

[3]

신약성경 이전의 용례에서, 그것은 대부분 B.C. 2세기까지의

(골2:19, 벧전2:2, 엡4:15-16참조) 완전한 성장 혹은 성숙

비문들 안에서 발견된다. 이들 비문들에서 그 단어는 양자되는

(텔레이오스(5046)-골1:28, 4:12, 히5:14, 고전 14:20)에 도

법적인 절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곤 했고, 그것은 인간적

달합니다.

으로 어떤 사람이 아들의 위치 안으로 세워지거나 혹은 넣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다.

‘휘오데시아’ 용법과 믿는 이들의 체험을 묘사하는데 사용
된 단어들은 ‘아들의 자격’이 법적인 절차라기 보다는 유기
적인 한 과정임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대부분의 번역자들
이 암시하고 주석가들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믿는 이들이
단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인
상을 주는 것은, 재 창조(re-create)를 하실 뿐 아니라 하나
님의 신성한 생명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생명
과 본성 안에서 그분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약성경 안에 있는 단어의 용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논문 저자 : 로저 굳(Rog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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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5의
‘휘오데시아’의 바른 의미
1.

에베소서 1:4-5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세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우신 그분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본문에서

'휘오데시아' 용례

이중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4절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고, 5절에
의하면 우리가 “휘오데시아(υΐοθεσίαν, 5206)”가 되는 것입

사도 바울이 엡1:5에서 사용한 ‘휘오데시아’는 이 서신이

니다(개역성경은 이 휘오데시아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쓰여질 당시인 로마 시대의 전문 법률 용어로서, “어떤 사

하셨으니’로, 한글킹제임스성경은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람에게 전에는 갖지 않았던 아들(sonship)로서의 모든 권

것’이라고 번역함).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을 함께 묶

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반론자

어 사람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께서 가정했던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궁극적 목적의 시

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

작”이라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원의 관점에서의 구속, 새 생명으로 거듭남, 영적 생명의

단어의 그 당시 용례는 아들로서의 모든 법적 권리와 특권

성숙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을 즉각적으로 부여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명한 헬라어 언어학자들인 빈센트는 그의 Word

그것은 엡1:5의 ‘휘오데시아’가 다수의 영어 역본들에서

Studies(Vol 3)에서 입양된 사람이 갖는 권리들 중 하나

‘adoption’(입양)으로 번역된 것을 근거로, 비록 입양 후

로 (로마)시민권을 예로 제시했고(91쪽), 웨스트도 그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

Word Studies(Vol 1) 에베소서 36쪽에서 휘오데시아를

드시는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지라도 5절은 “그

“places him in a legal position as an adult son (huios)” (장

궁극적인 목적의 시작인 입양 ”만을 말함으로 “시작의 의

성한 아들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미를 목표의 의미로 읽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 있습니다. 따라서 휘오데시아 자체가 “아들의 시작만”
을 의미한다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로마

따라서 엡1:5 본문이 말하는 예정의 내용인 “휘오데시아”

서 8:23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말함으로

가 입양 즉 “아들의 시작의 의미” (영적인 거듭남?)인지 아

양자가 사람의 영의 거듭남만이 아닌 (혼의 변화와) 우리

니면 그러한 거듭남의 단계에서 더 전진하여 <영적 생명

몸의 구속까지를 포함함을 암시합니다.

이 성숙한 단계>까지를 말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
가 있게 되었습니다.
2.
구속의 목적으로서의 휘오데시아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을 근거로 엡1:5에 언
급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내용인 ‘휘오데시아’는 사람의
거듭남은 물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

명의 성숙까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법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휘오데시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4:45).
엡1:5에서 쓰인 ‘휘오데시아’ 라는 같은 단어가 구속의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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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갈4:5 본문 속에도 발견됩니다. 즉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KJV)(롬 8:29).

위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아들의 명분>(한킹,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따라 예정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신 궁극적인 내용이 각기 다른 둘 일수가 없습니다. 따라

‘아들의 명분’(아들의 신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서 가장 단순하게 보더라도 엡1:5에서 예정된 내용은 롬
8:29에서 예정된 그것과 같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자녀로

칼빈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대표

서 입양” 된 것은 곧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어야

적인 개혁신학자 중 한분인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Hoekema)는 “구속의 목표는 사람이 타락 전에 있던 상태

은 단지 거듭남 만이 아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지는 것이다….구속의 목표는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에서 뿐 아니라 그외 여러가지 차

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갈4:19).

원에서 흠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소유자들이 되
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개혁주의인간론, 기독교문서선

우리는 엡1:5에서 쓰인 'unto'(είς, 1519)가 많은 때 지향하

교회, 1999, 50-51쪽). 그는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 본

는 어떤 것의 최종 결과(result) 또는 목적(purpose)을 가리

네 구절들(롬8:29, 고후3:18, 골3:9-10, 엡4:22-24)은 그리스

킨다는 점에서도 ‘휘오데시아’ 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구속의 목표는 우리가 좀 더 하

이 없고 거룩케 하신’ 최종 결과를 가리키는 말임을 유추해

나님을 닮아 가는 것,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형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후크마의 말을 빌려 보겠습니

상이신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위

다. 그는 요한일서 3장 2절의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을

책, 53쪽).

주석하는 문맥에서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만일 이런 관점이 맞다면, 갈 4:5에서 구속의 목적으로 언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급된 ‘휘오데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작 단계인 거

온전히 닮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이다.”(위

듭남은 물론 그 이상의 전진된 단계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책, 59쪽)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롬8:29에서 우리에게 예

합니다.

정된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도 상통하는 개념입
니다.

3.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으로서의 휘오데시아

4.
결론

신약에서 <예정하다>(프로오리존, 4309)라는 말은 행
4:28, 고전2:7, 엡1:11, 1:5, 롬8:29-30 등에서 쓰였으나 우리

엡1:4-5가 말하는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로

가 현재 살펴 보고 있는 엡1:5에 상응하는 문맥은 로마서

서의 ‘휘오데시아’는 그 당시 로마 시대 언어습관, 같은 단

8:29입니다. 두 단락을 이곳에 인용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가 쓰인 갈4:4-5 문맥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을 말
하는 또 다른 곳인 롬8:29의 본문에 비춰 볼 때, 다만 구속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

이나 거듭남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대신에 거기서 더 전진

니”(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하여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는 단계까지

KJV)(엡1:5).

를 포함한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엡1:5의 휘오
데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이해와 그에 따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설정과도 맞물

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린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did predestina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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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리스도인들로서 각 지방에서 함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
다. 우리는 모든 참된 믿는이들을 환영하며,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지방 교회(local

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그들과의 교통을 추구합니다.

church, 행 8:1, 13:1, 20:17, 고전 1:2, 계 1:11, 2:1, 8, 12, 3:1,

이 땅 위의 주님의 간증이 확대되고, 그분의 신부가 그분

7, 14, 행 15:41, 고전 16:1, 갈 1:2, 고전 16:19, 고후 8:1)에 대

의 곧 다시 오심을 위해 예비되도록 그 간증이 더욱 강화

한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되고도 간절한 갈망입니다. 주님께서

의 신앙과 실행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 위의 그분 자신의 사역을 존귀하게 하고 옹

지방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교회

호하시기 바랍니다.

란 한 도시에 한 교회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며 가장 성경
적인 교회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최초의 지방적인 교회는

우리의 신앙

예루살렘교회이며, 예루살렘 안에는 사도, 장로, 집사, 오
순절, 방언, 침례, 복음전파, 떡 떼는 모임, 병 고침 등도 있
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성경

1.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여진, 완전하고

에서 교회는 한 도시, 즉 한 지방에서 한 교회로 나타납니

신성한 계시인 것을 믿는다(딤후 3:16, 벧후 1:20-21,

다.

요 5:39, 계 22:18-19).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실행

2.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삼일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인해

자, 성령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동등하게 존재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체험함, 거듭남, 변

는 분이심을 믿는다(딤전 1:17, 엡 4:6, 마 28:19, 고후

화, 생명 안에서의 성장, 교회, 왕국, 삼일 하나님, 하나님

13:13, 사 9:6, 요 14:10, 11, 16, 17, 20, 히 9:14).

의 목적, 사람의 영을 포함하여, 다양하고도 중요한 성경
주제에 관하여 활용 가능한 많은 다른 출판물들이 있습니

3.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

다. 우리는 진리를 알려는 진지한 갈망으로부터 나온 모든

속주와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으

문의를 환영합니다.

로 성육신되셨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는
다(마 1:16, 18, 21, 23).

우리는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
에 대하여 절대적이며,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4. 우리는 참 사람이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에게 알리기 위하여 삼십 삼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은 우

음을 믿는다(4복음서).

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많은 사

5.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

람들을 그분 자신에 대한 살아 있는 지식에로 인도하기를

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마 1:16, 마 3:16-17), 그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 됨의 간증

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

을 나타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파로 통합하지

속을 성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다(롬 3:23-

않고, 다만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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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하나 위에 선다(엡 4:4).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활

우리는 분파주의나 교파주의나 비교파주의나 초교

하셨고, 부활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

파주의가 아니다(갈 5:20, 딛 3:10, 벧후 2:1, 고전

과 모든 것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심을 믿

11:19, 롬 16:17).

는다(벧전 3:18, 1:3, 고전 15:45).
4.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의 하나 됨의 입
7. 우리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

장 위에 선다(마 16:18, 계 1:11). 우리는 그리스도 안

나님께서 그분을 만유의 주로 삼으셨음을 믿는다(엡

에서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믿는이들이

4:8, 2:6, 행 1:1-12, 2:33, 36).

각 도시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임을 인정한다(고전 1:2,
12:23-26).

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의 택하신 지
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몸 안으로 침례받게 하
셨음을 믿으며(행 2:1-4, 고전 12:13), 또한 그리스도

우리의 사명

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운행하시
면서 죄인들을 회개케하고(요 16:7-13), 하나님의 택
하신 백성을 거듭나게 하며(요 3:3-6), 그리스도의 지

1.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

체들 안에 거하면서 생명을 자라게 하고(빌 1:21, 엡

(행 20:24)과 천국 복음(마 4:23, 9:35, 26:13)을 전파

4:13-16), 그분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한다.

을 세우심을 믿는다(엡 1:21).
2. 믿는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9.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들을 맞

공급한다(벧전 2:2, 엡 4:14).

이하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얻으시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살전 4:16, 17, 마 25:31, 32, 계 19장, 20장).

3. 믿는이들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단
체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각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행
8:1, 13:1, 20:17, 고전 1:2, 계 1:11, 2:1, 8, 12, 3:1,

10.우리는 이기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
께 왕 노릇 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자

7, 14, 행 15:41, 고전 16:1, 갈 1:2, 고전 16:19, 고후
8:1).

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에 참예할 것을 믿는다(계 20:4, 6, 계 21

4. 믿는이들이 공급을 받아 생명이 자라고 성숙(히 5:1214, 엡 4:13-14, 골 2:28, 4:12, 마 5:48, 히 6:1-2,

장, 22장).

빌 3:12-15)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풍성한 말씀을 해방한다(벧전 2:2, 고전 3:6, 엡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어떠한 전통적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성경을 믿는다(마 22:29, 벧전 2:6).

4:15, 골 2:19).
5.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엡 4:11-12, 16,
5:32, 요 3:29).

2. 우리는 살아 있는 반석이시요(마 16:18, 고전 10:4),
산돌이시며(마 21:42, 벧 2:4), 몸의 머리이시고(엡
1:21-23, 4:15, 5:23, 골 1:18, 2:10, 19), 교회의 생명
과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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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망

교회는 수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락되어 왔기 때문
에,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 교회에

1.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요 10:10) 하나님께서 예

대한 우리 이상은 현재의 상황이나 전통적인 관습에 지배

정하신 모든 자들이(엡 1:4, 벧전 1:20) 주 예수를 믿

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 말씀 안에 계시된 변함

기를 소망한다.

없는 기준을 따른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약의 계시를
단순한 역사적 과거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현재 교회가

2. 우리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만 지식의 증

실천하여야 할 기준으로 간주한다.

가가 아닌 생명의 성장을 추구하기를 소망한다(고전
3:6, 7, 엡 4:15, 16, 골 1:6, 10, 2:19, 벧전 2:2, 벧후

3.
하나님의 회복은 20세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시

3:18).

작된 정확한 날짜를 정하긴 어렵지만, 편의상 종교 개혁이
3. 우리는 모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상을

일어난 때로 정한다. 회복은 종교 개혁 이후로 여러 단계

보고(행 9:4-5, 골 2:2, 엡 5:32, 1:17-23), 그들의 지

를 거쳤는데, 진젠도르프(Zinzendorf)의 인도 아래 보헤미

방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

아에서 교회 생활의 부분적인 회복이 있었고, 플리머스 형

망한다(롬 14:1-15:13, 마18:15-19).

제회(Plymouth Brethren)를 통하여 성경의 귀한 진리들이
많이 밝혀졌으며, 그 후 속생명에 대한 참된 체험으로까지

4.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무
리의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기를 소망한다 (계 2:7하,

전진했다. 지금 회복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참된 지방
교회를 건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1하, 26하, 3:5, 12, 21, 19:7).
4.
5. 우리는 우리가 자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

오늘날 주님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고, 우리가 축복된 휴거와 그분의 오는 왕국에 참여할

계신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체험하는것, 즉

수 있기를 소망한다(계 11:15-19, 20:4, 6, 22:20).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만유로 누리는 것을 회복하시
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의 실제를 회복하시는 것
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협력하는데, 왜냐하면 실제적인

회복에 관하여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다. 우

없이 부요한 분이시며(엡 3:8), 우리의 누림을 위한 만유를

리의 간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미하는

포함하신 분이라는 것을 간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회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계시에 따른 교
회 생활을 실행하도록 부담을 주셨음을 간증한다.

1.
‘회복하다(recover)’라는 말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다시

구원에 관하여

얻거나, 어떤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을 의미
한다. '회복(recover)'은 손상 또는 손실이 발생한 후에 정
상적인 상태로 복원하거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

1.

님께서 어떤 것들을 회복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위한 충분하고도 완전

역사의 과정 중에서 그것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거나, 잘못

한 구원을 예비하셨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은 우리의 영과

사용되었거나,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래의

혼과 몸 전체를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상태나 지위로 복구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은 거듭났고, 혼은 변화되고 있으며, 몸은 장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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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것이고(요 3:6), 우리 영 안에 분배된 하나님의 생명과 본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요 3:16, 5:24, 벧후 1:4)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생

인격과 역사에 대한 살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참되

명은 우리 영을 살아 있게 한다.

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같은 믿음'(딛 1:4)이
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2.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믿어야 함을 포함한다. 우리는

분별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호흡하심)으로 된 완전하

(롬 12:2, 고전 1:2, 2:13, 12:10)

고도 신성한 계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유일하
신 삼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하고 악한

시기 위하여 성육신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

세상으로부터 합당하게 분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구

분별은 형식적이고 사람이 만든 규율에 따른 것이 아니고,

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과,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

우리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의 생명과 본성에 따른 것

데서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 우편으로 들어올

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와 성령과 주 예수의

려져 만유의 주가 되신 것과, 그분 자신을 위하여 다시 오

이름으로 하나님께 분별된다. 합당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셔서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믿어야 한다.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분별된 위치를 지켜야 한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경

3.

건한 생활을 한다.

영원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한 것이지 우
3.

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로마서, 갈라디아서).

헌신
4.

(고전 6:19-20, 롬 14:8, 고후 5:14-15, 롬 12:1,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접촉

6:13-14, 19, 레 1:9, 민 28:2-3)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는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강조한다. 로마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헌신의 생활이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10장 9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

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며, 그분을 위해서 어

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떤 것을 하거나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
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안에서 역

5.

사하시도록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 그분께 유용하도록 하

일단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전을

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속하기를 기뻐

둘 다 가질 수 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

하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한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원받은 것이다.

그분의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분께 속했음
을 인정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
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하여

위하여 산다.

1.

4.

거듭남

주님을 사랑함

(요 3:3-6, 벧전 1:3)

(요 15:9, 10, 21:15-17, 계 2:4, 딤후 4:8, 롬 8:28,
마 22:37)

그리스도인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된다.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성령으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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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른 어떤 것 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

게 강조한다. 신약의 서신서들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

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

안에 계시되시고(갈 1:12, 16), 우리 안에 사시며(빌 1:21),

히 사랑스러운 분이심과, 그분이 우리 마음을 얻으셨음과,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고 계시며(요 8:29), 우리 안에 그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분의 거처를 정하고(엡 3:17) 계시며, 우리 안에서 확대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을 간증한다.

시며(빌 1:20),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골
3:11). 밖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대신에 우

5.

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고(갈 2:20), 내주하시는 그리스

하나님의 말씀

도가(롬 8:11) 우리의 내적 전존재를 점유하시도록 함으

(딤후 3:16)

로 그리스도에 의해 살며(엡 3:19),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
를 통하여 그분 자신이 표현되시기를 추구한다(엡 3:10, 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

1:20-21).

지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모든이들은 규칙적으로 성경
을 읽도록, 심지어 1년에 1회씩은 성경을 통독하도록 격

8.

려받는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연구하고 영적 음식인 말

십자가에 못박힌 생활

씀을 기도로 취한다. 성령이 그 근원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갈 2:20)

가르침과 영감과 인도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점검받아야 한다. 성경이 대단히 많은 것들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삶을 살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 주로 교리

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

의 책이라기보다 생명의 책이다. 우리는 다만 지식을 얻으

으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주님을 좇는 데에서 물러

려고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후 3:6), 충분한 기

서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도를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써 살아 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

분에 의해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자신을 접촉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나온다(요 5:39, 6:63,

주관적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필요가 있다(마 16:24). 우

고후 3:6).

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사람의 타락한 육신의 어떠함
을 보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한다. 더구
6.

나 우리는 자아와 천연적인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반대한

기도

다는 것을 보았다(롬 7:17, 20, 23, 마 16:23, 요 12:25). 그러

(엡 6:18, 빌 1:4, 살전 1:2, 5:17, 딤전 2:1)

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의 부활 생명의 풍
성함 안에서(빌 1:19, 3:10, 요 11:25) 그분에 의해 살기 위

그리스도인 생활은 또한 기도의 생활이다. 기도할 때 우리

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환영한다

는 주님과 달콤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통을 누린다. 기도

(고후 4:12).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분께 복
종하는 것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과 협력하

9.

려는 우리의 갈망을 표명한다. 지방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육

이들은 날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격려받고 있다.

(벧전 2:2, 딤전 4:6,살전 2:7)

7.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함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로 매일 양육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그리스도인

를 먹고 마시는 것을(요 6:48, 55) 강조한다. 그 영 안에서

생활이 사실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누린다. 그분

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크

자신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요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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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롬 8:11), 몸의

늘로서 내려오신 산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의

행실을 죽음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롬 8:6, 13). 영을 따

떡이시다.(요 6:33, 35, 51) 날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양

라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 저절

육받는다.

로 이뤄진다. 오직 영 안에 살고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만
성경에 계시된 신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이다.
10.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생명의 성장

영을 알아야 하고, 그 영 안에 살아야 하며, 그 영을 따라

(히 5:12-14, 엡 4:13-14, 골 2:28, 4:12, 마 5:48,

행해야 한다(갈 5:24).

히 6:1-2, 빌 3:12-15, 벧전 2:2, 고전 3:6, 엡
4:15, 골 2:19)

13.
변화

지방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정상

(롬 12:2, 고후 3:17-18)

적으로 생명이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거듭남과 몸의 변형을 알고 있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생명도 성숙하기 위해

지만, 핵심적인 문제인 혼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그럼에

서는 정상적으로 발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추구하

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마음(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

는 자들로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추구한다. 우리는 주님

화를 받아'(롬 12:2)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며, 그

영의 내적인 역사로 인해 우리 혼이 성질상 변화될 필요가

분의 대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

있음을 인정한다. 변화될 때 내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도록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일어난다.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할 때 우리 혼은 순수케
되고 거룩케 된다. 그럴 때 우리 혼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

11.

에 사시는 주님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혼의 기

인간 생활

능을 다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의 변화는 주님이 오실 때 그
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준비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극단적이지 않고 모든 면

다.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고자 하는

에서 균형 잡힌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한다. 우리는 우리

사람은 위치상으로 거룩해질 뿐 아니라 성질상으로 변화

영과 혼과 몸의 전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소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역

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의 인성을

사와 적극적으로는 생명의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

표현하기를 추구하고, 가정, 학교, 이웃, 직장 등, 인간 생
활의 모든 행함속에서 그분의 귀한 간증을 짊어지기 원한

14.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생활은 날마다의 인간 생

변형

활과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

(빌 3:21, 롬 8:30)

라면 자랄수록 더 진실된 사람이 되고, 예수의 높여지고
변화된 인성을 더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끝으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 체험의 절정에서 우리
몸은 변형되어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될 것이다. 성경에서

12.

는 이것을 몸의 구속, 아들의 명분을 이룸이라고 한다. 그

그영

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변화를

(롬 8장,갈 5장)

거쳐 몸의 변형으로 완성된다.

그리스도인 생활은 그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그 영 안
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존재가 그 영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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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생활에 관하여

것을 안다. 도리어 우리는 몸의 지체들 사이의 교통을 아
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순환되는 생명

1.

의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지! 우리는 이 흐름, 이 교

단체 생활

통이 축복된 실제임을 간증한다(고후 13:13, 요일 1:1-10).

본성상 그리스도인 생활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

4.

으로부터 살아 내는 것으로서 단체 생활이다. 신약에 있는

하나 됨

많은 표현들이 이것을 확증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
리 안에 있는 양들이며(요 10), 하나님의 건축의 산 돌들이

교회 생활에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중점은 하나를 지키는

며(벧전 2:5-9),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며(요 15), 그리스도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에 주님은 그분과 아버지

의 몸의 지체들(롬 12, 고전 12)이다. 비록 우리가 개인으

가 하나이듯이 그분을 믿는이들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

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 이상

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를 힘

개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흥미, 자신의 활

써 지켜야 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동, 자신의 목표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

믿는이들로, '하나'의 입장 위에 세워진 지방 교회들로 표

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현된다. 우리는 '하나'를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

돌아보며, 교회의 건축을 관심하는 단체적인 생활을 하기

든 분열을 거부하고 미워해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를 갈망하신다(엡 4:11-12).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그

의 분열된 상태는 주님의 간증에 어떠한 부끄러움이며 비

리스도인 생활 뿐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체

난거리인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유

험하고 있다.

일한 하나를 위해 서 있다.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
하나'의 입장 위에 믿는이로서 모이며, 같은 믿음을 따라
2.

모든 믿는이들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추구한
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로 온전케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땅에서 응답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

중해야 한다. 우리는 몸이고, 그분은 그 몸의 유일한 머리

나로 온전케 될 때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

이시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고 알게 될 것임을 믿는다(요 17:11, 21-23, 엡 4:1-6, 고전

탈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모독하는

10:16-17, 12:13, 12:24-27, 롬 12:4-5).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인도 직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에는 영구적이고, 공식적이며, 조직적인 인도 직분

5.

이 없다. 더 나아가 계급이 없다. 오히려 몸의 모든 지체들

서로 돌아봄

은 머리와 직접 교통을 하며, 생활과 행동에 관한 모든 지
시를 그분으로부터 받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

교회 생활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도들, 곧 그리스

체들 사이의 어떤 중개자나 중간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도 안의 믿는이들을 실제적으로 돌본다. 우리는 서로의 짐

(엡 1:20-23).

을 나누어 지며(갈 6:2, 롬 14:19), 손님들을 접대하고(롬
12:13, 히 13:2, 벧전 4:9), 교통을 위해 가정을 열며(행 2:2,
3.

2:46, 16:3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애정어린 봉사를

교통

통해 형제 자매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기꺼이 채운다. 우리
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시원케 하며, 서로에게 생명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

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며, 서로를 건축한다(히 10:24). 우

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누린다. 우리는 그리스

리의 교회 생활은 집회 장소에서의 모임에만 제한되지 않

도안에서 더이상 개인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고 항상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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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거절한다. 지방 교회 안에는 성직자도 없고 평신도
6. 양심(행 23:1, 24:16, 롬 2:15, 9:1-2, 고전 8:7, 10, 12, 고후

도 없다. 우리는 다만 몸의 지체들이며, 자신의 분량을 따

1:12, 4:2, 5:11, 딤전 1:5, 19, 3:9, 4:2, 딤후 1:3, 히 9:9, 9:14,

라 기능을 발휘할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목

10:22, 13:18, 벧전 3:16, 21)

사도 없고(조직적인 목사와 그 제도는 없음, 그러나 목자
는 은사로 있음), 청소부도 없다.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 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이 그들의

12장, 14장).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빛 안에서 주님을 따
를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상 생활
에 대한 어떤 외적 통제 형식이나 조종이 없으며, 우리의

지방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답

양심을 무시하는 권위자도 없다. 어떤 강압이나 지배도 없
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자신의 양심을
철저히 처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거리낌 없는 양심

1.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을 유지하도록 격려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주의한다.

지방 교회는 이름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믿고 존귀하
게 여기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7.

다. 다른 이름을 취하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집회

「지방 교회」라는 용어는 이름이 아니다. 그것은 지방적
인 성격과 교회의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서, 지방에 있

교회 생활은 모이는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주일

는 교회라는 의미이다. 「지방 교회(local church)」라는

에 서너 번 집회를 갖는다. 우리에게 집회는 노동이 아니

(영어)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

라 누림이다. 교회 집회에서 우리는 공급 받고 가르침 받

면 그렇게 할 경우 우리의 이름이 「지방교회」라는 인상

으며, 강건케 되고, 격려 받으며, 빛 비춤 받으며, 영감을

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달이 어느 지방에서 보

얻고, 장비되며, 주님께 위임을 받는다. 합당한 교회 생활

이든 다만 달이듯이, 교회도 어느 지방에 세워졌든 다

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단체적인 집회 생활이

만 교회이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균형 잡혀 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이 집회를 대치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로 알려졌으며(행 8:1), 안디

할 수 없고 집회가 개인적인 시간을 대치할 수 없다. 우리

옥에 세워졌을 때도 다만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다(행

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기를 즐거워 하며 또한 더욱 단

13:1). 이와 같이 오늘날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의 실질

체적으로 그분과의 만남을 누린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적인 표현은 다만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이다. 지방 교

것은, 교회 집회에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일 때, 부활하

회로서 우리는 참 하나의 입장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신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고

모인다.

전 14장).
8.

2. 여러분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지체들의 기능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 안에서 몸의 모든 지체들은 기능을 발휘할 수

공식적이며, 영구적이며, 조직적인 사람의 인도 직분이

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없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계급도 없으며,

모두에게 기능이 있으며, 각 지체의 기능이 존중된다. 성

세계를 총괄하는 인도자도 없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직자-평신도 제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마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맹목적으로 따르지

비시키려는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계 2:6, 15), 우리는

도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가르침과 실행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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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하는 사람만을 따른다. 인도하

이 용어는 오늘날 몇몇 사람들에게 거슬리는데, 이는

는 사람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

마치 주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

에서 목양한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

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

살아 있는 말씀을 사역함으로 그들을 섬긴다.

다. 왜냐하면 그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
스도는 구속하는 어린양이시며 생명나무이시다. 그분

3. 여러분의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 의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양이시며 생명나무이
신 그분을 먹을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님은 우리의 생

각각의 지방 교회들은 행정상 독립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이시다. 그분을 마실 때 우리는 만족한다. 그러므로

중앙 본부가 없다. 어떤 특정한 지방 교회도 머리 되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요 음료인

교회 또는 인도하는 교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통해 영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와 반대로 모든 지방 교회들은 주님 앞에서 동일한 위
치를 갖는다.
7. 「하나님의 경륜(The Economy of God)」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4. 여러분은 집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경륜(economy)」이라는 단어는 「가정 행정」을 의미하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며, 말씀을 공급

는 헬라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왔다. 그 단

한다. 매주일 우리는 만찬을 갖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어는 또한 청지기 직분, 행정, 분배의 의미를 포함하는

누구든지 와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다. 교회 집회는

데, 즉 분배의 과정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

열려 있으며, 모든 믿는이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

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빛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다.

경륜은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행정을 가리킨다.

5. 「기도로 말씀 읽기」란 무엇입니까?
8. 여러분은 삼위일체에 관해 삼위 양식론을 믿습니까?
「기도로 말씀 읽기(pray-reading)」라는 용어는 성경 말
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실행을 묘사하는 복합어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삼위 양식론은 이단이다. 삼위 양식

우리는 말씀 안에 포함된 생명의 요소를 누리기 위해

론은 신격의 셋,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동시

말씀을 기도로 읽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말씀을 우리

존재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그 셋은 다만 신성한 본질

의 영적 양식으로 누린다. 수년 간의 체험을 통해 우리

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에 따

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

라, 우리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 안의 셋이며 셋

로써 교정 받고, 강건케 되며,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간

안의 하나이심을 믿는다. 우리는 신격 안에서의 영원한

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기도로 읽고, 성경

구분은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관한 우리의

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성

강조점은 하나님의 본성을 교리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

경을 정규적으로 읽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깊

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삼일 하나님이 우

게 연구하는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리 안으로 분배되는 데에 있다.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교리의 정통성은 우리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
씀에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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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고려한다면, 우리가 삼위 양식론이나 삼신론

일년에 두번씩 십 일(현재는 칠 일) 동안의 훈련이 아나

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른 삼일 하나

하임에서 열린다. 각 훈련의 내용은 성경의 각 권이나

님에 대한 계시를 믿고 있음이 밝혀질 것이다.

일부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12.지방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9. 여러분은 사람이 하나님으로 진화된다고 가르칩니까?
각 지방 교회는 그 지방 지체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이러한 비난은 완전히 거짓이며 근거

유지된다. 지방 교회의 재정 관리는 그 교회의 행정 아

가 없는 것이다. 성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

래에 있다. 다른 교회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책임이 없

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 계시며, 믿는이들은 하나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행정 업무와 마찬가지로 지

님의 요소로 변화되고, 적셔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하

방 교회들은 독립적이며, 지방적으로 관리된다. 우리는

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

지체들이 주님께 받은 위임에 따라 자랑하지 않고 은밀

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뜻이

하게 드릴 것을 장려한다. 집회 중에 헌금을 걷지 않으

아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며

며 재정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는다. 수입 지출 내역서

우리는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격

는 지체들이 검토할 수 있다. 재정 문제에 관한한, 지방

(Godhead)으로 진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들은 비영리 종교 단체로 정부에 합당하게 등록되
어 있다.

10.여러분은 사람의 몸 안에 사탄이 있다고 가르칩니까?

13.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
까?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 타락했을 때, 죄 곧 사탄
의 본성은 사람의 몸 안에 주입되었고, 사람의 몸은 육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체로 변질되었다. 타락은 단순히 외적인 범죄가 아니었

이 되려면 반드시 지방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믿거

다. 그것은 또한 우리 존재를 내적으로 중독시키고 오

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천주교와

염시키는 것이었다.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에 의하면,

교파와 독립된 단체들 안에도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

죄는 우리 지체 안에서 실질적인 사탄의 인격으로 역사

안에서 영으로 거듭난 참된 믿는이들이 많다는 것을 인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사탄이 사람의 육체 안에

정하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받는

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사람을

다. 주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

떠나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왜

구나 우리의 모든 집회에 올 수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

냐하면 성경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영이라고 분

의 몸의 하나를 간증하는 만찬집회에 오는 것을 환영한

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성경은 타락한 사람

다. 비록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조직적인 종교에서 분

이 마귀의 자녀이며, 마귀는 그들의 아버지임을 계시한

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다(요일 3:10, 요 8:44).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탄의

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께 신실함으로

생명과 본성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 안에 사탄의

우리는 주의 간증을 위해 교회의 유일한 입장 위에 서

생명과 본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좁고,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영으

우리는 사탄이 죄의 형태로 사람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우리는 온

말한다.

몸을 위하여 우리의 위치를 취한다. 주님이 우리를 받
으셨듯이, 우리도 모든 믿는이들을 받는다.

11.「훈련」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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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인간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질서를 유
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양심을 인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서 국가와 도(道)와 지역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정부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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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메다(ALAMEDA) 카운티에 소재한
캘리포니아 주 상급 법원

윗트니스 리 외

NO. 540 585-9

원고들

대(對)

판결문

닐 티. 더디 외
피고들

이 사건은 재판을 위해서 정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 닐 더디가 출정에 실패했으므로 반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었
다. 그리고 피고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가 원고의 첫번째 수정한 것과 첫번째 보충 고소장에 관해서 대응하는 항변을 제기
치 않았기 때문에 궐석으로 재판이 이루어 졌다. 이 재판에 피고측의 반론이 없었지만, 재판정은 원고들이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음을 느꼈고, 또한 재판정은 증언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자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재판
정은 피고인들이 출두하는 것과 관계없이 재판정이 첫번째 수정 권리에 관한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즉 진리를 밝혀
내기 위해 증인들을 심문하고 대질 심문하는 완전한 기회를 부여받았다. 재판정이 보기를 원하고 묻기를 원했던 것은 제공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더 나아가서, 원고들을 위한 증거는 자질을 갖춘 전문 증인들에 의한 독리된 증거로서 확증되었다.
따라서 재판정은 미국에서 배포된(출판된) 「THE GOD-MEN」(증거물 1호)이라는 닐 티 더디의 원고자료와 유럽에 있는 수
엔겔러 벌라그 출판사가 배포한(출판한) 책 「Die Sonderlehre des Witness Lee Und Seiner Ortsgemeinde」(증거물3호), 그리
고 닐 더디와 SCP가 인터바시티 출판사(Inter-Varsity Press)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배포한(출판한) 책(증거물 5호) 「THE
GOD-MEN」, 윗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관한 조사들은 모두 여러 방면에서 거짓되고, 비방적이며(캘리포니아 민법 제 45
조), 특권 침해이므로, 명예 훼손임을 판결한다.

추가해서, 재판정이 더 판결하는 것은 :
1. 모든 피고측의 출판물들은 윗트니스 리와 윌리엄 프리만이 이단의 인도자들이고 아나하임에 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인
상을 만들었다. 그 영향에 대한 모든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은 거짓되고 비방적이다.
오늘날의 「이단」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에 연루 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다(퓰러 신학교 심리학과 교수, 심리학자 뉴톤 말로니 박사의 증언). 이단의 지도자
와 이단의 전형적인 예는 짐 존스와 인민사원에 비교될 수 있다(미국 종교 연구소 소장 제이 고오든 멘튼 박사의 증언. 그
는 미국 종교백과사전의 저자이며, 「새 종교」에 관해 훌륭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임. 1985년 5월 28일 재판 기록문, p. 20.
39. 92. 이후로는 「Tr.」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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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닐 더디(pp. 738-740, 782)와 제임스 싸이어[인터바씨티 출판사의 주필이며, 영적 사이비 연구소(SCP) 문헌 위원회
위원(제5권 pp. 354-355)]의 선서 증언서는 말하기를, 저자들과 출판사들은 그이 출판물들이 그러한 인상을 전달하여 독
자들이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것은 전문증인들의 증언으로 인하여 확증되었다.

이들의 언급들이 거짓되고 명예 훼손적이라는 판결은 다음 전문 등인들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증인들은 제이 고
오든 멜튼 박사, 디트로이트 대학의 교수이며 신흥 종교와 「반(反) 이단」조직의 권위자 존 살리바, S.J. 박사(신부), 성공회
신부이며 하버드 대학 부속 성공회 신학교의 신학 교수인 유진 반 네스 고에치우스 목사,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라드니 스탁 박사, 뉴톤 말로니 박사 등이다. 이들 전문가들이 만장 일치로 증언한바, 원고 윗트니스 리는 그리스도인 교
사이자 전도자이며, 아나하임 교회(그리고 모든 지방 교회들)는 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단체이며, 원고 윌리엄 티 프리
만은 마찬가지로 한 그리스도인 교사이자 전도자라고 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허위성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원고들이 이단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하여 이러한 진술
을 했다는 것이 재판정의 결론이다. 이 판결은 전문 증인들의 증언으로뿐 아니라 Die Sonderlehre des Witness Lee Und
Seiner Ortsgemeinde에서 짐 존스와 윗트니스 리를 서로 연결시킨 광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더디의 증언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더디, pp. 784-785)

2. 원고인들이 지방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기만적인 모집을 하는 실행들을 지지하거나 그것에 가담한다는,
피고인들의 출판물에 표현되고 암시된 언급들은 거짓되고 비방적이다.
더디는 독자들에게,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교인들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기만적이고 기만적인 개종 실행에 가담하
게 하였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 (더디, pp. 433-435, 530-531, 754, 2155, 2157).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할 것
이다.

이러한 진술들에 대한 거짓성의 판시는 현 교인들의 증언으로 입증된다. 이는 또한 지방 교회의 현재와 과거 교인들에
관한 말로니 박사(개종 과정에 관한 전문가)의 조사(Ex. p. 24)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데,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러한 기만
이 없었다고 확증했다.

모든 증인들은 이 출판물 안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것과 같은 비밀스런 신앙이 없었음을 확정했다. 그러므로 모든 이와
같은 언급들은 동일하게 거짓되고 비방적이다.

이 발간물에서 보고된 그러한 행위의 주된 「실례(實例)」는 「시아(Cia)」또는 「레베카(Rebecca)」로서, 신디 마이네크라는
실제인물이었다.

마이네크 부인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를,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경향에서 거짓되었을 뿐만 아니라 혐의된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실지로 거짓이라는 것을 증언하였다. 이 거짓성은 전향자로 추정되는 선 락스트로에 의해서 역시 확증
되었다.

피고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는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 무시하고 위의 언급들이나 암시들을 한
것으로 본 법정은 판시한다. 피고인 더디는 그가 혐의한 「실례」에 연루된 주된 인물들 중 어느 하나도 실제로 점검하지 않
았음을 시인했으며 [더디선서 진술문 (이후부터는 「더디」), p. 549, 957, 1049], 또한 그 정보를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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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 확인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더디, pp. 990-991, 994-995, 1016, 963). 더 나아가서, 브룩스 알렉산더[SPC의 공
동 설립자이며 모든 발간물의 공동 저자(더디, p. 248, 1169, 알렉산더, p. 79)]와 제임스 싸이어는 증언하기를, 신디나 레베
카(Rebecca)에 관한 어떤 언급을 한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알렉산더 선서 진술문(이후부터는 알렉산더) p. 1064, 싸
이어 선서 진술문(이후부터는 싸이어) 6권, p. 484], 알렉산더는 그가 비록 사실적인 조사(알렉산더, pp. 1605-1606, 16101611)를 수행하는 더디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디의 제보자들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했었지만(알렉산더, pp. 1605-1611),
더디의 일의 사실적인 정확도에 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알렉산더, pp. 1424, 1527). 스탁 박사는 더디가 신
디 사건에 관해서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았음을 확증했다. 스탁 박사는 「이것은 최악종의 헛소문꾼」이라고 진술했다. (Tr.
pp. 171-172)
「로프랜드-스탁 모델(Lofland-Stark Model)」의 공동 저자 스탁 박사는, 더디가 지방 교회의 교인 모집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종교적 개조에 관한 그의 모델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스탁 박사는, 더디가 그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 제쳐놓고 완전히, 거의 악하게 일률적인 주장으로 나왔으며, 이는 모델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
를 낳았다고 진술했다.(Tr. p. 162) 스탁 박사는 말하기를, 더디가 실지로 그 모델에 관한 스탁 박사의 논문을 읽었다고 가
정한다면, 더디의 날조는 「악독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Tr. p. 163) 말로니 박사 역시 스탁 박사의 개종
모델을 더디가 오용했음을 비판했고, 피고인들의 진술과 같이 지방 교회의 증원 실행들이 어떤 면에서 악하고 질적인 면
에서 다른 기독교 조직과 틀리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3. 피고인들의 발간물에 표현되고 암시된, 윗트니스 리가 지방 교회들을 철자와 강력한 손으로 다스린다는 진술들은 거짓
되고 비방적이다.
더디는 윗트니스 리가 지방 교회 생활의 지나치게 많은 상세한 부분들에 걸쳐 하나의 실질적인 독재자였다는 것을 독
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고(더디, pp. 2004-2005),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기만성의 판결은 원고와 원고측의 증인들, 즉 멜튼 박사, 살리바 박사, 말로니 박사와 함께 현재 교인과 이전 교인에 대
한 그의 조사를 포함한 증언에 근거한다(증거물 24호). 독자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멜튼 박사는 증언하기를, 지방 교회 안
에서 리(Lee) 씨의 위치는 출판물이 주장한 것처럼 왕처럼 행정권을 행사하기보다 하나의 설교자, 교사였으며, 그러한 계
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Tr. p. 39) 말로니 박사의 조사 결과는(증거물 24호) 멜튼 박사의 증언과 일치
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면서 또는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판시한다.

이 저자들과 출판사들이, 윗트니스 리가 교회 사무나 교인들의 생활에 완전하고 도전할 수 없는 통제를 주장하고 강요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윗트니스 리의 언급들을 왜곡시켰다는 증거가 있다. 잭 버클리(「THE GOD-MEN Ⅰ」의 SCP
저자로, 그의 저술은 더디와 SCP가 현재 소송당한 출판물로 발전되었다)는 윗트니스 리의 저술에서의 인용은 문맥에 맞
지 않게 뽑아낸 것이고, 이 면에 있어서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오용했으며, 거짓되고 오도하는 표현을 했다고 시인했
다. [버클리 선서 진술문(이후부터는「버클리」), pp. 728-729, 741-742, 766, 767]. 제이 고오든 멜튼 박사는, 더디의 교육을
인정하고 윗트니스 리의 저술들을 읽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인용문의 시종일관되는 왜곡은 의도적인 허위 날조
라고 결론지었다. (Tr. pp. 40-46) 살리바 박사의 증언 역시 더디가 윗트니스 리의 저술을 여기저기에서 시종일관 허위 날
조했음을 확인했다. (Tr. pp. 117-11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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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의도적인 왜곡의 사실은 다음에 진술된 원본 원고의 초안에서 추가적으로 입증된다.
『믿을 수 있는 출처들은 췻트니스 리 자신이 철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증거물 62
호)

그 진술에 이어서 그 초고에 있는 언어는 윗트니스 리가 이러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과 일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진술이나 문맥은 그 발간물에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주장하기 위해 차후로 바뀌었다.

4. 피고인들의 발간물에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원고측이나 지방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정신적인 조작이나 일반적으
로 「세뇌」또는 「사고개조」라고 일컫는 여러 종류의 것들에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허위 날조이다. 기도로 말
씀을 읽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실행이 정신적인 조작 기술로서 다른 것들 가운데서 정신의 예민함을 흐리게 한다는 진
술들 역시 거짓이다.
더디의 의도는 윗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가 「부드러운 사고 개조」를 이용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 개인과 인격적인 가
치를 희생하고 사회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전달코자 했고(더디, pp. 1092-1093), 따
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거짓성의 판결은 말로니 박사의 증언과 그의 조사(증거물 24호), 고에치우스 박사, 살리바 박사, 그리고 원고측의 다른
증인들, 즉 신디 마이네크와 지방 교회 교인 스티븐 존슨 박사, 크리스토퍼 류, 허버트 지머 박사, 조지 추아 박사, 지니 콩
여사의 증언으로 지지받고 있다. 말로니 박사는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이 조작적인 것이나 동방 신비술과는 관계가 없으
며, 성경을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수단이라고 증언했다. 멜튼 박사는 이 실행들이 『기술적이거나 이방적인 것이 아
니고, 정신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며, 이들은 의식을 개조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Tr. p. 25) 멜튼 박사
는 「정신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Tr. p. 91)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그들의 진술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이라
고 판시한다.

이러한 조작법을 기술하고자 의도한 부록의 저자, 브룩스 알렉산더는 혐의받은 실행들로부터 정신적 예민함이 흐려졌
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댈 수 없었으며, 이 점에 관하여 어느 교인에게도 물은 바가 없고, 기도로 읽거
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의식적으로 조종된 생각에 배제된 사실의 여부에 관하여 모른다고 증언했다. (알렉산더, pp.
1281-1282, 1319-1320, 1848)

5. 피고인들의 발간물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원고들과 지방 교회 인도자들이 교인들의 생활, 즉 친구 관계를 저
지하고, 이성 교제를 금지하며, 결혼들을 배정하고, 재정 사용을 통제하고, 교인의 거주 장소와 직장을 지시한다는 언급
들은 모두 거짓이고 허위 날조이다.
더디는 지방 교회 안에서 배정된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고(더디, pp. 2253-2254),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살리바 박사는 더디가 독자들에게, 윗트니스 리는 「폭군같이, 그리고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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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소 작은 폭군들같이」다스리며, 「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여러분은 다만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전달하
여고 시도했음을 증언했다. (Tr. p. 126)
허위성의 판결은 모든 증인들의 증언과 특히 교인들의 생활을 통제한다는 혐의 사실들을 부정하는 멜튼 박사와 말로니
박사의 조사 보고서(증거물 24호)로 지지받고 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닐 더디의 증언은, 그가 가르침에서 친구 관계를 방해하고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어떤 것도 본 바가 없으며, 배정된 결혼
의 기록이나, 그런 기록을 가진 어떤 사람도 기억해 낼 수 없음을 진술했다. (더디, pp. 1145-1150, 2256-2257) 알렉산더는
이러한 배정된 결혼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증언했다. (알렉산더, pp. 1586-1587) 싸이어는 배정된 결혼의 혐의에 대해 실
증할 만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싸이어, 5권 pp. 352-358) 윌리엄 프리만과 스티븐 존슨은 다른 증거물의 제시와 함께
이러한 혐의들이 거짓되었음을 입증했다(증거물 20호).

6. 피고인들의 발간물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윗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 장로들이 교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물을 읽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저지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위 날조이다.
더디는, 지방 교회들은 교인들을 지방 교회 밖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격리시키고(더디, pp. 1644-1645), 그들을 사회로부
터 물러나게 하여 고립시킨다는 것을(더디, pp. 1092-1093) 묘사하고자 의도했다고 증언했으며,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
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허위성의 판결은 원고측의 증인들인 멜튼 박사(Tr. p. 95), 말로니 박사, 그의 조사 보고서(증거물 24호), 고에치우스 박
사(Tr. pp. 150-152), 신디 마이네크, 허버트 지머 박사, 스티븐 존슨 박사, 크리스토퍼 류의 증언에 근거한다. 역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물증이 없다고 인정한 더디의 선서 진술문 pp. 1130-1131. 1138-1140. 1150을 보라.
더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음을 증언한 까닭으로,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
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이라고 판시한다. (더디, pp. 1130-1131, 1138-1140,
1150)

7. 피고인들의 발간물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 즉 지방 교회 장로들이 도전할 수 없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서 교회 교인
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행사하는 것과 그들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이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이러한 진술들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윗트니스 리와 「그의 동역자들」은 분위기 조절자들로서(더디, p. 818) 교
인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의도했다(더디, p. 2252). 알
렉산더는 증언하기를, 이 책은 교회 장로들이 교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알렉산
더, p. 1571). 싸이어는 그 진술들이, 교인들을 전체주의와 짜여진 체제 안으로 옮기려고 했음을 나타낸다고 증언했다(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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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vol. 6, p. 637).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이 허위라는 판시는 신디 마이네크와 재판에서 증언한 현 교인들과 함께 살리바 박사, 그리고 말로니 박
사의 조사에 포함된 현재와 이전 교인들의 증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Ex. p. 24). 더욱이 윗트니스 리, 윌리엄 프리만, 아
나하임 장로 유진 그룰러의 증언은 말하기를, 장로들은 도전할 수 없는 권력 구조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교
인들은 장로들과 윗트니스 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고, 교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권면받고 있다. 고에치우스 박사는 그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졌던 지방 교회 교인들과 그
들의 가정의 성숙도와 잘 계발된 성격에 관해 관찰했음을 증언했다. (Tr. pp. 149-152)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더디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그에게 말한 단 한 명의 지방 교회 교인의 이름도 댈 수 없었다. (더디, p. 1150)
더 나아가서, 더디는 선서에서 진술하기를, 교인들이 그들의 개인 생활에서 중요 사항은 그들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
한다고 한 증언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더디는 또한 교인들이 장로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지
에 관해 알지 못했다. (더디, p. 1148) 잭 버클리는 SCP가 지방 교회 교인들이 「사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결정」보다는 「순
복을 선택」한다는 진술을 하기 전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약간의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버
클리는 SCP가 그런 조사를 한 것에 대해 하는 바가 없다고 했다. (버클리, p. 771) 더 나아가, 버클리는 지방 교회 안에서의
장로들에게 의한 행정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의 일의 한계는 SCP가 그에게 준 자료들을 읽는 것과 SCP 회원들과 대화하
는 데 그쳤다고 증언했다. (버클리, p. 721) 버클리는 시인하기를, 「THE GOD-MEN」이 성령의 사역자들에 관한 윗트니스
리의 언급을 인용함에 있어서, 장로들이 교인들 위에 전제주의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문맥에 맞지 않게 오
용했다고 시인했다. (버클리, pp. 766-767) 살리바 박사는 윗트니스 리가 말한 이 부분이 오용되었음을 확인했다. (Tr. pp.
126-127)

8. 피고인들의 발간물에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윗트니스 리와 다른 원고들이, 교회 교인들이 부도덕적인 행동에 연
루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도록 가르치고 옹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관과 느낌에 경청하도록 교시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성경을 상고
하지 않으며, 교인은 강간을 포함한 성적 폭행에 관여할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만 스스로 선량한 그리스도인
으로 여기며, 당신은 성경 말씀에 상관없이 당신의 내적 느낌에 거해야 하며, 기독교 사회와 달리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
은 부도덕성을 조성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더디, pp. 531, 566, 568-569, 673) 따라서 독자들은 출
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모든 증인들은 이러한 모든 진술들과 암시의 허위성에 관하여 증언했고, 윗트니스 리의 모든 저술들이 성경적인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르쳤다고 확증했다. 말로니 박사의 조사(Ex. p. 24) 역시 저자들과 출판자들의 증거는 윗트니스 리에
의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 함으로써 허위성의 판시를 지지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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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는 더디가, 윗트니스 리가 도덕성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었다고 증언
했다. (Tr. p. 59) 그리고 더디가 이러한 인상을 전달한 것은 윗트니스 리가 말한 것을 의도적이거나 무책임하게 무시한 것
이었다. (Tr. pp. 75-76) 윗트니스 리는 계속적으로 성서와 성서에 담긴 도덕적인 계명들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있는 성서의 권위를 더디가 날조함으로써 윗트니스 리가 부도덕을 권장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였다. (Tr.
pp. 57-58)
고에치우스 박사는 더디가 윗트니스 리의 저술을 사용한 것은 도덕성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하여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
을 의도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Tr. p. 141, 143)
살리바 박사는 이 인용들은 문맥에서 발퀘해 낸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인용들을 왜곡시켰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Tr. pp. 125-126)
피고인들 자신의 증언들은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임을 확증했다.

더디는, 윗트니스 리가 사람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하며, 십계명보다 더 높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음을 시
인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윗트니스 리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 (더디, pp. 405-407, 411412):
버클리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God-men I」에 기록된 바와같이 윗트니스 리의 도덕성에 관한 가르침에 관한 한 거짓된 그림을 그렸다.』(버클리, p.
843)
SCP의 문헌조사 위원회 회원이며 전 중국 파송 선교사인 데이빗 아데니가 증언하기를, 윗트니스 리의 저술에서 사람으
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고, 사기와 강간을 허용하며, 그래도 자신을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을 결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데니, p. 183)

9. 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원고의 가르침을 따르는 원고들이나 교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는 ‘도덕적 난쟁이들’이라고 한 것은 허위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다시 한 번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부도덕성을 조장한다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이러한 진술들이 거짓이라는 판결은 잭 버클리(버클리, p.796), 그리고 원고측의 전문적인 증인들과 신디 마이네크의
증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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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는, 더디가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도덕적 난쟁이파(Moral Pygmism)」로 특정지움으로써 왜곡했을 뿐 아니
라, 용어를 지어낸 벤자민 와필스의 의도를 왜곡시켰다고 증언했다. 멜튼 박사는 더디가 독자들에게 전달한 것과 정반대
되는 수많은 윗트니스 리의 저술들이 있음을 증언했다. (Tr. pp. 69-73)
고에치우스 박사는 증언하기를, 더디의 「도덕적 난쟁이파」라는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도덕성이 결여되고 도덕
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가하여 증언하기를,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과
이를 따르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혐의는 정장화될 수 없으며, 이와 반대로 윗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율법의 윤리적인 규범
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요구한다고 증언했다. (Tr. pp. 143-144)
버클리는 윗트니스리의 저술을 읽는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도덕적 난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버클리. p.796)

10.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원고들이 교인들을 대중 앞에서 모욕하여 어떤 아나하임 교회 교인들과
북캘리포니아의 인도자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원고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다는 진술들은 거짓
이고 명예 훼손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싸이어, Vol. 4, p. 95-97, Vol. 6, pp. 520-521, Ex. p.68) 따라서 독자들은 출
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원고들의 증거는 윗트니스 리나 원고들 중 누구도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러한 입원이 발생한 적이 없었음을 확증
했다.
멜튼 박사는 그가 모욕이나 입원 사례를 발견치 못했음을 증언했다. (Tr. p. 92)말로니 박사의 조사는(Ex. p. 92) 이전 교
인에게서도 그러한 모욕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번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여기서부터 검토)
더디는 한 건의 입원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고,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도 대지 못했다. 그는 확인 문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더디, pp. 1166-1168), 점검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더디는 역시 북 캘리포니아 교회 인도자로 추정되
는 사람에게 이러한 혐의를 지원하는 공술서를 요청했으나 얻지 못했다. (더디, p.1165) 더디는 지방 교회의 어느 교인이 윗
트니스리의 신학이나 사상 개조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에 대하여 그가 어떤 의학적 또는 심리학 전문가로부터도 조언을 받
은 바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더디, p. 1089)
SCP 이사 중 하나이며 현 소송의 변호를 책임지고 있는 스콰이어 씨는 북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 인도자가 윗트니스 리의 행
위로 인하여 입원한 것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스콰이어, p.723) 그는 정신 치료가 필요한 교인에 관하여 그가 최근에 보
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기억해 낼 수 없었다. (스콰이어, p 760) 그는 그 책의 심리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분야의 정
확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알지 못했다. (스콰이어, pp. 7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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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바씨티 출판사의 싸이어는 더디로부터 북 캘리포니아 교회 인도자의 입원 정보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을 다루는 문서
를 본적도 없다고 했다. (싸이어, Vol. 4, pp. 97-98)

11.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윌리엄 프리만, 또는 아나하임 교회 어느 장로가 퓰러 신학교를 속였다
는 것은 허위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 나아가서, 이미 말한 저술들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자신을 나타냄에 있어서 솔직성
의 결여로 추정되는 이것은 지방 교회가 보여 주는 하나의 특질이다.’라는 진술은 허위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윌리엄 프리만이 퓰러 신학교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솔직하지 않았고, 어떤 정보를 감추고 있었으며,
또한 지방 교회 교인들도 감추는 자들이며, 자신은 그들의 행동을 정확히 묘사했고 지방 교회의 일반적인 성격과 특질을
표현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더디, pp. 430-432, 433-435)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
해했을 것이다.

허위성의 판시는 퓰러 신학교의 학적부 이사이며 전 입학 담당 이사인 쎄실 멜빈 로벡(Jr.)박사와 원고 윌리엄 프리만,
그와 함꼐 제시한 증언과 증거 자료에 근거하며(Ex. p. 14, 15, 16, 17, 18, 19), 이는 은폐, 기만이나 솔직성의 결여가 없었
고 퓰러 신학교의 교수진 누구도 그러한 언급을 (Tr. pp. 81-89) 한 적이 없었음을 결정적으로 확증했으며, 또한 이러한 혐
의가 피고들에 의해서 날조되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열거한 증거 자료와 전문가들의 증언은 지방 교회와 그
인도자들 또는 교인들 측에 가한 모든 은폐, 기만이나 솔직성의 결여에 대한 혐의 역시 허위성을 입증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싸이어는 퓰러 신학교 입학 담당 책임자들이 프리만은 솔직할 수 있을 만큼 솔직했으며 허위 날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진술 했음을 확인했다. (Ex. p 47) 이러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싸이어는 인터바씨티 프레스가 출판한 ‘THE GOD-MEN'에서
프리만-퓰러 사건을 삭제했다.

12.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언급들, 즉 원고들이 공포 전술이나 보복 위협을 써서 교인들을 지방 교회에 충성
하면서 남아 있게 하고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은 허위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지방 교회가 예전 지방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더디, p. 1774,
2235)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허위성의 판결은 현재 교인들과 신디 마이네크의 증언 그리고 공포 전술과 위협이 없었음을 확증한 멜튼 박사의 증언
에 근거한다. 멜튼 박사는 증언하기를, 교인들은 그들의 의지에 역행하여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진하여 교회 안에
있으며, 그들의 참여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교회에 있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했다. (Tr. pp. 96-97)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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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지방 교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
은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 것과 어떠한 핍박 (이전 교인들의 집을 파괴함을 포함하여)이 있었다 함은 허위요 명예 훼손
적이다.
더디는 지방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만 햇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다. (더디, pp. 896-898)
허위성의 판결은 이전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한 유진 그롤러의 증언에 근거한다. 이주한
자들은 혐의된는 핍박의 공포 때문에 이주한 것이 아니다. 그의 증언은 또한 어떤 이전 교인들은 사실상 지방 교회가 있
는 지역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증했다. 그룰러 씨는 집 파괴에 대하여 조사했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발견했을 뿐 아니
라 이러한 보고를 했다고 추정 되는 사람이 이를 부인했음을 발견했다.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더디는 자신을 포함하여 SCP에서 아무도 집이 파괴된 사람을 만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더디, p. 920)

14.피고들의 저술에서 표현되고 암시된 진술들, 즉 윗트니스리나 원고들 중 누군가가 슈투트가르트 집회소에 할당된
235,000달러를 오용한 혐의를 포함하여 재정관리에서 유죄라는 것은 허위요 명예 훼손적이다.
더디는 자금을 오용함에 있어서와 또한 재정관리를 드러내는데 있어서 가능한 범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
다. (더디, pp. 822-823, 839, 840, 849) 따라서 독자들은 출판물의 의도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허위성의 판결은 슈투트가르트 집회소에 할당된 자금이 제시된 목적대로 슈투트가르트 교회에 보내졌음을 확증하
는, 본 재판에 제시된 증언과 문서 증거에 근거를 둔다. (Ex. p. 6,7) 이 자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계획했던 거래에 실패
한 후에 미국으로 반송되었다. 그 돈은 슈투트가르트 교회가 적당한 집회소를 발견하기까지 독일보다 이자율이 높은 미
국에 예치되어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교회는 집회소를 찾는 노력을 계속했고 (Ex. p. 31), 이 사실을 ‘Die Sonderlehre des
Witness Lee Und Sener Ortsgemeinde'이나 ’THE GOD-MEN' 이 인터바씨티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기 전에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다. (Ex. p. 46) (인터바씨티 출판사의 싸이어도 ‘THE GOD-MEN'이 출판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었다.) (Ex.
p. 46) 슈투트가르트 교회는 합당한 집회소를 발견했고, 교회의 요청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그 돈을 받았는 데, 이는 ‘Die
Sonderlehre des Witness Lee Und Sener Ortsgemeinde'가 출판되기 전이었다. 비록 그 거래가 완결되지는 못했지만, 그 후
로 그 돈은 슈투트가르트 교회 관리하에 슈투트가르트에 예치되었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현재 집회소 구입에 사용되었
다.
더디는 이러한 사실이 돈의 관리 소홀이나 기만이 아님을 인지했다. (더디, pp. 835-837)
본 재판정은 피고인들이 앞에 기술한 언급들을 거짓인 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하고 한 것
이라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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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브렉은 어떤 문서적 증빙 없이 자금 관리 소홀에 대한 혐의들을 출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출판 행위라고 증언했다.
(알브렉, p. 242) 이런 어떤 문서도 제시된 적이 없다. (싸이어, Vol. 5, pp. 301-303)
더디는 이 거래에 관하여 슈투트가르트 교회나 아나하임 교회의 누구와도 연락해본 적이 없음을 시인했다. (더디, pp.
826-827, 840-841, 875) 그의 유일한 정보 출처로 추정되는 것은 지방 교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맥스 레포포옷이었다.
더디는 SCP로부터 이전 교인들의 진술들을 조심해서 다루고, 이러한 진술들에 관하여 다른 출처로부터 점검해보도록 경
고를 받았다. (더디, pp. 824-826) 더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디는 레포포옷으로부터 제공된 어떤 보고에 대해서도 신
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명백한 이유들을 기지고 있었다. [St. Amant v. Thompsom(1969) 390 U.S. 727, 732, 20, L. Ed. 2d
262, 267-268)]

더디는 또한 이 혐의도니 정보를 선서 진술서로 입증하도록 래포포옷을 설득하지 못했다.(더디.p.865,Ex. p.43)
싸이어는 문서 증빙의 결여가 이러한 비난에 있어서 주된 문제점임을 인정했고,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 훼손죄
에 해당됨을 깨달았다.(Ex. p.42,41)싸이어는 어떤 문서를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싸이
어.Vol. 5..pp.301-303)

15.피고인들 모두 앞에 기술한 모든 허위 진술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의도했고, 독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허위와 명
예훼손적인 의미들을 무책임하게도 무시했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의 증언과 원고들이 제공한 더디, 알렉산더, 사이어와 버클리의 선서 진술 증언으로 확증되었다.

16.앞에 기술한 모든 허의 진술들은 원고들, 즉 윗트니스 리와 윌리엄 프리만이 이단의 지도자들이며 아나하임 교회는 이
단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한 점에 있어서 명예 훼손이다.허위 진술들은 또한 독자들에게, 원고들이 연약하고 상
하기 쉬운 자들을 절대적인 종속 아래 두기 위해 유인하는 기만적인 회원증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원고들이 공포와
정신 조작과 사회 격리 등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지방 교회 교인들의 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는 인상을 전달했다.
이 진술들은 또한 원고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허용, 권장, 묵인하는 원칙들을 가르치며, 도한 이 사람들을 착취하여 원고
자신들의 재정적인 이익을 취하고, 더 나아가 이탈하는 자들은 재난으로 핍박과 위협을 받는 것으로 전달했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의 증언과 아메리칸 방송사(american Broadcastin Company)의 정신 조작하는 이단들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온 원고 윗트니스 리의 만화와 더불어 이름이 포함된 THE GOD-MEN의 표지를 제시함으로 입증되었다.
17.원고 윗트니스 리는 허위와 명예 훼손적인 기술로 인하여 증오, 모멸, 조롱, 오명을 얻었고, 거기에다 오십여 년 간의 성
서 사역자로서의 소명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의 평판 또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
었다. 그의 평판 또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엇다.[Scott v.Times Mirror, (1919) 181 Cal. 345,365]
추가해서, 원고 윗트니스 리는 그의 가족과 그의 가르침을 다루는 자들이 단지 기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인하
여 마찬가지로 증오 조롱, 오명을 얻었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직함으로써 오는 이러한 비난들
로 인해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Douglas v. Janis.(1974) 43 Cal. App. 3d 931,940 and Waute v.San fe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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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ing Co.(1918) 178 Cal. 303, 306] 더 나아가서, 원고 윗트니스 리는 자신의 명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
상을 입음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손자들이 상처를 받음으로써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과 현재 교인들의 증언 그리고 ABC-TV 프로그램으로 입증되었다.(Ex.84a and b)

18.18.피고인들인 닐 더디와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Schwengeler-Verlag)를 상대로 한 본 소송에 연루된 모든 명예 훼손
적 출판물에 의해 손상을 입은 데 대한 합당한 손해 배상액으로서 오백만 달러($5,000,000)의 금액을 원고 윗트니스 리
에게 배상하도록 선고한다.

19.원고 아나하임 교회는 거짓되고 명예 훼손적인 저술로 인하여 증오,모멸,조롱,오명을 얻었고, 하나의 그리스도인 교회
로서 그 기능과 위치 면에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으며, 교인의 손실과 잠재적 교인의 손실과 따르는 유
익에 대한 손실로 고통박고 있으며, 동시에 그 교인들과 그들의 가정도 증오, 모멸, 조롱, 오명을 얻게 되었다.(Vegod
Corp.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y. Inc. (1979) 25 Cal. 3d 763,770)

20.피고인들인 닐 더디와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를 상대로 한 본 소송에 연루된 모든 명예 훼손적 출판물에 의해 손상을
입은데 대한 합당한 손해 배상액으로서 삼백만 달러($3,000,000)의 금액을 원고 아나하임 교회에게 배상하도록 선고한
다.

21.원고 위리엄 프리만은 거짓되고 명예 훼손적인 기술로 인하여 증오, 모멸, 조롱, 오명을 얻었고, 거기에다 이십여 년 간
성서 사역자자로서의 소명에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의 명성은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
었다. 추가해서, 원고 윌리엄 프리만은 그의 가족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단지 그의 가르침을 다룬다는 이유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증오, 모멸, 조롱, 오명을 얻었으며, 이를 인하여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 더 나아가, 원고 윌
리엄 피리만은 이들 출판물들에서 언급된 윗트니스 리 외에 우일한 아나하임 교회 인도자, 유일한 교회 인도자라는 이
유 때문에 모든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 출판물들에 진술된 기간 동안에 퓰러 신학교를 다닌 유일한 지방 교회 장로
라는 이유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다. 더 나아가서, 원고 윌리엄 프리만은 자신의 명성이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음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손자들이 상처를 받음으로써 심각한 감정적 고통을 겪었다.

22.피고인들인 닐 더디와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를 상대로 한 본 소송에 연루된 모든 명예 훼손적 출판물에 의해 손상을
입은데 대한 합당한 손해 배상액으로서 오십만 달러($5,000,000)의 금액을 원고 윌리엄 프리만에게 배상하도록 선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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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본 법정은 우너고들 중에 공적인 인물이 한 사람도 없음을 판결한다.(Gertz. v. Welch. (1974) 418 U.S. 345, 41 L. Ed.
2d 808,94 S.Ct. 2997;Hutchinson v. Proximire.(1979) 443 U.S. 111,135, 61 L. Ed. 411, 431, 91 S.Ct.2675) 그러므
로 겉츠 대(對) 월치(Gertz v. Welch)의 원칙 아래, 원고들은 보상적 손상을 배상받기 위하여 사실상의 악의 (거짓인줄
알았거나 진실성이나 허위성을 무책임하게 무시함)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징계적 손상을 배상받으려면, 겉
츠 대(對) 월치(위의 인용과 동일)의 원칙 아래 원고들은 [사실상의 악의]를 확증해야 한다. 원고들은 본 재판과 청문
회를 시작할 때에 [사실상의 악의]를 확증할 의도가 있음을 명백히 했고, 재판정은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한 것에 만족한
다. 증거 자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 피고들이 미리 정해진 결과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윗트니스 리의 기술들을 사실
상 왜곡하고 문맥에 관계없이 빼내어 윗트니스 리의 기술들을 의도적으로 인용했음을 나타냈다. 이는 원고들의 증언과
멜튼 박사(Tr.pp.16,18,23,46,48-89), 살리바 박사(Tr.pp. 109,114,117-118,135), 스탁박사(Tr.pp. 162-163,171-174),
고에치우스 박사(Tr.pp.141-142)의 증언들로서 확증되었다. 추가해서, 증거 자료는 피고들이 혐의되는 원고 윗트니
스 리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지방 교회 인도자들과 교인들에 의한 기만적 교인 모집의 학설을 조작하기 위하여 로프랜드
와 스탁에 의해서 고안된 개종의 사회학적 모델 역시 왜곡했음을 확증했다. 이 모델의 저자 중 하나인 로드니 스탁 박사
의 증언은 왜곡이 용의주도하고 의도적이었다고 재판정을 확신시켰다.(Tr. pp. 162-163, 169, 171-172)[St. Amant v.
Thomson(1968)390, U.S,727,732,20 L..Ed 2d 262,267-268,88 S. Ct 1323] 더 나아가 더디와 알렉산더와 버클리와 싸이
어의 선서 진술 증언은, 명예 훼손적 기술들을 어떤 경우에는 허위인줄 알면서, 다른 경우에는 담겨 있는 진실성이나 허
위성을 무책임하게 무시하고 했음을 확증한다.

24. 본 법정은 역시 피고인들이 위에 언급된 책과 원고물을 출판하는 행위를 통해 원고들을 괴롭히고, 곤혹스럽게 하고, 상
해하여 세 원고들 모두의 사역을 파괴하려 의도했음을 판시한다.

이는 더디의 고용주의자 공저자인 SCP가 1970년 초기부터 지방교회와 오랜 적대 관계에 있었고 교인의 일부를 잃었다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 사실은 제임스 밀러와 SCP의 공동 설립자 잭 스팍스에ㅐ 의해서 확인되었다. (스팍스, p. 16)
멜튼 박사는 이러한 대결에서 SCP는 두 번째가 되곤 했다고 증언했다. (Tr. pp. 48-49) 추가해서, 문서와 선서 진술물은 인터
바씨티 출판사가 대학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방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교인들
을 지방 교회에 빼앗기므로[싸이어, Vol. 4, pp. 47-48, 58-59; Vol. 5, p. 228; Ex. 85(Former Ex. 381, 240)] 더디와 SCP에 도움을
요청하여 SCP의 전 발간물 「The God-Men I」을 확대하여 위에 인용된 대부분의 명예 훼손적 언급을 담은 소위 「사회적」 항목
을 추가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 [Ex. p. 85(Former Ex. 383. 384.)]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더디는 인터바씨티에게 『그 책
이 지방 교회들 해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판매에 전력을 다하라』고 제안했다. (Ex. p. 8)
증언과 문서 증거는 역시 피고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가 워치만 니의 저술에 관하여 슈투트가르트 교회와 경쟁적으로 출
판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더디와 SCP에 도움을 요청하여 교회를 불신하도록 시도했음을 확증했다. 더디는 알
면서도 고의적으로 원고들의 사역들을(더 나아가, 전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시도에
참여했다. (Ex. p. 38. 40) 추가해서,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는 「Die Sonderlehre des Witness Lee Und Seiner Ortsgemeinde」
책에 짐 존스와 인민 사원에 관한 광고를 삽입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폭로하는 또 다른 책이 여기에 있다.』
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원고들과 서로 연관시켰다. 이 단순한 병행배열은 「타임 잡지에 실린 죽어서 쓰러져 있는 이 모든 사
람들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Tr. p. 147-고에치우스 박사)
모든 증언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용어의 전통적인 사용은 1970년대 중반부터 바뀌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새로운 뜻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용어가 현대에는 「교인들을 세뇌시키고(Tr. p. 28), 기만적으로 교인을 모집하며(Tr. p. 28), 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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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조종할 준비를 갖추고 돈을 탈취하며(Tr. p. 113), 그들 교인들에게 해가 되고(Tr. p. 20), 미국인 가치관의 기초를 무
너뜨리는(Tr. p. 20) 유해한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 날 그 책에 있는 악한 것은 대부분 이단들에게 책임이 있으
며, 맨슨과 짐 존스에 대해 널리 퍼진 인상과 더불어, 이단이라고 불리는 무리는 즉시 이 두 사람과 연관되게 된다.
멜튼 박사가 진술한 것과같이,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 부르는 것은 1970년도의 맥카디주의(극단적 반공주의) 시절에 이들
을 빨갱이(Pinko―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Tr. p. 49) 일단 비방을 받으면, 그것이 전적으로 오류임이 판명되더라
도 그 낙인은 남아 있다.

본 재판정은 증인 로드니 스탁 박사의 다음 진술에 동의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윗트니스리의 신학에 관하여 실제로 악하게 책을 쓴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미국 사회에서 그것은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
는 순간 … 이름들과 사건들을 거론하고,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건들과 성적인 혐의와 재정적인 혐의를 말하고, 또는 한 사람
의 신학적 진술들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도록 인용하는 그 지점에 오는 순간,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갖는 것
은 … 우리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진실에 관한 것이며, 우리는 명예 훼손에 관해 말하고, 공정성
에 관하여 말하고, 일들의 전체 위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Tr. pp. 171-172)

원고들에게 입힌 손상은 이 재판으로 지워지지 않는가. 그러나 다음의 징계적 손해배상은 원고들을 옹호하고 유사한 상황
의 다른 이들이 원고들에 관하여 또 다른 고의적인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다. [Secord v. Schlachter, 58
Fed. Supp. 56-58 (1983)]
그러므로 본 재판정은 다음과 같이 징계적 손해 배상으로 원고측에게는 승소를, 피고측에게는 패소를 선고한다.:

원고 윗트니스 리에게 피고 닐 티 더디는 일백만불($1,000,000).
원고 윗트니스 리에게 피고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는 일백만불($1,000,000).
원고 아나하임 교회에게 피고 닐 티 더디는 오십만불($500,000).
원고 아나하임 교회에게 피고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는 오십만불($500,000).
원고 윌리엄 티 프리만에게 피고 닐 티 더디는 이십만불 ($200,000).
원고 윌리엄 티 프리만에게 피고 수엔겔러 벌라그 출판사는 이십만불($200,000).

날짜 1985년 6월 26일

상급 법원 판사, 임시
LEON G. SEYRA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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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미국 복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이단들이란 책자를 공동 저술하였던 파산티노 코번 여사

(Christianity Today)지의 2009년 1월 26일자 특집기사를 번역 소

는 “평생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재평가”에 대해 열정적이

개한 것입니다.

고도 개인적인 소회를 담아 다음처럼 기술하였다.
“만일 당신이 부모로서 젊은 청년인 당신의 자녀가 하룻밤
사이에 영적으로 꽃피는 것같이 보여 자랑스럽게 여겨지

THEOLOGY IN THE NEWS

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영적인 혼돈 속에서 무너져내리
고 불타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 점을 말씀드리겠

Cult Watchers Reconsider

습니다. 지방 교회들은 합법적인 곳이고, 신학적으로 정통
이며, 영적으로는 신실하게 참여하는 곳입니다. 지방교회

Former detractors of Nee and Lee now endorse

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헌신

'local churches.'

과 성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곳은 마귀의 위험한
덫에 빠지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Collin Hansen | posted 1/26/2009 09:58AM
그 책은 또한 풀러 신학교가 3년 전에 발표한 선언문도 싣
고 있다. 세 명의 풀러 신학교 교직원들인 리차드 마우 총
이단 변증가들의 재평가

장, 하워드 로웬 신학부 학장, 벨리 마티 커케년 조직신학
교수는 지방교회들의 신앙에 대하여 토론하기 위하여 지
방교회측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다섯 차례나 직접 만났

과거에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지

다. 풀러 신학교 대표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

금은 ‘지방교회들’을 지지함

던 몇가지 주제들은 “삼일성(삼위일체), 신성과 인성의 연
합, 신화(神化), 양태론(樣態論), ‘지방’교회에 대한 그들의

콜린 한센

해석과 실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들의 모임 밖에
있는 외부 믿는 이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등"이었다.

두 저명한 변증가들이 그간 논쟁이 되던 ‘지방 교회들’ 운
동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바꿨다. 이 운동은 워치만 니와

이제 풀러 측은 그 풀러 선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믿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들을 따르는 운동이다.

는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교회 측 사람들에게 교
제의 악수를 하기를 기탄없이 권한다.”고 했다. 풀러 측과
의 대화 결과, 지방 교회들 대표들과 LSM 편집진은 지난

‘크리스챤 리서치 연구소’(CRI) 대표인 행크 해나그레프와

2007년 1월에 그들의 가르침들에 대한 37쪽의 성명서를

‘행동하는 답변들’(AIA)의 책임자인 파산티노 코번 여사는

출판했다. 그러나 LSM 대변인인 크리스 와일드씨는 이 문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하여

서가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설립된 ‘변호와 확증 프로잭트’(DCP)가 지난 해 11월 달에
펴낸 소책자에서 각각 자신의 새로운 지지글을 선보였다.
워치만 니가 1920년대에 중국본토에서 창설한 이 운동은
점차적으로 서방으로 퍼졌다. 워치만 니가 1972년에 중국
해나그래프는 지방교회들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든 사회학

공산 치하 감옥에서 순교한 이후, 위트니스 리가 이 단체

적인 의미에서든 이단적인 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

의 가장 저명한 성경교사가 되었다. 그는 1997년에 사망

다(CRI는 1970년 대에 다른 진리변증단체들에게 영향을

했다. 이 단체의 두 가지 특성들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주었던 비평자료들을 출판한 바 있다). 월터 마틴과 신흥

즉각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첫째는 이 운동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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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교회들은 예컨대 “시카고에 있는 교회’라는 명칭이

견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또한 파산티노 코번을 포

보여주듯 지리적인 명칭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점이

함해 이전의 비판적 입장을 바꾸었던 이들이 위트니스 리

다. 둘째는 이 단체에 위계적인 구조가 없다는 점이다.

에 대해 품었던 의구심이 사실은 오류였다는 점을 아직 문
서로 밝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역자주: 이러한 비
판을 감안하여 CRI와 파산티노 코번 여사는 그들이 왜 지

위트니스 리는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하여 매우 비판

방교회들에 대한 입장을 비판에서 지지로 바꿨는지를 설

적이어서 지방교회들이 자신들만 유일하게 합법적인 그

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 중에 있음).

리스도인들로 생각한다는 우려를 가져왔다. 이런 위트니
스 리의 입장에 자극을 받아 (달라스 신학교의 더렐 보크
와 남침례교 신학교의 페이지 페터슨 등을 포함하여) 60명

베이스너는 이렇게 주장한다. "위트니스 리가 가르쳤던 것

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2007년 1월 지방교회들과 그 출

중 정통적인 교리와 일치하는 것을 언급할 뿐 위트니스 리

판기관인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LSM)에 위트니스 리

의 정통적 교리에 위배되는 진술을 명백히 거부하지 않는

의 교리적인 입장과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을 철회하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프란시스 세퍼가 반복해서 주장했

라고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역자주: 이

듯이 탈근대 시대에 우리는 자신이 믿는 것을 밝힐 뿐 아

공개서한에 대하여 지방교회들이 간략하게 제시한 1차 답

니라 또한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명백히 거부해야 한다.

변과 그후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 교회(Worldwide Church of God )는 1980년

는 지방교회들 변증싸이트인 http://www.lctestimony.org/

대에 자신들의 창시자인 허버트 W. 암스토롱의 이단적인

LongerResponse.html 참조).

가르침을 거부함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지방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라고는
할 수 없다."

이처럼 비판이 고조되자 지방교회들은 다른 복음주의 단
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LSM은 복음주의 출
판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국제 크리스찬 소매업

하지만 해나그래프는 지방교회들의 구성원들에게 신학적

체 전시회에 자신들이 출판한 책을 소개하였다. (LSM측은

통찰력이 있다고 말한다. "나는 아쉽게도 오늘날 복음주의

또한 비판자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성향을 띤 모임들 대부분에서 결핍되어 있는 교리적 정밀

즉, '이단단체 및 신흥종교 사전'의 저자들인 존 앵커버그

성에 대한 예리한 관심을 지방교회들의 구성원들이 가지

와 존 웰던에 대해 136백만불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

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구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 2007년 6월 미국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항소심 개최를 거부하였다.)(역자주: 본 사건
은 재판 절차 상의 문제들을 다루다가 종료된 것이며, 쟁

파산티노 코번은 아직도 지방교회들을 비판하고 있는 비

점이 되었던 사안은 심의도 되지 않았음).

판자들이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지방교회들의 가르침을 좀 더 읽다보니 이들이 박해받던
교회들과 고대 동방 교회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

하지만 LSM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

났다고 말했다. 곧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좀더 개인 체험적

침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전에 CRI의 일원이었던 캘빈

신학"과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다.

베이스너 등의 비판자들은 바로 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그녀는 크리스챠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에서 이
베이스너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 위트니스 리가 오류를 범

렇게 말했다. "박해받던 교회와 동방교회의 준거틀을 지방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미 초기 교회의 공의회

교회들에 적용해 보았을 때 제가 알게 된 것은 지방교회들

에서 정죄 되었던 두 가지 형태의 양태론을 위트니스 리가

이 공식적으로 어디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어디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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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되든, 그들이 이들 박해받던 교회 및 동방교회

genuine Christian commitment and maturity. They are not

와 지닌 유사성은 명백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군다

a dangerous ensnarement of the Devil."

나 완전히 정통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제가
지방 교회들의 모든 가르침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제가 지방교회들이 추구하는 신학을 한다는 뜻도 아닙

The booklet also includes a three-year-old statement

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신학을 더 충분히 알게 되었고

fro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ree Fuller faculty

또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

members―president Richard Mouw, theology dean

의 가르침이 비록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

Howard Loewen, and systematic theology professor Veli-

고 이단적인 것은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Matti Kärkkäinen―met five times face-to-face with
influential local church figures to discuss their beliefs.
The Fuller representatives cited several areas of special
concern, "such as the Trinity, the mingling of divinity and
humanity, deification, modalism, their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the 'local' church,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Two notable critics have changed their minds on the

of Christ, and their attitude toward believers outside their

controversial "local churches" movement that follow the

congregations."

teachings of Watchman Nee and Witness Lee.
Now, t h e Fu l l e r s t at e m e nt s ay s , it s f a c u lt y an d
Hank Hanegraaff,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earch

administration "unreser vedly recommend that all

Institute (CRI), and Gretchen Passantino Coburn, director

Christian believers likewise extend to them the right

of Answers in Action, each published their new support

hand of fellowship." As a result of the Fuller dialogue,

in a November booklet by the Defense and Confirmation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churches and LSM editors

Project, founded to rebut criticism of Nee and Lee.

published a 39-page statement of their teachings in January
2007. But LSM spokesman Chris Wilde said the document
has not been widely distributed.

Hanegraaff says the local churches fit neither the
theological or sociological definition of cultic activity.
(CRI published critiques in the 1970s that influenced other

The movement Nee founded during the 1920s in China

watchdog groups.) Passantino Coburn, who coauthored

subsequently spread to the West. After Nee died in

The New Cults with Walter Martin, writes passionately and

1972 in a Communist jail, Lee became the group's most

personally about the "most significant reassessment from

prominent teacher. He died in 1997. Two of the group's

my career."

traits immediately strike many evangelicals as strange.
First, churches affiliated with this movement take no name
except a geographical marker, such as "the local church in

"If you are a parent, proud of your young adult offspring's

Chicago." Second, the group has no authority structure.

seemingly overnight spiritual blossoming but afraid that
he or she is going to crash and burn in spiritual chaos, let
me reassure you," Passantino writes. "The local churches

Lee was also very critical of Roman Catholicism and

are a legitimate, theologically orthodox, spiritually faithful

Protestantism, raising concerns that the local churches

involvement by means of which you offspring can develop

regarded themselves as the only legitimate Christians.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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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s prompted 60 evangelical leaders (including

set a good example in the 1980s, repudiating the heretical

Darrell Bock of Dallas Theological Seminary and Paige

teachings of its founder Herbert W. Armstrong, and it is

Patterson of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not asking the Local Church too much to do the same."

to publish an open letter in January 2007 asking the local
churches and their publishing service, Living Stream
Ministry (LSM), to disavow Lee's doctrinal statements and

But Hanegraaff says members of the local churches

criticism of evangelicals. Wilde said the local churches

demonstrate theological acumen: "I have witnessed in them

issued invitations to dialogue with each signatory but did

a keen interest in doctrinal precision sadly missing today

not near back from any.

in major segments of the evangelical community."

As criticism has mounted, the local churches have

Passantino Coburn says the group's remaining critics

sought help from other evangelicals. LSM was granted

should engage in deeper research. She said that further

membership in the Evangelical Christian Publishers

reading about the group's teachings revealed connections

Association, and exhibited at the International Christian

with persecuted churches and ancient Eastern church

Retailers Show. (LSM has also sued critics. In June 2007,

history, such as a "less purely analytical but more fully

the U.S. Supreme Court declined to hear its appeal of a

personal theology."

rejected $136 million libel lawsuit against John Ankerberg
and John Weldon, authors of The Encyclopedia of Cults
and New Religions.)

"When I applied the templates of the persecuted church
and Eastern church to the local churches, I saw that,
regardless of their formal association or derivation, the

But the group has not renounced Lee's most controversial

similarities were unmistakable, understandable, and fully

teachings, and that's the key problem for critics such as

within orthodoxy," she told Christianity Today. "This does

Calvin Beisner, formerly of CRI.

not mean that I agree with every local church teaching,
nor does it mean that I do theology like the local churches.
But it does mean that I can more fully understand and

Beisner faults Lee on a number of points, including two

appreciate that theology, and can be confident that while

forms of modalism condemned by the early church's

different, it is not heretical."

ecumenical councils, and said no critics who have changed
their mind―including his sister, Passantino Coburn―
have yet documented how former concerns about Lee were
actually misrepresentations.

"Merely issuing doctrinal statements that are orthodox so
far as they go but do not explicitly repudiate the contrary
statements of Lee is not sufficient," Beisner said. "As Francis
Schaeffer insisted again and again, in our postmodern
world we must not only say what we believe, but also must
deny what we don't believe. The Worldwide Church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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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신들은 IVP가 소책자 씨리즈 51번으로 1990년 2월에 초판을

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낸 "영성에의 추구" 내용에 대하여 지방교회 측에서 그 책의 저자에
게 항의한 서신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 책은 한국 IVP 총무를 오래

영성에 대한 워치만 니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 편지 말미에

역임했고 현재는 합동 신학원(수원)에 재직 중인 송 인규 교수가 쓴

우리가 제기한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한 귀하의 답변을 듣고

것으로 이 서신들의 말미에 송 인규 교수의 해명서가 함께 실려져

추후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우리의 의도

있습니다. 참고로 송 인규 교수가 그 책을 쓴 시점은 1980년대 초반

는 귀하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거짓되

이며 최근에 IVP 측으로부터 그 책에 대한 개정작업을 제안 받았습

게 정죄하고 왜곡한 부분들을 항의하고 바로잡는 데 있습

니다. 이 서신들은 그동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방교회의 참된 신

니다.

앙이 오해되고 왜곡되었는지를 독자들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첫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
이 워치만 니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

발신인 :

적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이러

Daniel Towle 외 2인, 1997. 6. 11.

한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Neil T. Duddy와 SCP가 쓴

1330 North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The God-Men: An Inquiry into Witness Lee and the Local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Church'(Downers Grove III., IVP, 1980)을 독자들에게 추
천했습니다(소책자 23쪽 각주2).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귀하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의 가르침이 이단적이라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고 단언하는 구체적인 성경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우

전화 : 0331-257-1139

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한국 기독교계에서 유통되
는 지방교회에 대한 자료들은 우리들의 신앙과 실행을 바
르게 전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한결같이
오해되고 왜곡되며 심지어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동

제목 :
소책자 '영성에의 추구'에 대한 항의

일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교통 가운
데 이러한 거짓된 내용들의 일부를 이미 바로잡았고 또 바
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료들이 지방교회를

우리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통해 계시된 성경의

판단하는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지지하며, 이 일에 관하여 전세계 지방교회들
을 대표합니다. 또한 이 편지는 귀하가 쓴, 한국기독학생

더구나 귀하가 지방교회를 평가하는 자료로 제시한 위 책

회 출판부(IVP)의 소책자 씨리즈 51번인 '영성에의 추구'

자는 그 내용이 거짓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캘

(1992.4.25 판)중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그리고 지방교

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회수되어 폐

회에 관한 내용과 관련됩니다.

기된 책자인 것을 귀하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귀하의 글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우

1970년도 후반에 지방교회측은 위 책의 거짓됨과 심각

리는 귀하가 워치만 니의 사상을 참되게 이해하지도 못한

한 명예훼손을 바로잡기 위해 약 3 년 동안 저자와 출판사

채, 자신의 독단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심히 왜곡된 내용을

를 상대로 해명하고 교통하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

전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귀하는 위트

나 SCP측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거

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르며,

짓된 비방으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

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

는' 부정직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다. 약 4년에 걸친 장기간의 재판 결과 캘리포니아 고등법

이러한 무책임하고 거짓되며 명예훼손적인 글에 대해 심

원은 그 책이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이며 지방교회의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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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과 실행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Nee 계통의 교회는 없다.... 오늘날 Local Church 가

러므로 법정은 1985년 6월 26일, 그 책의 출판사와 저자가

Watchman Nee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것은 워치만 니의 유

11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측

명세에 편승하려는 내심이 더 엿보인다.' 고 말함으로 위트

에 지불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결

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이 마치 워치만 니의 이름을 도

문 번호 540 585-9 참조).

용하는 부정직한 집단인 것처럼 왜곡되게 묘사하고 있습
니다(위 각주 2).

이 재판의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는 미국종교문제연구소
장 고오든 맬튼(J Gordon Melton)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

귀하는 위와 같은 거짓된 단정을 함으로 한국 기독교계에

다; "'God-Man'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되어야 하

지방교회 역사를 왜곡시켜 소개하고, (지방)교인들의 인

며, 이 책을 기초로하여 쓰여진 기사와 전단의 사용은 즉

격을 함부로 손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행동은

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 위 책(초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러

판)을 번역 발간한 '전도출판사'에도 서신을 통해 강력히

한 단정을 내리기 위해 귀하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하셨

항의하였고, 그분들의 사과문과 함께 재판발행을 하지 않

습니까?

겠다고 약속한 서신을 받아 보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귀
하 소속 교단(개혁)이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지방교회를

워치만 니는 심도 있는 성경연구를 통해 믿는 이들의 하

포함시킨 '사이비이단자료집'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

나됨의 중요성과 교파분열의 잘못됨을 분명히 보았습니

리는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

다. 또한 그의 교회관은, 믿는 이들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

들은 성령 안에서의 참된 교제는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거

해 성경의 예를 따라 (행8:1, 13:1, 계1:11) 자기가 거주하는

짓된 사실을 근거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지방을 중심으로 교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한국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원이 발행한 워치만 니의 '교회의 길', 1988년, 110111쪽, '교회의 정통', 1987년, 112쪽, '사역의 재고', 1988

둘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실상 Watchman Nee 자신은

년, 94-96쪽 참조). 이것은 또한 위트니스 리의 교회관이기

Witness Lee의 가르침이 극단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잘못

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방교회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교

된 것을 깨닫고 무관함을 선언했다' 고 말함으로 두 신실한

회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이 점은 지방교회에 대해 비

주님의 종들의 관계를 거짓되게 이간시키고 있습니다(위

판적인 단체에서도 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

각주 2).

종교 1982년 9-11월호, 1984년 4월호(56쪽), 1989년 6월호
(180쪽, 192-194쪽).

귀하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분명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는 중국 대

넷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부정적인 영성 추구의 유형으

륙의 복음화를 위해 오랫동안 동역했고, 중국이 공산화될

로 경건파, 기도원파, 성령파 등을 언급하면서 워치만 니

것과 서방세계의 사역에 대비하여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의 가르침은 그것들과 너무 다르며, 오히려 그러한 경향에

리를 대만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 후 공산화 직전에 두

적신호를 던질 뿐 아니라 비판과 시정을 가한다고 말합니

분은 홍콩에서 다시 만나 함께 사역했으며 공동의 이름으

다. 그러나 곧이어 귀하는 워치만 니의 가르침이 성경적으

로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두 분들이 성경에서

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

본 중심 이상과 실행들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러한 내

다.

용들은 두 분을 참되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에 속한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두 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

이러한 부정적인 묘사는 귀하의 장로교 신학을 근거로 한

해 위트니스 리가 쓴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한 분파이기

니'(서울, 한국복음서원, 1992년)라는 책을 귀하가 읽어보

는 하지만, 기독교 신학 전체를 대표할 수 없으며 또한 장

실 것을 권합니다.

로교 신학 안에도 비 성경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셋째, 귀하는 위 소책자에서, '우리 나라에는 Watchman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캘빈주의 또는 장로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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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많은 책들이 출판된 바 있습니

36-53, 109-130쪽), 구원의 길을 제시(54-74쪽)하고

다. 이것과 관련하여 귀하는 우리의 질문에 진실되게 답변

있습니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워치만 니는 귀하의 주장처럼 성화된 이성이나 사고
를 무시합니까, 아니면 겉 사람이 깨어진 상태의 새
1. 귀하는 소위 이분설과 삼분설이 지금까지도 논쟁 중에

로워진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사용을 가르치고 있

있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습니까?(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Release of the

으로 분류하는 소위 삼분설은 귀하의 표현처럼 워치만

Spirit), 1990년, 한국복음서원, p.40)

니의 독단입니까, 아니면 장로교단과 견해를 달리하나
정통교단들인 침례교단, 하나님의 성회, 형제회 및 존
넬슨 다비, 스코필드 등의 영향 아래 있는 경건한 그리

우리는 귀하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심각한 왜곡을 해결하

스도인들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 위하여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2. 귀하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에

첫째, 우리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한 귀하의 진지한 답변을
알려 주십시오.

서 '자기'는 무엇이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다고

둘째,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해 더 이상 왜곡된 글

보십니까?

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3. 롬 7:22, 엡 3:16, 고후 4:16에서 언급하고 있는 '겉 사

셋째, IVP 소책자 시리즈 51번 '영성에의 추구'는 위트니스

람'과 '속 사람'이 각각 사람의 '혼'과 '영'을 중심으로 하

리와 지방교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며 명예 훼손적인 내

는 개념이 아니면, 귀하가 해석하는 '겉 사람'과 '속 사

용(특히 23쪽 각주2)을 담고 있으므로, IVP측 과 상의하셔

람'은 각각 무엇입니까?

서 재 발행을 중지하여 주시고 유통에서 즉시 회수 조치하
여 주십시오.

4. 귀하는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반절인 '의문(워치만 니
가 의미하는 교리의 개념)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

넷째, 귀하가 위 소책자에서 사실을 확인치 않고 단정함으

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

로 진실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사과문을

이니라' 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보내주십시오.

5. 워치만 니는 그의 책에서 사람이 타락한 결과로 '사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발생한 이러한 일들

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고

이 세상 사람의 중재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빛

말하고 있습니다(워치만 니 전집 제12권, 영에 속한 사

과 임재 안에서 교통 가운데 해결되길 원합니다. 또한 신

람(1), pp.76-81, 1993 한국복음서원). 그러나 귀하는

학을 가르치시는 귀하의 인격과 위치를 존중하고 신뢰하

워치만 니가 인간의 타락을 육과 혼에만 머물고 영에

고자 합니다. 귀하의 허심탄회한 답신을 이 편지 발신일로

는 무관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

부터 10일 이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

니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 워치만 니는 귀하의 주장대로 그의 책에서 혼의 무용

첨부 :

성을 주장함으로 신자들의 수동성을 장려하고 있습니

1. God-men 판결문 1 부

까, 아니면 악령의 역사에 의해 혼(특별히 생각)이 수

2. 맬튼박사의 공개서한 책자 1 부

동적으로 되는 것을 경고함으로써(영에 속한 사람(3)

3. 전도출판사 서신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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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로교 개혁측에 보낸 항의 서신 1 부

급을 담은 소위 '사회적'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음이 밝혀
졌다(Ex. p. 85).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더디는 인터바

Daniel Towle 외 2인

씨티에게 '그 책이 지방 교회들을 해체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매에 전력을 다하라'고 제안했다.(Ex. p. 38)"
('하나님-사람' 판결문, 61쪽)
재판장이었던 레온 세이라니언 판사는 위와 같은 악한 의

발신인 : Daniel Towle 외 2인, 1998. 8. 19.(미국시간)

도에 의해 제작 보급된 '닐 더디의 책자'에 대해, 본 손해배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상과 별도의 징계로 수백만불의 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위트니스 리 외)에
게 입힌 손상은 이 재판으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음의 징계적 손해 배상은 원고들을 옹호하고 유사한 상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황의 다른이들이 원고들에 관하여 또 다른 고의적인 거

전화 : 0331-257-1139

짓을 만들어 내는 것에 제동을 걸게 될 것이다. (Secord v.
Schlachter, 58 Fed. Supp. 56-58 (1983)."(위 판결문 65쪽)
그러나 판사가 단죄했던 거짓되고 악한 비방이 한국에서,

제목 :
소책자 '영성에의 추구'에 대한 조치 촉구

그것도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에 의해 재연된 것은 너
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전세계 (지방)교인들은 이
러한 반복되는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일들'을 결코 방관하

보내주신 팩스 서신은 잘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편지에서

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귀하의 research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유익한 자료를 제공

합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는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자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닐 더디가 쓴 문제의 책자

를 제공하고, 이 심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재차 소개하여 강조코자 합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신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다음

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비난

과 같습니다.

하고 정죄한 근거는 위트니스 리의 서적을 토대로 한 것
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담은 닐 더디의 'The
God-Men'에 전적으로 기초한 것임이 귀하의 팩스 내용에
의해 뚜렸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다고 말한 것은 닐 더디의 위 책자에 근거한 것이다.
위 책자가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저희측이 SCP와 닐 더디를 상대로 수년 동안의 재판 끝에

소송과정에서 밝혀졌다는 항의에 대해서는 저자인 닐

승소한 판결문 내용은 귀하가 참고하신 위 책자의 저술 배

더디와 더 대화해 보아야 하며, 판결문에 대해서도 담

경과 저자인 Neil T. Duddy의 그리스도인 답지 않은 태도

당 판사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하시다는 귀하의 주장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하여

"문서와 선서 진술문은 인터바씨티 출판사가 대학가에서

저희는 Neil Duddy가 저희와의 재판 종료 후 등반 사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이 지방교회와 경쟁관계

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디는 재판

에 있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교인들을 지방교회에 빼앗기

과정에서도 자살을 기도한 바 있음). 또한 'God-Men'

므로(싸이어, Vol. 4, pp47-48, 58-59; Vol. 5, p 228, Ex. 85)

의 명예훼손소송 판결문의 사실확인을 위한 캘리포

더디와 SCP에 도움을 청하여 SCP의 전 발간물 'The God-

니아 주 상급법원 전화번호는 1-510-272-6070 또는

Men I"을 확대하여 위에 인용된 대부분의 명예훼손적 언

1-510-272-6737(Civil Cases)입니다(판결번호: 540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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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고: Witness Lee 외, 피고: Neil T. Duddy 외, 선고일

조). 저희는 이미 지난 6. 11자 편지에서 한국의 지방교

자: 1985. 6. 27. 담당판사: LEON G. SEYRANIAN).

회들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을 지방교회
에 비판적인 단체들의 자료들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

그러나 재판결과 확인을 위해서라면 재판 당사자였던

다.

S.C.P. 본부(P.O. Box 4308 Berkeley C.A. 94704, 전화:
1-510-540-0300, 팩스: 1-510-540-1107, Infor. :1-510540-5767(월-목, 10-12시 정오), Web Site: www.scp-

3. '영성에의 추구'는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고 '각주'에서

INC.org, E-mail: SCP@DNAI.com)나 출판사인 Inter

만 언급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주장에 대

Varsity Press 본사(Downers Grove, Illinois 60515)에 문

하여

의하시는 것이 더 용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쇄된 문서는 저자의 의도나 무관하게 반 영구적으로
참고로 SCP가 'God-Men I'을 쓸 때 많이 참고했고, 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타인의 책자에

사한 내용을 담고있는 책자인 'The Mindbenders' (Jack

그 내용이 재 인용될 때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상상

Sparks, Thomas Nelson Publishers, 1977, 1979)는 저희

을 초월한다는 것을 귀하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실

측의 항의로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이기도 한 토마스

제로 대전 침례신학교 정동섭 교수는 그가 쓴 책, '그것

넬슨사에 의해 전국적으로 회수 후 파기되고 미 전국의

이 궁금하다'에서 귀하가 쓴 각주를 그대로 인용하여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한 바 있습니다(자료1 참고).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 단

2.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의 빗나감을 보고 무관함을

지 워치만 니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으

선언했고, 한국에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는데 지

나 그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

방교회측이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고 한다고

치는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

정죄한 것은 David Adeney가 쓴 God-Men 서문에 근

을 뿐이다(송인규, 1990, p23)".

거한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이것은 귀하가 사실확인도 없이 단정하신 거짓된 말이
우선 귀하가 증거로 제시한 Neil T Duddy가 쓴 1981

그대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자료5 참

년 판에는 David Adney의 서문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조). 위 책자는 국 내외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통해 거짓

SCP가 쓴 1977년 판의 David Adney 서문에도 귀하가

된 내용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출판사는

단언하여 말한,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그 후 저희측의 항의로 재판을 발행치 않키로 했음). 양

선언했다' 혹은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

심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가시적인 피해를 주고

다'는 거짓된 단정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서도 '많이 읽히는 책이 아니고' 또한 '각주에서만 언급

이에 대한 증거로 데이빗 에드니의 서문을 첨부합니다

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료2 참조). 귀하는 데이빗 에드니의 어떤 말이 귀하
의 위 두 가지 거짓된 단정을 뒷받침한다는 말입니까?

귀하는 자신의 인쇄된 글을 통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
을 함부로 정죄함으로 야기시킨 이 문제가 얼마나 심

오히려 그 반대로 God-Men 1981년 판에서 닐 더디는

각한 일인지를 인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Lyall이 쓴 Three of China's Men 45쪽을 근거로, 중국

가 이 심각한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가운데 매듭

공산화 직전에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를 대만의 교회

짓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를 또한 아실 필요가

인도자로 지명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자료3 참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일 자체

고). 참고로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의 투옥 직전까지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하고 진지한 일인 것입

좋은 관계로 동역했다는 증언을 첨부 합니다(자료4 참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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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Daniel Towle외 2인, 1998. 1. 9.(미국시간)
1330 N.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831
4. 워치만 니에 관한 자료 소개를 요청한 것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저희가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저희측이
근거로 제시했던 워치만 니 책자를 귀하가 구입하여 반
박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또한 워치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 0331-257-1139

만 니와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위트니스 리가 쓴 '워치
만 니 전기'를 저희 측 수원교회 형제님들을 통해 귀하
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워치만 니의 책자 구입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귀하가 쓰신 소책자인 '영성에의 추구'가 야기

제목 :
1997년 6월 11일자 지방교회측의 항의서신
에 대한 답변 재촉구

시킨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되기 위하여 'IVP 소
책자 시리즈 51번'은 재발행이 중지되어야 하며, 서점
가에서 즉각 회수되어야 하며, 저자 및 출판사가 공개
사과하는 일이 9월말까지는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송 인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본 서신은 송 교수님이 저

이런 요구사항들은 6월 11자 저희 측의 편지에 이미 언

술하신 '영성에의 추구'라는 IVP 소책자에서 위트니스 리

급된 바 있습니다.

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독자들에
게 전달하심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고 한국내 지방교

세상 법률의 규제 이전에 귀하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회 성도들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살아 계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실 것을 다시 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번 권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은혜
를 베푸사 평강 가운데 그리고 믿는 이들의 교제 가운

저희는 작년 6월 11일에 1차로 위 소책자 내용에 대해 항

데 이 일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의하는 서신을 보내드린 후 재차 8월 7일, 8월 19일 2차에
걸쳐 진실규명을 위한 참고자료를 동봉한 서신을 통해 송
교수님의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가운데

첨부 :

송 교수님은 본인의 바쁜 일정관계로 적어도 1997년 12월

1. 월간 현대종교 1984년 4월호 해당부분(2매)--자료1

말까지는 이 심각한 문제를 원만히 수습하는 답변서를 발

2. 전도출판사의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7-11쪽(3

송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정동섭 교수님과

매)--자료2
3. Neil T Duddy의 'God-Men II' 26-27, 148-149쪽(2
매)--자료3
4. 위트니스 리의 '금세기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만

현대종교 측이 위 소책자의 '문제의 내용들'을 마치 '검증
된 사실'인양 '그것이 궁금하다' 라는 책자와 여러 문서에
서 재인용하여 한국기독교계에 유포함으로 저희들이 입
은 영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하기 힘듭니다.

니' 326-327, 332-333쪽(2매)--자료4
5. 정동섭의 '그것이 궁금하다' 192-193, 264-265쪽(2
매)--자료5

이러한 소책자가 유통에서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
해는 반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
을 확인 안된 사실로 공격하고 매도하는 한국교계의 안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 동욱 외 1인

까운 현실 속에서도 저희는 1차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통
해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만일 저희의 이러한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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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방치시킴으로 부득

해서도 저희는 이미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송 교수님에

이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게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면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송 교수님에게 있습
니다.

II. 데이빗 에드니의 법정증언록 분석
I. 송 인규 교수님의 '소책자'가 야기시킨
문제점의 요약 및 반박

저희는 우리측의 God-Men책자 재판관련 서류창고에서
양측 변호사가 데이빗 에드니를 법정 심문한 방대한 기록
을 찾아내어 심도 있게 연구했으며 일부 내용을 요약 발췌

송 교수님은 위 소책자에서, 1)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워

하여 본 서신에 첨부합니다. 본 조사 연구를 통해 저희는

치만 니로부터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적

다음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이단
으로 매도), 2) 워치만 니가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
했다(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거짓되게 분리시킴), 3)

1. 데이빗 에드니는 워치만 니의 '교회의 지방입장'-한 도

한국내 지방교회들은 사실은 무관하면서도 워치만 니의

시에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믿는이들을 다 포함하는 '

유명세를 이용하고 있다(한국 내의 지방교회 성도들을 비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하며 분열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양심적인 무리들로 매도), 4) 영성에 대한 워치만 니의 가

것이라는 주장-에 있어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오

르침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워치만 니 사상 왜곡전

해하였습니다.

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에드니가 접촉했던 '지방교회 일부 인도자들'은 이
그간의 서신 왕래를 통해 저희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나 위트니스 리는 극단으로 치

성도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이러한 거짓된 단정의 근

우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워치만 니

거를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송 교수님은 지방교회측

도 '지방입장'(the ground of local church)에 관한 진리

과의 재판에서 패소하여 재출판과 재인용이 금지된 '갓 맨

에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었고 이 점에 대해

(God-Men)' 책자와 그 책자의 서문을 쓴 바 있는 데이빗

중국에 진출한 다른 선교단체들과 교파 인도자들에 의

에드니의 송 교수님과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근거로 제시

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전기나 '교

하신 바 있습니다. 진실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재인용이

회의 길'이라는 그의 책자를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실정법상 금지된 책자와 어느 개인의 확인 안된 말만을 근

워치만 니의 일부 다른 동역자들은 이 진리를 적용함에

거로 송 교수님이 선량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문서를 통

있어 자신들의 견해를 섞었지만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해 정죄하셨다는 사실에 저희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니가 이 부분에 대해 본 성경적인 빛을 신실하게 따르
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위 소책자는 위트니스 리가 어떤 진리에서 워치
만 니로부터 이탈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인

데이빗 에드니가 위트니스 리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

지, 워치만 니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

는 '성경을 기도하는 방식으로 읽는 실행'(pray-reading)

을 선언했다는 것인지(그 당시 워치만 니는 투옥되어 외부

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개신교

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

단 내에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

습니다. 또한 한국 내 지방교회들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을

도 서로를 쉽게 '이단'으로 매도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귀히 여기고 따른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며,

오해한 것을 근거로 '신학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심지어 고신 측의 전용복 목사님, 현대종교 등 지방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빗나갔다'고 정죄하는 것은 신중

비판적인 사람들까지도 이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

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못합니다.

습니다. 워치만 니의 사상을 왜곡되게 비판하신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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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했다'고 단정할 위치와 상황에 있지 못했습니다.

던 Morgan변호사가 'God- Men I'의 서문을 썼던 David Howard

데이빗 에드니는 그의 생전에 워치만 니를 한 번도 만

Adeney를 심문한 재판기록인 총 397쪽의 선서 증언록(deposition)

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데이빗 에드니가 홍콩과

('Adeney I'(총163쪽),'Adeney II'(총234쪽))중에서 발췌 요약한 것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할 때는 이미 워치만 니는

임.

그 이전부터 중국 공산당에 의해 투옥되어 외부와의 접
촉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알게

I. 법정증언록
'Adeney I'(1984. 1.4.증언)중에서

된 중국인 형제가 나가거든 위트니스 리를 만나보라는
워치만 니의 권고로 위트니스 리를 찾아온 사실이 있
고, 워치만 니의 가까운 가족들이 위트니스 리와 계속
교통을 유지하고 최근까지 함께 동역해온 점, 워치만
니의 저술에 대한 판권을 위트니스 리가 독점적으로 소

1. 에드니 씨, 현주소는 어디이며 버클리에는 얼마 동안

유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책자들을 전 세계 언어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전엔 어디 어디에서 사셨습니

로 번역 보급하고 있는 등의 주변정황은 '워치만 니가

까?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말의 진실성을 의
심하기에 충분합니다.

- 현주소는 1423 Grant Street, Berkeley 94703이며, 버
클리에 약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홍콩에

저희는 이러한 진실 되지 않은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

6개월, 그전엔 싱가폴에 8년(1968-1976), 그전엔 홍콩

(출 20:16)과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신학대학 교수로서

에 12년(전국순회), 그전엔 미국에 5년(1950. 말-1956.)

의 송 인규 교수님의 고매한 인격에 의해 조속히 평강

있었고, 그전엔 중국에서 한 번은 7년(1934-1941)동안

가운데 해결되길 희망하며 지금까지의 저희의 여러 차

Henan성에 있었고 그후 2년간의 전쟁 기간 이후 다시

례의 서신들에서 요구 드린 사항에 대한 송 인규 교수

5년 동안(1946-1950) 중국 남경과 상해에 있었습니다

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본 서신 발신일로부터 10일 이

(15, 17, 19, 2 쪽).

내에 보내주실 것을 정중히 촉구 드립니다. 안녕히 계
십시오.
2. 어디서 태어났고 생년월일과 현재의 직업은 무엇입니
까?

첨부 :

- 영국 Bedford에서 1911년 11월 3일 태어났고(부인은

1. 데이빗 에드니 증언록 요약 5매

미국인임), 약 50년동안 OMF의 회원이며 현재는 OMF

2. 워치만 니의 '교회의 길' 해당부분 복사분 4매

의 중국관계 프로그램 협력관으로 있고 동시에 New
College에서 4년째 Christian Mission 교수로 있습니다

주 안에서, 조 동욱외 1인

(16쪽).

* 아래 자료는 'God-Men' 책자관련 재판시 지방교회측 변호사였

3. 워치만 니(또는 작은 무리)와 위트니스 리에 대해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 워치만 니에 대해서는 잘 기억 안나고, '작은 무리'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학생시절(with Honor Oak)에 '작은
무리'와 약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위트니스 리에 대해
서는 홍콩에 있던 기간(1956-1968)에 처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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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쪽).

을 회상할 수 있나요?
- 나는 이 책(God-MenI) 초안 내용 중에서 더디가 사

4. 워치만 니를 만나보거나 그의 책을 보았거나 '작은 무

용했던 '전략'(Strategy)과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 반대

리'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회를 'Gnostic, Eastern,

중에 혹시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Holy Rollerism'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I
have expressed the hope all along that Christians would

- 워치만 니를 만나본 적은 없고, 젊었을 때 워치만 니

come together and study together and really try to face

의 'Normal Christian Life', 'Sit, Walk, Stand'를 읽은 적

up to the questions that have been brought to the front.

이 있습니다. 집회는 상해에서 한 두 번 갔으며 한 사람

그러나 Mr. Duddy wasn't going to change the tenor of

과 주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

that statement(55-60쪽).

그리고 홍콩에 있을 때 'quite a number of times' 가봤
고 친구는 Mr. Chen, Mr. Wei, Mr. Su, Miss Fischbacher,
Miss Jones이며, 미국에 와서는 버클리에 있는 집회에
단 한 번 가 봤습니다(변호사는 버클리 집회 방문이 '

8. 증인은 워치만 니가 위대한 그리스도인 지도자요 저자
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것을 알고 있나요?

갓맨 I 서문'을 쓰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는지를 집요하
게 물었고, 증인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27-30, 46

- 그점은 분명합니다(Yes, obviously.).

쪽).
9. 작은무리(Little Flock)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평판
5. 위트니스 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은 무엇인가요?

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 내 생각에 주된 평판은 그리스도께 깊이 헌신
- 홍콩에 있는 기간 (1956-1968)에 거의 매년 대만을

(devotion)된 무리라는 것이며, 불행히도 separa- tism

방문했는데, 그때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36쪽). 그

에 대한 평판이 있다는 것입니다(65쪽).

리고 위트니스 리의 저술은 1983년 5월경 출판된 'The
Living Stream'을 읽은 것이 처음입니다(48쪽).
10.그것이 증인이 그 모임(지방교회)의 원칙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가요?
6. 'God-Men I'에 저자들에 의해 인용된 위트니스 리의
글 '원문'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God-Men

- 그렇습니다(65쪽).

I' 은 SCP 소속원 중 누가 썼습니까?
- '갓맨 I'에 인용되었던 위트니스 리의 글의 원문은

11.증인은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의 두 세명되는 신뢰

본적이 없습니다. SCP 내의 실질적인 저자는 Brooks

할 만한 동역자들(confidents)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

Alexander 그리고 Mr. Squires... 저자에 대해 내가 답변

고 있나요?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52-53쪽).
-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67쪽).

7. 저자중 하나인 닐 더디를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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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니스 리가 중국(본토)안의 모든 작은 무리들을 감독

(77쪽).

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나는 그(위트니스 리)가 거기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17. 증인이 미국에 와서 버클리에 있었던 지방교회 집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막에

를 방문했을 때, 홍콩에서 지방교회 집회에 참석했을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67쪽).

때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었거나 본 것이 있나요?
- 그 집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서, 성경말씀을

13. 나는 위트니스 리가 중국이 공산화되 직전에 워치만

읽고 그 다음엔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말씀을 외치는

니에 의해 '작은무리' 사역을 하도록 대만으로 보내진

'the pray-reading'은 전엔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67쪽)고 증인이 내게 말했었다

다(85-87쪽).

고 생각하는데요?
- 그렇습니다(67, 69쪽)

18. '갓맨 I'의 서문을 쓴 Brooks Alexander(SCP
Director)가 '마약중독자'(ex-drugger) 였던 것이 사
실인가요?

14. 증인은 워치만 니가 공산화직후 감옥에 투옥되어 그
의 남은 일생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요?

- 마약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남은 일생도 비
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138-139쪽).

- 그렇습니다(69쪽) (워치만 니는 1952. 2. 3.투옥되어
1972. 5. 30. 감금중에 순교함-요약자 주).

19. SCP 구성원으로 이 책을 쓰는데 관여했던 David
Fetcho도 마약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나요?

15. '갓맨 I' 서문을 써달라고 누가 요청했으며 어떤 대화

-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139쪽).

가 오고 갔었나요?
- 내 생각에 Bill Squires가 요청한 걸로 기억되며, 시점

20. 증인 생각에, 마약을 했던 '브룩스 알렉산더'나 '데이

은 그 책이 다 쓰여진 후 입니다. 그때 나는 무엇보다도

빗 팻초'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50년 이상을 보낸 한

지방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람을 명예훼손할 권위가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이라는 점을 서문 내용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여 말했습니다(70쪽).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No, I don't believe that) (139140쪽).

16. 증인이 이해하기에 '작은 무리'들이 사도들의 신조 안
에 표현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점들을 가르쳤
다고 보십니까?
- '작은무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이 사도들의 신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본질'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너무 배타적입니다(exclus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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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정증언록
Adeney II (1984. 1. 5. 증언)중에서

1948-1951년(투옥 직전)동안 설교한 것을 모은 책자인
'Further Talks on the Church Life'(한국어 판 제목은, '교
회의 길' (한국복음서원, 1988, 84-89쪽)'에서, 워치만 니
가 위트니스 리와 동일한 어조로 '지방입장'에 대해 엄
격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증인에게 제시함)(296-330,

1. '증언록II'의 전반부에서 지방교회측 변호사가 데이빗

증언I 103-108쪽)

에드니에게 한 질문의 대부분은, 데이빗 에드니가 그
동안 지방교회 사람들을 관찰한 경험과 SCP의 'the
Board of Reference의 위원' 자격에 기초하여, God-

4. 증인은 대만국립대학 교수인 Paul Ting(지방교회 성

Men II에 쓰여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거짓

도)과 만나서 캠퍼스 사역에 대해 4시간 동안 이야기

된 비방들을 진실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들로 대부

한 적이 있나요? 그날 또는 그 다음날 위트니스 리와

분 할애되었음.

만나서 대만에 있는 캠퍼스들 안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나요? 그때 폴 팅과도 만나서 여러시간

데이빗 에드니는 '그러한 비방들'이 위트니스 리와 지

함께 보냈다고 위트니스 리에게 말했나요? 그 날 오후

방교회와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

역시 지방교회 성도인 Paul Ma에게도 가서 캠퍼스 사

데이빗 에드니는 위 '위원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한 사

역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었나요?

실이 확인됨. 그 이전에 '갓맨 I'의 에드니 서문을 '갓맨
II'에 사용하겠다는 닐 더디의 제안을 데이빗 에드니가

-증인은 당황한 어조로 기억이 안난다고 말함 (331쪽).

거절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짐.
5. 증인이 위트니스 리를 만났을 때, 위트니스 리가 증
2. 증인이 쓴 God-Men 서문에서, '1960년 이후에 그 모
임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대만 지역 사역자의 지도자였

인에게 'You were out of Bobylon but not into
Jerusalem'이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던 위트니스 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많은 지도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

- I don't recall that (이후 변호사는 에드니에게 위 사실

까?

에 대한 여러 정황을 계속 제시했으나 증인은 명백히
부인하는 대신 기억이 안난다고만 되풀이해서 말함)

- 싱가폴의 faithful Luke, 마닐라의 Simon Meek, 대만

(332-334쪽).

의 Shou Tsun Lan입니다(.296-300쪽).
이하는 피고인 SCP측 변호사인 Mr.Michael Woodruff가 증인인

3. 위 세 사람이 그러한 말을 증인에게 했을 때는 이미
그들이 지방교회를 떠난 다음인가요?( When they
spoke to you, they likewise had withdrawn from
the Local Church, hadn't they?)
- 그렇습니다.(위 세 사람들은 '지방입장(the ground
of Local Church)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교파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데 반해, 위트니스 리는 엄격하게 적용
하는 점에서 위트니스 리와 노선을 달리한 것으로 에
드니는 증언했다. 지방교회측 변호사는 워치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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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에드니에게 한 질문들임

단'(prejudge)케 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380
쪽).

1. 증인은 자신을 성직자(clergyman)라고 생각하십니까?
6. 증인은 어디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학위를 가지
- 예, 저는 임명된 목사입니다. 먼저는 CIM에서 중국선교

고 계신가요?

를 위해 임명되었고, Dr. Angus Kinnear와 교통가운데 있
는 'Honor Oak Fellowship'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으로는

- 나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와 신학에서 학

1962년에는 홍콩에서 the Emmanuel Church에 의해 목사

위를 받았습니다(384쪽).

로 임명되었습니다(356쪽).

2. '작은무리' 와 '지방교회'는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까?

이하는 다시 지방교회측 변호사인 모건의 심문내용임

-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 내부에서 받아들여진 용어는 아닙
니다.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357쪽).

1.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하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3. 변호사는 중국본토와 대만에서 위트니스 리를 따르는

- 그가 '"예수님이 부활 전에는 하나님의 영은 계셨지만

무리를 각각 어떻게 '특징'짓지를 물었고 증인은 중국

'생명주는 영'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쓴 것

에서는 'ti fang chiao hui' 또는 Hunan pai (shouters)

에 대해 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387

로 알려져 있고, 대만에서는 'Tsuhueiso'(The place of

쪽).

meeting)라고 부르는 것으로 특징된다고 답변함(358370쪽).
2. 증인은 선서 아래서 위트니스 리가 성경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50년 이상 성경을 가르친
4. 지방교회 안의 어떤 성도가 다른 종교 그룹에 대해 적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적 의미를 담은 표현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
- 누구든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교사라고 말할 수 있

요?

겠지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가 가르친 기간이 40
- 나는 그들이 천주교를 autocracy, 개신교를 democracy,

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50년이 넘을 수도 있겠군요

지방교회를 theocracy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372

(389쪽).

쪽).
3. SCP측 사람들이 지방교회 집회장소에 위트니스 리의
5. 증인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gnostic, Eastern,

가르침을 비난하는 전단(Leaflets)을 뿌린 것을 알고

Holy Rollerism'으로 묘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

있나요? 그리고 SCP측 사람들이 확성기를 통해 모인

습니까?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을 알고 있나요?

- 나는 그러한 감정적인 표현으로 이 책을 시작한 것

- 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394쪽) 그

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전체상황을 '미리 판

것은 미국에서 용납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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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은혜스러운 일로 믿지는 않습니다(395쪽).

4. 증인은 위트니스 리를 양의 옷을 입은 늑대라고 부르
는 사실에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 아니요(397쪽).

발신인 : 조 동욱 외 1인, 1998. 1. 22.(미국시간)

156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631
Tel : 1-714-996-8196, Fax : 1-714-996-8195
수신인 : 송 인규 교수님
수원시 원천동 산 42-3 합동신학대학원
전화 팩스 겸용 : 0331-257-1139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문제의 소책자를 다시 쓸 필요가 생
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된다면 위트
니스 리와 워치만 니에 대해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송 교수님이 위와 같은 시각에
서 직접 'rewriting'작업을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
나 이 문제는 전적으로 송 교수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
각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저희에
게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회신에 대한 감사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
표명

2. S.C.P. 본부와 Inter Varsity Press에게 편지를 띄우는
문제에 관하여
저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시려는 송 교수님의 노력에

송 인규 교수님의 1차 팩스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문제를 방치시키지 않고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송

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통해 송 교수님의 '각주

교수님의 '임시입장'에 대해 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

내용'이 진실로 입증되려면 다음 사항들이 객관적인 자료

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트니스 리와 지방

를 통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진리적' '역사적 진실'이 왜곡된 채 한국교계
에 굳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미리 바로잡는 것이 이 문제

첫째, 위트니스 리의 '어떤 가르침'이 워치만 니의 가르침

를 다루는 저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과 어떻게 다르며, 또 그것은 어떤 성경구절에 비춰볼 때 '
이단적인 가르침'(소책자 23쪽)인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야

송 교수님의 책자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정동섭 교수님

합니다.

의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책자에서 인용된, '위트니스 리
는 워치만 니에게서 빗나가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위트니스 리가 워치만 니와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비

다' '워치만 니가 친히 위트니스 리와 무관함을 선언했다' '

판도 구체화되어야 하며, 또한 만일 그런 것이 혹시 있다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라는 검증되지 않

면 어떤 기준에서 볼 때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인지가

은 말들이 마치 사실처럼 한국교계에 (특히 지방교회에 비

규명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로교 신학자라도 특정 진리에

판적인 분들에게, e. g. 최삼경 목사님) 널리 퍼져 있습니

있어서 캘빈과 달리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러한 말들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해

그것이 곧 '이단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

지속적으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합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라는 말이 주는 상처가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한국교계

이러한 심각한 비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의 현실을 비춰볼 때 이 점에 대해서 송 교수님이 객관적

인 사례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인 자료를 통해 해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에 매듭짓도록 송 교수님의 '후속조치'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둘째, 워치만 니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위트니스 리와 무관
함을 선언(소책자 23쪽)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1. '영성에의 추구' 소책자 'rewriting'에 관하여

다.

사실, 워치만 니가 직접 사역을 할 당시에도 그의 가르침
지난 팩스 서신에서 송 교수님은 저희와의 '갈등'이 있기

157

외부의 평가

을 따르는 형제들의 태도와 동역의 정도가 다 똑같지는 않

전문가들의 증언

았습니다. 심지어 워치만 니가 복음을 전하여 양육한 '교
회 봉사자들'이 워치만 니를 치리하여 6년 동안이나 워치

From : 조동욱 외 1인
Re : 지방교회 재판에 관한 문의

만 니의 사역이 중단되었던 것을 위트니스 리의 노력으로
회복한 사실도 있습니다(복음서원이 발간한 '사역의 재개
멧시지 상, 하' 참조). 그러므로 워치만 니가 투옥된 후 '일
부 형제들'이 위트니스 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수

송 인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팩스 질의서는 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워치만 니가 직접 '무관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OOO 자료를 무조건 인용하

함을 선언했다'는 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워치

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사전 해명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

만 니가 감옥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요에 굴복해서 신앙을

드립니다. 먼저 보내주신 글에서 '제가 당면한 궁금 사항'

포기했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그것은 루머 그 이상도 이하

이 구체적으로 지방교회 진리에 대한 증거인지, 아니면 재

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친밀

판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언급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 관계-교리적, 개인적-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

일단 후자로 이해하고 이 글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지만 송 교수님으로부터 교수님의 위 말을 입증할 '객관적

OOO의 글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인 자료' 제시를 기다리겠습니다.
셋째, '한국에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다'는 단정에

1. 지방교회측과 SCP측의 재판에 대하여

대하여
1) 법정에 호소한 것은 지방교회 측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 문제는 한국 내에서의 문제임으로 외국의 보강자료가

방법입니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무엇이 송 교수님이
정의하시는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인지를 밝혀주시고 어

1970년대의 미국 내 지방교회들은 주로 캘리포니아 연안

떤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소수였다면, 상대방인 SCP측은 미
전국의 유력한 교계 인사들, 성도들로부터 재정적, 정신적

저희는 다시 한 번 송 교수님이 이러한 '번거로운 일들'에

후원을 받고 있던 막강한 다수였습니다. SCP측은 그 당시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공정하고 책임 있게 마

한창 유행하던 통일교, 초월명상 등 동양에서 유입된 사교

무리하시려는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참

의 위협에 대해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심리상태

된 의도가 송 교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는데 있지 않다

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교들(?)을 공

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진실되

격하여 이단연구단체인 자신들의 명성을 널리 알렸습니

지 않은 것이 있으면 성경말씀과 신앙 양심을 따라 바로잡

다. SCP측의 이단연구단체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그들이

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만든 책자의 판매, 많은 후원금의 유입을 통해 금전적인

의 아픔'이 치유되길 희망하는 것입니다. 서신왕래 등의 자

실익도 보장받게 했습니다.

료조사가 이뤄지면 언제쯤 송 교수님의 최종입장 표명이
가능한지를 '팩스서신'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 주실 것을 정

그러나 SCP측이 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갓맨'을 통해

중히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SCP
측과 지방교회측 간에 있었던 직접적인 이해관계 때문이

새 학기에 송 인규 교수님의 강의와 집필을 통한 주님의

었습니다. 즉 SCP측과 지방교회 소속 버클리 교회는 길 하

사역에 배나 더한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

나를 사이에 두고 활동하던 중, 캠퍼스 사역에서의 경쟁관

다. 안녕히 계십시오.

계, SCP의 소속 원이 지방교회에 가담하는 등의 미묘한 갈
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조 동욱 외 1인
To : 송인규 교수님, 1999. 8. 31(미국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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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측은 위트니스 리의 책자 내용들을 교묘하게 짜집기

전문가들의 증언

하고, 위트니스 리가 동양출신이라는 점을 위 사교들과 교

자료들을 통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묘히 연결 지어 지방교회 성도들이 사이비 이단집단임으

훼손했다는 "역량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competent

로 경계하고 매장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러 경로를 통

and reliable evidences)이 있었음을 언급할 수 있었던 것입

해 집요하게 퍼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교회측이 사역

니다. 조작된 갓맨 책자가 지방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음은 물론 직장, 이웃, 학교에서 온

까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핵심관계

갖 멸시와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직

자들의 메모지가 그 한 예입니다. SCP측은 갓맨 책자를 쓰

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친구들로부터 절교 당했습니다. 이

게된 동기, 집필과정상의 부도덕성을 은폐하고, 재판 후

처럼 일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벌금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파산을 신청하는 모든 과정

서 지방교회 측은 서신으로, 전화로 SCP측에게 왜곡된 사

에서 정통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고사

실들을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

하고 이방인들만도 못한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SCP측

박하는 책자를 써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 했지만 기독교 서

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를 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

점들은 이런 책자들을 취급하기를 거절했습니다. 5년간의

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SCP측은 TV 방송을 통해서까지

도 그분들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표명이나 회개도

거짓사실을 전국에 유포함으로 지방교회 측 성도들을 괴

없습니다.

롭혔습니다. 따라서 지방교회측은 가이사에게 호소한 바
울의 심정으로 미국법정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SCP측 지지자였던 고오든 맬튼 박사는 양심적으로 이렇
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지방

SCP를 지원하는 이단연구 전문가인 고오든 맬튼 박사가

교회에 너무도 큰 잘못을 행했고, 우리가 그들에게 입힌

지방교회 측의 법정제소는 장시간의 시정노력이 통하지

피해를 복구시켜 주는 일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공개

않음으로 취한 최후의 부득이 한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이

서한, 9쪽).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공개서한, 5쪽).

3) 미국재판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자와
2) SCP측은 진리논쟁 이전에 도덕과 실정법 상 비난받을 '

신앙양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증언한 미국기독교 인도자

가학행위'를 지방교회 성도들에게 가했습니다.

들의 의견을 함부로 멸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세상법정은 성경진리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수 없

OOO이 예시한 것처럼 미국 사법제도가 공정한 판결을

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실정법 상 명예훼

내리지 않았을 경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

손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결론 내릴 권리가 있습니

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5년 동안 제시했던 방대한 증거들

다. 저희 측의 10여 명의 전시간 봉사자들이 5년 동안 이

의 가치를 그처럼 무책임한 몇 마디의 말로 가볍게 부인해

일에 매달리면서 재판부가 요구하는 모든 증빙자료들을

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아내려는 미 사법

전부 수집 제시했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이 번역 발간한 '전

당국의 치밀함은 한 증인이 그 동안 살아왔던 주소들을 역

문가들의 증언' 책자는 저희 측이 서류창고에 보관 중인 수

추적하여 20여 차례나 바뀐 주소지와 주거기간을 재판기

백 권의 재판자료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

록에 남기는 작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간의 재판 기간 중 상대방의 핵심인물이 그 단체와 불화
하면서 극비자료들을 우리측에게 전달한 관계로 재판부

더구나 객관적으로 지방교회 보다는 SCP쪽에 심증적인

가 심증을 굳힐 만한 결정적인 자료들이 다 재판부에 제시

지원을 해온 미국기독교계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법정증

되었습니다.

언마저 불신의 눈초리를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것은 그분
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즉 이단전문가요 종교

그러므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CP측이 왜곡되고 거짓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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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사전 저술자요 미국종교연구소 소장인 존 고오든 맬

전문가들의 증언

튼 박사(노스웨스턴 대학, 종교역사, 종교문학), 디트로이

로교단의 캘빈 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문

트 대학 종교연구소의 존 알버트 살리바 박사(종교인류

제는 지방교회의 가르침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는가

학), 성공회신학교, 필라델피아 신학교에서 성경언어를 가

여부입니다. 이러한 단정을 하려면 먼저 이단의 용어 정의

르쳤던(1963-1989) 유진 반 네스 고에치우스 박사(뉴욕연

와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

합신학원 신약박사, 버지니아 대학 언어학분야의 철학박

입니다.

사),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및 비교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박사(UC버클리 사회학 박사), 풀러 신학교 심리학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저희 측은 저희들의 신학을 '확증과 비

과 주임교수인 뉴톤 말로니 박사(조지 피다비 대학 심리

평(www.lsm.org/a&c)'이라는 잡지(계간)로 정리하여 미국

학, 예일 신학교 신학박사), 미국 교회사학회 총회장인 에

기독교계(신학교 도서관, 저명한 신학교수, 목회자들)에 4

드윈 가우스테드 박사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년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엽적인 의견차
이(예를 들면 어거스틴 평가에 대한 이견 등)외에 '이단'이

이 분들은 문제가 되는 양측의 책자들을 제공 받은 후, 충

라는 이의 또는 비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위트

분한 연구기간을 거쳐 자신들의 결론을 재판부에 제출했

니스 리의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오디오)는 미국과 중남

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SCP측이 진실을 왜곡 또

미에 약 190개 방송국에서 매일 30분씩 방송되고 있습니

는 과장하여 지방교회측에게 피해를 입혔음을 증언했습

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은 없으며 오히려 깊은 성경

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복음서원이 번역 출판한 '전문

주석을 통해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

가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SCP측이 미국실정법을 위반하여

한국 내에서도 최삼경 목사님과의 3년간에 걸친 진리토론

지방교회 성도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SCP을 지원했

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계는 물론 통합 측 자체 내

던 교계 전문가들은 SCP측이 진리를 왜곡 또는 과장해서

에서도 서울 북노회(노회장 : 윤두호 목사)가 최삼경 목사

지방교회를 비방했음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관해 다

의 삼위일체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삼경 목사님이 10

시 한 번 고오든 맬튼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

년 간 맡아오던 통합 측 이단사이비 상담소장에서 경질되

니다. "지방교회의 신앙고백은 그 핵심적인 요소에서 완전

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히 정통적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허용하듯이,
신앙과 생활에 관한 덜 중요한 요점들에 대해 의견을 달리
3. 송인규 교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그들에게 허용하기를 제안합니
다"(공개서한, 57쪽).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측은 송 교수님이 다른 사항들에
집착하심으로 초점을 흐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언급들에
2. OOO의 지방교회 비판에 대하여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
니다.

OOO의 웹사이트는 지방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중엔 가치 중립
적인 순수자료도 있고, 그가 자신의 제한된 신학지식으로
판단한 '자기의 글들'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OOO의 글

첫째, WN가 "직접" WL와의 무관함을 선언했다.
둘째, WL의 가르침이 이단적으로 빗나갔다.

들은 지방교회의 신앙과 실행을 왜곡전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내에는 WN계통의 교회가 없는데 LC가 WN의 유

지방교회 측은 네티즌들이 공정한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명세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째, WN 영성 비판에 대해 1997.6.11자 서신에서 반박한

저희는 지방교회의 진리인식에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항목들에 대한 해명.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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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라도 갓맨 책자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시
려면 담당판사가 판결문에서 강조한 다음 사항들을 반

[영성에의 추구]
소책자의 내용에 대한 해명서

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damage to
the plaintiffs cannot be erased by this action, but the

본인은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IVP) 소책자 시리즈 중

following awards of punitive damage will vindicate the

51번 [영성에의 추구]의 저자입니다. 이 글의 원 출처는 한

plaintiffs and defer others similarly situated from issuing

국 기독 학생회(IVF)의 정기 간행물인 [복음과 지성] 1982

further deliberate untruths about the plaintiffs(Secord v.

년 1호의 pp1, 5, 9인데, 이 내용을 90년 초에 한국 IVP에서

Schlachter, 58 Fed. Supp. 56-58). 판사는 갓맨 책자와 같은

소책자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교회측에서 이 책자의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도록 경고하는 의미로 총 340만 불

내용 가운데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관한 언급 사항을

의 징계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판결했습니다.

문제로 삼아 이의를 제기했기에, 본인 편에서 어떤 식으로
든 해명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부디 3년여에 걸친 이러한 서신교환이 문제의 초점에서

책자의 각주(#2)에 나타난 바로서, 그 전문을 옮기면 다음

빗나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중재아래 원만한 해결점을 찾

과 같습니다.

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송 교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나라는 Watchman Nee 계통의 교회는 없다. 단지
watchman Nee로부터 신학적, 행정적으로 이탈해서 이단
적인 가르침으로까지 나아간 Witness Lee의 Local Church
가 대만, 홍콩, 미국 등지에 꽤 번성했고, 최근에는 한국에

주 안에서, 조동욱외 1인

서도 지방 교회란 이름으로 그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다.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The God-Men An Inquiry
into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 Neil. T. Duddy
and SCP(Downers Grove, II, IV, 1981)를 참조하라. 실상
Watchman Nee 자신은 Witness Lee의 가르침이 극단으로
나아가자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무관함을 선언했다.
오늘날 Local Church가 Watchman Nee의 가르침을 내세
우는 것은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내심이 더 엿
보인다.
이상의 각주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된 (혹은 반박을 받
은)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나라에 워치만 니 계통의 교회는 없지만, 지
방 교회가 워치만 니의 유명세에 편승했다.
(2) 워치만 니가 손수 위트니스 리와의 무관함을 선
언했다.
(3) 위트니스 리는 워치만 니로부터 이탈해서 이단적
인 가르침으로 나아갔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술로 축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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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따라서 (1)(2)(3)의 증거 가운데 어느 항목도

(4) 워치만 니는 손수 위트니스 리 및 지방 교회와 무
관함을 선언했다.
(5) 위트니스 리 및 지방 교회의 가르침은 이단적이
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이 되
었습니다. 본인은 그 동안 약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본인
나름대로 (4)와 (5)의 진술을 확증할 자료와 증거를 찾았
지만, 개인의 시간부족 및 자료 수집상 불충분한 여건 등
으로 인해 결국 모든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상의 진술을 하게 된 근거는,
(4)의 경우는
따라서 본인은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 원합니다.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및
(b) SCP, The God0Men: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 (Berkeley, CA: Spiritual Counterfeit Project,
1977)에 David Adeney가 쓴 서문이고,

(i) 첫째, 진술 (4)의 경우 더 이상의 확증 (혹은 반증) 자
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판단을 유보하기 원합니다. 혹
시 그 동안 (4)로 인해 지방 교회에 피해가 끼쳐졌다
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워치만 니가 위트

(5)의 경우는

니스 리 및 지방교회와 무관함을 선언했다는 확증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가 워치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및

만 니의 신앙 전통에 서 있다는 지방 교회 측의 주장

(b) Neil. T. Duddy & SCP, The God-Men An Inquiry into

을 부인할 길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Witness Lee & the Local Church, (Downers Grove, II,
Inter Varsity Press, 1981) 였습니다.

(ii) 둘째, 진술(5)의 경우 "이단적"이라는 표현을 섣불리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이 아
직도 지방 교회의 교리와 행습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

결국 본인의 두 가지 진술은

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이단적"이라는
단어의 남발을 정당화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a) David Adeney와의 사적 대화

러나 이러한 두 가지 조치가 결코 본인 편에서 (4)와

(b) David Adeney의 서문

(5)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공적

(c) Neil T. Duddy의 서술에 기초한 셈이 됩니다.

확증을 할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하여 유보와 사과의
태도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지방 교회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본인은 위의 세 가지
증거를 활용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David Adeney는 이
미 사망했으므로 (a)을 이용한 공적 확인과 검증이 불가능

그 동안 인내와 공정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지방 교회와

했습니다. 또 (b)의 경우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4)와 (5)의

그 책임자 제위께 심심한 감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정도로 자세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증거인 Neil T. Duddy의 저술 역시 켈리포니아 주 법정에
서의 판결로 인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의구심 때문에, 또 미국 실정에서 법적 판결이

2000년 3월 4일

갖는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터라, 저자인 Neil T. Duddy와
의 접촉을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역시 사망했음을 듣게

송 인규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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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대한 소개

서문
본서 「전문가들의 증언」은 1985년 5월 28일과 31일 양일

존 고든 멜튼 박사

간에 걸쳐 알라메디아 지방 상급법원에서 있었던, 위트
니스 리와 지방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한 다섯 증인들의
증언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전문가 가우스태드(Edwin S.

멜튼(Melton) 박사는 미국 종교 연구소 소장이며, 산타 바

Gaustad) 박사는 재판에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객원 교수이다. 미국 종

「명예 훼손죄 및 수정 헌법 제1조」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

교 연구소는 북미 대륙의 종교 단체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

왔다(법정 소송의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머리말을 보시

구하는 연구소 중 가장 큰 연구 기관이다. 그는 미국의 종

오).

교 단체에 관해 열 두 권 이상의 저서를 냈으며, 그 중 「미
국 종교 백과 사전」(총 3권)은 이 분야의 표준적 참고서로

이 책에 실린 전문가들의 증언은 법원 비치 사본 그대로이

인정받고 있다. 그의 다른 저서들로는 「미국 종교 단체 사

지만, 사본과 재판 오디오 테이프의 비교를 통해 견해들과

전」, 「이단 종교의 경험」, 「전통 카톨릭 자료 전집」, 「왜 교

문장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다. 이 책

회가 쇠퇴할 때 이단은 성공하는가」, 「사이비 및 이단 종교

에 제시된 편집본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였으며, 그들이 필

인물 사전」, 「이단 백과 사전」, 「미국 종교 강령」, 「미국 이

요하다고 느낀 수정 사항들이 추가되었다.

단 백과 사전」 등이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지방

멜튼 박사는 미국 연합 감리교 소속 목사이며, 북 일리노

교회들을 대표하는 변호사 모건 씨의 심문이 있은 다음,

이 총회 회원이다. 그는 1975년에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종

각각의 전문가들의 답변이 이어진다. 재판장 세이레니언

교 역사 및 종교 문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68

(Leon Seyranian)은 화자(話者)가 바뀔 때 능동적인 역할

년에는 개럿 선교 신학원으로부터 교회사 분야로 신학 석

을 한다. 변호사와 재판장의 심문과 논평은 고딕체로 표기

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감리교 역사에 정통한 그는 「세계

하여 증인들의 증언과 구별시켰다.

감리교 백과 사전」 편찬 위원으로 위촉되어 거기에 많은
글을 썼다.

재판의 전과정을 통하여 「갓멘」이란 책의 네 가지 판이 참
조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갓멘 Ⅰ」, 즉 「갓멘 :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80쪽), (2) 더디의 사본, (3) 독일

존 알버트 살리바 박사

어판, 즉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대한 탐구」, (4) 「갓멘
Ⅱ」, 즉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대한 탐구」(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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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디트로이트 대학 종교 연구소의 종교 인류학 전공 교

임상심리학 전문의이며, 1987년에 심리학 연구로 인하여

수이다. 그는 「Homo Religious' in Mircea Eliade : 인류학

기독교 협회로부터 뛰어난 회원상을 받았다.

적 평가」, 「정신의학과 이단―주해 문헌 목록」, 「사회과학
과 이단―주해 문헌 목록」 등 네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워싱

말로니 박사는 삼십여 권의 저서를 냈으며, 일곱 개의 전

턴에 있는 카톨릭 대학의 종교 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문 직업 신문에 기고를 하고 있는 논설위원이다. 그의 책

다.

중에 몇 권을 소개한다. 「종교 심리학의 최신 조망」, 개종 :
「성경적이고 심리학적인 조망」, 종교와 정신 질환 : 「교회
및 회중의 후원을 받는 프로그램 관리」, 종교 심리학 : 「인
유진 반 네스 고에치우스 박사

격, 문제, 가능성」, 「개종에 관한 소책자」.

고에치우스 박사는 지금 은퇴하였지만, 1963년부터 1989

1964년에 밴더빌트 종합대학의 조지 피바디 대학에서 심

년까지 성경 언어 교수로 성공회 신학교와 필라델피아 신

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 외에도 말로니 박사는 1955년에

학교에서 동시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헬라어와 히브

예일 신학교에서 M. Div를 받았다. 그는 연합 감리교 수임

리어를 가르치면서 하버드 신학교와 웨스톤 신학교의 동

목사이며 태평양과 남서부 연례 총회 회원이다.

료 교수들과 공동으로 신약 해석 및 주석의 초보 과정을
가르쳤다. 그는 헬라어 문법책 「신약의 언어」와 관련 학습
서 「성경 언어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사들」을 썼다. 그는

에드윈 가우스태드 박사

1963년에 뉴욕의 연합 신학원으로부터 신약 연구 분야에
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49년에 버지니아 대학으로

가우스태드 박사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종합대학의

부터 독일어와 언어학 분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 역사학 교수이다. 그는 바일러 종합대학, 리치몬드
종합대학, 프린스톤 신학대학, 애브런 종합대학 등에서 객
원 교수를 지냈다. 1993년에 가우스태드 박사는 애브런 종

로드니 스타크 박사

합대학에서 「뛰어난 종교 학자에게 주는 상」을 받았다. 그
는 미국 교회사학회 총회장이다.

스타크(Stark) 박사는 워싱턴 대학의 사회학 및 비교 종교
학 교수이다. 그는 특별히 종교적인 운동에 역점을 두는

가우스태드 박사가 발간한 열 두 권의 책 중에는 「미국 종

종교 사회학 분야에서 유명하다. 그는 아마 「로플랜드-스

교사 도감」, 「미국 종교사」, 「미국사에서의 종교적 산물」 등

타크 개종(이교도가 기독교도로) 유형」이란 저서로 가장

이 있으며, 그는 또한 「미국 종교사의 기록 자료」(2권)의

잘 알려져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갓멘」의 저자가 지방 교회

편집자였다. 그는 고교 사회과 과정의 종교 교재 편집자

를 비방하려는 의도로 인용한 적이 있다.

(R. A. Spivey 및 R. F. Allen과 함께)였다(모두 애디슨―웨
슬리에 의해 출판되었음). 그 교재들은 「미국 문화에서의

스타크 박사는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으로부터

종교적 산물」, 「서구 문명에서의 종교적 산물」, 「세계 문명

사회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종교 사회학에

에서의 종교적 산물」 등이다.

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냈다.

뉴톤 말로니 박사
말로니(Malony) 박사는 풀러 신학교 대학원의 심리학과
주임 교수이며 활동 중인 심리학자이다. 말로니 박사는 미
국 심리학회 특별 회원이고, 미국 전문 심리학 협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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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존 고든 멜튼 박사의 증언』(1)

모건 씨 : 박사님, 이 이력서를 증거물 10호로 표시했는데,

멜튼 박사 : 나는 개릿(Garret) 신학교에서 교회사 분야로

귀하가 그것을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종교 역사
및 문학 분야, 특히 미국 역사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

멜튼 박사 : 이것은 내가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습니다.

모건 씨 : 최근의 것입니까?

모건 씨 : 박사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르쳐 본 적도 있으십
니까?

멜튼 박사 : 그렇게 최근의 것은 아닙니다.
멜튼 박사 : 나는 개릿 신학교와 주(州) 주변의 몇 개 대학
모건 씨 : 각하, 그것을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가르치는 직책을 갖게 된 것은 최
근입니다. 나는 산타 바바라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으로

세이라니언 판사 : 잠깐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부터 직책을 받았는데, 이제 곧 그곳으로 이사하려고 합니
다.

모건 씨 : 물론입니다.
모건 씨 : 무엇을 가르치게 되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증거물로 채택합니다.
멜튼 박사 : 교회사입니다. 나는 종교학과에 있게 될 것이
모건 씨 : 박사님, 이력에 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

며, 미국에 있는 소수 종교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것

저,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멜튼 박사 : 미국 종교 연구소 소장이며, 시카고에 있는 엠

모건 씨 : 지금 박사님은 출판물 「미국 종교 백과 사전」을

마우스 연합 감리교 목사입니다.

증거물 10호로 제시했습니다. 그 출판물에 대해 법정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미국 종교 연구소」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멜튼 박사 : 「미국 종교 백과 사전」은 미국의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표준 참고서입니다.

멜튼 박사 : 미국 종교 연구소는 1969년에 독립적인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소규모 종교 단체에 관해

모건 씨 : 내가 두 권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

조사하고,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연구하기 위한

니면 또 있습니까?

것입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은 그 백과 사전의 삼분의 이입니다. 제3
모건 씨 : 얼마 동안 관여했습니까?

권은 출판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멜튼 박사 : 나는 설립자 중 한 사람입니다.

모건 씨 : 이 백과 사전과 관련하여 박사님이 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건 씨 : 법정이 이 분야에 관한 귀하의 자격을 알 수 있도
록 교육적 배경에 관해 약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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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일반적으로, 그 백과 사전을 독자에게 제시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모건 씨 : 그 기구를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멜튼 박사 : 이 백과 사전은 미국 내에 있는 1,500개 가량의

멜튼 박사 : 시작부터입니다. 나는 그 기구의 전신인, 70년

교파들과 종교 단체들에 대해, 최신의 생생하고도 우수한

대 초반에 있던 「기독교계 해방 전선」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 안에서 교
리와 믿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종교 단체들과

모건 씨 : 그런데 그 기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연관되는지를 제시합니다.
멜튼 박사 : 1970년, 1971년 경에 그것을 알게 된 후로, 그
모건 씨 : 박사님이 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과 사전

출판물들을 추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출판한 자료 전집

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작업의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

을 상당량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방문했었고, 인

해 주시겠습니까?

도자들 대부분을 압니다. 그들 중 몇몇과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멜튼 박사 : 글쎄요. 그것이 책이 되어 나오기까지 성년으
로서의 생애가 거의 소모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 대

모건 씨 : 「영적 사이비 연구소」의 역사에 관해 연구해 보

단히 많은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수집하는 데만 삼 년이

셨습니까?

걸렸고, 실지로 집필하는 데에는 오 년 정도 걸렸습니다.
멜튼 박사 : 별도로 소위 공식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
모건 씨 : 종교 서적들을 다루는 귀하의 장서의 양을 말씀

다. 나는 다만 그들의 출판물들을 받음으로써 알게 되었는

해 주시겠습니까?

데, 이 출판물들을 9년 동안 정규적으로 읽어왔습니다.

멜튼 박사 :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에 나의 장서는 18,000권

세이라니언 판사 : 멜튼 박사님, 그것들이 귀하의 미국 종

이었습니다. 지금은 25,000권 가량 됩니다.

교 백과 사전에 실려 있습니까?

모건 씨 : 박사님께서 회원으로 있다고 하신 미국 종교학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1차 종교 단체라고 칭

회에 관해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미국 종교학회」는 어떠한

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파가 아니며, 다른 교회

일을 하는 곳이지요?

들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실
려 있지 않습니다.

멜튼 박사 : 「미국 종교학회」는 종교학자를 위한 최고 학문
협회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 자체로서는
공식적인 종교가 아니지요?

모건 씨 : 입회비만 지불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멜튼 박사 : 대부분의 학문 협회가 그러하듯이, 대학의 신

모건 씨 : 「지방 교회」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방 교

임장이 있어야 하고, 검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회」는 귀하의 백과 사전에 실려 있습니까?

모건 씨 : 좋습니다. 박사님, 「영적 사이비 연구소」라는 기

멜튼 박사 : 예, 물론입니다.

구를 알고 계십니까?
모건 씨 : 그것이 어떤 범주에 실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
멜튼 박사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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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그것은 「독립적인 근본주의 교회」라고 칭하는

멜튼 박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전에 「기독교계 해방

데에 있으며, 플리머스 형제회 아래 하위 범주에 실려 있

전선」이 시작한 역할을 이어가는데, 즉 많은 다른 대치 종

습니다.

교들이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일어난 캠퍼스에서 기독교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

모건 씨 : 「독립적인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애썼는데, 비기독교 단체의 가르침을 논박하고 캠퍼스 상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황에서 지적으로 수용할 만하면서도 복음주의적인 양상
으로 기독교를 제시했습니다.

멜튼 박사 : 예, 근본주의란 미국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
회를 통틀어서 말한 사상계입니다.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

모건 씨 : 「옹호」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는 기독교는 복음주의 운동인데, 그 운동의 주요 부분은
플리머스 형제회라 칭하는 영국 운동에서 자라 나왔으며,

멜튼 박사 : 「옹호」의 전통적인 의미는 청중에게 가장 끌리

그것은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소

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제시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

위 「지방 교회」의 창시자들 가운데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니다.

리는 이전에 플리머스 형제회의 한 지류의 구성원들이었
습니다. 따라서, 사상계가 아주 같습니다.

모건 씨 : 어떤 점에서는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반사이비
기구로 알려졌습니까?

모건 씨 : 다시 「영적 사이비 연구소」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해 주

멜튼 박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성장하여 이 지역에서

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옹호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
을 때, 일반적으로 그들은 대중에게 반사이비 단체라는 인

멜튼 박사 : 「기독교계 해방 전선」은 본래 샌프란시스코 베

상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기독교 옹호와 관련된 수많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백성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그것

은 기독교 사역이 있는데, 대중의 생각에 그러한 사역들은

은 남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는데, 해안으로 확산되었

1970년대 중반에 일어났고, 일반적으로 반사이비라고 총

지요. 그 운동은 70년대 중반에 위기를 맞아 몇 개의 분파

괄하여 말할 수 있는 비종교 단체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 나뉘어졌는데, 일부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
의적 정통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버클리 기독교

모건 씨 : 「영적 사이비 연구소」에 관한 종교적인 대중의

연합이 되었고,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버클리 기독교 연

인식이나 관점에 관해 몇 가지를 법정에서 지적해 주시겠

합의 일부였는데, 기독교 연합이 사라지면서 점차 분파로

습니까? 그것은 잘 알려져 있나요?

나타났습니다.
멜튼 박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건 씨 : 귀하가 언급한 복음주의적 정통 교회에는 특별

가장 잘 알려진 두세 단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결코 오

한 인도자들이 있습니까?

래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알려진 단체는 아닐지라도, 분
명히 그 중 하나로서 그들의 명성은 그들의 자료의 질을

멜튼 박사 : 잭 스팍스가 있는데, 그는 「기독교계 해방 전

바탕으로 하여 쌓아올려진 것입니다. 그 질은 이 지역에서

선」의 매우 뛰어난 인도자와 복음주의적 정통 교회의 감독

사역하는 대부분의 단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들 중 하나로서 알려진 일인자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 그들은 어디에
모건 씨 : 다시 「영적 사이비 연구소」에 관해 이야기해 봅

서 「사이비 연구소」라는 용어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다.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이 나라에서 나타내려는 목

그러한 이름을 붙였나요? 알고 계십니까?

적 혹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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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그것은 신학적인 특수 용어에 속합니다. 그 개

받았지요. 또 그것들은 복음주의적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념은 비기독인 종교들이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해 마귀의

뛰어난 책들입니다.

사이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업 계획은
사이비를 정의하여 논박하고,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건 씨 : 이 소송의 논제가 되고 있는 책에 대해서도 같은
진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적어도 신학적인 특수 용어에
서는 그것이 다른 종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든

멜튼 박사 :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가 위조 지폐를 발행하는 자들이란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
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이비지요. 그들이 지닌 한 가지

모건 씨 : 잠시 지엽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특수 용어를 인식하지 못

은 언제 처음으로 「지방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멜튼 박사 : 내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인 70년대 초반에 처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실상 그 이름은 그들 자신이 믿

음 알게 되었습니다. 워치만 니의 출판물 중에서 몇 권을

는 것이라기보다 소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군

발견했는데, 그것을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요.
모건 씨 : 박사님을 매료시킨 워치만 니의 저술은 어떤 것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이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사이비 쪽을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멜튼 박사 : 나는 원래 그것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

요?

기 때문에 끌렸는데, 그 책을 읽기 위해, 그가 누구인지 알
기 위해,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그의 책 중에서 한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권을 곧바로 구입했습니다. 그 책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의 교회 생활」이라는 흥미 있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나

모건 씨 : 귀하가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영적 사이비 연구

는 당시 작은 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려는

소」가 특정한 단체를 반대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 단체를

말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운동의 인

사이비 혹은 사기꾼이라고 추측하던가요?

도자―설립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조금 지나서였
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이 오랫동안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당면
한 몇 가지 문제였습니다.

모건 씨 : 미국에서 워치만 니의 저술을 수용하는 것에 관
해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귀하가 관찰해온 바에 따르면, 「영적 사이비 연구
소」가 어떤 단체에 호의를 보일 때, 그들은 대단히 신용을

멜튼 박사 : 워치만 니의 글들은 상당히 잘 받아들여집니

얻게 됩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들은 「영적 사이비 연구소」

다.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들은 지금도 그의 저술을 팔고

가 그 단체에 관해 말한 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건 씨 : 워치만 니는 어떻습니까? 그에 관해 연구를 한 것
멜튼 박사 : 예, 그렇습니다.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지난

이 있습니까?

10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최선의 일을 전반적으로 해왔습
니다. 그들 책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질이 꽤 높습니다. 문선

멜튼 박사 : 결국, 나는 그의 생애에 관한 전기, 실은 그에

명(Reverend Moon)에 관한 책, 불교에 관한 책, 전신 건강

관한 몇 가지 책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백과 사전에

요법(Holistic Health)에 관한 책들은 모두 상당한 호평을

「지방 교회」라는 기사를 싣기 위한 준비로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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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박사님이 관찰하신 워치만 니의 역사를 간단하

멜튼 박사 : 위트니스 리 또한 형제회의 일원이었으며, 워

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만 니의 운동으로 이끌려졌습니다. 그 운동이 선교 운동
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고유한 운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멜튼 박사 : 워치만 니는 삼대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는 거기에 합류했으며, 그 운동에서 장로와

그의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회중 교회 사역자였고, 그는 기

인도자가 되었고, 결국 워치만 니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청년 반항기를 거쳤으나 그 후에

되었는데, 말하자면, 니(Nee)에 의해 대만의 교회들을 사

회심했습니다. 그런 다음 중국에 있는 정규 기독교 선교회

역하도록 보내졌습니다.

에서 떨어져 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독립
적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건 씨 : 귀하는 그것이 「지방 교회」를 처음으로 접한 것
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지방 교회」 집회에 참석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 옮겨 다니다 결국 플리머스 형제회

한 일이 있습니까?

와 만나게 되었으며, 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소위 배타적 플리머스 형제회라 칭하는 지류와 교통

멜튼 박사 : 1972년에 「지방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복음주

을 갖도록 영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주위를 배회하고

의 출판사의 일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있던 차에 몇몇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교통하기 시작했습

나는 그곳에 모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그 후로 칠

니다. 이들은 19세기에 형제회와 관계를 맺었다가 떨어져

년 남짓에 걸쳐 여러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자 배타적 형제회

음 위트니스 리를 알게 된 계기였지요. 그의 책들 중에서

는 그와의 유대를 깨뜨렸지요. 그때부터 그는 중국으로 돌

몇 권을 구입해서 읽었고, 백과 사전에 싣기 위한 자료로

아가 완전히 독립적이 되었고, 서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수집했습니다.

른 독립적인 복음주의자들과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았으
므로 그 자신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건 씨 : 책들을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었습니까?

그는 또한 당시에 그만의 몇 가지 특별한 개념들을 발전
시켰는데, 그 주된 한 가지가 「지방 교회」에 관한 개념입니

멜튼 박사 : 그들에게는 도서 목록과 출간물 분류집이 있

다. 상당히 많은 다른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 지역

었고, 나는 몇 가지를 구입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신약 원칙에 의하면 기독교의

모르지만, 수년 내에 그들은 서점을 열었으며, 지금도 시

통일성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어서 각 지

카고에 있는데, 매우 좋은 기독교 서점입니다. 그들은 광

리적 위치 혹은 각 도시에 오직 한 교회가 있다고 했으며,

범위한 기독교 복음주의 자료를 갖고 있으며, 나 자신이

그로써 그 단체는 결국 그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그것은

복음주의자이므로 정규적으로 들러서 자료들을 구입했습

그들이 수용한 이름이라기보다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

니다.

다.
모건 씨 : 박사님은 워치만 니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교통」
모건 씨 : 워치만 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용어가 박사님과 복
음주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

멜튼 박사 :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그는 그의 몇몇 활동으

해 주시겠습니까?

로 인하여 공산당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남은 생애를 감옥
에서 보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감옥에서 죽었지요.

멜튼 박사 : 좋습니다. 그것은 형제회 가운데서 특별한 의
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통한다는 것은 본래 그들과 교제

모건 씨 :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

하며 주일날 가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고 있습니까?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형제회에서는 그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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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졌다는 표시이며, 주의 상에서 교통하는 것이 허락되었
다는 표시입니다.

멜튼 박사 : 70년대 중반에 내가 여러 차례 참석했을 당시
에 실행하던 것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시

워치만 니에게 있었던 문제는, 그가 오스틴-스팍스의 교회

카고에 있는 「지방 교회」 집회에 꽤 많이 참석했습니다. 나

에 가서 교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과 떡을 뗐습

는 몇몇 가정집회에도 참석했으며, 캘리포니아에 머물면

니다. 배타적 형제회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오스틴-

서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또한 리빙 스트림(Living Stream)

스팍스와 떡을 뗀 어느 누구와도 함께 떡을 떼려 하지 않

사무실도 돌아보았고, 교회를 청소하러 온 신자들이 작업

았지요.

하기 전에 잠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기 위해 어느
토요일 아침에도 들렀었지요.

모건 씨 : 알겠습니다.
나는 위트니스 리의 책을 읽기로 작정한 양보다 더 많이
세이라니언 판사 : 오스틴-스팍스는 잭 스팍스와 관련이

읽었고, 다른 「지방 교회들」로부터 온 정기 간행물뿐 아니

있습니까?

라 다양한 「지방 교회」 모임으로부터 온 정기 간행물 일체
를 최선을 다해 읽었습니다. 또 시애틀에 있는 빌 프리맨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그것은 「오스틴-스팍스」로서, 그의

의 사역에서 나온 연속 출판물도 읽었지요. 더디의 사본을

성(姓)입니다. 그는 영국 사람인데 이미 죽었지요.

완독했을 뿐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읽은 책은 6피트 가
량 됩니다.

모건 씨 : 작년 후반기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 이 사건에 대
한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과제를

모건 씨 : 몇몇 비디오 테이프를 볼 기회도 있었습니까?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멜튼 박사 : 내게 제공된 비디오 테이프 전집을 보았습니
멜튼 박사 : 예. 여러분은 나에게 더디의 책을 심도 있게 조

다. 도합 여섯 개였고, 길이는 개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사하고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이 주로 내가 주된 접한 것이었습니다. 위
트니스 리를 만난 적은 없지만, 테이프에서 그를 보았습니

모건 씨 : 우리는 또한 박사님에게, 「지방 교회」와 「위트니

다.

스 리의 저술」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지요?
모건 씨 : 이 테이프들은 위트니스 리가 관여한 집회에 대
멜튼 박사 : 두 과제물이 동시에 서로 맞물려 나갔습니다.

한 것이었습니까?

한 가지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제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또한 캘리포니아로 와서 그곳에 있는 몇몇

멜튼 박사 :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광범위하

지방 교회들을 실지로 보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고 다양한 집회를 다룹니다. 때로는 강론을 하고, 때로는
청중들과 상호성을 가지면서 다양하게 합니다.

모건 씨 : 우리의 의뢰가 있기 전에 우연히 더디가 쓴 「갓
멘」이란 책을 보았습니까?

모건 씨 : 이 테이프들은 그 교회의 교인들도 보여 줍니까?

멜튼 박사 : 나는 그 책이 나온 즉시 구입하여 부분적으로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항상 거기 있으며, 그들

읽었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책꽂이에 두었는데, 당시에 특

을 찍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위트니스 리와 교인들이 상

별히 관심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호성을 갖는 것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테이프가 하나 있었
습니다.

모건 씨 : 우리가 요청한 과제를 어떤 식으로 수행하셨는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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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조화를 이루는가에 관한 이해가 없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들은 여러 해에 걸친 것인데, 정확한 날짜
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얼핏 보기에 70년대 중반부터 70

이것은 그들이 상당히 깊이 속해 있던 기독교 전통으로부

년대 말까지의 것들인 듯합니다.

터 그들을 실제적으로 잘리워 나가게 했는데, 그는 그들을
새롭고 다른 어떤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들에게 두세 가

모건 씨 :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연구를 마친 후에

지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교회 믿음과 교회 생활에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관해 어떤 견해를 갖게 되셨

관한 대부분의 것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주의적 사상의 주

는지요?

류에서 나온 것입니다.

멜튼 박사 : 내가 백과 사전 기사를 썼던 당시에 가졌던 의

세이라니언 판사 :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견과 같은 것으로, 위트니스 리는 플리머스 형제회 범주에

「갓멘」을 읽으면서 진술이 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도록

속했으며, 독립적인 근본주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에 매우

진술된 자료를 얼마간 표시했는지요?

적합하고, 정통적인 복음주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
의자로서 나의 주된 견해는, 그와 교제하는 데 있어서 어

멜튼 박사 : 아니오.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갓

떤 문제점도 야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멘」을 읽었을 당시에 나는 다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습
니다. 나는 그것에 관한 것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앤거

모건 씨 : 박사님이 정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그것

스 킨니어(Angus Kinnear)가 쓴 워치만 니의 전기와 로버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츠(Roberts)라는 친구가 쓴 워치만 니에 관한 또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갓멘」을 읽어볼 때, 앞에 있는 장들에서의 제

멜튼 박사 :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에

시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 책으로 들어갈수록 이들 중 어

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정통적인

떤 것들이 내 체험에 꼭 맞지 않음을 느꼈으나, 그것을 표

진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

시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책꽂이에 두었습니다.

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건 씨 : 내가 생각하기에 법정에서 묻는 것은 박사님이
모건 씨 : 이제 더디의 저술인 「갓멘」으로 가볼까요? 그 저

우리를 위해 그 작업을 시작할 때, 그것을 하셨느냐는 것

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입니다.

멜튼 박사 : 나는 더디가 전반적으로 「지방 교회」에서 일어

멜튼 박사 : 오, 나는 그 책을 서너 번 읽었습니다.

나고 있는 일들을 완전히 오해했으며, 그들의 역사와 믿음
과 실행들을 완전히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

세이라니언 판사 :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방 교회」에

습니다.

관하여 정확하지 않은 어떤 진술이 「갓멘」이라는 책에 있
다고 박사님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모건 씨 : 교회의 역사를 잘못 설명했다는 의미는 무엇입
니까?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본래 더디가 말한 그 교회의 역사는, 워치만 니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가 자신의 독립적인 운동을 형성할 때인 1920년대에 시작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을 검토하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됩니다. 이전에 그가 형제회와 교제한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들의 긴 역사와 교리의 주된 부분을 형제회로부터

멜튼 박사 : 아, 네. 지난 일 년에 걸쳐 나는 심도 있게 「갓

이어받았다는 언급도 없으며,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

멘」을 완독하고, 개인적인 진술들을 뽑고 위트니스 리의

가 어떻게 스스로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적 기독교 역사의

저술과 반대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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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학을 말하는 경우
모건 씨 : 상술하기에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

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

사님은 더디가 역사를 잘못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과

미가 아닙니다. 나는 주일 아침에 성도들에게 설교하려고

실행들도 잘못 설명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더디가 어떤 방

일어서서 삼위일체(Trinity)에 관한 추상적인 교리를 강론

면에서 믿음과 실행들을 잘못 설명했는지 대강 말씀해 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리는 그들이 그날 오후에 하려는

시겠습니까? 그런 다음 우리는 세부 항목들을 볼 것입니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다.
세이라니언 판사 : 모건 씨, 「갓멘」에 제시된 것으로서, 어
멜튼 박사 : 더디는 시종 일관 단락 중간이나 문맥에서 진

떻게 그것들이 문맥에서 따로 떼내어졌는지에 관한 어떤

술 또는 개별적인 문장을 취하여 그것들이 말하고 있지 않

자료가 있을까요?

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모건 씨 : 물론 있습니다, 각하. 이 증인과 다른 증인들에게
그는 책 전체에 걸쳐서 줄곧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지방

도 있지요.

교회」의 경건을 잘못 설명했는데, 특히 「기도로 말씀 읽기
(pray-reading)」라는 용어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을 듣고 싶군요.

방 교회」 기도의 한 형태인데, 그것을 일종의 동양적인 주
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지방 교회」라는 단체를 이해

모건 씨 : 각하, 우리는 곧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단체가 플리머스 형제회를 이어받

더 묻고 싶은데, 더디의 저술에 「지방 교회」가 사이비라는

은 것이라는 데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혹평이 있습니까?

이곳보다 플리머스 형제회가 더 독재적이었을지라도 말
입니다. 그는 이들을 이단의 일종으로 여겼는데, 실은 그

멜튼 박사 : 그 혹평은 이중적입니다. 머리말에 사이비 문

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에서 전반적으로 그는

제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결정인 채로 남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사이비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야기시켰습
니다. 우리가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지만, 실지 문제는 「영

우선,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위트니스 리가 교

적 사이비 연구소」가 반사이비 단체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사-설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원고를 가지고 곧잘 즉흥적

들이 심도 있게 다룬 단체는 모두 대중의 관념에서는 사이

으로 말합니다. 테이프를 보고 있으면, 그는 자주 멈춰서

비 집단으로 간주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책을 팔고

원고에 있지 않은 것 같은 요점을 지적하며, 그 시점에서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나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서

그가 해야 할 것을 갑자기 생각해 내어 말합니다.

점에서 그것을 구입했는데, 명백하게 반사이비 도서로 표
시되어 서가에 꽂혀 있더군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처럼 그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말하며,
과장하여 말합니다. 그가 어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느

모건 씨 : 「지방 교회」와 같은 단체가 사이비로 명명될 때

설교자들처럼 특별히 과장되게 말할 때, 그것을 따로 떼어

겪는 어려움, 말하자면 어떻게 그러한 비난을 지울 수 있

또 다른 문맥에 맞추면, 위트니스 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그의 사상을 뒷받침해 주는 신학을 갖고 있

멜튼 박사 : 그것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것은 베개를

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부분 평신도들에게 설교하고 있기

뜯어 깃털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서 다시 그 깃털을 전부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

회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

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나 체계적인 신

다. 기껏해야 그러한 인상을 지우는 데만도 긴 시간이 걸

학자가 아니므로, 그의 신학은 확실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릴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학적 용어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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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사이비들이 속임수라고 고소당한 것도 한 가지

니다.

문제입니까?
모건 씨 : 「지방 교회」와 같은 단체가, 『우리는 사이비가 아
멜튼 박사 : 사이비들은 속임수라고 고소당했습니다. 그

닙니다.』라고 항의할 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들은 그들의 교인들을 해롭게 한다고 고소당했으며, 미국
의 품격을 훼손시킨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사이비들은 근

멜튼 박사 :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래에 책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시정하도록 요구받았고,
우리를 위협하는 널리 퍼진 맨슨과 짐 존스의 인상과 함

모건 씨 : 그들이 사기적이라는 비난이 있기 때문입니까?

께, 사이비로 명명되는 어떤 집단도 즉시 이 두 사람과 관
련지어 연상됩니다.

멜튼 박사 :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확실히 「지방 교
회」의 경우는 공식적인 신학과 비공식적인 신학이라는 두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사이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

수준의 신학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까?

소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공식적인 신학을 소유했다 할지
라도, 사람들이, 『글쎄요, 당신의 비공식적인 신학은 수용

멜튼 박사 : 내가 내린 사이비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좋

할 수 없군요. 그리고 당신이 실지로 믿고 있는 것은 이것

아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소 우습게 말

이 아닙니까?』라고 하면, 그것을 다루기는 매우 어렵습니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내린 사이비에 대한 정의입니

다.

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것은
경멸적인 용어이며, 1930년대의 사회학적인 문헌에서 뽑

모건 씨 : 박사님이 「지방 교회」를 조사하실 때, 교회 안에

은 경멸을 함축한 의미들에서 제외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

서로 다른 두 가지 신학이 있다는 어떤 증거라도 발견했습

다.

니까?

모건 씨 : 「사이비」라는 용어는 많은 변천을 겪었습니까?

멜튼 박사 : 아니오. 교회 안에서 인도자들에게 제시된 내
용은 출판되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자유로이 구입

멜튼 박사 : 그것은 1920년대와 30년대의 사회학적인 용

할 수 있습니다.

어로 시작되었는데, 사회학자들이 교회들과 분파들을 논
한 후에 나머지 단체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모건 씨 :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은 대부분 글로 옮겨집니

단지 어디에도 꼭 들어맞지 않는 단체였기 때문에 사이비

까?

(cults)라 칭한 것이지요. 그들은 본래 미국 종교에서 비밀
스런 종교로 취급되었습니다.

멜튼 박사 :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가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먼저 팜플렛 양식으로 나오고,

그 후에 30년대의 기독교 옹호자들은 그 용어를 취하여 그

낱권으로 유포된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의 책은

들의 신학에서 정통이 아니거나 전혀 기독교가 아닌 단체

거의 대부분 그가 말한 것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까지 그
용어의 가장 보편적인 용법이 되었습니다.
70년대에 비종교적인 반사이비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
은 커다란 다원론을 경험했고, 종교 내의 다원론이 눈에
띄게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는 능동적으로 파괴
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데 이르렀으며, 단지 잘못된 것
이 아니라 파괴적이고 심리학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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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라니언 판사 : 「갓멘」은 전체가 「지방 교회」에 관한 것
입니까?

모건 씨 : 박사님이 그의 조서도 검토할 기회가 있으셨지
요?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예.
세이라니언 판사 : 그 책은 대략 몇 페이지나 됩니까? 나는
그 책을 보지 못했는데요.

모건 씨 : 먼저 「갓멘 Ⅰ」의 한 단락을 보기로 하지요.

멜튼 박사 : 200페이지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말한 그 책에는 정확한 부분

『위트니스 리의 진술은, 지방 교회가 「주의 이름」을 사용하

과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 교회」의

는 것이 이 동일한 전통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과 그

원칙들을 전체적으로 잘못 기술한 것처럼 보입니까?

것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기교적이며 이교
도적임을 나타낸다.』

멜튼 박사 : 물론 그 책에는 몇몇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책은 완전히 리(Lee)의 사상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더디가 리(Lee)의 신학을 이해했
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먼저, 더디가 거기에서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취지는 무엇
일까요?

리(Lee)는 기본적으로 시대주의자(dispensationalist)입니
다. 그 개념은 결코 책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Lee)

멜튼 박사 : 그는 「지방 교회」의 특별한 기도 실행이 동양

의 신학을 파악하려고 하면서 시대주의를 논하지 않는다

의 심령 개발 기술과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의도하고 있습

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니다. 많은 동양 종교의 체계는, 한 개인이 도사에게 가면
그 도사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도록 한 가지 혹은

세이라니언 판사 : 더디는 리(Lee)의 저술을 읽은 것에 근

몇 가지 기교를 그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교들

거하여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 교회 교인이

은 의식을 개조하여 결국에는 신비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

된 것에 근거하여 썼다고 말합니까?

는 수단이 되지요. 그것이 도사가 하는 일입니다.

멜튼 박사 : 그는 교회에 대한 조사 및 뒤에 참고 서적으로

모건 씨 :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서는 전혀 행해지지

나열된 리(Lee)의 수많은 책을 읽은 것에 근거하여 그 책

않는 것이지요?

을 썼습니다.
멜튼 박사 : 그런 것은 수도원의 전통 속에 또는 동양의 정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알기에, 그가 그들의 모임이

통적 힌두교 같은 곳의 도사의 체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

나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한 명상 의식에 참여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때때로 하나
님과 신비적인 합일을 갖도록 돕는 훈련과 실행을 제시하

멜튼 박사 : 예, 여러 차례 그렇게 했습니다.

는 영적 지시자와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가 그렇게 말했나요?

모건 씨 : 복음주의적인 용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멜튼 박사 : 책에서가 아니고 그의 조서에서 그렇게 말했

멜튼 박사 : 복음주의에서는 그러한 종류의 실행을 대단히

습니다.

경멸해 왔으며, 그러한 실행을 발견할 수도 없을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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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 말씀 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묵상할 수 없습니다.

모건 씨 : 복음주의 종교에서는 그것이 비기독교적인 것으

모건 씨 : 그러면, 그것이 기교적이고 이교도적이라고 말

로 간주됩니까?

할 어떤 근거라도 있습니까?

멜튼 박사 : 확실히 많은 복음주의 지류에서는 그렇습니

멜튼 박사 :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

다.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은 동양의 계율과 같은 유의 실

로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무슨 일

행을 매우 의심스럽게 봅니다. 심지어 묵상조차도 약간 의

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심스런 것으로 봅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이것을 더디가 잘못 이해
모건 씨 :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 교회」의 기도 실행들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습

은 기교적이며 이교도적입니까?

니까?

멜튼 박사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

멜튼 박사 : 그것은 그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 기도로 말씀 읽는 것과 같은 기도 실행들은 꽤 소리가

내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동양 종교에 관해 아무런 조사

나고 또 상호적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실행하고 말하는 방

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말씀 읽기를 동양의

식에 있어서 정신적 기관들을 사용하는 것을 관련시키는

염불의 실행과 같게 보는 시도는 「영적 사이비 연구소」 문

데, 이것은 생각을 가라앉히며 의식을 개조하려고 고안된

헌의 다른 저자들의 저술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힌두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것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그가 쓴 것에 관
해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것을 잘못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로 말씀 읽기 시간에 참여해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 점에서 그것을 일

보면, 매우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앉았

부러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진술을 하

다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

는 데 있어서 동양 종교를 조금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합니다. 그 말씀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그 당시에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사이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려면 아주 정상적인 의식 상태

비에 관한 책만 썼습니까, 아니면 단지 일반적인 종교 기

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예를 들어, 힌두교의 맨트라

사를 썼습니까?

(mantra)에서는 한 단어를 끊임없이 연이어 반복할 때, 그
것이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여 명상의 상태로 들어가게 한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그들의 유일한 문헌입

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

니다. 그들은 설립되었던 당시 대여섯 구획으로 된 한 기

로 말씀 읽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구의 일부였습니다. 다른 구획들은 보다 일반적인 성질을
띤 다른 종류의 문헌을 저술하고 있었는데, 「영적 사이비

모건 씨 : 더디가 표명한 대로 실지로 「지방 교회」를 연구

연구소」는 그것을 선정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

했다면, 그리고 그 집회들에 참석했다면, 그러한 진술을

니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은 그들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까?
멜튼 박사 : 유일한 근거는 기도로 말씀 읽기와 주님의 이
름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어떤 단어들이 한 번 이상 반복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연결하는 가느다란 실에 불

그들이 하나의 분리된 기구로 나왔을 때, 그들은 그 사명

과합니다. 기도로 말씀 읽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것이 행

을 이어갔으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에는 그러한

해지는 때의 단체의 역동성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

사명을 가지고 그 한 가지 일을 한다고 자처하는 「영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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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연구소」 같은 단체가 백 개 이상 있습니다. 그 중 어떤

제기하기 원하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는 법정에서 거

것들은 심지어 전문적으로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 또는 다

의 또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재빨리 알았습니다.

른 보다 큰 단체들 중 하나와 같은 오직 한 단체에 관해서
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단체들이 교인들을 세뇌시킨다는
가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새로운 교인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들이 공격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박사

을 모집하여 세뇌시킨다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가설이 몇

님이 그들이 사이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이비라는 용

몇 기독교 출판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박사님의 본래의 정의입니까, 아

사이비 대응 사역들과 비종교적인 반사이비주의자들은

니면 보다 현대적인 정의입니까? 본래의 정의는 「내가 싫

당시에 자신들이 공동 원수와 싸우고 있다고 여겼으며, 매

어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 개인적인 수준에서 친분 관계와 통신망을 발전시켰습
니다. 그러한 비종교적인 사상계가 이제 기독교의 사이비

멜튼 박사 : 그것은 현대적인 정의입니다.

대응 문헌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최선의 상태로 순전히 교
리적인 논증법이었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그들은 사이비에 관한 현대적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합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사이비들과 싸우고 사이비들을 공격할
때, 「영적 사이비 연구소」의 글은 어떤 의미에서 교인들을

멜튼 박사 : 아닙니다. 사이비에 관한 그들의 정의는 가르

많이 세뇌시킨다는 단체들을 언급합니까?

침에 있어서 비기독교적 단체거나 정통에서 교리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독교의 변형물이라

멜튼 박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의 문헌은 무엇보다도 교

는 것입니다.

리적이지만, 여러 면에서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이 단체
가 교리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해를

세이라니언 판사 : 종교의 심리학적인 양상이 사이비 여부

끼친다고 말해 왔고, 또한 특정 단체에 대한 공격을 보완

와 관계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생각에 작용하여 사람을

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사이비들에 관한 비종교적인 비평

사로잡거나 지배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을 도입했습니다.

것과 관계됩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그들의 가장 큰 반론은 세뇌시
멜튼 박사 : 30년대 이래로 전통적인 문헌들 대부분에서는

키는 것보다는 교리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비종교적인 반사이비 단체들이 출현하게 된 1974년 경 이

멜튼 박사 : 전반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후부터 심리학적인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불행
하게도 몇몇 기독교 단체들은 항상 사이비를 공격하는 추

세이라니언 판사 : 알겠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을 교리적

가적인 방식으로 일종의 심리학적이고 대중 사회학적인

으로 공격하는 것에 관하여, 그들이 반대하는 이 단체들을

관찰을 수용했습니다.

유지하는 어떤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들
이 반대된다고 보는 이 단체들을 망라하는 어떤 근본주의

모건 씨 : 그것에 관해 좀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에

적 흐름이 있습니까?

관한 예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말하자면, 비종교적인 반사이비 운동이 70년
대 초반에 출현했을 때, 그것은 통일교와 「하나님의 자녀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이 무엇입니까?

들」 같은 단체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비종
교적인 반사이비 운동은 그러한 단체가 이 법원에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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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박사님이 교리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던 때가
세이라니언 판사 : 잠깐, 이러한 사이비 단체들도 기본적

그때지요?

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합니까?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멜튼 박사 :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의 가르침이 성
경에서 비롯됐다고 공언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

모건 씨 : 지금의 사이비교로까지 발전된 것이 존스타운과

어, 몰몬교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몰

같은 것입니까?

몬교도들은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몰몬경」, 「지극히
귀한 진주」, 「교리와 언약들」이라는 2차, 3차 계시와 성경

멜튼 박사 : 그것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을 나란히 두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들은 마치 「기독교 과학자」들이 권위면에서 「과학과 건강」

세이라니언 판사 : 존스타운은 세뇌시키는 유형이었지요?

을 성경과 동등하게 보는 것처럼, 권위면에서 성경과 동등
하게 여겨집니다.

멜튼 박사 : 맞습니다.

공격이 올바른 용어라면,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단체들을

세이라니언 판사 : 어떤 사람이 사람들로 자살하게 할 수

공격하려 할 것인데, 나는 그것이 그들의 성경 교리에 근

있다면, 상당히 많은 세뇌가 있었다고 추측되는데, 왜냐하

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한 그러한 단체들의

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살려는 의지, 생존의 의지에 관

이해는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른 것들과 동

계된 것이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극복

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여겨 그것들과 나란히 두었기 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입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성경의 권위에 의문을 갖는
어떤 단체도 복음주의자들에게 비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멜튼 박사 :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적격자인지 모르지
만, 세뇌하고는 별개로 단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일어난

세이라니언 판사 : 그래서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전문적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은 생존의 최상의 수단

으로 몰몬교를 공격할 수 있었군요.

으로 육신적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최근에 레바논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사
관을 폭파한 사람들은 트럭을 몰고 가서 박고 기꺼이 자살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 의견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

했습니다. 그것이 불멸을 위한 그들의 수단이었습니다.

은 사이비를 공격하는 것과 같군요.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내세로 옮겨진다
멜튼 박사 : 물론입니다. 몰몬교는 전형적인 사이비교입니

고 믿습니까?

다. 그들은 원래 사이비교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
되었던 집단 중 하나입니다.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어느 기간
동안 훈련시키는 어떤 공동 사회가 필요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오, 정말입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렇게 하도록 세뇌시키기 위한 것입니
멜튼 박사 : 예. 몰몬교도, 기독교 과학자(Christian

까?

Scientists), 제칠일 재림주의자, 신지학(神知學), 교령술
(交靈術), 여호와 증인 등은 1930년대에 있었던 원래의 사

멜튼 박사 : 나는 그것을 세뇌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사회

이비교들입니다.

적 조절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생애는 조국이
위협받을 때 생명을 전선(戰線)에 걸도록 사회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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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받아 왔습니다. 이 나라가 위협받고 있으며, 나의 생명

은 그들을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것을 부인하는 단체들

이 나라와 나라의 존립 사이에 서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

을 의미하는 「사이비」라고 매우 명백하게 기술했으며, 그

라의 존립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군복을 입고 나의 일을

들이 미국과 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기 위해 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장할 때부터 가
치 기준들과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있어서 훈련시키는 문

1970년대의 비종교적인 반사이비 운동 기간 중에 「신앙을

제입니다.

강압적으로 버리게 하는 운동(deprogramming)」이 성장
해서 전국적으로 기반을 닦고 많은 명성을 얻었는데, 특히

세이라니언 판사 : 모든 복음주의 단체들은 몰몬교와 여호

맨슨과 존스타운 사건 이후인 70년대 후반에 그러했습니

와 증인과 그 밖의 이러한 단체들을 사이비로 여기고 사이

다. 그들은 사이비에 관하여 널리 퍼진 인상을 대중 문화

비로 분류합니까?

속에서 창출했지요.

멜튼 박사 : 예.

기독교의 반사이비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교리적인 자료를
제작했으며, 부분적으로는 비종교적인 반사이비주의자들

세이라니언 판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만 유일하게 그런

의 추가적인 논증법을 흡수해 왔습니다. 대중들 생각에는

것은 아니군요.

그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중이 기독교의 반사이
비 서적을 사는 것과 비종교적인 반사이비 서적을 사는 것

멜튼 박사 : 예, 그렇습니다.

에 대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읽은 것을 철저하게 전문적으
로 다루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차이점을 말할 길이 거

세이라니언 판사 : 사이비에 대한 그러한 정의는 현재까지

의 없지요. 그것들은 자주 서로 밀접하게 서가에 꽃혀 있

이어져 왔습니까, 아니면 이제 낡은 가르침입니까?

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은 발전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30년대에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박사님이 「갓멘」을 발견한 시카

는 너댓 권의 책밖에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50년대에

고의 그 서점에서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에 관한 책들도 발

는 열 다섯 권 내지 스무 권의 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견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반사이비 문헌난이 두세
칸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멜튼 박사 : 거기 있는 책들의 절반이 몰몬교나 여호와 증
인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두 단체는 반사이비 문헌의 주

세이라니언 판사 :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박사님이 문선

된 두 목표물이었습니다.

명 운동과 맨슨과 짐 존스 등에 관하여 말하면서 몇몇 사
이비 종교를 언급할 때, 신학에 익숙하지 않고 복음주의

나머지는 문선명 운동부터 하레 크리슈나,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가르침에도 익숙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 무엇을 믿

들」에 걸친 모든 것과 이 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사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한 바로는, 그것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 사물에

세이라니언 판사 :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적 사

대한 교리적 가르침의 유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들

이비 연구소」는 복음주의 단체입니까? 자칭 복음주의 단

몇몇 다른 교회들은 리(Lee)가 사이비로 명명되었듯이 복

체라고 합니까?

음주의적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정의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의문입니다.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1970년까지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럼 복음주의 단체의 정의는 무엇입니

사이비로 명명된 스물 다섯 내지 서른 개의 특정 기구 동

까?

아리를 표적으로 삼은 기독교 문헌 전집이 있었는데,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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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종교 개혁으로부터 나온 집단으로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들을 권위로 수용하고, 교회 초기 신조인

멜튼 박사 : 예.

칼케돈 신조에 따라 정통적이며, 문자 그대로 복음주의입
니다. 그것은 회심자들을 얻으려고 힘쓴다는 데에서 나온

모건 씨 : 「지방 교회」와 관련된 더디의 그러한 진술이 잘

말이지요.

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복음주의 단체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멜튼 박사 : 나는 그 진술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

훨씬 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달리 말해서 그

다. 교회의 인도 직분은 한 수준에서 위트니스 리와 빌 프

들의 가르침은 오로지 성경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리맨과 같은 독립적 사역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지방 회중
들 밖에서 역사됩니다. 그들은 지방 회중들이 자료로 사용

멜튼 박사 : 그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도록 사역들을 제시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이제 우리가 사이비들이라고 언급한 몰

지방 회중들은 그들의 문헌을 사고 그들의 특별집회에 참

몬교, 여호와 증인, 문선명의 통일교와 같은 단체들에 관

석합니다. 예를 들어, 위트니스 리는 지방 회중 안으로 들

해서,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성경과 어느 정도 관

어가서 지방적으로 그 회중의 사무를 돌볼 수 없을 것입니

련이 있다는 어떤 관련 주장이라도 합니까?

다.

멜튼 박사 :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지방 회중들은 장로들에 의해 움직이는데, 어느 곳에나 보

들 중 한 단체, 즉 통일교, 「하나님의 자녀들」은 후자에 해

통 두 명에서 다섯 명 정도의 장로들이 지방 회중 가운데

당합니다. 「기독교 과학(Christian Science)」과 몰몬교는 그

있습니다. 장로가 그처럼 극소수라는 사실이야말로 그들

들 스스로 기독교라고 주장했지만, 성경을 다른 자료들과

이 뭔가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사람

동등한 권위로 여겨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레 크

들을 조종하려면, 일정 기간에 걸쳐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리슈나」와 초월 명상법과 선종(禪宗)과 같은 제2군이 있는

얻을 더 많은 장로들이 있어야 합니다.

데, 이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완벽한 대치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에는 너댓 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그
처럼 소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높

을 수 없고, 그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

이 평가합니다. 지금 나는 지식의 세계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평신도 임무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들의 임무와 역할들은 항

모건 씨 : 박사님, 「갓멘」이라는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상 인계되어 사람들은 지방 교회 안의 인도 직분의 위치에

책에 단순한 교리적 개념을 넘어서는 어떠한 시도가 있었

서 언제나 들어오고 움직이고, 관리상 건물을 유지 운영하

습니까?

는 일을 계속하며 지방 교회의 사무를 돌보고, 시카고에서
는 서점 일들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언제나 교체되

멜튼 박사 : 물론입니다. 심리학적인 속임수라고 「지방 교

므로 어떠한 계급 제도도 설립되지 못합니다.

회」를 공격하며, 재정 취급에 의문을 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어떻게 조사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매일, 매주, 매년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일원

모건 씨 : 심리학적인 속임수라는 이러한 공격들은 각하께

이 아니면서 그 일원으로서 스스로 체득했다는 것이 내게

서 사이비에 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에 관해 이야기

는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책을 조사하고

한 바로 그것이며,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조작한다는 것이

해석하여 그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결정하라

지요?

는 과제를 박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박사님이 맡은 일은 힘

179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든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거나 거절하는 반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것은 발전될 것이며, 그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세계의

그러나 한면에서, 내가 간략하게 들은 바로는 더디가 신뢰

관점으로 점차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그 교회를 떠나 의견을 달리하고 명백하게 불만
을 느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건 씨 : 「영적 권위」의 부문으로 갑시다. 더디의 저술에
다음과 같은 몇 문장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조사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불
만을 가진, 실지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아니
면 모든 이야기에 양면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사
람들을 조사했습니까? 이혼의 경우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

『믿을만한 출처들은 위트니스 리 자신이 철장으로 다스린

고 또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야 왜 그가 그녀와 살

다는 것을 말해 준다.』

수 없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럴 때 아마 그 남편에게도 동
등한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멜튼 박사 : 아니오. 나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개인적

우선, 그 진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디가 독자에게 무

으로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엇을 전달하려 했을까요?

모건 씨 : 각하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멜튼 박사 : 그것은 위트니스 리가 실지 세력을 지닌 행정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적인 권위를 가지고 왕과 같이 임의로 변덕스럽게 다스린
다는 것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귀하는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군요.
모건 씨 : 그것이 우리가 논의해 온 심리학적 사이비들과
멜튼 박사 : 각하,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증언을 조사하

의 몇 가지 유사점입니까?

고 그것들을 내 경험에 비추어보는 것이 내게 주어진 과제
들 중 하나였습니다.

멜튼 박사 : 뒤에서 그가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논하기 시
작하듯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세이라니언 판사 : 좋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권위주의적인 도사와 같을 것입니다.

모건 씨 :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탈퇴자들에 대한 신뢰

모건 씨 : 짐 존스는 어떻습니까?

성에 관해 종교 분야에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멜튼 박사 :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멜튼 박사 : 이와 같은 단체들을 조사할 때, 입증되지 않은
탈퇴자들의 증언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모건 씨 : 좋습니다. 앞에서 인용된 문장은 정확한 진술입
니까?

모건 씨 : 왜 그렇습니까?
멜튼 박사 : 그렇다고 지적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을 어리석게 만들려고 적개심을 가진 탈

리(Lee)는 교회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대부

퇴자들은 항상 진리를 가립니다. 그들은 항상 사소한 사건

분이 수년에 걸쳐 그의 책을 읽거나 가르침을 듣고 그것들

의 부분을 부풀려서 중대한 사건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얻은 권위입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그들의 증언은 항상 바뀝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그는 수년 동안 수고함으로써 그의 위치를 얻었습

그들이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

니다. 그가 얻은 존경과 권위는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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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그것은 완전히 왜곡되었습니까?
그의 권위는 한 수준에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의 교사와
훈련자로서의 권위입니다. 그의 권위는 엄격하게 제한되

멜튼 박사 : 예.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어 있어서 지방 회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지방 교
회」의 사무 관리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는 회중의 인도

모건 씨 : 인용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가 되는 것에서 완전히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도 직분을 갖고 있지 않습

멜튼 박사 : 「갓멘 Ⅱ」에서 생략에 의해 분리된 두 문장을

니다.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씨 : 더디는 그러면 그의 위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트니스 리의 두 진술문을 인용했습
니까?

『내가 영 안에서 명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 … 이것이 나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에서 리(Lee)

의 가르침인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

는 교회의 인도자일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

시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고 가려져 있었지

(oracle)로 여기고 있다고 논쟁했습니다.

만,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보는 것의 의미는 이중적입
니다. 첫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면, 그때 그
의 말은 권위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청종하지

모건 씨 : 이것은 위트니스 리의 저서로부터 발췌된 것입

않으면 안 될 권위주의적 인물이 됩니다.

니까?

둘째,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하고 있다면, 그는 그

멜튼 박사 :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인용문이 있는데, 이

의 말을 권위로서 성경 위에 또는 성경과 나란히 두고 있

둘은 모두 「어떻게 집회하는가(How to Meet)」라는 책에서

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

발췌된 것입니다.

위를 부인함으로써 복음주의적 진영 밖에서 스스로 움직
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건 씨 : 증거물 11호로 표시된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인용문들이 발췌된 페이지가 있습니까?

모건 씨 : 대언자(oracle)라는 간단한 용어로 축소시킬 수
가 있을까요? 더디는 리(Lee)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

멜튼 박사 : 네, 있습니다.

(mouthpiece)라고 주장한다고 제시하는데 말입니다.
모건 씨 : 각하,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은 적절하게 바꿔 쓴 것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채택하겠습니다.
모건 씨 : 두 인용문은 위트니스 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대
언자 혹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설명

모건 씨 : 그 인용문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법정에서 확

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위트니스 리가 말한 것에 대

인해 주시겠습니까?

한 설명이 공정하고 정확한 것입니까?
멜튼 박사 : 인용문들은 뒤죽박죽입니다. 두번째 인용문은
멜튼 박사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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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그것이 「어떻게 집회하는가」에서 위트니스 리가
『이것이 나의 가르침인가? 아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님의 계시이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고 가려져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그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
다.
모건 씨 : 「어떻게 집회하는가」 94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야

그 인용문은 마지막 단락의 시작에 있는 것으로, 94페이지

기해 봅시다. 거기에서 위트니스 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

에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것입니다.

니까?
멜튼 박사 : 위트니스 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
관해 강론한 것이 앞의 칠팔 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영 안에서 명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

모건 씨 : 그것들은 성경에 관한 책들입니까?
멜튼 박사 : 그것들의 특정한 장들이 그렇습니다. 그 장들
에 있는 글은 성령의 은사들과 관련되며, 그 장에서 바울

위 문장은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임」이라는 새로운 부분

은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은사인 예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

의 첫번째 단락 끝에 있는 것으로, 97페이지에서 보입니

는데, 가장 뛰어난 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

다.

(Lee)는 거기서 두 가지 개념을 해설하고 있었는데, 그것
은 성령의 주요 은사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건 씨 : 그렇다면 더디가 행한 것은 한 인용문을 취하여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에 대해 논했던 것을 요약하

위트니스 리의 저술 방식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인용문 첫

면서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냐?』고 말합니다.

머리에 둔 것이군요. 맞습니까?
거기서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관한 바울의 가르
멜튼 박사 : 더디는 단락들 중간에서 두 개의 동떨어진 인

침입니다. 이것이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용문을 취해서 순서를 바꾸었으며, 말하자면, 그것들을 억

바울의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것

지로 함께 짜맞추었습니다. 생략 부호란 한 인용문 다음에

은 수세기 동안 묻혀 왔고 가려져 왔지만, 그분의 긍휼로

부적절한 자료는 삭제되고 매우 가까운 곳에 또다른 인용

열렸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페이지 뒤에 있는 글을
인용하기 위해 생략 부호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는 자신에 관하여

것은 다음 단락에 있거나 그보다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음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사와 사랑에 관해

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건 씨 : 더디의 책에서 발생한 영향은, 위트니스가 리가

모건 씨 : 이것은 더디가 묘사한 것과 아주 정반대가 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있으며 그분을 말하고 있다.

군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혹평이지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제시한 것
입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합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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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라니언 판사 : 여기서 내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론한 다음, 바울의 부연하는 말, 즉 『내가 내

박사님, 나는 더디가 여기서 말한 것을 전부 읽지 못했지

영 안에서 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명하신다. 왜냐하면

만, 내가 이해한 바로, 그는 단지 위트니스 리가 저술한 책

나는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로 그의 문장을 끝맺습

에 있는 것을 문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

니다.

용된 언급 이전의 어떤 부분에 「이것이 나의 가르침인가」
를 두고, 그런 다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박사님은, 그

지금 더디의 책에서는 그 문장에 있는 「내」가 위트니스 리

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리(Lee)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 볼 때, 「나」는 바울

더디 책의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며, 모든 믿는이들은 다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의미
가 함축되어 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멜튼 박사 : 더디는 그의 저서에서 「지방 교회」가 위트니스

바울입니다.

리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가르치며, 위트니스 리도 그것
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영 안에서 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명하
신다.』고 말한 사람은 바울이지 위트니스 리가 아닙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귀하의 말은, 이 문맥이 고린도 전서 12

그리고 리(Lee)는 사실상 바울의 권위를 지지하지만, 이

장, 13장, 14장을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위트니스 리의 저

책에는 홀로 권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위트니스 리인 것

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까?

으로 나타납니다.

멜튼 박사 :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 더디의 배경과 조사와 체험들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것은 단지 위트니스

중에서 일부는 단지 실수나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고 느끼

리의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의 대

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고의적으로 잘못 설명한 형태라고

언자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그 문맥에서

느끼십니까? 이것은 이 책을 타당하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

말하는 바입니다.

까?

모건 씨 : 그는 위트니스 리가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

멜튼 박사 : 그것이 내가 착수할 때부터 가진 의문점이며,

언자」라고 말한 것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말하

이 전반적인 일에 걸쳐 숙고해왔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

고 있군요.

은, 어떻게 그가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
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모르겠

멜튼 박사 : 맞습니다.

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선교원 학위를 받았
고, 선교원에서 신학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비

모건 씨 : 그것은 전혀 위트니스 리가 말한 것이 아니지요?

록 박사 학위는 없지만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
서를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어떻게 그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모건 씨 : 97페이지에 있는 인용문을 보기로 하지요. 거기

세이라니언 판사 : 달리 말하자면, 그 문맥들이 바뀐 것은

서 위트니스 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단지 부주의하거나 빨리 읽어서가 아니고, 그 외에 어떤
방식이 있었겠지요?

멜튼 박사 : 거기서 위트니스 리는 바울이 말한 구절, 『혼인
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

멜튼 박사 :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점에

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

서 기꺼이 그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서와

울의 말입니다.

그가 이 자료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지적을 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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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그가 그것을 속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지닌 학위나 배경이나 체험을
내가 그 책을 다시 검토했을 때, 나는 그가 단지 속독하는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즉 보통 사람이 이것을 읽어도 같은

식으로는 그 책을 구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때 이러
한 종류의 왜곡이 더디의 책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멜튼 박사 : 예, 그렇습니다. 더디가 이 점에서 지적한 것이

문제입니다.

도리어 어리석게 여러 차례 진술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용
들은 행해지는 비난을 단지 예시하곤 합니다. 이러한 인용

모건 씨 : 그러면 그것을 대충 말하고 싶어도 심사숙고한

들이 실지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추종하거나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
어난 일을 그저 받아들입니다. 내 체험으로, 대부분의 사

멜튼 박사 : 예.

람들은 주석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모건 씨 : 이 책을 읽게 될 사람들의 눈에 비칠 위트니스 리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의 체험과 모든 자료와 배경과

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비난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기타 등등을 조사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더디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

멜튼 박사 : 아마 이러한 비난이 구체적이 된다면, 복음주

니까? 왜 더디와 같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뭔가

의자인 나도 「지방 교회」와 더이상 교통하지 않으려 할 것

발견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간격이나 마찰이 있었나

입니다.

요? 「지방 교회」 혹은 위트니스 리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어
떤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거기 가는 것을 편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
도인으로 자처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들의 기도 실행에

멜튼 박사 :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생활 초기에 「기독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교회 안의 교인들과의 어

계 해방 전선」과 「지방 교회」는 버클리에서 그들의 본부를

떤 친분 관계도 더이상 발전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마주하는 곳에 두었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대결한

위트니스 리의 저서는 지금 내 서가의 다른 위치에 진열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 있습니다. 그 책들은 더이상 동료 그리스도인이 쓴 책
들로서 읽어야 할 것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책

몇 년 후에 「갓멘Ⅰ」이 출간되기 직전에 달라스에서 한 사

들은 학자로서 엄밀히 조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개인적인 대결이 있었고,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두번째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모건 씨 : 이 단체와 이 사람 주변을 피하려 한다는 말씀입

다.

니까?
내가 「지방 교회」에 관해 발견할 수 있었던 모든 인쇄물―
멜튼 박사 :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습니다. 나는 더이상

잭 스팍스의 저서 「마인드벤더」와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그들에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출판한 자료와 「영적 사이비 연구소」의 자료에서 파생된
수많은 기사들, 이 때문에 내 서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

모건 씨 : 왜 그렇습니까?

이 버클리에서의 대결 또는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
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내

멜튼 박사 : 복음주의자로서 나는 믿음과 사상에 있어서

가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
다. 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런데, 우리는 앞서 하나의 사이비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고, 깊은 기도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로 몰린 복음주의 운동의 오명(汚名)에 관해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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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요. 극단적인 반공주의(맥카디즘)가 공산주의에 대
해 계속해서 추적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공산주
의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같은 오
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멜튼 박사 : 내가 어렸을 때 극단적 반공주의자가 들려주
는 것을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나도 그렇습니다. 일단 비방을 받게 되
면, 그 오명이 여전히 남게 된다고 느끼시지요?
멜튼 박사 : 어떤 사람을 사이비라고 칭하는 것은 1970년
대에 그들을 빨갱이라고 명명한 것과 같다는 것에 대해 한
가지 사례 이상을 들어 출판물로 냈다고 생각합니다.
모건 씨 :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까?
멜튼 박사 : 보통 사천만이라고 합니다.
모건 씨 : 그리스도인으로서와 복음주의자로서 박사님은
이 책과 관련이 있습니까?
멜튼 박사 :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건 씨 : 어떤 점에서지요?
멜튼 박사 : 복음주의자인 나는 진리의 논제를 대단히 관
심합니다. 내가 그것에 관여하는 동안, 복음주의자로서 우
리의 위치는 분명하게 진술되었으며, 우리와 의견을 달리
하는 자들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그
리스도인 형제 자매 중 일부를 비방해 왔고 밀쳐냈다고 느
낍니다. 우리의 친구와 동료로 보아야 할 사람들을 문 밖
으로 밀어낸 것이지요. 나는 정의의 문제 및 복음주의자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방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한
집회에서 얼마의 영적 교우(敎友)를 발견한 사실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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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이제 더디의 저술에서 또 다른 인용문을 보겠습

멜튼 박사 : 성경은 우리의 권위이며, 성경이 우리가 예수

니다. 「성경」이라는 단어가 보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 아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확실

있는 단락인데,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이렇게 이야

히 근거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결코 성경을 격하시켜서는

기하는 것을 봅니다.

안 되며, 그것의 의미를 경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항
상 제 위치에 있으며, 단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

인식론상의 분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관한 리(Lee)

닙니다.

의 관점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감각 신학
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 성경 말씀은 의미들을 가지고

모건 씨 : 그러면 그 책의 이 부분은 위트니스 리가 성경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실들과 역사 사건들을 말하는 것

격하시켰다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사실성은 리
(Lee)에게 있어서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멜튼 박사 : 예, 더디의 문맥에서는 매우 특별한 용어로 리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보다 의미가 덜하다. 이러한 체

(Lee)가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킨다고 말합니다.

험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읽은 것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계 없

모건 씨 : 그것이 위트니스 리와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 있

이 영적인 점진적 침투의 과정을 거쳐서 일어난다. 기록

는 「지방 교회」 교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된 말씀은 그림자이지 실제가 아니다. 더 높은 영적인 말
씀은 기록된 말씀의 이성적인 의미 너머에 존재한다. 기록

멜튼 박사 : 그것은 그들로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했습

된 말씀은 실제로 안내하는 정확한 것이라기보다 일정하

니다.

지 않은 나침판과 같이 움직인다. 리(Lee)는 그리스도인들
이 율법(의문)의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로마서 2장 29절

모건 씨 : 그것은 그들이 원하던 바가 아님을 의미합니까?

과 7장 6절의 바울의 기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술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의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멜튼 박사 :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임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영 안에서 새로운 것
으로 살아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기록된 성경의 낡은

모건 씨 : 다시금 더디는 이 점에서 위트니스 리의 저술에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이 구절의 「의문」이

서 발췌한 어떤 인용문들을 의지합니까?

기록된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더이상 논
란이 있을 수 없다.』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점에서 그 인용문은 「그
리스도냐 종교냐」라는 리(Lee)의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가 쓴 「그리스도냐 종교냐」는 원고의 증거물

이러한 유형의 글이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말

12호로 확인하기 위해 표시됨.]

씀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증거물 12호로 표시된 것을 보여 드립니다. 그것
멜튼 박사 : 글쎄요. 이 글은 리(Lee)가 성경을 사용할 때 그

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것을 이차적인 위치에 두었으며, 이는 보다 중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성경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함을 뜻한다고

멜튼 박사 : 이것은 위트니스 리의 저서 「그리스도냐 종교

생각됩니다.

냐」의 몇 페이지입니다. 논의 중인 단락 맨 끝의 두 인용문
은 152페이지와 153페이지에 있는 두 문장에서 취한 것입

모건 씨 : 복음주의 종교에서는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습

니다.

니까?
모건 씨 : 각하, 증거물 12호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186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
세이라니언 판사 : 받아들입니다.

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
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모건 씨 : 먼저, 그 제목에 관해 조금 이야기해 보지요. 「그

지니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의문」이라

리스도냐 종교냐」는 불경스럽게 들립니다. 그 의미가 무엇

는 단어가 기록된 성경임을 알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영

이지요?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살아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기
록된 성경의 낡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멜튼 박사 : 그것은 위트니스 리의 관점에서, 종교는 인간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가장 용감한 사람인

이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므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로 종교적인 것을 행하고, 종교적인 것을 만들며, 종교적

기록된 법전, 기록된 성경의 낡은 것을 따라 섬기지 않고

인 것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살아 있는 임재이신 그

영의 새로움을 따라 섬긴다. 왜 그런가? 이는 영 안에는 그

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종교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리스도가 계시는 반면에 기록된 법전에는 종교가 있기 때

살아 있는 실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

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대(對) 종교이다.

음은 인간이 만든 종교와 대립된다는 것이지요.
모건 씨 :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 우리는 실행들과 사원들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종교적인 것은 건전하고, 성
경적이고, 원칙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것이다.

멜튼 박사 : 우리는 율법의 경전과 실행들에 관해 이야기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결여됐다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할지라도 종교적일 뿐이다. 로마서의 이 두 구절에서 바울

특히 주교나 사제와 같은 교회 조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

은 「그리스도 대 종교」의 견고한 기초를 세웠다. 오늘날 우

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관해 이

리의 봉사와 우리의 역사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

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영 안에 있어야지, 다만 기록된 성경 문자만을 따라서
는 안 된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을 한다. 나는 사람

모건 씨 : 그렇게 말하는 것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들을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단이라고 비난받을 것
이다. 그러나 나는 다만 성경의 두 구절, 즉 로마서 2장 29

멜튼 박사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절과 로마서 7장 6절을 언급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신학에서 꽤 대중적인 사상이 되어 왔습니다. 20세기의 많

구절의 「의문」이 기록된 성경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해

은 신학자들과 일부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가 아닌

야 한다. 더이상 논란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종교와

자들이 그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칼 바르쓰(Karl Barth)는

반대되신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법전에 반대되신다. 우리

그와 같은 주제로 많은 책을 쓴 가장 이름 있는 신학자일

는 고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법

것입니다.

전을 옳게 인용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 우리는
기록된 법전만 너무 주의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모건 씨 : 그것은 전혀 새롭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다. 안전

표현된 것이지요?

한 길은 오직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다.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모건 씨 : 「그리스도냐 종교냐」에 있는 인용문을 봅시다.
152페이지에 있는 첫번째 것을 읽어 보지요.

위트니스 리가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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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께서 깨뜨리고 끝내신 것입니다.
멜튼 박사 : 위트니스 리는 종교의 특별한 점, 즉 구약의 율
법 전서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이

모건 씨 :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성경의 두 권을

무시한다는 말입니까?

망라하는데, 그것들은 율법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와 그들의 저술

멜튼 박사 : 아주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합니다.

에 있는 법전으로 이어집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은 신약에 의해 보충되었습니까?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를 하나의 기록된 법전
으로 성문화하려는 시도이며, 그는 이것을 일례로 사용하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구약 법전의 대부분을 따르는 것을

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점에서 구약 율법을 논하고 있습니

다만 제쳐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일컫

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다루어지는 도덕법전으
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

모건 씨 : 그는 거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구약의 대부분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음
식 규례와 같은 의식을 행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것들은

멜튼 박사 : 구약의 기록된 법전은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모두 제쳐놓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종교이며, 위트니

그 위에 놓여져 왔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끝난 것으

스 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 여기셨고 그것과 대립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건 씨 : 다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확실히하기 위해서 묻
모건 씨 : 그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의문」이라는

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십계명에 관해 어떻게 말했습니까?

단어가 기록된 성경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무엇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멜튼 박사 : 그는 십계명이 하나님의 불변의 법이고,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위한 것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

멜튼 박사 : 글쎄요, 내가 이에 관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이라고 말합니다.

면, 위트니스 리는 그의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의 앞부분
혹은 구약 부분을 가리키는 행동을 하면서, 성경은 우리를

세이라니언 판사 : 복음주의 운동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모

위해 기록된 법전이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두 믿습니까?

는 우리의 믿음을 얻는 방식에 기록된 법전이 들어오지 않
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성경을 말할 때, 구약과 신약
모건 씨 : 성경이 이차적이거나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

을 합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합니까?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의 시대적인 신학
과 기독교 신학 대부분이 수년에 걸쳐 말해온 어떤 것을

모건 씨 : 이제 내려가서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다음의 인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일치합니다. 율법은

문을 보기로 하지요.

그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
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그리스도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셨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므로 더이상 구약 법전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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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더이상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아니라 「내가 의미하는 것은」 또는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
씀과 이 특별한 요점들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는 것도 분명
합니다. 그는 다만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것은 과장된 것이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앞뒤 문맥에 따

다시, 리(Lee)는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른 것이 명백합니다.

멜튼 박사 : 그는 우리가 의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모건 씨 : 누군가가 그의 저술의 나머지 부분을 읽는다면,

거듭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은 구약에서

위트니스 리가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발견됩니다. 바울에게는 신약이 없었으며, 따라서 바울이

게 될까요?

기록된 성경을 말할 때, 그는 구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
니다. 거기에서 의식과 먹는 것에 관한 규칙들과 규례들이

멜튼 박사 :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위트니스 리의 저술을

발견됩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읽었으며, 더디는 그의 방대한 독서량
에서 이 사실들에 부딪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

모건 씨 : 박사님은 더디가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이차적

는 성경, 기록된 성경 곧 기록된 말씀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 또는 열등한 위치에 두었다고 말하기 위해 이러한 두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고, 연구하며, 습득하라고 말합니다.

인용문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디가 그러한 것들을 놓칠 수 있었을까요?
더디는 그와 같은 문장을 전혀 인용하지 않지만, 그것들은

멜튼 박사 : 맞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저술들 곳곳에 있습니다.

모건 씨 : 그 인용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이라니언 판사 : 자, 박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
해하는지 보십시오. 더디의 말에 의하면 위트니스 리가 성

멜튼 박사 : 예.

경을 거의 제쳐둔다고 하는데, 위트니스 리는 그의 저술에
서 의문이란 우리가 제쳐둔 구약을 가리키는 것이며, 신약

모건 씨 : 그것들은 다만 거듭 반대되는 것을 말할 뿐이지

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요?
멜튼 박사 : 아니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트니스 리의 말은 하나님이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유대
인들에게 주신 율법의 법전인 구약의 부분이 있다는 것

모건 씨 :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더디와 같은 한 개인이 그

입니다. 그 법전, 기록된 경전은 제쳐졌습니다. 그것이 리

가 말한 위트니스 리의 글을 읽은 체하면서 그와 같은 진

(Lee)가 말한 전부입니다.

술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입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나 더디는 리(Lee)의 언급이 신약
멜튼 박사 : 이것은 다른 것들보다 다소 강경합니다. 여기

과 함께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까?

의 인용문들은 매우 강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 발췌한 것
은 매우 강합니다. 나는 더디가 그 책에서 읽었던 부분을

멜튼 박사 : 더디의 글에 나타난 문맥은 성경 전체를 언급

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인용문들을 그가 성급히 받아들였

하며, 그것은 단지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격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디는 지적

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고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위트니스 리가 사용한 자
료들과 그의 분석들을 이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모건 씨 : 그러면 더디는 위트니스 리가 다소 부도덕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 결국

위트니스 리가 과장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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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동을 고무시키는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한다.
멜튼 박사 : 그것이 여기서 관건이 됩니다. 성경, 특히 성경
의 율법적인 부분이 제쳐진다면, 그것들은 더이상 따를 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고는, 전에 인용했듯이(딤후

요가 없게 됩니다. 더디는 위트니스 리가 영성 신학을 가

3:17-17), 성경이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

르치고 있다는 인상을 창출했는데, 이러한 영성 신학에서

육하기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한 권고가 리

중요하고도 유일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며 도덕

(Lee)의 감각 신학에서는 동면 상태에 있다.

법전은 도외시하게 되므로, 여러 부도덕한 것을 임의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리(Lee)는 그의 저술에서 거듭거듭 십계명

그것은 내가 인용하고 있는 부분의 끝입니다. 다시금 더디

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는 거기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들이 부도덕으로 이끈다

말합니다. 그는 기도와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인도를 구하

는 관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는 것을 말하면서 다소 재미 있는 항목 한 가지를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도적질 할까

멜튼 박사 : 그것이 그가 전달하고 있는 정확한 요점입니

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관한 지시를 구하지 않아

다. 그는, 리(Lee)가 도덕적인 율법을 따르는 것을 경시하

도 된다는 것입니다.

며, 따라서 도덕적인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지방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그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졌다. 그것

것은 리(Lee)가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가르친

이 바로 답변이다. 여러분은 그것에 관해 하나님께 묻지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않아도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에 관해 말
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건 씨 :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냐 종교냐」의 150페이
지와 155페이지를 채택했습니다. 거기서 위트니스 리는

그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논하고 있는 다른 곳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는, 『왜 십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가? 그분은
십계명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것은 다만 살인하지 말라는 의
미이다. 십계명은 화내는 것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 안에 있는 어떤 것이지 기

여러분이 화낸다 할지라도, 모세는 여러분에게 불리한 어

록된 성경에 따른, 단지 의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떤 것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심지

말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150페이지]

어 화를 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다고 비난할지 모른
다. 그들은 우리를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모건 씨 : 「갓멘」에 있는 또 다른 인용문에 대해 질문하겠

지 모른다. 그러나 주의하라. 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들」

습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그분이 구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지 않는 현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들은 자유로운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

시종일관 리(Lee)의 가르침은 지방 교회 성도들을 성경적

지 않다. 우리는 성경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

윤리에서 동떨어진 행동을 하도록 이끌며, 책임감과 긍정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우리 주 예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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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육신되신 하나님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

니다. 우리는 성경을 위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은 더디가

으셨으며, 성경대로 육신적으로와 영적으로 부활하셨음

150페이지를 보면서 약간 졸고 있었다 할지라도, 위트니

을 믿는다. [155페이지]

스 리의 입장에 관한 분명하고도 뻔한 진술입니다. 155페
이지에서 시사하는 바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건 씨 : 그것은 그가 성경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한 부

그는 거기서 성경을 높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입니까?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가 논하고 있는 이 요점에서, 성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경을 전반적으로 논할 때, 성경을 다소 비종교적이고 학문
적인 관점에서 알 뿐, 결코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

모건 씨 : 더디의 또 다른 인용문을 보기로 하지요.

는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것은 마치 사랑에 관해 고린도 전서 13장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즉 결코 사랑을 체
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문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이

알지만, 그것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

는 그분이 스스로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지 바깥의 더 높은

다. 위트니스 리는 우리가 성경의 문제를 알아야 할 뿐 아

율법에 순종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리(Lee)는 성도들 역시

니라 또한 그것을 체험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생활의 일

신성하기 때문에 바깥의 도덕률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다.

의도하는 바입니다.
모건 씨 : 그것은 「그리스도냐 종교냐」 150페이지에 있습
니다. 따라서, 그것은 바로 더디가 인용문에서 발췌한 부

위 인용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의 앞 두 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멜튼 박사 : 그것은 십계명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산상수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훈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모건 씨 : 그러면 더디는 위트니스 리가 말하고 있었던 것

모건 씨 : 그것은 위트니스 리가 말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

을 시작에서부터 죽 읽어오지 않으면 안 되었겠죠?

는 군요. 그렇지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멜튼 박사 : 바로 그렇습니다.

모건 씨 : 이 경우에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는 표시를

모건 씨 : 그가 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신성하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라는 예문에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멜튼 박사 : 내게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멜튼 박사 : 이것은 「지방 교회」가 사용하는 하나님에 관한

읽은 두번째 인용문에는 그것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

교리와 관계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연합(mingling)과 같

다. 왜냐하면 두번째 인용문에서 그는 「자유로운 그리스도

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에 대한 더디의 해석은, 그러

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자유로운 그리스도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지방 교회」의 교인

인은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되는 것을 시사하며, 그들이 인간과 다른 어떤 것이 되

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

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제 「인간-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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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혼합체가 되었다는 것이 리(Lee)의 개념이라는 것입니

고든 멜튼 박사의 증언』(3) :

다. 그것이 「갓멘」이라는 표제의 취지입니다. 그들은 별다
른 종류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
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처럼 다른 종
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모건 씨 : 먼저, 박사님, 위트니스 리의 저서에 있는 도표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그러면 「갓멘」이라는 표제가 독자들에게, 「지방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사실상 별다른 형태

멜튼 박사 : 위트니스 리는 시편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

의 종류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다. 먼저, 첫째로 언급된 것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의 언약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시편의 두번째 부류는 주로

멜튼 박사 : 예, 그것이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리(Lee)가
작성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시편들이 보다 높은 성

모건 씨 : 좋습니다. 박사님은 더디가 위트니스 리의 도표

질의 것임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높은」이라는

를 변경한 것에서 이러한 신성한 개념에 관하여 행한 것에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겠습니까? 오늘

대한 어떤 증거를 발견했습니까?

날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들은 율법을 칭송하는 시편들보
다 더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멜튼 박사 : 이러한 일이 발생한 주요 부분은 성경의 권위
와 율법에 관련됩니다. 그것은 리(Lee)의 책 「시편에 계시

모건 씨 : 이렇게 해봅시다. 제가 「시편에 계시되고 예표된

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 있습니다. 더디의

그리스도와 교회」 복사본을 들고 박사님께 40페이지를 보

책 41페이지나 42페이지 즈음에 도표가 있습니다.

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맨 밑에 시편 1편, 꼭
대기에 시편 2편, 시편 3편-7편, 시편 8편, 시편 9편-15편,

모건 씨 : 이것을 증거물 13호로 표시하고, 그것이 무엇인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7편-21편이라고 말하는 도표를

지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봅니다.

멜튼 박사 : 증거물 13호는 위트니스 리의 저서 「시편에 계

멜튼 박사 : 예, 맞습니다.

시되고 예표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40, 41, 두 페이지이며,
그 책 자체는 시편에 관한 해석입니다.

모건 씨 : 시편 1편과 2편 사이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습
니까?

모건 씨 : 그것을 더디가 그의 책에 인용했습니까?
멜튼 박사 : 예.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중간에 더디가
그의 저서에서 재현하려는 취지가 담긴 도표가 있습니다.

모건 씨 :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건 씨 : 그것을 증거물 13호로서 증거로 제출하겠습니

멜튼 박사 : 시편 1편과 3편에서 7편까지는 보다 낮은 수준

다.

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율법과 구약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
이는 시편들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시편은 오실 그리스

세이라니언 판사 : 받아들입니다.

도와 교회를 찬양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건 씨 : 「갓멘Ⅱ」의 42페이지에서 더디는 겉으로 보기에
그것을 그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도표가 정확합니까?

지방교회 변증자료 - 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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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그는 그 도표를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합니다.

서 그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건 씨 : 그것을 한 번 보기만 해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모건 씨 : 위트니스 리는 거기서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했

수 있지요?

습니까?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는 도표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

멜튼 박사 : 그는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

습니다.

니라 그러한 개념과 다소 유사한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
다.

모건 씨 : 우선, 자료를 삭제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이 위트니스 리는 윗쪽에 있는
멜튼 박사 :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주 바뀌었다는 것

것들이 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

입니다. 그는 도표를 재현했을 뿐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

들은 낮은 수준에 있는 것들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지요.

있으며, 더 낮은 수준의 것들은 보다 구약 같군요.

모건 씨 : 게다가 그는 거기에 뭔가를 덧붙였지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바로 경건한 영
감입니다. 리(Lee)는 시대주의자이며, 시대주의 신학에서

멜튼 박사 : 두 문구를 첨가했습니다.

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시대에 언제나 총괄적인 의미에
서 행동하신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계시는 시대에

모건 씨 : 그것이 무엇이죠?

걸쳐 더해져 왔으며, 시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
시가 보다 우주적이고 율법의 계시를 대치했다고 말하고

멜튼 박사 : 내가 정확히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감동하심」

자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시에 신성한 영감이 없지 않

과 「인간의 영감」입니다.

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으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
으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모건 씨 : 문구들은 옆에 떨어져 있지요, 맞습니까?
시대주의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
멜튼 박사 : 예.

시가 그 계시를 대치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리(Lee)가 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적으로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

모건 씨 : 거기에 첨가된 문구는 무엇을 의미하지요?

며 인간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
다. 따라서, 그것은 신약과 마찬가지로 신성하지만, 대치

멜튼 박사 : 그것은 더디가 독자들에게, 어떤 시편은 다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영감에 불과하며,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감동하
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

세이라니언 판사 : 더디가 인간의 영감이라고 말한 보다

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에 있는 이 시편들이 그 시편들에 대한 인간의

그것들이 다만 인간의 영감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하나

해석이라고 말한 사람은 리(Lee)입니까, 아니면 더디입니

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시편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까?

것입니다.
멜튼 박사 : 더디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체험
모건 씨 : 더디는 위트니스 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기술하

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체험에서 나온 것

고 있습니까?

이 아니므로 성경의 그 부분은 무시해도 되며 주의를 기울

멜튼 박사 : 예. 그러한 용어들을 도표에 써 넣음으로써 그

일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것이 인간의 영감에 불과하기

는 독자들에게, 리(Lee)가 도표나 적어도 그 장의 본문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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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으나, 성경이 말한 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복음주의자들의 느낌은 어떨까요?

세이라니언 판사 : 더디는 리(Lee)가 그리스도는 기록된
본문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추론한 것

멜튼 박사 : 그들은 그런 사람을 경시하려 할 것입니다.

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손에 성경을 들고 또 이 손에
그리스도를 든다면, 그리스도는 확실히 성경 위에 계시는

세이라니언 판사 : 성경을 받들거나 그것을 인용할 수

데, 이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있거나 그것에 숙달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는

말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것은 그가 위트니스 리에게서

(Living)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는 그것을 믿는 문제이죠?

나온 말을 한 것인데, 때로는 기록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의 가르침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사님도 그러

멜튼 박사 : 성경을 사는 것은 사실상 그것을 믿는다는 하

한 느낌을 갖습니까?

나의 표시입니다. 물론 위선은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은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가서

멜튼 박사 : 예. 나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Lee)에 대한 이 특별
한 일련의 비난들에 관해 내가 놀란 것들 중 한 가지입니

세이라니언 판사 : 그것이 위트니스 리가 말한 것입니까?

다. 여기 그의 장성한 생애를 전부 사람들 앞에 서서 성경
을 가르치는 데 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이 하

멜튼 박사 : 아닙니다. 위트니스 리는 생명 안에서 가장 중

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역사

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을 위한 하나님과

상 가장 독특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성경이 가

의 관계라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체험을 위해

장 중요한 것임을 믿지 않으면서 그의 전생애를 성경을 해

절대 필요한 것인데, 이는 우리로 체험에 관해 배우게 하

설하는 데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결코 들은 적이 없습

고 교제케 하는 방식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니다. 그것이 나를 놀라게 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단순한 매개체가 아니라 절대 필요
한 것이며, 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건 씨 : 박사님, 더디가 위트니스 리는 성경을 덜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위트니스 리의

세이라니언 판사 : 내가 읽은 어떤 부분에서 위트니스 리

저서나 용어들에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중요한 성경을
받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나는 위트니스 리가 성경을 덜 중
요한 위치에 두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의 저서를 대략

멜튼 박사 : 바로 그렇습니다.

스무 번 읽었는데, 그가 성경을 경시하는 어떤 암시도 거
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래서 손에 그저 성경을 들고 있는 것
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모건 씨 :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는, 『우리는 성경을 위해 죽

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리(Lee)의 가르침이 아

을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닙니까?
멜튼 박사 : 예. 그것은 또한 그 교회의 신앙 진술에서 공식
멜튼 박사 : 리(Lee)와 복음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

적인 입장인데, 더디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로 그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바울

그 첫번째 진술은, 『우리는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령의 감

의 가르침인 고린도 전서 13장을 아는 것은 중요하며, 사

동하심으로 된 완전한 신성한 계시임을 믿는다.』입니다.

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귀하와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 아닌 보
세이라니언 판사 : 성경을 인용하며 손에 성경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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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격하시킨다는 관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느낍니까?
멜튼 박사 : 전혀 없습니다.
멜튼 박사 : 더디는 그것을 아주 여러 번 거듭해서 말합니
다. 아무것도 모르는 독자들조차도 어떻게 그것을 지나칠

모건 씨 : 그와 반대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있습니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멜튼 박사 : 많은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모건 씨 : 그것은 더디가 위트니스 리는 성경이 영감으로

서 본 인용문은 많은 인용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전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취지로 혹은 말하

에 말했듯이, 거기서는 율법 곧 십계명이 바뀔 수 없는 일

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련의 고정된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인
용문인데, 십계명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지요.

모건 씨 : 그럼 계속 진행해 보지요. 박사님은 「찰스 피니

모건 씨 : 박사님은 여기서 사용된 도덕적 난쟁이라는 용

(Charles Finney)와 아사 마한(Asa Mahan)」, 그리고 더디

어가 경멸적인 용어, 손상시키는 용어라는 것에 동의하십

가 말한 용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니까?
멜튼 박사 : 아주 동의합니다.

명백하게, 리(Lee)는 윤리를 논할 때 도덕적 난쟁이파와

모건 씨 : 다시, 박사님은 이 경우에 닐 더디가 위트니스 리

일치된다. 도덕적 난쟁이들은 불균형을 주의하지 않은 채

의 가르침을 계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

율법의 윤리 규범보다 훨씬 못한 행위의 표준에 몰두해 있

십니까?

는 믿는이들이다.
멜튼 박사 : 그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
을 뿐 아니라 벤자민 와필드의 가르침들 역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건 씨 : 벤자민 와필드는 어떤 사람이죠?
멜튼 박사 : 그것은 위트니스 리의 도덕적 표준의 제시가
석기 시대의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숙하고 미개한,

멜튼 박사 : 벤자민 와필드는 금세기 초 이래로 매우 보수

율법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곧 도덕적 난쟁이들이

적이며 뛰어난 장로교 신학자입니다. 그는 더디가 필라델

라는 뜻이지요.

피아에서 출석한 신학교에서 강하게 말한 사람들 중 하나
입니다.

모건 씨 : 그럼 위 인용문은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들은 부도덕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실

모건 씨 : 와필드는 이 인용문에서 어떤 부분에 관련됩니

상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까?

멜튼 박사 : 확실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행동에 관

멜튼 박사 : 와필드는 성화(聖化)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

하여 도덕 관념이 없을 겁니다.

기서 그는 감리교와 성결교 사람들의 성화에 관한 개념에
맞서는 장로교의 성화의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모건 씨 :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그러한 것을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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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귀하는 정말로 그것을 다루기 원하십니까?

모건 씨 : 질문하겠습니다. 피니와 마한은 더디의 정의에
따라 실지로 도덕적 난쟁이들입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잠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멜튼 박사 :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와필드가 마한
모건 씨 :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나 피니를 부도덕하다거나 기독교 공동체의 전체 구성
원들보다 못하다거나 신조가 철두철미하지 못하다고 비

멜튼 박사 : 성화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

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는 성화에 관한

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성화됩니까? 장로교인들은

그들의 교리의 신학적 결함에 대해 그들을 도덕적 난쟁이

본래 이렇게 말합니다. 『이생에서 사람은 단지 믿음으로만

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룩케 되며, 내세에서 참으로 거룩케 된다.』 반면에 성결
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은, 『아니다. 누구든지 이생에서 거룩

아사 마한과 찰스 피니는 금세기에 산출된 대단히 우수한

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피니는 미국 독립 전쟁 이후에 개신
교 신학을 맨 먼저 근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썼습

아사 마한(Asa Mahan)과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감

니다. 마한과 피니는 오베로 신학교의 인도자들이었는데,

리교 교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두 회중주의자로서, 성결

노예 폐지 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곳이지요. 그들이 그곳

운동에서 인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와필드가 한 것은 이러

에 있었던 수년 동안, 그곳은 흑인이 신학적 교육을 받을

한 개념들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수 있고 여자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부에 관한 전체 신학

감리교인들은 도덕률 폐기론주의인 장로교인들, 즉 율법

을 발전시켰으며, 도덕적인 범주들을 정치 생활 안으로 통

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 왔습니다. 『장로교인이

합시키는 인상을 준 미국 신학을 만든 사람들 중 일부였습

되는 것은 율법이 없는 도덕률 폐기론자가 되는 것이다.』

니다. 우드로우 윌슨[Woodrow Wilson : 미국 28대 대통령

는 그들이 해석한 문구의 일부였습니다.

(註)]의 생각은 그가 피니의 사상에서 유래된 도덕적 이성
을 가질 때까지는 제1차 세계 대전에 개입하는 것을 기다

와필드는 『성결 운동의 일원이 되는 것과 성화에 대한 그

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들의 관점을 가르치는 것은 도덕적 난쟁이가 되는 것이
다.』라고 되받아 말했습니다. 도덕적 난쟁이파는 성화에

와필드는 결코 그들이 부도덕한 것들을 가르친다거나 행

대한 교리의 해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어

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을 부도덕하다거나 도덕적 난쟁이

떤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행할 수 있는 어떤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화 교리에 결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와필드가 성결교 교리에 관해

이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한 것입니다.
모건 씨 : 다시 말해서, 그것을 엄하게 견책하지 않고서는,
모건 씨 : 더디는 여기서 도덕적 난쟁이파에 대한 정의를

위트니스 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내리기까지했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거나 그것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 수 있다고 비
난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를 황폐

멜튼 박사 : 그는 확실히 와필드가 사용했던 정의를 바꾸

케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었습니다. 와필드는 그 용어를 겨우 열 사람밖에 읽지 않
은 두꺼운 신학 서적에서 사용합니다. 그 용어는 책 중간

멜튼 박사 : 줄잡아 말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그의 명성

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소한 용어들 중 하나이

은 대단히 손상을 입었을 것이며, 심지어 교회 밖에서의

며, 그는 그것을 이미 살아 있지 않은 사람들에 관하여 학

그의 공적인 명성도 손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

문적으로 신학적 논증법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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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부도덕해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것은 마치 여러분이 꿀을 맛본 적이 없는데 꿀맛이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건 씨 : 「갓멘」에 있는 또 하나의 인용문을 보기로 하지

의미에서 더디는 리(Lee)에 대해, 최고의 신학자들이 늘상

요.

해온 것을 리(Lee)가 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
른 한면에서, 리(Lee)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체험을 강조하
지만, 성경을 격하시키거나 성경의 권위를 제쳐 두는 식으
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둘째로, 아나하임 관계자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이 유사한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아야

잘못과 허물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하며, 우리의 생활과 공동 생활 안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그 구성원들 간의 분열과 부도덕성을 목격하였고, 그러한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더디가 암시하듯이 성경을 격

구성원들을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성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성경이지요.

경적인 성질의 징계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지방 교회 안에
서는 감각 신학이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고조

모건 씨 : 같은 페이지를 계속해서 봅시다. 더디는 다음과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성경을 무가치한 위치로 하락

같이 말합니다.

시키고 성경을 전통적인 명제 신학이 정한 권위의 음성으
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 교회는 규율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특
한 신학적 고안으로 인해 규율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감각 신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근원적으로 취약한데, 이는 권위가 그 영으로부터 나온 의
식적 감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영의 음성은 많고

멜튼 박사 : 그것은 더디가 발전시킨 꽤 복잡한 개념입니

도 다양하다.

다. 그것은 그가 위트니스 리의 신학을 묘사하는 용어지
요. 그 용어는 몇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
가운데는 신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들
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은 그

이 인용문에서 더디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리스도인 생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은 감각 체
험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개념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것

멜튼 박사 :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는 위트니

들은 감각적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개념의 원래 의미입

스 리가 교회를 철장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니다.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한 것을 잠시 잊
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 인용문에

모건 씨 : 위트니스 리가 그것을 가르칩니까?

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방 교회」 안에 혼란이 있으며, 그
들 모두는 자신의 일을 할 때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

멜튼 박사 : 그는 확실히 몇 가지 비유를 감각적인 체험에

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디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모순되

서 끌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어떤 전통적인 신학

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더디가 그 자신의 전통을 조금이
라도 더 의식했더라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으로, 매우

그러나 여기에서 더디가 말하려는 요점은, 위트니스 리가

감각적인 개념으로 꿀맛에 비한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하나의 신학을 설립했고 「지방 교회」는 그러한 신학을 받

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들였는데, 그 신학에서는 뭔가를 결정하는 방식이 인도
를 얻기 위해 성경을 적용하기보다 개개인의 영의 인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해줄 수 없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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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예를 들면, 그는 당신이 부도덕한 행동들을 나타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에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내고 있는 것을 당신이 전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대한 이러한 종류의 비난은 계획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유년 시절에 가르침
받았던 행동들이 부도덕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멜튼 박사 : 확실히 그 비난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 비난

모든 사람이 개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과 교인들이 율법을 따라야 할 필요성에 관해 위트니스 리

그것들을 더이상 부도덕하게 보지 않는데, 이는 그가 자신

가 말한 것을 무시하는 이 가르침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것

의 내면으로부터와 자신의 영으로부터 자신이 하기 원하

은 계획적이거나 리(Lee)가 명백히 말한 것을 뭔가 함부로

는 것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시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 이러한 출판물들을 통해 더디와 「영적 사

편집자 주 : 멜튼 박사는 단지 독자들로 하여금 위트니스

이비 연구소」가 「지방 교회」 교인들에게 심리적 손상을 입

리의 가르침의 결과라고 잘못 이해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

힌 진술이 있습니까?

들에 관해서만 요청받았다. 다른 증인들은 혐의받은 사건
들의 오류를 증명하면서 재판에서 증언했다. 살리바 박사

멜튼 박사 : 예,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회」의 교인들이 정

편을 보시오.

신적 예민함을 상실했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모건 씨 : 세상에서 정신적 예민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모건 씨 :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린이 강간에 관한 것입니
다. 그렇지요?

멜튼 박사 :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현실 세계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멜튼 박사 : 내가 기억하기에, 그렇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신자들과의 상호 관계에서 그러한 종
모건 씨 : 결과적으로, 더디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이

류의 것을 발견했습니까?

점에서 이러한 어린이 강간에 대해 다소 책임이 있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멜튼 박사 :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멜튼 박사 :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의식 없이 부도덕한 것

모건 씨 : 교육에 관하여 위트니스 리의 저술에서 본 것을

을 행하도록 자유를 줄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더디는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멜튼 박사 : 교인들에게 생각을 사용하고 계발하도록 강하

못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징계

게 권고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

할 태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요?

서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더이상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지 않고 농부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대학에 가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것은 농작물을 심는 것과 같고 학위를 얻는 것은 그것을
수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리(Lee)는 모든 젊은이들

모건 씨 : 그것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관한 한, 전

에게 대학에 가서 학위를 얻으라고 권합니다.

혀 잘못된 것이군요. 그렇지요?
모건 씨 : 다음과 같은 더디의 또 하나의 인용문을 보기로
멜튼 박사 : 예,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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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아마 주된 영향은 가족과 관계되며, 그것은 무
시무시한 공포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내 딸이 「지방 교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이 이따금 다양한 이유로 인해

회」 교인이 되었는데 내가 그러한 말을 믿는다면, 나는 내

발생한다. 한 가지 적절한 사례는 아나하임 교구민들과 천

딸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명의 관중 앞에서 레포포옷을 비난하도록 리(Lee)가 한 장
로를 배정한 것이다. 그 가족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모건 씨 : 이것은 가족들이 그 자녀들을 다양한 집단에서

한」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와 유사하게 믿음을 저버린 것 때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으며 신앙을 강제로 버리게 한다는

문에 소환되었다(딤전 1:19, 20).

것에 대해 신문에서 읽은 것과 같은 종류입니까?

그런 다음 더디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했

멜튼 박사 : 신앙을 강제로 버리게 하는 것(deprograming)

고,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은 이러한 두려움을 발전시킨 일부 부모들이 다양한 단체
에 대항하여 사용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레포포옷은 이러한 「지목된」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지
사건 자체가 아나하임 교회 교인 상당수를 혼란시켜 감정

모건 씨 :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트니스 리와

적 쇠약의 원인이 되었으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정신과

「지방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비난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병동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확증했다.
멜튼 박사 :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요술을 써서
교회에 관한 조사에서 박사님은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을지

도 보았습니까?

라도 그것은 애매한 것이며, 특히 출판물을 다루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멜튼 박사 : 아니오.

세이라니언 판사 :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전에 물어보
려고 했는데, 박사님이 하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돌

모건 씨 : 질문하겠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저술을 읽거나

아가 보지요. 왜냐하면 박사님은 이 교회의 정규 신자가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 사람들이 정신과 병동에 입원할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박사님이 위트니스 리의 많은 저

수밖에 없는 「지목됨」이나 추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술을 읽은 것을 알고, 1970년대 초반에 「지방 교회」들의 집
회에 참석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 당시에 몇 번이나 참석

멜튼 박사 : 아니오.

했습니까?

모건 씨 : 사람들을 지목하거나 추방하여 사실상 그들에게

멜튼 박사 : 사실 내가 집회에 참석했던 때는 70년대 중반

심리적 손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진 사이비 지도자가 있었

이었습니다. 나는 2년에 걸쳐 열 두어 번 참석했습니다.

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실지적이고도 능동적인 참여
멜튼 박사 : 몇몇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

자가 아니었고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렇지요?

은 짐 존스이지요.
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모건 씨 : 다시 질문하겠는데, 논점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손상을

세이라니언 판사 : 분명히 「지방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2

야기시킨다고 말하는 책이 있다면, 그러한 말은 기독교 공

년 동안 열 두어 번 이상 집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렇

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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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튼 박사 : 그렇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지방 교회 교인 한 명을 선정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갓멘」이라는 책에 있는 진술

해서 다만, 『나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당신의 의견

의 진위를 알고, 그런 다음 그 점에 대해 「지방 교회」로 돌

을 알고 싶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정하기를

아가서 어떤 조사를 하도록 채용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강압에 의해 이 교회에 붙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것이 당

멜튼 박사 : 예.

신에게 행해졌다고 느끼십니까?』라고 말했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몇 번 정도 집회에 참석했습

멜튼 박사 : 나는 어느 날 밤 장로들이 없는 소그룹 모임에

니까?

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붙들고 하지는 않
았습니다.

멜튼 박사 : 시카고에서 서너 번 이상 참석했고, 남캘리포
니아에서도 서너 번 이상 참석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 모임에는 몇 명이 있었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조사 과정에서 그밖에 어떤 일을 했습

멜튼 박사 : 열 명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들

니까? 물론 박사님은 저술들을 비교했습니다. 정규 교인들

중 대부분이 다른 단체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도 이야기해보았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답변에 대한
멜튼 박사 : 물론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래 평가하려고 했

평가는 어떻습니까?

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70년대 중반에 내가 최초로 그 교
회를 방문한 것은 신앙을 강제로 버리게 하는 것과 세뇌에

멜튼 박사 : 그들은 꽤 순수했으며, 내가 온다는 것을 미리

대한 공포가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첫번째 방문 때

알지 못했고, 뭔가를 이야기한 집회가 끝날 때까지 내가

나는 다만 일반 사람으로 갔습니다. 즉 내 자신을 특별한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들은 「갓멘」에 관해 뭔가 알고 있었습
나는 회중 가운데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니까?

은 중서부 근방에서 온 교인들이 시카고에서 모이고 있는
주말 집회에 갔는데, 여러 「지방 교회」 회중으로부터 온 사

멜튼 박사 : 예, 물론입니다. 그들은 「갓멘」에 대해 아주 잘

람들이 있었습니다. 온종일 집회를 가졌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송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
었지만, 상당히 솔직해 보였습니다.

나는 거기 참석해서 오전 집회 후에 사람들과 함께 점심
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더욱 귀를 기울여 그

세이라니언 판사 : 그들은 그것에 관해 매우 편안하게 느

들의 대화와 그들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

끼고 있었습니까?

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자유 시간이 있었는데, 나
는 그것에 대해 몇 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어제

멜튼 박사 : 예, 매우 그렇습니다.

의 야구 기록이나 그 중 한 장면을 본 것 따위를 이야기하
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있는 교회 사람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박사님은, 그들이 그들의 뜻과

이 교회 만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상반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있다는 평가

정상적인 것들입니다.

를 내리게 되었겠군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관찰한 것들입니다.

멜튼 박사 : 예, 물론입니다. 그날 밤에 모였던 무리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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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했습니다. 그 중 두세 명은 사업가와 행정관이었습니

그것이 「지방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암시 따위를 준 적이

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

결코 없습니다.

으며, 다른 한 사람은 인쇄소 주인이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확실히 그들의 생계비를 버는 능력과
그 점에서 잘 행하는 데에는 어떤 영향도 없군요.

편집자 주 : 멜튼 박사는 재정적 관리 소홀이라는 비난에
대해 의문을 가졌는데, 이는 다만 그러한 비난이 독자들에

멜튼 박사 : 그날 밤에 우리가 모인 가정은 썩 잘 사는 집이

게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비난들은

었습니다.

재정 거래에 관련된 다른 증인들과 회계 회사인 빅 에이트
(Big Eight)의 지사장에 의해 거짓임이 증명되었는데, 이

모건 씨 : 그 노선을 따라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사람은 재정적 거래에 의문을 품고 다시 조사하여 그 기록

이러한 집회들에 참석했을 때의 사람들의 태도를 대강 묘

들에 완전히 접근했다.

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
면 어떤 속박의 형태 아래 있는 것 같았습니까?
멜튼 박사 : 오, 그들은 확실히 그들의 믿음을 누리는 기독

모건 씨 : 이제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님은 슈

교의 한 지파입니다. 그들은 예배시에 아주 좋은 시간을

투트 가르트의 235,000달러에 관한 주장을 알고 계십니

갖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시에 내가 있는 감리 교회에서

까?

보다 그들이 더 좋은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점에서 그들이 부럽습니다.

멜튼 박사 : 예.

모건 씨 : 재판장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들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에는, 거기에 있는 이 비난과 진술이

을 진주문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

위트니스 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

기에 억지로 있으면서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겠습니까?

멜튼 박사 : 그들은 아주 많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멜튼 박사 : 그 비난은 기본적으로 그가 교회 사업을 위해

그것은 강요된 참여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기를 원

교회에 헌금한 돈을 취하여 자신과 아나하임의 사적인 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체험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정에 있는 소수 무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강요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는 위법, 자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함이라는 비난이 있습니

이 강요받고 있다는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다.
모건 씨 : 그것은 위트니스 리와 같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

모건 씨 : 그 교회 사람들의 도덕적 완전함의 수준에 관해,

을 미칠까요?

박사님이 어떤 의견을 품을 기회가 있었습니까?
멜튼 박사 : 글쎄요, 어떤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헌금한 돈
멜튼 박사 : 그것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을 교회 인도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추문에 연루되었다거나, 범죄 행위에 관련되었다거

그 인도자는 결코 장수할 수 없겠지요.

나, 이 노선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연루된 교인
들에 관한 제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또한 그 단락 바로 앞에 다른 사업 거래
들이 언급된 것을 보실 겁니다. 보고 계십니까?

나는 최근에 어떤 범죄 행위 형태에 연루된 성도들의 율이
높은 현재 시카고에 있는 다른 집단을 조사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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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저자로서 박사님은 법정에서 235,000달러에 관

모건 씨 : 왜 다른 저자들이 이 책에 있는 것을 맹목적으로

한 단락이 이러한 다른 사건들과 관련을 맺는 영향에 대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멜튼 박사 : 이 책은 문외한이 위트니스 리에 관해 조사한
멜튼 박사 : 글쎄요, 암시입니다. 본래가 유별나게 무례한

유일한 책인데, 그것은 모종의 상업적인 출판물의 성질을

캘리포니아 데이 스타(Day Star of California)[사장된 캘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

리포니아 법인]에 관해 말해진 것은 없지만, 그것이 재정

이고 얼마간 근거를 삼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유일하게

문제, 특히 리(Lee)의 사적인 재정 문제들은 논의하는 문

구하기 쉬운 책이며, 또한 「영적 사이비 연구소」에서 나온

맥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의 범법 행위에 대한 비난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기독교 단체

아마도 전에 논의된 재정 문제들 중 뭔가가 계속 진행되고

들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인적인 사업 투자나 어떤 것에 사용하기 위해 교회

모건 씨 :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전반적인 영향이 무엇

자금을 흡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며,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 미치게 될 영향이 무엇
인지에 대해 박사님의 의견을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에는, 일반 독자가 이러한 다른 거래
들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

멜튼 박사 : 그 책이 위트니스 리에게 미친 영향은 그에게

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을까요?

거짓되고 속이는 교사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그러한
낙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을 중요한 논점으로 삼는 복

멜튼 박사 : 물론입니다. 소위 사이비 지도자들에 대한 계

음주의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계속되었으며, 그와 그를 따

속적인 비난이 제기되었는데, 그것도 그들이 비난받은 것

르는 자들을 기독교 교회의 주된 큰 흐름에서 격리시켰습

들 중 하나입니다.

니다.

모건 씨 : 박사님,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지방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관련되거나 이끌려

읽으시면서 「갓멘」이 오늘날 다른 저자들에게 모종의 출

서는 안 되는 이단적 집단으로, 특히 그들이 모임을 형성

처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쓰는 대학 캠퍼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적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멜튼 박사 : 나는 기타 반사이비 자료들을 지금까지 적어
도 일 년 간 조사해 왔습니다. 그것들이 출판되어 나왔을

모건 씨 : 그것이 내 질문의 전부입니다.

때, 그것들은 빈번히 「갓멘」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했습니
다. 그것들은 「지방 교회」에 관한 새로운 조사가 아니었으

세이라니언 판사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알

며, 그저 「갓멘」에서 다소 뻔뻔스럽게 취한 자료를 옮겨 쓴

기에, 「갓멘」과 반대되는 어떤 기록물이나 출판물은 없습

것에 불과합니다.

니까?

모건 씨 : 달리 말해서, 이 책에서 만들어진 거짓말은 무엇

멜튼 박사 : 그 교회 밖의 사람이 쓴 것은 없습니다.

이든지 그냥 수용되어 다른이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진
다는 것입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출판하거나
기록한 것은 있습니까?

멜튼 박사 : 예. 나는 지금 인터바시티(Inter-Varsity) 판 「갓
멘」에서 직접 베낀 기타 자료들을 모은 꽤 두꺼운 파일을

멜튼 박사 : 물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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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라니언 판사 : 많습니까, 아니면 한둘 정도입니까?

멜튼 박사 : 서점들은 그것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
니다. 서점들이 들여놓은 워치만 니의 책들은 표준적인 복

멜튼 박사 : 소책자들이 소수 있습니다. 윌리암 프리만은

음주의 출판사들이 발행한 것입니다. 서점들은 그러한 품

필사본으로 된 책을 몇 권 출판했지만, 그것들은 비공식적

목들은 들여놓지만, 리빙 스트림에서 나온 것은 결코 들여

으로 출판되었으며, 아주 광범위하게 보급되지도 않았습

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니다. 두 가지 주된 항목이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것은 연합과 삼위일체 사상의 교리에서 빗나갔다는 비난

세이라니언 판사 : 만약 「갓멘」이 없었다면, 리빙 스트림은

에 답변하는 내용으로서, 그가 쓰고 리빙스트림이 발행한

더 많은 책들을 발행했을 것이며, 그들의 책을 광범위하게

것입니다.

보급시켰을 것이라고 느낍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한 책들은 더디의 진술 등에 도전

멜튼 박사 : 그들이 더 많은 제목들로 책을 발행할 수 있었

합니까?

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광범위하게 보급시켰을 것입
니다. 기독교 서점들은 그 책들이 수용할 만한 것임을 알

멜튼 박사 : 더디의 진술과 초기의 책들 중 일부는 모두 잭

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팍스의 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잭 스팍스의
책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일 년쯤 토론의 쟁점이 되었습니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갓멘」이 「지방 교회」의 성장

다. 잭 스팍스의 책 이름은 「마인드벤더」였는데, 그에 대한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계십니까?

반응으로 「누가 진짜 마인드벤더인가」라는 팜플렛이 하나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이 팜플렛들이 「지방 교회」

멜튼 박사 : 단지 간접적으로 알 뿐입니다. 나는 그것이 영

의 범위 안에서 쓰여지고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몇몇 캠퍼스에서
그들의 성장을 저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달리 말해서, 그들은 광범위하게 보급
시키지 않았군요.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의 백과 사전에는 현재 얼마만큼
의 신자들이 있으며, 다른 때에는 얼마나 되었는지에 관한

멜튼 박사 : 기독교 서점들은 그것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

숫자 조사가 없습니다. 또한 「갓멘」이 발행됨으로 이 교회

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말하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누가

의 성장이 얼마나 좌절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조사도 없습

그것들을 발행했느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팜플렛

니다.

들은 「갓멘」을 이미 접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서점
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멜튼 박사 : 백과사전은 「갓멘Ⅱ」와 거의 동일한 때에 출판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책이 성장을 방해했는지 혹은 성

세이라니언 판사 : 달리 말해서, 리빙 스트림은 「영적 사이

장 추세를 꺾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점검할 기회가 없었

비 연구소」가 「갓멘」과 같은 책을 발행했듯이 그들의 책을

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는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발행할 힘을 가질 수 없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이 확실히 전반적으로 방해를 받
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사한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나

멜튼 박사 : 「영적 사이비 연구소」는 그들이 비정상적 집단

는 몇몇 대학 캠퍼스에 관해 알고 있는데, 그 책이 보급된

혹은 사이비라고 명명한 집단의 자료를 보급하지 못하게

캠퍼스에서는 그들의 복음 전파 세력이 꺾였습니다.

금지시키는 권한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의 의견에는, 이 교회의 구조를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서점들은 그러한 책들을 들여놓

아는 데 있어서, 「갓멘」과 같은 책을 읽은 교인들이 이 교

으려고 하지 않겠군요.

회를 떠나게 되었거나, 자신의 교회에 대해 의심을 품었거
나, 그렇지 않으면 갖지 않았을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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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십니까? 달리 말하자면, 「갓멘」이 발행된 것으로 인해
「지방 교회」 자체 안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느끼십니까?
멜튼 박사 :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방 교회」 교
인들이 단지 그 책에 대해 언짢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들은 언짢아하기는 했지만 그 책을
한 마디도 믿지 않았군요.
멜튼 박사 :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우리가 행하고 체험하는 것에 그토록 반대되는 책을 썼을
까?』 아마도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지어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켰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
방 교회」 안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
람들에게는, 『나는 그렇게 의심스러운 데에는 관련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문을 불러일으켰겠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알겠습니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
다.

존 고든 멜튼 외
[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 "존 고
든 멜튼(John Gorden Melton) 박사의 증언", 한국복음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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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에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맡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
서 저는 독일로 돌아가야 했고, 거기서 교육 과정을 마쳤

고에치우스 박사 : 성공회 사제입니다. 신약 성경 문학 및

을 때 목회직에 대한 소명감을 느꼈습니다. 독일어 박사

해석 분야의 교수이며, 성공회 신학교에서 성경 언어학 교

과정을 마친 후, 신학교에 가서 2년동안 가르쳤으며, 그런

수로 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 대학에 강사로 나가고 있으

다음 신약 성경 해석 분야에 관한 또 하나의 학위를 얻기

며, 역시 신약 성경 해석을 맡고 있습니다.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모건 씨 : 성공회 신학교는 다른 종합대학이나 단과대학들

모건 씨 : 지금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신약 성경 해석학의 예비 과정을 담
고에치우스 박사 : 예, 하버드 대학과 제휴하고 있는데, 이

당하고 있습니다. 1963년경부터 줄곧 담당해 왔지요. 한

미 수십 년 간 지속되고 있으며, 또 웨스턴 신학교와도 제

때는 예수회 회원이었던 예수회 교수이자 하버드대 교수

휴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신학교는 예수회 교단입니다. 그

인 분과 함께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 제

리고 보스톤 신학 연구소와도 제휴하고 있습니다. 보스톤

직위를 아주 흥미롭게 하는데, 성공회 직위란 언제나 다른

신학 연구소는 그리스 정교를 포함하여 열 한 개의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것이지요. 저는 또한 신학교에

종파, 즉 두세 개의 로마 카톨릭과 유일한 보수적 개신교

서 헬라어 입문과 헬라어 중급 과정을, 그리고 하바드대에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는 4학년 헬라어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령에 관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의 이력서는 원고의 증거물 21호로 인정
심문을 위해 채택되었다.)

모건 씨 : 귀하의 모든 간행물을 증거물 목록에 기록했습
니다. 정확합니까?

모건 씨 : 귀하에게 증거물 21호로 채택된 것을 보고 확인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그렇습니다. 주로 문법 분야에 많은 관
심을 가진 사람이라서 그렇게 저술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고에치우스 박사 : 그것은 제 이력서입니다.

헬라어 문법책을 저술했고, 현재 2학년 문법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

모건 씨 : 이것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다. 대강 이런 것들입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수락합니다.

모건 씨 : 박사님, 이제 박사님이 「지방 교회」를 언제 처음
알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모건 씨 : 이제 그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교육 경력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예,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매사추세츠 주 뉴톤에 있는 교회 신자 중 한 사람이 제게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저는 한 분야만을 고집한 사람으로

전화를 해서 헬라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성

평생을 학교에만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떠난

공회의 신학교에 등록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일주일에 나

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지

흘 간 아침 9시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습니

니아 대학에 가서 십 년 동안 네 개의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 게다가 헬라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

1941년에서 1947년 사이에 문학사와 과학 석사 학위를 받

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여 금요일 저녁 일곱시

았는데, 당신은 아마 2차 세계 대전의 불행을 회상하실 겁

삼십분에서 아홉시 삼십분까지 그들을 가르치기로 했습

니다. 그 당시 저는 해군에게 항해술을 가르쳤고, 공군에

니다.

게는 기상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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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그때가 언제였지요?

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학기 동안에 그들은 매주 두 시
간씩의 수업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에 관한 저의 책을 마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1983년 가을이었습니다.

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정규 과정대로 하면 주당 네
시간씩으로 마치게 되지요. 그들은 아주 우수했다고 여겨

모건 씨 : 당시에 위트니스 리나 「지방 교회」에 대해 얼마

집니다.

간 알고 있었습니까?
모건 씨 : 박사님은 그들의 신학적 신앙에 관해 어떤 소견
고에치우스 박사 :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을 갖게 되었습니까?

모건 씨 : 당시에 얼마 동안 이 강습을 지속했습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아니오, 저는 「지방 교회」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먼저 그 교회가 어디에 소

고에치우스 박사 : 한 학기에 초급 과정을 마치고, 다음 두

속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뉴톤에 있는 교

학기 동안에는 신약을 읽었습니다. 이제 4학기째인데, 쉬

회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저는 자연스럽게 「뉴톤에 있는

고 있습니다. 계속하자고 하는데, 제 사정상 계속할 수가

어떤 교회로구나」라고 생각했지요. 이 답변을 들은 지 얼

없었습니다.

마 안 되어 그들은 위트니스 리의 책 한 권을 제게 가져왔
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잘됐다고 생각

모건 씨 : 「지방 교회」 신자들은 몇 명이나 이 수업에 참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워치만 니와 관련이 있다

했습니까?

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치만 니는, 이전에 제가 가르친 성
공회의 한 학생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고에치우스 박사 : 아마, 열 여덟 명으로 시작해서 열 두 명

워치만 니의 책을 주었는데, 그를 통해 그 이름을 들었습

쯤으로 마쳤을 것입니다.

니다.

모건 씨 : 가르치는 것 외에 사교상 그들과 어울릴 기회가

모건 씨 : 그때 제가 박사님께 어떤 것을 연구하시도록 부

있었습니까?

탁드렸지요?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첫학기 동안에 엄밀한 의미에서 사

고에치우스 박사 : 예.

교적으로 그들은 저를 초대했으며, 저와 제 아내를 뉴톤의
그들의 집회소에서 가진 애찬에 초대했습니다. 2학기에

모건 씨 : 그것에 관해 연구하신 것을 법정에서 말씀해 주

우리는 그들과 그 아이들을 캐이프 갓(Cape God)에 있는

시겠습니까?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보냈지요. 물론
그들도 초대에 응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저는 더디의 원고를 읽었으며, 할 수
있는 대로 그가 참조한 많은 문헌들을 조사하고자 했습니

모건 씨 : 이 소송에서 박사님이 우리를 지원하시도록 제

다. 저는 위트니스 리가 쓴 책을 적어도 열 두 권은 읽었고,

동료들이 박사님을 만나기에 앞서, 이들 지방 교회 신자에

그에 대한 주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위트니스 리의

대해 어떤 소견이라도 가지신 것이 있습니까?

테이프를 여섯 개 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사교적인 면에
서 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말

고에치우스 박사 : 그들은 모두 총명했습니다. 내가 가르

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뉴톤에 있는 교회 집회에 가

친 학생들은 모두 컴퓨터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 실지로 위트니스 리의 말을 들었고 그를 만나 아주 간
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밤 두 시간이나 그

그들은 모두 컴퓨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 제시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독교적 신앙이나 성경이 의

가르쳐온 학생들 중에서 아주 높은 학업 동기를 가진 학생

미하는 바에 대한 제시가 아주 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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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는 아주 바르게 규명했습니다. 제가 놓친 한 가

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지는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다음날로 연기되었기
때문인데, 그곳에 더 머물러 있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

다시금,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은 「지방 교회」 신자가 부도덕

습니다.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 집에 있었고, 저는 한 학
기 동안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두번째 학기에 저는 그들을

모건 씨 : 그런 후에 박사님은 위트니스 리의 신학과 「지방

우리 집으로 오게 했고, 저도 그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어떤 소견을 갖게 되었습니까?

리고 그들은 케이프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하여 제 가족도
만났습니다. 만일 제가 그들의 도덕성에 관해 어떤 소견을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저의 이 소견은 그 책에 관해 듣기

가졌다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현대적 용어로 보수적

전, 바로 그에게서 들었을 때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알았던 사람들은 하버드의

가 받은 인상은 여기에 성공회 신자들을 가리키는 소위

엄격한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으며, 저는 그들을 매우 고

「하나님 앞에 얼어붙은 사람들(God's frozen people)」보다

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중류 이상 지식층

더 열정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의 훌륭한 사람들이며, 저는 그들이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

들은 어떤 감리교 신자들보다 더 정통의 범위 내에 있었습

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이 가르친 사람들에게서 위트니스 리나
모건 씨 : 박사님은 그 원고와 위트니스 리의 저서들을 검

다른이들에 의해 어떤 정신적 조종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토하면서, 그 원고에서 지방 교회의 가르침들과 실행들을

보았습니까?

대표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글쎄요, 그 책을 한번 훑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실지로 읽기 전, 그 교

모건 씨 : 우리가 제기한 감각적 신학은 수용된 신학 용어

회의 신자만 알고 있었던 당시의 저의 처음 인상은 그 책

입니까?

이 단지 너저분한 학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위트니스 리의 책을 읽고 단락들을 비교한 다음에는, 유감

고에치우스 박사 : 아니오. 저는 이 책 외에서는 아직 본 적

스럽게도 이것이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계획적으로 철

이 없습니다. 위트니스 리 자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저하게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는 그 말이 그의 저술에서 연유되었는가 하고 그 저술들을
조사했습니다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해 보

모건 씨 : 법정이 많은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지만, 계획적

고서 그 용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

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기에 생소한 용어라고 생각됩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한 가지는 이미 여러 번 다룬 것인

모건 씨 : 박사님의 의견으로는, 더디와 「영적 사이비 연구

데, 즉 위트니스 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을 그리 대단

소」가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 시사하려는 바가 무엇일까

치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의 저술을

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책마다 그가 쓴 매단락이 본문 해설
로부터 전개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연구를 했

고에치우스 박사 : 글쎄요, 저는 더디가 그 단어를 감각적

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에

이고 관능적인 의미로 표현하려 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베소서가 없이는 성경을 관통하여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

그 단어를 조사해야만 했습니다. 감각적(sensuous)이란 말

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모두 직접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

은 광의로 해석하면 의식(senses)에 관련되는 의미를 갖

다. 이미 인용했듯이, 그는 수차에 걸쳐 『나는 성경을 위해

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전에 나

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그의 저서에 여

열된 유의어 중 하나는 관능적(sensual)입니다. 관능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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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말은 성적 쾌락을 말합니다. 저는 더디가 그 용어를 일

은 그들이 제 주위에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부러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얻은 느낌인데, 특히 부도덕에 대한 비난과

모건 씨 : 왜 그렇습니까?

관련될 때입니다. 위트니스 리가 특별히 체험적인 방법론
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 용어는 이런 경

고에치우스 박사 : 그것이 「사이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

우에 사용될 수 있겠지요.

문입니다. 저는 사이비교에 대해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습
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표류하고 있는 제 손자, 그

모건 씨 : 「도덕적 난쟁이」에 대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아이 아버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신학교수입
니다만, 그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이비교

고에치우스 박사 : 그 주제에 관한 와필드(B. B. warfield)의

의 신자입니다. 제게 아들 넷이 있는데, 저는 집안에 사이

저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논리적인 방

비교 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법으로 해석했습니다. 제가 만일 누군가를 정신적 난쟁이
라고 부른다면, 그들을 지식이 얕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모건 씨 : 박사님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실지로 자기

지요. 도덕적 난쟁이라면 도덕적인 면에서 무언가 결여된

자식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전

사람을 말합니다. 부도덕한 난쟁이보다는 낫군요. 저는 도

국에 걸쳐 상당히 많습니까?

덕적 지각과 이해가 결핍된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글쎄요, 저는 제가 아는 부모에 관해서
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수년 동안 십대 아이들을

모건 씨 : 박사님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서 도덕적 이

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해의 결핍으로 인해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정당화할 수 있
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모건 씨 : 박사님은 어떤 부모가 그들 마음속 어딘가에 타
격이 될 「영적 사이비 연구소」 간행물인 「갓멘(The God-

고에치우스 박사 : 그 반대입니다. 위트니스 리는 도덕성

Men)」을 읽는 데 동의하십니까?

에 관한 논의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의(義)가 바리새인
의 의를 능가해야 한다고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물론 동의합니다.

위트니스 리는 교회 신자들에게 단지 율법을 준수하는 것
만이 아닌,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

모건 씨 : 「갓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사

니다. 그것이 그가 율법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님 생각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며, 법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고에치우스 박사 : 저는 위트니스 리가 말하려는 의미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그것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그 용어를 사용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한 사람(good man)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에, 기독교 사회에 위트니스 리와 「지

이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사람

방 교회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간행물이 끼치는 영향은

들(God-men)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그것이 위트니

어떻습니까?

스 리가 말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부연 설명이라고 믿습니
다.

고에치우스 박사 : 아마, 제가 그것을 믿는다면, 저는 단연
코 위트니스 리와 관련을 맺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그는 오래 전의 기독교, 즉 신약 성경 자체로 돌아가 용어

를 피하겠지요. 만일 헬라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제게 오

론과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기 전에 그 책을 읽었다면,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

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

니다. 저는 어떤 핑계를 대고 다른 일을 했을 것인데, 그것

우리가 와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8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하나님-사람」이라는 용어는 아마 안셀름(Anselm)에 나오

만일 그를 알지 못했다면, 제가 그를 본 적이 있어도 그것

는데, 저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확

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은 비웃고

실히 정통 교부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하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기는커녕 그의 집에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단적

도 가고 싶지 않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

인 말이 아닌데, 더디는 뭔가 전혀 다른 뜻으로 그것을 표

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위트니스 리와 함께 이런저런 것

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들을 했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더디와 「영적 사이비 연구소」가 「하나

세이라니언 판사 : 신부님, 신부님은 「갓멘」이라는 책을 읽

님-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독자들에게 시사하고

으면서 지방 교회가 사이비 형태로 있었다는 비난에 관해

자 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그 전에 신부님은 이 재판
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그들이 스스로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
상으로 높게 여기는, 즉 인간의 도덕성을 초월하는 존재로

고에치우스 박사 : 그 책을 읽었을 때 말입니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책에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오류도 범하실

세이라니언 판사 : 예.

수 없으며, 따라서 누군가가 「하나님-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 저는 그 책이 그 교회에 대해서 「사
이비」라는 명칭을 실지로 사용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그 책의 독일어판을 읽었는데, 그 책 말
미에는 남아메리카의 짐 존스의 일을 단순히 함께 제시해

편집자 주: 고에치우스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비난을 일으

놓은 참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죽은 자 주위에

킨 재정 관리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이

누워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관한 타임 지(誌)의 그 그림을

들 고소가 거짓임은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이미 입증되었

저처럼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암시하기 위하여 미리 계산

다.

된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종류의 일이 또 하나 있다는 뜻
이지요.
세이라니언 판사 : 신부님이 독일어판을 제쳐놓고 영어판

모건 씨 : 재정 유용에 관한 비난은 어떻습니까? 박사님 의

「갓멘」을 참조해 본다고 할 때, 그 책 자체만을 읽고 지방

견에, 위트니스 리와 같은 성경 학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

교회가 사이비라는 느낌을 준다고 느꼈을까요?

칠까요?
고에치우스 박사 : 예, 그랬을 것입니다. 교묘한 논조이기
고에치우스 박사 : 만일 그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확실히

때문이죠. 이미 지적했듯이, 제 생각에 사이비란 뭔가 묘

그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거기에는 이런저런

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멜튼 박사가 사이비

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비난이 실증

란 바로 이런저런 것이라고 말한 것의 주요한 것을 좀 언

되지 않더라도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급하려 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단체가 「하나님의 자
녀」라는 단체인데, 그들은 확실히 그 자녀의 생각을 구부

모건 씨 : 표지는 어떻습니까? 「갓멘 Ⅱ」의 표지를 볼 때 어

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그러한 것, 즉 하버드 광

떤 것이 연상되십니까?

장에서 만난 하레 크리슈나 사람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
나는 것이 통일 교회인데, 이것은 아주 많은 일선 조직을

고에치우스 박사 :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풍자입니다. 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대할

는 위트니스 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때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그 그림을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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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그림이 선명하게 동

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내게 찬송가집을 한

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문선명을 연상할 것이며, 그

권 주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지방 교회」 신학이 정통이

것이 저를 괴롭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들에게 이 찬송가를 읽어 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가는 제가 언급했던 어떤

세이라니언 판사 : 사이비라는 용어에 아주 부정적인 느낌

교회의 찬송가들보다 훨씬 더 정통적이었습니다. 그보다

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이비라는 느낌을 갖는다

정말 놀라운 것은 찬송시에 표현된 기독교 교리를 보는 것

면, 지금도 그러하리라고 느끼십니까?

인데, 이는 교리들 중 어떤 것은 노래하기가 좀 어렵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리가 찬송시에 들어 있으며 또

고에치우스 박사 : 그렇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만일 증인들과 같이 어떤 신학적 배경

모건 씨 : 그 사람들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간이로

이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교회

보입니까, 아니면 정상인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

가 사이비로 낙인 찍혔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

까?

리라고 느끼십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예, 그들은 물론 얼간이가 아닙니다. 저
고에치우스 박사 : 아마 그 반응이 아주 부정적일 것이라

는 정상이라는 말이 경멸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

고 봅니다. 사이비란 확실히 경멸적인 용어니까요.

없습니다만, 그들이 제 집에 온 것이 자랑스러웠고, 친구
로서 그들과 교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많은

세이라니언 판사 : 특히 요즈음에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저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저는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도 저를 좋아한다고 봅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바로 그렇습니다. 고대에 로마나 그
리스에서 말한 사이비(cult)란 완전히 무미건조하고 냉정

모건 씨 : 그들은 얼마간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요, 아니면 박사님이 그들과 합류하는 것이 허락되었나요?

의미가 아닙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그들은 확실히 어떤 배타적인 태도도
모건 씨 : 「지방 교회」 신자에 대한 박사님의 관찰에 대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제 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한 가정과 가정 본위적

이들은 저를 닮아서 상당히 주제넘게 참견을 합니다. 그래

인 것에 관해서 관찰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도 우리는 모두 서로에 대해 즐거워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그들은 극히 가정 본위입니다. 그들은

모건 씨 : 마지막으로 기도로 읽기인데, 박사님은 그것을

제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확실히 가장 예절 바른

관찰하셨습니까?

아이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케이프에 있는 제 집에 왔을
때 모두 열 두 가정이었는데, 열 두 명의 어른 남자와 그 아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저는 그것을 관찰했고, 그것에 참여

내들과 꽤 많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카톨릭이 아닌 성공회 신자이기 때문에 비
록 한 단계는 넘어섰지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것

「지방 교회」는 현재 아주 적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좀 기다

은 제게서 좀 제해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그들을 탐색

려 보십시오. 그날 비가 와서 우리는 집 안에 있어야 했는

하면서 이것은 다만 동방 교회에서 온 전통이 아니며, 독

데,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소란스럽지도 않았고, 어떤 애

일 사제들이 기도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여 이같은 실행

들도 어른들이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가득했

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거기서 전통이 유래되

고, 우리는 둘러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기도 했습니

었겠지요. 어쨌든 불교나 힌두교식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다. 우리는 그들이 사려 깊게 가져온 「지방 교회」 찬송가집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며, 사실상 이 기도로 읽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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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씀을 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즐겁습니다.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것은 미사경본이나 기존의 우리 기도서가 만들어진 방식

저를 초대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분명합니다. 제 아내도 초대받았고, 뉴톤 시장도 초대받았
습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저의 헬라어 강습반의 한 사람

모건 씨 : 박사님은 그들이 기도로 읽을 때 현기증을 일으

은 원래 저와 아나하임의 그 모임의 중개자였습니다. 그의

킨다든지, 누군가가 자신들의 뜻을 그들에게 강요할 수 있

누이도 참석했는데, 그의 누이는 감리교 임명 목사였습니

는 의식 개조 상태에 빠졌다든지 하는 징후를 보았습니까?

다. 그의 가족들은 특별히 이것 때문에 나뉘지는 않았습니
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 아이들은

고에치우스 박사 : 아니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거

교회에 대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

기서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읽기를 집

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했는데, 누구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공개적으로 자
유롭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두드러진 인도자는 없

모건 씨 : 그 교회의 어떤 면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었습니다.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저는 그것이 어른과 아이들의 관계
모건 씨 : 박사님은 「지방 교회」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

의 올바른 본질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트니

습니까?

스 리의 가르침의 본질이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이
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날 어떤 집단에서라면 극히 인기가

고에치우스 박사 : 예. 이삼 주 전에 저는 다른 많은 곳에서

없을 종속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모든

처럼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작은 연극을 공연하는, 뉴톤

사람을 동등하게 여긴다면, 거기에 혼란이 있겠지요. 그것

에 있는 교회의 새 집회소 개관식에 갔습니다.

은 제가 초대받았었던 몇몇 집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단체는 질서정연하고 유쾌했는데―그들의

뉴톤 시장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뉴톤 시장은 유태인인데,

위치를 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그들에게 속한 위

지방 교회의 많은 인도자와 친숙했습니다. 그는 인도자에

치를 갖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위치였으며, 그들은 그것

게 야물커[유태교의 정통파 남자 신도가 기도할 때나 토라

을 좋아했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Torah)를 읽을 때 쓰는 작은 두건]를 주었고, 그 인도자는
웃으면서 야물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쾌한 일이

모건 씨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었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아름답게 공연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음악이(노
래말이 아닌) 아내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집회의 테이프를 빌렸답니다. 그 노래는 아이들을 배려
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아이들은 아름답게 연기했습니
다. 저는 한 아이가 못을 밟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건 씨 : 그러면 박사님은 그 사람들이 처신하는 것을 볼
때 지적으로나 예절면에서나 보통 이상이라고 말씀하시
는 겁니까?
고에치우스 박사 : 예.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이상
이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과 있을 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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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고에치우스 박사는 다음 진술서에 서명했다. 비록 법정

나는 어느 날 저녁 지방 교회에 대해서 뭔가 알기 위해 관

진술서의 한 부분으로 작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의 증언

심을 보였다. 나는 위트니스 리가 쓴 소책자를 받았는데,

에 대한 보충 증거물로 여기 첨부한다.

내가 그 책에서 알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리(Lee)는
워치만 니의 동료이자 따르는 자라는 것이었다. 워치만 니

일 년 반쯤 전에 나는 헬라어 신약 성경 과정을 강의해 달

자신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책을 일 년쯤

라고 부탁하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만났다. 나는 주저하

전에 내가 있는 성공회의 한 학생에게서 선물로 받았는데,

면서 차라리 주당 나흘 간 있는 오전의 정규 과정에 등록

그것을 읽고서 나는 큰 유익을 얻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하라고 제안했다. (내가 주저한 것은 그들의 숫자가 기존

서 위트니스 리가 뉴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내 강습

의 내 강의 규모를 너무 크게 만들지 않을까 했기 때문이

반은 그의 강론을 들으러 와달라고 나를 초대했다. 그래서

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 관계로 아침 정규반에

나는 초대에 응했으며, 신약 성경 대부분을 상당히 명확하

는 나갈 수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런

고 간결하게 해설하는 것을 들을 특권을 얻었다! 위트니스

저런 컴퓨터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저녁에 자기들에

리의 강의는 내가 보통 즐기는(혹은 참고 듣는) 강의보다

게 강의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길었지만, 별 어려움 없이 내 주의를 끌었다. 나는 위트니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생각 끝에 거절하기 위해

스 리의 성경 해석은 내 자신이 제시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강의료를 요구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수락되

보수적―아마 「전통」이 더 나은 용어일 것임―이라는 것

었다. 그래서 나는 가을 학기 내내 금요일 저녁 일곱시 삼

을 알았다. 그러나 확실히 색다른 특징은 없었다. 내가 기

십분부터 아홉시 삼십분까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억하기에, 위트니스 리는 그때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단
과대학이나 종합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나와 친
분 있는 많은 좋은 성경학자들이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나
성경 문학회와 신약 연구회(Studiorum Novi Testamenti

첫번째 수업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어쨌든 본

Societas) 같은 기구의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증할 수 없는

질상 신학 과정에 속한 것이므로 시작하는 기도로 학기 강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위트니스 리에게 간단하

의를 시작하곤 했었다. 그래서 1983년 9월, 그날 저녁에도

게 그 집회에 대해 말했고, 진심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렇게 했다. 성공회 신자는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도 응답했다. 비록 많은 경우에 그 소리가
합해지지 않았지만, 나의 새로운 학생들은 「아멘!」뿐 아니
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게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마음

후에 그 첫학기 중에 내 헬라어 강습반 학생들은 나와 아

에서 우러나오는 열렬한 응답을 했다. 나는 다소 당황했음

내를 정찬에 초대했다. 정찬은 교회의 행정과 교육을 수행

을 인정한다. (성공회 신자들은 때때로 이유도 없이 「하나

하는 센타에서 있었는데, 내 학생들의 아내와 아이들도 참

님 앞에 얼어붙은 사람들(God's frozen people)」이라 불리

석했다. 정찬은 각자가 한 접시씩 가져오는 식이었는데,

운다). 그러나 나는 수업을 시작했고, 한 학기 내내 매주 한

맛있고 풍성했다. 식사 기도는 성공회 신자들이 하는 것보

번씩 정기적으로 이 학생들에게 강의했다. 이 젊은이들(한

다 더 길고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실로 내게 인상 깊었던

명은 젊은 여자)은 내게 그들이 뉴톤에 있는 교회―「지방

것은 그들 대부분의 아주 어린아이들의 행동이었다. 하나

교회」―신자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 「지방 교회」에 대

같이 모두 놀랄만하게 예의 바른 애들이었다. 이것만으로

해 들은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서 무언가 더 알려

는 내가 의미하는 바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 그들은 생기

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들이 헬

에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중했다. 아마 「예절의 여왕」도

라어 학습에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상의 능력과

그들 모두를 인정할 것이다.

지식을 가진 이십대에서 삼십대 초반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주 두 시간의 수업으로 매주 네 시간
있는 정규반 수업만큼 공부했으며, 줄잡아 말해도, 내 정
규반 학생들에 비해 어느 모로나 못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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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들을 케이프 갓에 있는 우리집에 초청하여 함께 하

들 대부분이 위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모

루를 보내기로 했다.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하

으지도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회 신자나 장로교 신자

루종일 거의 집 안에서 지내야 했다. 많은 아이들이 있었

나 감리교 신자나 로마 카톨릭 신자를 악한 말로 공격한다

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 어떤 아이도 뾰루퉁하거나 칭얼

고 해서 오도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

거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끝으

는」 그들 중 대다수가 그들 가운데 어떤 단체가 악하고, 부

로, 둘러앉아 찬송을 몇 곡 불렀다. 이 찬송들은 성공회 찬

당하고, 특히 잘못 인도하는 단체인 것으로 믿을 정도로

송가가 아니라 대부분 위트니스 리가 지은 「지방 교회」 찬

어리석게 되었음을 안다. 그러나 지방 교회들은, 말하자면

송가였다.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열심히 불렀다. 나는 나

「갓멘」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하기에 「손쉬운 목표물」이

중에 그들의 찬송가집을 선물로 받았다. 만일 누군가가 지

다. 그것은 「지방 교회」들의 많은 신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

방 교회들이 정통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들의 찬

이 극소수여서 「지방 교회」의 교리나 행위를 분석하고 비

송가집을 보게 하라! 그 대부분이 내가 속한 교회의 공식

평하려는 책으로 인해 오도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

적인 찬송가집에 있는 어떤 것보다 교리적으로 더 충실하

다.

다. 내가 「갓멘」이란 책의 사본을 건네 받은 것은 「지방 교
회」 신도들과 헬라어 강습 3학기를 시작하고 나서였다. 그
책에는 「지방 교회」가 나 같은 기독교인 주류가 그렇다고
여기는 일종의 이단적 교리와 비도덕적인 실행―그들의

나는 내게서 헬라어를 배우는 「지방 교회」 학생들에게 「갓

가족과 친구를 저버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젊은이들

멘」을 낮게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나는 곧 캘

에게 일종의 최면적 힘을 행사하는 종교적 미치광이 같은

리포니아에 있는 몇몇 지방 교회 신자들의 초대를 받아

광신적 요소와 이단의 몇 가지 요소가 있는―에 빠져 있다

「갓멘」에 있는 비난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 착수해 줄 것

는 비난이 있었다. 나는 나와 헬라어를 공부하는 뉴톤 교

을 부탁받았다. 나는 이 제안을 수락했는데, 그것은 내가

회의 신자들과 만나기 전에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에 아주

뉴톤 교회 신자들과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교분을 가지고

감사했다! 만일 내가 이전에 그것을 읽었다면, 그러한 말

있던 터라 「갓멘」에 나타난 혐의들이 사실 무근이라는 확

을 믿었을 것이다. 그랬었다면 다른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

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느

들처럼 「지방 교회」들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며, 사이비

꼈던 것은 신약의 해석과 주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거의

라는 말의 개념 때문에 아주 불안스러워했을 것이다. 그러

삼십 년 동안 나의 신학교의 성공회 학생들과 웨스턴 신학

나 「지방 교회」의 「참되고 생기 있는」 신자들을 만나고, 가

교의 예수회 학생들과 하버드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

르치고, 그들과 신약 구절을 논하고, 그들의 접대를 받고

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로마 카톨릭 학자들과 루터

또 내 집에서 그들을 접대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라서, 나

교회 학자들로 더불어 공동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

는 물론 그 책의 이론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았다.

므로 나는 내가 표준으로 세울 만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

「갓멘」과 같은 책은, 만일 「지방 교회」들과 그 가르침들이
보다 폭넓게 알려져 있었다면, 전혀 독자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사제로 있는 성공회는 어떤 사람들의 의혹을

나는 「갓멘」을 다시 읽었고, 이 책의 독일어판까지 읽었다

사고 있는데, 나는 실지로 한 젊은이가 자기 가족의 뜻을

(후자에는 짐 존스와 그의 「인민 사원」에 대한 언급이 있기

거스르고 성공회 신자가 되었다가 그들의 명령으로 「신앙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히 지방 교회들이 남미에서 대량으

을 강제적으로 버리게 된」 경우를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로 자살한, 이 빗나간 인도자의 불행한 「가족」과 비교된다

성공회 교회가 「사이비」라거나 성공회 신자들과 교류하는

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위트니스 리의 책, 그 중

것이 위험하다고 결론지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인데, 이는

에서도 특히 「갓멘」에서 빈번히 인용된 것들을 여러 권 읽

우리 모두가 알듯이 많은 「참되고 생기 있는」 성공회 신자

었다(「교회의 실지적 표현」,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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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체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

고 있는 지방 교회 신자들은 「단정하며」, 어떤 표준에 따라

「생명의 인식」, 「어떻게 모이는가」). 나는 윌리엄 프리만

다소 보수적으로 옷을 입지만, 그들 중 나와 친숙한 사람

(William Freeman, 「지방 교회」 신자)이 쓴 「하나님과 사람

들은 모두 잘 발달된 유머 감각―확실히 「사이비」 교도들

의 연합의 비밀에 관한 교회사의 간증」이란 제목의 주의

에게는 어울리지 않은―을 갖고 있다.

깊은 교리적 진술서를 읽었다. 그 책은 완벽한 정통에 속
한 저명한 학자 브로밀리(G. D. Bromiley) 교수의 추천사
가 있는 책이다. 나는 「지방 교회들의 신앙과 실행」이란 간
명한 제목의 소책자도 읽었는데, 「갓멘」의 저자들은 그 책

지방 교회들에 대한 한 가지 매우 중대한 비방은 「지방성」

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라는 그들의 교리, 즉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만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겨냥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가르침은
신약에 근거를 갖고 있다. 고린도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
고, 빌립보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동일했

「갓멘」은 이중으로 오도하기에 충분한 실지 사용된 말들

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할 때 오늘날 다른 무리들 안에 있

을 담고 있는데, 이는 그 말들이 문맥에서 취하여졌거나

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

「지방 교회」들만의 독특한 교리들을 예증으로 나타내기

으며, 사실 지방 교회들은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 책은 「지방 교회」들이 하나님과

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지방 교회들과 함께 예배

사람의 「연합」을 가르친다고 기술하며(또한 그 책의 제목

를 드리기를 원하면 환영을 받고, 심지어 만찬에도 참여할

이 암시함), 사실 「지방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

수 있다는 것―오래 전에 세워진 많은 교파들의 경우는 확

나 위대한 성 아타나시우스―그를 통하여 니케아 신조가

실히 그렇지 않다―이 또한 사실이다. 나 자신도 물론 주저

생겼음―를 포함하여 많은 초기 교부들이 그렇게 가르쳤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위트니스 리 자신도 나를 면대

고, 물론 신약 복음서의 저자 성 요한도 그렇게 가르쳤다

하여서나 서한에서나 「형제」라고 불렀다. 그러나 「지방성」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이란 가르침은 참으로 참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는 모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 가

든 보편적 성향의 그리스도인이 한 도시에는 오직 한 교회

운데 어디서도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

―그것이 거대할 수 있으므로 아마 유일한 회중은 아닐 것

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한 교리가 일부 종교들에서는 신

임―가 「있어야 하며」, 또한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주, 한

봉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몸(엡 4:4 참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 교회
들은 「단지 또 하나의 종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지방성」이라는 교리

그 책은 위트니스 리가 「율법」을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

는 그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상인 기독교계 합

한다고 비방하지만(p. 37), 위트니스 리가 이렇게 함으로

일의 증인이 되게 한다.

성 바울의 발자취(의심스러우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보라)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끝내 언급하지 않는다.
그 책은 「지방 교회」들의 신자들을 「도덕적 난쟁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도덕적 표준을 비방한다(p. 76). 이 비방

나는 아주 최근에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뉴톤 교회 외에

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내가 많은 지방 교회 신자들을

다른 지방 교회들의 신자들을 만났었다. 나는 그들의 집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의 도덕

소에서 갖는 집회와 가정에서 갖는 집회에 참석했다. 내가

적 표준은 「전통적인」 도덕에 속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이런 집회들에서 만난 신자들은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인

참으로 내가 확신하건대, 내게서 배우는 성공회 학생들도

종의 사람들이었는데, 모두가 나를 진심으로 영접했고, 형

「지방 교회」 신자들이 오히려 더 엄격하다는 것을 인정할

제로서 받아들였다. 바로 지난 주에 나는 뉴톤 교회의 새

것이다. 사실 성공회 학생들도 이렇지는 않다. 내가 만나

로운 집회소―그 신자들이 거의 도맡아 지은 건물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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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을 축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뉴톤 시장(그는 사실
유태인임)도 참석했는데, 그는 완공을 축하하면서 거기 있
는 그들을 고귀한 시민들로 대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갓멘」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의 성(姓)
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뉴톤 교회의
많은 신자들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이 분명했다.
또 이 집회에는 내게서 헬라어를 배우는 지방 교회 한 학
생의 누이도 있었는데, 그녀는 감리 교회에서 임명한 목사
이다. 그녀는 오빠를 멀리하지 않았다. 지방 교회는 혐의
받은 것처럼 가정을 「깨뜨리지」 않는다. 만일 내 자녀들이
한 지방 교회에 들어가려 한다면,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
며, 내가 「버림받았다거나」 「거절당했다」고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거절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지방 교회들의 「열광」― 나에게는 이
상하게 보였고, 또한 「주류」 교파들의 가라앉아 있고 「합당
한」 행위와는 그리 닮지 않은―은 어떤가? 왜 지방 교회들
의 신자들은 위트니스 리가,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생
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
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
롭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합니다」를 외
치는가? 왜 위트니스 리의 청중들이 그토록 기쁨이 충만하
여 외치는가? 그건 아마 그들이 그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존 고든 멜튼 외
[위트니스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의 증언, "유진
반 네스 고에치우스(Eugene Van Ness Goetchius) 박사
의 증언", 한국복음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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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귀하가 스타크 박사이십니까?

스타크 박사 : 저는 오클랜드 트리뷴 지(誌)와 덴버 포스트
지(誌)의 기자였습니다.

스타크 박사 : 예.
모건 씨 : 언론계에 몇 년 정도 종사하셨습니까?
모건 씨 : 어떤 직업에 종사하십니까?
스타크 박사 : 스물 다섯 살 때 덴버 포스트 지에 있었는데,
스타크 박사 : 저는 워싱톤 대학의 사회학 및 비교 종교학

당시 군복무중이었지요. 59년, 60년, 그리고 아마 61년 한

교수입니다.

때에 오클랜드 트리뷴 지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지
요.

(로드니 스타크 박사의 1983년 8월의 날짜가 기입된 이력
서는 원고측 증거물 22호로 확인하기 위해 표시되었다.)

모건 씨 : 그리고서 버클리에 가셨습니까?

모건 씨 : 증거물 22호로 표시된 것을 보여 드립니다. 그 서

스타크 박사 : 예. 저는 트리뷴에서 시작했고, 그 후 일 년

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 지나서 버클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때 잠시 겸했습니다.

스타크 박사 : 예, 저의 이력서가 맞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당시에 어떤 특별한 전공을 이수했습
니까?

모건 씨 : 이력서가 어느 정도 현재와 맞습니까?
스타크 박사 : 예. 제 전공은 상당 기간 동안 특별히 강조된
스타크 박사 : 글쎄요. 이것은 1983년에 작성한 것인데, 책

종교 사회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이 한 권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논문이 있다

시기의 종교 운동 같은 것입니다.

고 생각됩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법정에서 종교 사회학 분야가 어떤 것
모건 씨 : 이 당시의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각하.

인지 대강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수락합니다.

스타크 박사 : 누구든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를 수 있지만,
역사학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심리학자나 인류학

모건 씨 : 귀하가 어느 대학에 갔으며 어떤 학위를 받았는

자들과는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특별한 단체에 대해 관심

지, 교육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종교 사회학에는 많은 것들이 있
습니다. 종교가 범죄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나

스타크 박사 : 저는 덴버 대학에서 신문 방송학에 관한 학

의 완벽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운동

위를 취득했고,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문학

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신자들을 모으고,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형성되며,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
을 승자와 패자가 되게 하는지에 관한 것들 역시 종교 사

모건 씨 : 무엇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회학입니다. 서구 산업화 성장에 미친 신교의 영향력은 또
하나의 전문 분야이며,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온 세계로 퍼

스타크 박사 : 사회학입니다.

져 나갑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언론계에서도 얼마간 경력을 갖고 계

모건 씨 : 박사님은 1982년과 1983년에 종교 사회학회 회

십니까?

장으로 있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학회가 어떤 것인지
법정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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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 박사 : 예, 종교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학

십시오.

회입니다.
스타크 박사 : 예, 앞의 증인들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저는
모건 씨 : 회장은 선출직입니까?

방문하여 신자들을 만났고, 예배에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만이란 사람의 집에 머물렀으며, 씨애틀에 있

스타크 박사 :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의례적인 것이며 명예

는 본부를 살펴보았고, 많은 TV 테이프도 보았습니다. 또

직입니다.

위트니스 리가 펴낸 간행물의 상당량을 읽었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의 저술과 논문들의 목록이 수 페이지나

모건 씨 : 이제 간행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갓

되는 군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으

멘」이란 책은 지방 교회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취지로

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합니까?

스타크 박사 : 예.

스타크 박사 : 예, 그 책은 특히 서두에서 그 책이 평가하려
는 두 기본 노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

모건 씨 : 박사님은 지방 교회와 지방 교회 사람들, 그리고

입장과 사회학적 입장입니다.

「영적 사이비 연구소」의 간행물과 더디에 관해서 평가를
하도록 부탁받으셨지요?

모건 씨 : 박사님은 사회학적 연구로서 그 책에서 취할 만
한 점에 대해 법정에서 박사님의 견해를 들려주실 수 있습

스타크 박사 : 예, 그렇습니다.

니까?

모건 씨 : 법정에서 그것에 관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십시

스타크 박사 : 전혀 없습니다.

오. 그 외에도 요청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박사님은 그 책
에서 박사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과 관련된 것을 재평가하

모건 씨 : 왜 전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록 요청받으셨지요?
스타크 박사 :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어떤 조그마한 노력이
스타크 박사 : 예, 저는 몇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요청받았

라도 투자된 흔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관여

에는 아무런 방법론이 없습니다. 사회과학도 없습니다. 아

했던 어떤 것, 말하자면, 나쁜 평판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

무도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고, 어떤 시험적인 가정을 공식

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이십여 년 동

화하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지방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안 있어 왔던 개종 이론인데, 더디가 그것을 정확하게 전

일과 비교하여 확증된 것인지를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봐

그 책에 사회학적인 것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사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회학으로 겉치장을 했을 뿐이지요.

모건 씨 : 그것은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박사

모건 씨 : 종교 운동에 관해 어떤 승인된 사회학적 연구 방

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요?

법이 있습니까?

스타크 박사 : 만일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그것을 제출했다

스타크 박사 :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

면, 그를 낙제시켰을 것입니다.

면, 밖에 나가 뭔가 관찰할 수 있고, 한 집단 주변에서 그들
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로플랜드

모건 씨 : 박사님은 지방 교회를 연구하고 그 간행물들을

(John Lofland)와 나는, 예를 들어 개종 이론의 기초를 탐

재검토하신 것과 관련하여 하신 일을 법정에서 말씀해 주

구할 때, 밖으로 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단체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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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 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로플랜드가 더 많은 시간
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

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실지로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

습니다. 아마 최선의 방법은 시그(Sig) 집 안으로 걸어들어

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누

가서 그들과 암호로 정해진 악수를 하고, 주변에서 몇 개

구인지 심사숙고해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마음이 끌리는

월 머물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가서 누가 마음을 끄
는지, 누가 다가와서 어슬렁거리며 조금 집적거려 보고 아

저는 귀하에게 알라메다 현 재판소(Alameda County Bar

니라고 말하면서 떠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설문

Association)에 대해 알라메다 현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

조사를 함으로 합리적으로 잘 형성된 개념들을 얻을 수도

당한 다섯 사람과 면담한 것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유용하게 행해질 수 있지요. 예를

적으로 종교적인 배경에서 이 예시를 취했습니다. 혹은 그

들면, 런던 경제 학교에 있는 아일린 바커(Eileen Barker)

들이 법조계에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갖게 되어

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통일교, 즉 문선명의 첫 강연회

척추 교정자가 되려고 나갔다고 합시다. 그것은 이러한 일

에서 런던에서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

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지요.

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설문지에 기재하여 제출
합니다. 아일린 바커는 이제 십 년 내지 십 이 년 간 누적된

모건 씨 : 「갓멘」에서 사용한 「미혹하는 행동형(Sedution

자료를 얻었습니다. 장기적인 작업을 통해 그녀는 누가 실

Syn drome)」이란 어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것은 사회학

제적으로 교회에 연결되고, 누가 머물렀으며, 그들이 언제

적 용어입니까?

그만두는지를 압니다. 그것이 과학입니다. 바로 사회과학
이지요. 이 책에는 그런 과학이 없습니다.

스타크 박사 : 「갓멘」을 조사하기 위해 그 책을 건네 받기
전에는 결코 그러한 용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건 씨 :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사회과학은 서너 명의 탈퇴
자들과 대화한 다음, 그것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곤 합니

모건 씨 : 우선 안토니 캠폴로(Anthony Campolo) 박사에

까?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스타크 박사 : 아니오, 그것은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

스타크 박사 : 모릅니다.

니다. 언론이라고도 할 수 없고요.
모건 씨 : 그리고 더디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건 씨 : 왜 그렇습니까?
스타크 박사 :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오클랜드 트리뷴 지
(Oakland Tribune) 편집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를 해

복음주의 기독교 사회학자로서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개

고했을 것입니다. 종교면에서 보기로 하지요.

신교 정통 기독교 사회학을 가르치는 안토니 캠폴로 박사
는 사이비적인 종교의 귀의자들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예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U. C. 버클리 대학에 가서

외적인 연구를 했다. 그는 원래의 신앙에서 빗나간 종교로

시그마 카이[Sigma Chi : 대학 남학생 사교 클럽 이름―편

개종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기초로 개종에 관한

자 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로플랜드―스타크 모델을 추천했다.

대학에 갔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이탈한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미
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 「시그마
카이」에 대해 이 사람들과 면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

「로플랜드―스타크」,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들이 부랑자라며 이것저것을 말했습니다.

스타크 박사 : 예, 그것은 존 로플랜드와 로드니 스타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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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데, 그들은 「세계 구주가 됨―빗나간 관점으로의 개

당히 많이 그 사람과 함께 저술했습니다.

종론」을 1965년에 미국 사회학 잡지에 게재했습니다. 우리
는 젊었고 많은 것을 배워야 했지만, 그 당시 새로운 방면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에, 바인브리지가 더디의 로플랜드-

을 개척했습니다. 비록 이것의 1980년 판이 나왔고, 그것

스타크 모델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크게 구식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이 논문으로 되돌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타크 박사 : 거절할 것입니다.

모건 씨 : 모델이란 무엇이지요? 우리를 위해 말씀해 주시

모건 씨 : 당시 더디는 박사님의 모델을 계속 고쳐 말했습

겠습니까?

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고쳐 말했습니까?

스타크 박사 : 어떤 변수나 어떤 단계나 어떤 조건이나 일

스타크 박사 : 아닙니다. 그는 전체의 요점을 놓쳤습니다.

련의 명제들을 배열해 놓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A에서
B로 가는지를 설명하려는 이론입니다.

모건 씨 : 더디가 말한 것이 본질적으로 박사님의 모델이
라고 법정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사례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혀 다른 새로운 종교적 신념
체계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람들로 결정하게 하

스타크 박사 : 그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부류의 요소를 갖

는지, 말하자면, 기독교인으로 자라나고 기독교 전통 안에

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배경 요소와 과정 요소라고

있는 사람들이 왜 갑작스럽게 자신의 기독교를 상당히 위

부를 수 있습니다. 배경 요소는 그들이 시간에 따라 발전

태롭게 하면서 개종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지를 말하고

해 오거나 원래 가지고 태어난 개별적 특징들인데, 이것들

있습니다.

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종교적 견지에 마음을 쏟
게 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마주칠 때, 혹은 그들이 새로

저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는

운 종교적 견지를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

한 순간에 유대교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때, 그들의 배경으로 보아 그러한 상황에서 겪는 것들입니

우리는 올바른 견지에서 개종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우

다.

리가 시도한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려
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침례교도일 수도 있고 문선명의 통일교도일
수도 있지만, 그의 이전 배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모건 씨 : 또 더디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에 그러한 방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방면은 사회과학이
항상 관심을 쏟는 방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들의 종교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
캠폴로와 의견을 같이하는 다른 저명한 사회학자로는 워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종

싱톤 대학의 윌리암 바인브리지(William Bainbridge)가 있

교적으로 개종시키려 한다면, 그들은 아마 완전히 무신론

다.

자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있을 법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에 정신적 세계가 존재하는데,
아마 변화의 가능성으로부터 사람들을 차단시키는 어떤
배경이 되는 신념이 존재할 것입니다. 카톨릭에 대단히 만

박사님은 윌리암 배인브리지를 아십니까?

족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스타크 박사 : 저는 그와 함께 스물 다섯 개 가량의 논문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부 상태를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출판했고, 세번째 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는 상

우리는 사람의 생애의 전환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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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오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언어를 미워하지만, 언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읽는

모건 씨 : 그러면 그는 그 모델을 어떻게 변형시켰습니까?

것은 구조적으로 다소간 사람들의 생애에 유용합니다.
스타크 박사 : 로플랜드와 내가 말한 것은, 이 세상에는 종
사람이 결혼하고, 직업을 갖고, 다섯 아이를 가지면, 삶의

교를 바꿀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을 선택할 여지가 보다 적게 됩니다. 열 아홉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회적 진보와 조건이 개종이 발생하

살 때에는 즉시 미시시피 주의 바이록시(Biloxi)로부터 샌

는 데 요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것이

프란시스코로 가서 직업을 구합니다. 그리고 열려 있는 많

새로운 집단이건 이전의 집단이건간에, 자기와 가장 친밀

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른이 되면

한 단체의 종교적 견해를 수용하게 됩니다.

무엇이 될 것인지를 모르며, 아내와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현재

아주 빈번하게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들이 앞서 그 단체에

상태나 그들이 어른이 되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주 쉽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확산됩니다. 이런 것
들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고, 우리도 서로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당히 전통적인 사회과학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나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우리 대부분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중 소수만이 우리가 주시하는 특별한 단체에 참여하기 때

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직접 유대를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그 모델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종을 주시하면서 발견한 것은,

의 내용, 즉 당신이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 잠재적 개종

만일 사람들이 단체 밖에서 그들을 끌어내려는 사람들과

과 개종한 사람들 간의 상호 작용의 과정이 어떤가를 소개

의 연결보다 그 단체와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했습니다. 더디는 그 모델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

그들이 합류하지만, 평형 상태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때

하면, 그는 그 모델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간과하고 모델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종종 대

이 말하는 바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 즉 동떨어진 주장에

단치 않은 종교가 이 모든 과정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은 그들을 좋아하거나, 그들의 친척 또는
모건 씨 : 박사님 의견으로는, 더디가 박사님의 모델을 오

친구여서 어떤 단체 주변에서 배회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했다는 겁니까?

긴 기간 동안 밀접한 유대 관계 속에서 종교나 신앙에 대
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스타크 박사 : 아마 더디는 그것을 전혀 읽지 않았을 겁니

결국 그들의 친구가 참으로 관심했고 전념했던 사실에 의

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듬고 손질한 것을 서너 번 거쳐

해 그들의 흥미가 촉발되었을 때, 마침내 당신도 알다시피

다시 논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구전되었을

어떤 견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밤에 내가

것입니다. 저는 더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더디도 제

시간을 소비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떠오

게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실지로 그 논문을 참고

르면서 갑자기 이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떠오를
모건 씨 : 만일 그것을 읽었다면요?

수 있으며, 실상 나는 언제나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
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들을 볼 때 전형적이지 않았

스타크 박사 : 만일 그가 읽었다면, 그 우둔한 자질을 평하

습니다.

기조차 싫습니다. 그가 논문을 읽었었다면, 이것이 의도적

모건 씨 : 더디의 것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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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 박사 : 무엇보다도, 여기서 그가 말한 것은 개종에

을 겁니다. 거기에는 갓 이혼했거나, 새로운 도시로 방금

대해 비둘기를 쏘아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쉽게 생

이주했거나, 학교에서 막 학위를 취득했거나, 낙제했거나

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어떻게 노련한 개종자

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 이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
거기에는 속박되지 않고,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의 종

다.

교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
백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
넷째, 미혹하는 행동형의 마지막 단계는 전환점―전이되

다.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우정과 신뢰와 애정과 관

는 순간―으로서, 이주나 가변적인 그러한 변동, 그리고

심과 흥미로 유대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

(혹은) 직업이나 학업에서의 실패, 이혼 등인데, 이것은 불

도, 『팜플렛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안정한 사전 개종을 일으키며, 그럼으로써 구세주적 인물

라고 말하면서 「지방 교회」 문앞에 얼굴을 내밀지는 않았

이나 단체에 대하여 회의적이 되게 한다. 만일 이상하고

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평생에 그와 같은 개종이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미혹하는 행동형의 네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번째 상태(전환점)에 있게 된다면―
모건 씨 : 박사님은 또한 개종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 대해서도 연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물
러 있습니까?
모건 씨 : 그것은 박사님의 말이 아니지요?
스타크 박사 : 글쎄요. 그것에 대해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
스타크 박사 : 예, 거기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습니다만, 거기에는 물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 개신교 회
중에 연결된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을 붙드는 응집력 있는
단체 생활이 없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

그들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달자를 사전 개종이

게 애정을 주면 줄수록 더 많은 호감을 갖게 되고, 사람들

라는 출생의 방법 속에서 만나도록 하라. 개종은 (그 집단

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의 대표자나 인도자에 의해 「어설프게」 방해받는) 불가피
한 결과를 가져온다. 로플랜드와 스타크가 말하는 개종이

지금 실지로 강력한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란 노련한 개종자들에 의해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게 막중한 임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청보다 더
중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빈번하게 구성
원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동율이 아주
높은 이러한 단체들에 가입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아일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얼간이일 것입니

바커(Eileen Barker)는 런던에서 십 이 년 간 통일교도에

다.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구회에 얼굴을 내미
는 백 명 단위의 사람들은 그들이 다소 흥미를 가지고 있

모건 씨 :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나, 기꺼이 참석하려 하거나, 통일교도들을 알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타크 박사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개종에 있어서 이 모델의 모든 단계

그들은 회유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석했

를 밟은, 즉 전환점에 이른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

던 매 백 명 중에서 세 명 정도만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가 강조하려는 바는,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 정도가 처음 십 팔 개월 안에 그만

다. 열 아홉 살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만이 있

둡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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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떠난 사람들 중에서 기분이 상한 사람을 찾는다는

기에 사회과학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지만, 그것을 과학으

것은 어려운 색출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기서

로 겉치장하고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

많은 재화를 얻었고 따뜻한 우정을 얻었으나, 이제는 다른

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모든 무섭고도 정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말 끔찍한 비성서적인 것을 지적해냈다. 나는 이 사람들

인용한 글과 비교되는 일종의 흥미 있는 화술입니다. 나는

이 과학적인 사회학자들에 의해 추한 집단의 일부로 인정

결코 노련한 개종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성큼

되었음을 말하고 싶다. 그들은 와서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

성큼 다가와서 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을 삼킨다. 아마 그들이 기도로 읽기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는 다른 것을 하느라 바쁩니다.

사악한 모습이다. 그들은 올가미를 가지고 골목길에 서 있
다.』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개종한 이 몇몇 사람들에게,
개종하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

모건 씨 : 노련한 개종자에 대한 진술 바로 뒤에, 여기에 빠

요하다고 믿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헬터 스켈터(Helter

진 시아(Cia)란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지요?

Skelter)에서 맨슨이, 『당신이 버리거나, 더이상 연관이 없
거나, 같이 살 수 없는 당신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

스타크 박사 : 예, 그 제목이 「사례 연구」로 기억되는군요.

리 모퉁이에 버려져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글쎄, 무엇에 관한 사례 연구일까요? 저는 우리의 모델에

그들에게는 사랑과 우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애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조리가

그들에게 제공했고, 그들은 내게 왔습니다.』라고 말한 것

없고 명확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을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내 자료는 표면적인 결말로서, 그가 말하려는 끔찍한 이야
기에 마치 케이크 위에 덧뿌리는 설탕처럼 사용되는데, 그

스타크 박사 : 예, 나는 그가 그들이 쓰레기같이 버려졌다

이야기는 그가 이제 말하려는 것이지요. 저는 모든 것이

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기억합니다.

말해지고 행해졌을 때 수집하는데, 그것은 모두 풍문이었
습니다.

세이라니언 판사 : 그는, 『나는 당신의 쓰레기를 주웠다.』
고 말했습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의 연구에서 그가 말한 바를 지지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스타크 박사 : 주변에 절실하게 유대를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개종이란 상당히 빨리 이

스타크 박사 : 없습니다.

루어져 버립니다. 나는 시애틀에 있는 사랑의 가정(Love
Family)을 잘 압니다. 그것은 이제 맨슨과 함께 해체되었

모건 씨 :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박사님은 지방 교회 사람

습니다. 이 집단에는 추한 특징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

들을 연구할 기회를 가지셨습니까?

은 모든 병자와 미치광이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수용소
였습니다. 당신은 몰래 그들과 함께 지내볼 수 있습니다.

스타크 박사 :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참으로 아늑하고, 편안하고, 괜찮은
곳임을 발견하고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한 가지 흥미 있

모건 씨 : 사회학적 연구 외에 말입니다.

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40명 정도 되며 또 어린이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스타크 박사 : 저는 그들에 대해서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정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주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과 만나서 이

모건 씨 : 더디의 책에는 이것이 사회학적 연구란 것을 보

야기했습니다. 한번은 그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쇼트케이

여 주려는 취지가 있지요?

크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스타크 박사 : 예, 물론 더디는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거

모건 씨 : 그들이 어떤 점에서 기독교 사회 범주에 어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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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박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스타크 박사 : 예, 저는 그때 이래로 국가 조사 기관과 많은
단체가 전면 부상했기 때문에, 오랜 전문직에서의 나의 많

스타크 박사 : 예, 종교 사회학자로서 저는 고든 멜튼이 그

은 신념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이

들을 그의 책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것에 동의합니다. 그들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그 책이 역행하여 쓰여

은 의심할 바 없이 복음주의 개신교파입니다. 그 단체의

졌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분위기를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목사가 『자,
잭 다니엘의 오점은 상관없다. 가서 골프나 치자.』라고 말

모건 씨 :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교회라기보다는, 『글쎄요, 우리에게는 골프가 필요
없는데요. 세븐업(음료수)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한

스타크 박사 : 결론은 그 책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입니다.

분파로 칭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개신교파의 한가

영적 사이비 연구소(SCP)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밖에

운데에 꼭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른 어떤 것으로 분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봐, 그것은 품질이 좋

류하거나, 내가 알고자 한 어떤 종교의 사회주의자로 분류

은 모빌이 아닐세.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등급과 나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쁜 등급을 매기려고 하네.』 그들은 단지 공격하는 말만을
썼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결국 이곳 도처에는

모건 씨 : 그들이 경멸적인 의미의 사이비로 규정될 수 없

일찍이 그 동일한 단체에 의한 소란스러움이 있었는데, 더

다는 말씀입니까?

디는 임무를 받아 그것을 행했습니다.

스타크 박사 : 오, 경멸적이든 경멸적이 아니든, 나는 우리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발자국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 관찰하고 있는 사회의 주된 전통이 아닌 종교적 운동을

너무나 부주의했고, 선서 증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의미하는 사이비(cult)라는 단어를 전문적 의미, 즉 사회

어느 것 하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려고 했

학적 의미에서 사용하려고 집착하는 이 얼간이들 중 하나

던 것이 오로지 위트니스 리의 신학을 실지로 맹렬히 공격

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도에서 사이비 운동이고, 힌두

하는 책을 쓰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

교는 미국에서 사이비 운동입니다. 나는 지금 신문이 나를

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일

혹평했기 때문에 이십 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이기 때문입니다.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은 그 말을 인정하려고 하
며, 터무니없이 지독하게 표현하려 합니다. 그것은 짐 존

그러나 두번째로, 이름이나 사건, 불명예스러운 사건, 성

스를 암시하려 하고, 나쁜 것들을 시사하려고 합니다.

(性)에 관계된 혐의, 재정적 부조리를 거론하거나, 혹은 어
떤 사람의 신학적인 기술을 그 사람이 말한 것과 완전히

그러나 전문적이고 유용한 단어로서의 사이비(cult)란 말

반대되는 방식으로 인용하는 어떤 시점에 이를 때, 저는

로 되돌아가서, 그것은 바로 내가 말한 것인데, 절대로 「지

종교에 관해 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대

방 교회」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 논하고 있고, 명예 훼손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공정함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

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전체 상황의 배열에 대해서 논하

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국 사회

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의 보수적 전통 안에 있으며, 그 대답은 아주 명백하게

사라져간 풍설을 퍼뜨리는 아주 저질적인 것입니다. 그러

「예」입니다.

나, 그것은 분명히 고의로 행해졌고, 또한 계획적입니다.

모건 씨 : 박사님은 연구 보고식으로 더디의 저술을 검토

세이라니언 판사 : 뭐라고 했습니까?

할 기회를 가진 보고자로서, 이 책에서 더디가 말한 것을
보신 것에 대한 연구 보고 유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

스타크 박사 : 그것이 고의로 행해졌다고 했습니다.

습니까?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은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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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습니까?

내가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는 일학년 때 내게서 사회
학 입문을 배웠습니다. 그 반에 팔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

스타크 박사 : 예, 어떤 이유 때문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떠

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만났는

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 교회」는 공격 대상자 명단에

데, 그는 지금 지방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워싱톤

서 다음 차례였고, 그들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대학 1학년이었을 때 내 반의 학생이었는데, 아마 2학년
때 지방 교회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지방 교회를 알아보

세이라니언 판사 :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이러한 유

고 있었습니다. 그때 「갓멘」이란 책이 기숙사 내의 그의 방

형에 대한 책을 저술하셨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침상에 반드시 확인해 보기를 권하는 익명의 메모―악마

는 부정적인 것을 더 읽는 편이라고 느끼십니까?

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라는―와 함께 놓
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정통으로 여겨지는 곳에서

스타크 박사 : 물론입니다. 제가 「오클랜드 트리뷴」 지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일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미 고인이 된, 달콤하고 나이 든
편집자 알 렉(Al Reck)이 뛰면서 우리가 엄청난 비행기 폭

모건 씨 : 인터바시티(Inter-Varsity) 출판사이지요.

발 사건을 입수했다고 말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스타크 박사 : 정통 계열의 사람, 이것이 복음주의 신도입
세이라니언 판사 : 분명히 판매된 이 책들의 분량은 잘 나

니다. 따라서 그는 반사이비 문헌에 실린 사실에 민감합니

가는 어떤 서적 품목과도 비교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

다.

매한 책들의 수량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혹 박사
님의 연구 조사에서, 이 책들을 출판함으로 이러한 종류의

그것이 밝혀지자, 그 책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큰 뜻」을 이루려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그는 그 책이 그들에 대한 인

애쓰는 것을 돕도록 기부금을 조성하려는 것이 보였습니

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까? 달리 말해서, 이 책(갓멘)을 쓴 저자들이, 사람들이 이
러한 내용을 읽고 『여보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십자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까? 얼마

군일세.』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기부금을 내기를 바라는 것

나 많은 부모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까? 이 책의 목표는

이 보였습니까? 박사님은 그 책이 이러한 종류의 여론을

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방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의 특정한 교파로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적인 요점입니다. 영적인 사이비들은 거기서 경고하기 위

스타크 박사 : 글쎄요. 저는 이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동기

해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듯이, 그것은 일종의 복

가 그러한 단체를 가능한 한 많이 손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음주의 세계에 대한 「소비자 수요 조사」입니다.

생각합니다.
모건 씨 : 각하께서 박사님께 묻는 것은, 「영적 사이비 연구
세이라니언 판사 : 그러면 박사님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소」가 소위 명성을 얻음으로써 전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에 기부금을 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움과 기부금을 얻었다고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스타크 박사 : 예, 물론입니다. 저는 그 계획적인 책이 좋은

스타크 박사 : 저는 그들이 파산한 비영리 조직체이기 때

저술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돕는 굉장히 중요한 것

문에 그것이 공증 기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으로 복음주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생각합
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 책이 그렇게 많이 유포되지는 않

세이라니언 판사 : 박사님의 의견이 영향을 미칠까요?

았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아주 전략적으로 유포되었습니
스타크 박사 : 예, 물론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다.

이것을 팔 수 있고, 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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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씨 :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사님 의견에, 위트니스 리
와 지방 교회에 대한 이 책, 이 원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
까요?
스타크 박사 : 예, 저는 그것이 파멸시켜 왔다고 생각합
니다. 그 증거물로 일이 주 전에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Chirstianity Today)」라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간행물에
실린 한 논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 세계에
서 가장 중요한 간행물입니다. 그들은 그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 재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다루었으며, 파산
한 사실 등 이런저런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몇몇 발행물을 아주 구조
적으로 금하고 회피하는 등 극히 매정했습니다. 저는 그들
이 아직도 아주 잘못 알고서 (A)「갓멘」을 옳고 정확한 책
으로 여긴다고 느끼며, 또한 (B)복음주의 세계가 직면한
끔찍한 문제로 여긴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소비자
안내서」, 우리의 「소비자 수요 조사국」을 상실하게 되었는
데, 이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 벌을 주어
서 잠잠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보고한 방식이며, 저는 법정에서 하루는 도
덕적 문제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장문의 편지를 편집자에
게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없다면
물론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 책이 없다면
「크리스체너티 투데이」 지(誌)가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
로든 「지방 교회」와 그렇게 어려운 관계에 놓이리라고 생
각지 않습니다. 고든 멜튼(Gordon Melton)은 이 책이 나오
기 전에 내 분야에서 그들에 대해 들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며, 고든 멜튼은 모든 사람에 대해 들었습니다.
모건 씨 :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각하.
세이라니언 판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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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들에 대한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들 가운데 일부가 이단적이라고 결

저명한 크리스찬 단체들의 증언 ①

론을 내리고 이 운동이 미국에서 나타난 것에 관련되지 말

/ 그레첸 파산티노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의 동료들 중에 일
부는 이 단체가 사실상 크리스천 운동으로 가장한 비(非)
기독교 사이비 종파라고까지 지나치게 말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이렇

그레첸 파산티노

게 했던 주된 원인은 우리가 그 단체에 속한 몇몇 미국인

<‘행동하는 답변’ 창립자>

들과 개인적인 상호접촉을 통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다만 몇
가지 본질적인 가르침들과 실행들에 관해서 적어도 혼동

“교파주의 교회 생기기전 신약교회를 체험하려는 사람들”
“지방교회들의 열정적 복음전도와 정통성 인정에 있어서
확신 갖고 있다”

된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 1975년과 1980년 사이에 우리가 최초의 제한된
조사를 행한 지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나는 워치만 니와

“지방교회들은 진정한 믿는 이들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들을 포함하여 지방교회들의 가르

체들

침과 실행에 대해 전적으로 새롭고 철저한 재조사와 재평

그들의 가르침과 실행은 정통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 있

가를 실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운동의 모

다”

든 인쇄된 자료들과 녹음된 자료들을 아무 제한없이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는 갓 믿은 초신자이든 수십 년 동
안 지방교회들에서 봉사했던 인도하는 형제들이든 상관

◇…본 고는 미국교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존경받는 변증단체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

들 중 하나인 ‘행동하는 답변’(Answers In Action)의 공동 창립자

다. 나는 수개월에 걸쳐 주의 깊고 철저한 연구조사를 실

이며 이사인 그레첸 파산티노의 지방교회에 대한 평가이다. 그레첸

시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낫고 더 정확하고 더 충분한

파산티노는 월터 마틴박사와 함께 ‘신흥 이단들’(1980년)을 저술한

정보 지식의 근거에 따라 이 운동은 그 가르침과 실행이

바 있다. -편집자주.

정통 기독교의 범주에 잘 들어맞는 크리스천 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정통적인 교회들 가운데 속해있고 또 “예수 운동”
우리의 주의 깊은 작업 때문에 우리의 평가가 뒤집힌 경우

에서 나온 이들처럼 깜짝 놀랄 정도로 활기찬 교회들 가운

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당한 연역적 결론

데 속한 것으로 분류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을 내리는 것에 실패했거나 더 깊은 연구조사가 상황을 변
화시켰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는 기꺼이 우리의 평가를

나는 폭넓은 주요 문서 자료들에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수정하였습니다.

있었고, 또 적어도 중요하게는 이 운동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을 포함한 지방 교회 믿는 이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접

나의 평생 경력에서 가장 중대한 재평가는 중국 출신의 두

촉을 장시간 가졌던 소수의 기독교 변증학자들이나 신학

그리스도인 ―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의 가르침 아래

자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 세워진 지방교회들에 관해서입니다. 이 재평가는 일반
적으로 알려져 온 중국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운동

나는 나의 현재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가 있음을

에서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지방교회들의 기독교적 정통성을 인
정하는 데 있어서 풀러 신학대학의 리차드 마우 박사(Dr.

1970년대 중반에 우리는 그 지도자들과 그들의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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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벨리-마티 카르카이넨 박사(Dr. Veli-Matti Karkkainen),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재림

그리고 크리스천 연구조사 기관(CRI)의 행크 헤네그라프

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정통의 범주에 있을

(Hank Hannegraaff)와 엘리옷 밀러 (Elliot Miller)와 함께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기독교회들에서 하는 것보다 더

확신을 갖고 서 있습니다.

주의 깊게 설명되고 있으며 또 이단적인 신앙들과는 뚜렷
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교

다른 변증학자 동료들은 지방교회들의 가르침과 실행이

회 신자들은 본질적인 성경 교리를 전통적인 미국인 그리

이단적이며 정통 기독교 밖에 있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합

스도인들보다 훨씬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설명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밥

니다.

과 내가 1975 년과 1980년 사이에 내놓은 바로 그 불완전
한 작업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연구의 기반이 폭과 깊이와 분석에 있어서 불충분했다
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습

초기 평가를 재평가함

니다.
처음에 언뜻 보면 지방교회들의 실행은 정도에서 벗어난
나의 현재 평가는 첫 번의 시도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이

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나의 동료

지리적인 명칭(예를 들면, 애나하임에 있는 교회) 외에는

들이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성경신학과 교회역사의 보다

다른 이름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

깊은 적용으로 향상되고, 지방교회의 인도하는 사람들과

으로 교회들 가운데 있는 어떤 구성원이나 사역자도 다른

일반 구성원들과 개인적인 상호접촉과 직접적인 대화를

누구 보다 더 큰 권위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

훨씬 더 많이 가짐으로써 증대된 보다 광범위한 문서 자료

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 전체를 갖고 기꺼이 연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렇게 연구할 때까지는 그들의 계속적인 공공연한 비난

권위를 가진 어떤 조직체도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단지 교리

은 지지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실행에서도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 어떻
게 가능하겠는가 하며 냉소적인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

또 지방교회들의 신학과 교리는 중국에서 초기 선교사들

할 것입니다. “인도하는 형제들”에게서 비롯된 특별집회

이 미국에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 사역의 행사들을 제공하기도 하는 국제적 출판기구가

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복음이 과거 여러 세대 동안 그들

있지만 아무도 “지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가

에게 전해졌던 그 동일한 복음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왔

능할 수 있습니까? 지방교회들은 이러한 일치와 조화의 근

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용어들과 관념들

원을 성령님께 돌립니다.

로 표현되었고, 대부분의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
소해 보였습니다.

주의 깊게 조사하고 관찰한 결과 나는 각 교회의 독립적인
행정이 눈속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과 “인도 직분”이

풀러신학대학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워치만 니와 위트니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교활한 통제로 인한 것이 아니

스 리와 지방교회들의 가르침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관

라 겸허한 섬김에 의해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

한 역사적인 기독교회의 본질적인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

었습니다.

습니다.
만일 지방교회운동이 여타 미국교회의 체험과 같은 것이
즉 그것들은 하나님의 본성, 삼일성의 교리, 예수 그리스

었다면 그들에 대한 논쟁과 비난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도의 본성과 인격과 부활, 속죄의 교리, 타락 이전과 이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회중들을 심었던 많은 지역 사

의 인간 본성, 구원(구속)의 계획, 교회의 본성, 오류가 없

회들에서 논쟁을 낳았던 것은 그들이 아주 많은 주류의 기

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마지막 심판과 만물의 화목을

독교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방 교회의 신

227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학과 역사적인 성경신학을 주의 깊게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지방교회의 경배는 신약에 있는 경배에 대한 그들의 이해

차이점은 실지의 내용 보다는 표현과 체험의 차이라는 것

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현시대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파 교

을 보게 됩니다.

회들이나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교회들의 경배처럼 보이
기보다는 중국의 지방교회들이 처음에 닮으려고 했던 19

특히 지방교회들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전형적인 미국의

세기의 플리머스 형제회(Plymouth Brethren)의 배경을 가

복음주의와 주로 구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회들이

진 “초기의 소박한” 경배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직

교파주의나 다른 회중들의 차이들이 생기기 전에 신약에

자-평신도로 된 권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예배들이 아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를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

평이하며 함께 경배하는 다양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기여

입니다.

하는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순서나 목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이름을 붙이거나

사가 지도하는 설교보다는, 전형적으로 기도와 단순한 찬

국내 혹은 국제적인 권위 조직을 세우는 것을 거절합니다.

송 부르기와 소리를 내서 하는 경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의

그들은 어느 특정 지방 에 있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묘

방식대로 성경 말씀을 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

사는 단지 “교회”일 뿐이지, 침례교회나 루터교회나 장로

로 읽기라 불림)을 외부인들은 생각없이 중얼거리는 소리

교회 등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방에 있는

라고 곡해해왔지만, 사실 그러한 기도를 하는 이들은 함께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즉 믿는 이들을 포

경배하면서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의 주관적인 체

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는

험으로 내면화하려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그들이 함께 모이든
모이지 않든, 그들의 교파적인 차이나 이름의 차이를 넘어

비록 지방교회들은 미국의 대다수 복음주의자들의 종말

선 합일을 인식하든 못하든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론과 비슷한 관점을 고수하고 있지만, 복음전도와 제자화

그들은 그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만 참된 그리스도인들

에 전념하는 것이 그들의 종말론 곳곳에 짜여져 있습니다.

로 믿는다고 비난받아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순수한 신부를 맞이하려

니며, 또 그들이 그렇게 실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열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서 성숙해지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

신약의 교회생활을 하려는 지방교회들의 실행들 가운데

은 그들이 “복음 시대”의 임박한 마감을 보기 전에 앞선 준

하나의 방면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주중 내내

비로서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그들 주변 사회를 긴급히 관

경배와 교통에 열정적으로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지방교

통하여 침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미국의 많은 복음

회 회중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유재산을 공유했

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매일 강한 방식으로 제자

고, 가난한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도움을 제공했고, 성숙한

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린 구성원들을 제자화 했고, 집중적인 성경
공부에 자신들을 드렸고, 지역 사회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

이것은 지방교회들이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들 가운데 일

는 것을 협력했던 모범들을 자신들의 행동의 본으로 따르

부분을 간략하게 본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방 교회들의

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행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정통(正統)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이들 교회들의 실제적인 실행들과 더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이

불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은, 좋게 보면, 도전을 주는 것이지
만, 나쁘게 보면, 광범위한 지역 사회에서 분리된 불건전
한 고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교회들은 그 구
성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삶의 방향, 다른 그리

비판하던 사람이 보증하는 사람이 됨

스도인들, 그들이 사는 지역 사회, 그들의 국가에 성경적
인 방식으로 충분히 참여하라고 신중하고 상세하게 격려

내가 1970년대에 지방 교회들을 비판하던 사람이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그들을 보증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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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 간략한 개관을 위한 가장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주요 신학적 진술은 이미 교회

중대한 다섯 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들에 대한 특유한 이해를 받아들인 믿는 이들을 위해 주어
진 성경 연구와 훈련 집회들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외

첫째로, 1960년대 후기와 1970년대 초기에 “예수에 미친

부인들의 질문들에 답변을 하거나 비평가들에게 자신들

사람 들”의 기독교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열렬히 받아들

을 변호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매

인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죽어있는 교파주의”와는 놀

우 제한된 연구조사의 기반을 가졌기 때문에, 지방 교회의

랄 정도로 달랐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국의 합리적인 현대

구성원들이 “나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라고

주의의 산물이었습니다. 사실, 논증, 증거, 이성이 과학 실

말할 때, 밥과 내가 그분들이 삼일성의 위격들을 혼동하고

험실과 대학 강의실에서 뿐 아니라 신학자들의 연구와 교

있고, 양태론이라는 이단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회의 선교 부서들에서도 크게 세력을 떨쳤습니다. 객관적

내린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인 이성적 변론과 더불어 주관적인 영적 체험도 받아들였
던 종교운동에 직면했던 밥과 나는 광범위한 지방 교회의

사실상, 이것은 교회들과 비평가들 사이에 있는 논쟁적인

믿음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반대로 우

문제였기 때문에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

리는 무엇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학파(삼단논법)가 아닌

은 양태론과 전혀 다른 삼일성에 관한 정통 교리를 평균수

것은 본질적으로 무시하였고 그들의 신학의 불완전한 관

준의 침례교인들, 루터교인들, 장로교인들, 혹은 초교파

념적 모델을 비평하였습니다. 교회사 특히 고대 교회사와

그리스도인들 보다 훨씬 잘 정의하고 설명하고 변증할 수

동방 교회사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나서 나는 초대 교회

있게 되었습니다.

교부들의 고대 근동(近東)신학이나 비잔틴 시대 교회들의
동방 정교 신학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덜 분석적이지만, 충

넷째로, 내가 초기에 회심했을 때나 새롭고 열정적인 다른

분히 개인적인 신학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회심했을 때처럼, 지방 교회들과 함께한
초창기의 미국인 믿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그들의 운동

둘째로, 지방 교회들로 들어간 열성적인 젊은 미국인 회심

밖에 있던 믿는 이들을 향한 평화로운 동정심으로 자신들

자들은 자신들을 신약의 교회들이라고 직접 가리키고 있

의 열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가 “죽은 교

었기 때문에, 우리의 초기 분석은 중국에 있는 지방 교회

파주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운동으로 대체되고 있

들의 역사적인 뿌리―특히 형제회 교회들의 선교 노력에

다고 열광적으로 선포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내가 그분들

있어서―에 합당한 비중을 두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을 거절하고 그분들의 신앙을 거절하고 있다고 추측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수입된 이것이 다른 미

예를 들면, 그 역사적인 맥락이 없었기에 젊은 회심자들이

국 교회들을 밀어내고 배척하려 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나 밥과 나와 같은 젊은 비평가들은, “00(도시)에 있는 교
회”라는 그들의 신원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로마 가톨릭과 개신 교회들을 포함한 “기독교계”는 “무너

을 배타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

졌고” 오직 지역적인 근접성으로만 구분되는 교회생활의

입니다.

보다 순수한 실행을 “주님께서 회복하는 중이시다”라고
전했을 때 외부의 비평가들과 심지어 일부 구성원들도 이

셋째로, 그 당시에는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영어로 된

것은 지방 교회들은 “자신들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보

자료들의 분량이 지방 교회의 신학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

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하고 공정하게 대표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트니스 리가 미국에서 영어로 전한 메시지들은 중국에서

존경받는 인도자들이 차후에 해명하고 지방 교회의 미성

자신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영적인 체험들을 공유한

숙한 구성원들을 바로잡아줌으로써, 지방 교회들은 지역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과 사역의 대부분을 보낸 중국인

적인 근접성 외의 어떤 것으로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을 강

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경하게 거부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정통적인 교파 교회들
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 신앙이 유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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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리스천 신앙을 가진지 40년이 지난 뒤에도 나는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방

다섯째로, 지방 교회들은 미국에서 시작할 때 다른 문화와

교회들 안에도 똑같이 활기찬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용어와 역사와 경험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

습니다.

고 중국인 믿는 이들이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미국에 가져
왔던 신앙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순하게 선포하는 데 열중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은 이
전에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과 억측들을 고려하면서 외
부인들에게 자신들을 보다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인 교회의 경험에 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새 신자들
은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메
시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 하는 것은 2,000년에
걸친 영적인 역사를 망라한 신학과 역사와 경험과 문화의
풍성한 복합체를 전문용어로 전달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체험과 문화와 역사와 신학적 용어를 가진 회심자
들이 있는 교회가 성령에 의해 새로운 곳들에 심겨졌을 때
이런 단순한 진술들은 마땅히 설명되고, 변호되고, 다른
신앙과 대조되어야 했습니다. 그 단순했던 크리스천 선포
가 500년 만에 거의 1,000 단어로 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확충되었습니다. 그 신학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용어와 표
현법은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겨룰 상대가 없고 체험이 발전된 신학
인 지방 교회들의 신학도 1970년대에 미국에서 눈에 띠게
되었는데,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차후에 나온 지방 교
회들의 서적들에 의해 보다 충분히, 주의 깊게, 문맥에 맞
게 설명되고 변호되었습니다. 나와 풀러 신학대학의 동료
교수들과 행크 해네그래프와 엘리옷 밀러가 지방 교회들
의 가르침과 실행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이 운동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
이 크리스천 신앙과 생활에서 완전히 정통이라는 것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약된 이유들은 지방 교회들의 크리스천 위임에
대해 우려하는 관찰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방 교회들에 참여하는 크리스천 믿는 이는 건전
한 신학, 풍성한 경배, 도전적인 제자직분, 열정적인 복음
전도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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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들에 대한

엘리옷 밀러(Elliot Miller)에게 이 과정에 합류해줄 것을

저명한 크리스찬단체들의 증언 ②

부탁하였습니다. 지금 기본 연구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 행크 해네그래프

데, 아래의 진술문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교회들로 알려진 크리스천 운동에 대해 그레첸 파산
티노가 쓴 탁월한 평가에 대해 이 서언을 쓸 수 있다는 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레첸은 우리 주님이며 구주
행크 해네그래프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하면서도 겸손한 종의 전형적

<크리스천리서치연구소장>

인 귀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논
쟁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회심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끌어당기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변증학

“지방교회는 신학적·사회적 관점에서 정통이다”
삼위일체 등 ‘합당한 교리’와 ‘합당한 실행’ 둘 다 모두 전념

자의 표상입니다. 지방 교회들은 이 점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레첸과 그의 남편 밥(Bob)은 1970년대 중
반에 그 운동에 대한 최초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소책

“그들은 신약 기독교의 진정으로 믿을만한 표현

자에서 묘사된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그 평가는 불완전한

현대 기독교회에 제공해 줄 것 많이 갖고 있어”

것이었으므로 결함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업적을 향해 퍼붓
는 많은 비판들의 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내가 크리스천 리서치 연구소(CRI)의 대표직을 맡았을 때

◇…본 고는 미국 크리스천리서치연구소(Chirstian Research

인계받은 사역 명세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Institute) 소장 행크 해너그래프(Hank Hanegraaff)의 지방교회에
대한 연구조사 평가이다. CRI는 미국교회의 이단종파(cult) 연구에

첫째로, 지방교회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단종파

권위있는 연구소로 ‘성경으로 답변하는 사람’이라는 전국적인 라디

(cult)가 아닙니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이단종파란 본질적

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편집자주.

인 크리스천 교리를 양보하여 절충하고 혼란시키고 반박
하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크리스천 조
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대환난의
때나 천년왕국의 의미와 같은 부차적인 논점들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천리서치연구소(CRI)의 대표이자 라디오 방

는 이 운동과 심한 차이가 있지만, 성경적인 정통을 정의

송 프로그램인 ‘성경으로 답변하는 사람(Bible Answer

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방교회들과 어깨동

Man)’의 진행자로서 지방교회들과 그들의 출판물과 배포

무하며 함께 서 있습니다.

기관인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iving Stream Ministry)를
둘러 싼 논쟁들에 관해 비교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개인적

예를 들면, 삼일성(Trinity,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할 때 우

으로 받았습니다.

리는 영원히 구분되시는 세 위격 안에 계시된 한 분 하나
님(One God)이 계시다는 실재 안에서 하나로 일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본 연구조사 계획에 착수하였는데,

비록 우리는 특정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에서는 차

이것은 그들의 출판물들뿐 아니라, 그들의 교회들과 리빙

이가 있을지라도, 앞에서 말한 전제(前提)는 손상될 수 없

스트림 미니스트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관련자들과의

습니다. 오래 지속된 기간 동안 지방 교회들의 구성원들과

상호접촉과 대화를 포함한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날 복음주의 공동체의 대다수
가 애석하게도 놓치고 있는 교리적 정확성에 대한 예리한

나는 신뢰할만한 동료였고 지금도 그러한 그레첸 파산티

관심이 그들 안에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은 특기할

노와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Christian Research Journal)’의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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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지방 교회들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이단

리스도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통하며 그 열정을 직

종파가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의 이단종파란 그

접 목격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광범위한 종파들

추종자들이 사실상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강력한 지도

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방 교회들은 합당한 교리(정통:

자의 통제를 받는 종교적 혹은 준(準) 종교적 분파입니다.

orthodoxy)와 합당한 실행(바른 행동:orthopraxy) 둘 모두

그 추종자들의 특색은 ‘교주’와 그 단체에게 약자로서 맹종

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

하는 것이고, 신체적 혹은 심리적 협박의 술책을 통해 자

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갖고, 다른 모든 것

극을 받고 돌연한 집단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 가능한

들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격언대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일들 중 가장 흉악한 행동에 연루된 사회학적인 이단종파

아마 우리는 휘장의 이편에 있는 부차적인 논점들을 계속

들과 함께 지방 교회들이 무자비하게 한 묶음으로 취급되

하여 토론할 것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

었다는 것은 불행 중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단종파로 분류

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한 것이 세계 곳곳의 여러 지역에 있는 지방 교회들의 구

지식 안에서 자라가며 함께 영원을 지내게 되리라는 것을

성원들을 박해하고 투옥하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실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 교회들은 신약의 기독교의 진정으로 믿을만한 표현
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거쳐 연마된 단체로
서 서방기독교에 제공해 줄 유익한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
다.

이런 면에서 세 가지가 즉시 생각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신언(神言, prophesying)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장래
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4
장에 있는 대로 권면하고 함양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장
비시키고 성경을 해설하는 의미로 신언하는 것입니다. 그
러한 실행을 하면서 그 구성원들은 단체적으로 말씀을 통
하여 경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는 그들이 (성경 공부에 더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pray-reading)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 안에서
성경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과 하나님과의 효과적
인 영적 교제를 연결하는 의미 깊은 고리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에 그들 자신을
뜨겁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님만이 사람의 마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달해주는 그들의 열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
밀주의 시대에 자기 입장을 굳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믿
는 이들이 삶의 모든 행동 방면에서 이 열정을 열심히 배
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나는 영국의 런던과 한국의 서울
과 중국의 난징 같이 멀리 떨어진 지방 교회들에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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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들에 대한

트니스 리는 중국 밖에서 "지방 교회들"을 발전시킨 주도

왕애명(王艾明) 박사의 간증

적인 인물이었다. 현재 "지방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관한
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져왔던 유일한 중국 토착 교회라
고 할 수 있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그리고 그들에 의
해 세워지고 발전된 "지방 교회들"과 관련하여, 많은 오해

지방교회 교회자료 - 지방교회들에 대한 왕애명(王艾明)

들와 허위 비방들이 있어 왔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오해

박사의 간증 : AimingAmbroseWang.jpg * 왕애명(王艾明)

와 허위 비방의 기원과 근본 원인의 배후를 추적하다 보

박사는 현재 중국 난징에 있는 진링(金陵) 연합 신학대학

면, 사실을 분명히 하고 편견을 시정하는 일에 있어서 주

의 교수이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젤대학에서 신학

류 기독교 교단들인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박사 학위를, 스위스 뉴세텔에 있는 뉴세텔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현재 중국 종교 협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며, 진링신학저널의 편집장이자, 장쑤성(江蘇

만일 종교 업무를 관장하는 중국 정부 내의 감독 부서들이

省) 기독위원회 부회장이고, 중화 기독협회 신학 교육 위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헌법이 정의

원회 부회장이다.

한 대로 참되게 지원하려 한다면, 그들은 가능한 빠른 시
일 내에 워치만 니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들은 최소
한 두 협의회(삼자 애국 운동과 중국 기독교 협회)의 통제

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워치

하에 있는 신학대학들이 워치만 니를 중국 기독교 역사 속

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쓴 거의 모든 저작물들을 연구하고

에 있는 창립자들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워치만 니의

또 읽었다. 이들이 쓴 중요한 저서들 중 몇 권은 여러번 주

가르침들을 연구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또한 워치만 니가

의 깊게 검토하였다. 나는 두 사람의 책들을 숙고했고 그

쓴 방대한 책들은 중국 안에서 공개적으로 출판되고 또 연

자료들을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

구 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터, 칼빈, 바르트, 래칭거 같은 사람들이 정립한 주류 신학
사상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였다.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의해 세워지고 발전된 중국 기
독교회 전통(일반적으로, 지방 교회들, 기독모임, 집회소,
나는 대략 2008년 초에 중화 토착인 교회 내지는 기독인

적은 무리로 알려진)은 중국 내의 복음 진영 안에서 그리

모임(일반적으로 지방 교회, 집회소, 작은 무리로 알려진)

스도인의 신앙을 놀랍게 꽃 피우고 있고, 장차 하나의 영

의 설립자이자 계승자인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중국

적인 운동의 추진력이 되리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인 거인들이라는 명확한 결론에 도
달했다.
역주) 세가지 오직(t hre e s ol as)은 ‘오직 성경’(s ol a
scriptura),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신앙’(sola fide)을
신학적 견지에서 볼 때, 워치만 니에 의해 세워진 "지방 교

가리킴.

회들"은 중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독특한 발전이었다.
만일 우리가 루터의 개혁주의 원칙을 요약하기 위해 칼빈
이 사용했던 ‘세 가지 오직’들(Three Solas -역주 참조)에 기
초해서 "지방 교회들"을 살펴 본다면, '지방 교회들"은 개
신교 전통에 의해 확립된 최고의 표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지방 교회들이 역사적 신학에 관한 이러한 조망을
가진 덕분에, 그들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한 이래로 그들이
누려왔던 영역과 영향력에서 건전한 발전을 이루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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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ing Wang (王艾明: 왕애명), Th.D., D.h.c.

appeared on the scene. Witness Lee was the leading figure
i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hurches outside of China.

is a professor at Jinling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At present the local churches can be described as the only

Nanjing, China. He has a Doctor of Divinity degree from

indigenous Chinese church that has had an international

the University of Basel in Basel, Switzerland, Switzerland,

impact as far as world mission is concerned. Surrounding

and a honorary doctorate from the University of Neuchâtel

Watchman Nee,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es

in Neuchâtel, Switzerland. Presently, he is one of the

founded and developed by them, there have been many

directors of the China Religious Society, chief editor of

misunderstandings and slanders. If we trace these back to

Jinling Theological Journal, deputy director of the Christian

their origin and root cause, we, the mainstream Christian

Council of Jiangsu Province, and deputy director of the

denominations, bear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to clarify

Theologic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China Christian

facts and to correct bias.

Council.
If the departments in the Chinese government overseeing
During the ten-year period from 2002 to 2012, I continually

religious affairs are to truly maintain our citizens’ right to

studied and read through all of the writings of Watchman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Nee and Witness Lee. I have gone over some of their more

they should restore the reputation of Watchman Nee

important writings several times. I have reflected on

as soon as possible. At least, they should allow the

their writings and compared them systematically with the

seminaries under the governance of the two councils

mainstream theological thoughts formulated by people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and China Christian

such as St. Athanasius, St. Augustine, St. Thomas Aquinas,

Council] to regard Watchman Nee as one of the fathers in

Luther, Calvin, Barth, and Ratzinger.

Chinese Christian history and to study his teachings. His
voluminous writings should be allowed to be published
openly and studied in China.

Beginning from about 2008, I came to the definite
conclusion that Watchman Nee and Witness Lee―the
founder and the inheritor, respectively, of the indigenous

It is my view that the Chinese Christian church tradition

Chinese church, Christian Assembly (a.k.a. the local

founded and developed by Watchman Nee and Witness Lee

churches, Assembly Hall, Little Flock)―are spiritual giants

(a.k.a. the local churches, Christian Assembly, Assembly

in the history of Chinese Christianity.

Hall, and Little Flock), as a wondrous flowering of the
Christian faith in the landscape of the gospel in China, will
become the driving force of a spiritual movem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ology, the “local churches”
founded by Watchman Nee are a unique development in
Christianity in China. If we look at the local churches based
on the three solas used by Calvin to summarize Luther’s

원출처: http://an-open-letter.org/testimonies/#18

principle of reformation, the local churches correspond
exactly to the highest standard set forth by the Protestant
church tradition. Hence, this perspective of historical
theology accounts for the healthy growth in scope and
impact that the local churches have enjoyed since they

234

외부의 평가

전문가들의 증언

Aiming Ambrose Wang (王艾明), D.Th., D. h.c.

就中国的政教关系而言，我们要澄清围绕着倪柝声、
李常受和召会（又称，小群教会LittleFlock，或地方

金陵协和神学院教授，瑞士巴塞尔大学神学博士，瑞

教会LocalChurch）的三种误读，从而要做出相应的切

士纳沙泰尔大学荣誉博士。现 任金陵协和神学院副院

割。可以说，甚至在很大的范围和程度上，这三种误

长，中国宗教学会理事，《金陵神学志》主编、江苏

解正在演绎成谎言和诽谤，并最终危及这一特殊的基

省基督 教协会副会长、中国基督教协会神学教育委员

督徒群体的声誉和基本权利。第一种误读：倪柝声和

会副主任。

李常受是小群教会的神、主和崇拜核心，因此，是基
督教世界中的异端；第二种误读：小群教会内部最重
要和最隐秘的部分就是呼喊派，因此，是法律层面和

从2002年到2012年十年时间里，从未间断地研读了

社会学层面的邪教；第三种误读：召会所使用的恢复

倪柝声和李常受的全部著作文本，其中重要的著作

版圣经不是基督教伟大传统中的圣经正典，而是倪柝

还研读了好几遍，同时联系起来圣亚塔那修（St.

声和李常受语录和被他们篡改过的圣经。

Athanasius）、圣奥古斯丁、圣托马斯、路德、加尔
文、巴特和拉青格（Ratzinger）等形成的主导教义学
传统，做系统地比较和反思。

无论是教会论神学，还是圣礼神学，召会都演化出一
整套完全有别于西方基督教传统的理解方式。若中
国政府主管宗教事务部门真正能够从维护宪法制定的

大约从2008年开始，我便得出一个明晰的结论，那就

公民信仰自由权利，那就应该尽早地为倪柝声恢复名

是倪柝声和李常受是中国基督教历史上的属灵伟人，

誉，或者，至少应该允许全国两会及其属下的神学院

是“中国土著教会”（李常受语）基督徒聚会处（又名

校将倪柝声作为中国基督教史上的先贤予以研究，其

“聚会所”、“小群”、“地方教会”或“召会”等）的创始人

数十卷之巨的著述应该同意在中国教会公开发行和研

和承传者。

究。

从神学教义学来看，倪柝声所创建的“地方教会”在这

我的远象是，倪柝声和李常受所创建和发展起来的中

个意义上是中国基督教的原创，或“土著”。用加尔文

国基督教召会传统（或曰地方教会、聚会处、聚会

总结路德改教原则所用的三个唯靠来看，地方教会有

所、小群等），作为基督信仰的奇葩，将在中国福音

恰恰符合新教教会传统的最高衡定标准，因此，从历

版图上，成为一种属灵运动的推动力。

史神学的层面来看，地方教会在一出现很快就在势头
和规模上健康成长起来，其秘密就在于此。

원출처 : http://an-open-letter.org/ch/testimonies/#19

在海外，则是以李常受为代表人物。“地方教会”目前
在世界宣教学版图上堪称是唯一的具有国际影响力的
中国“土著教会”。

围绕着倪柝声、李常受及其所创建和发展的“地方教
会”的许多误解和诽谤，求根溯源来看，我们基督教主
导宗派在澄清和纠偏方面，具有不可推卸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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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증언

지방 교회들은
이단 종파입니까?
<행크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 저널의 특집판에서 부분적으로 제시한 6년 간의 1차 자

끝으로, 지방 교회들은 신약 기독교의 진실한 표현이다.

료 연구에 근거하여, CRI는 지방 교회들이 신약 기독교의

더구나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거쳐 연단된 단체로서 서방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독교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즉시 떠오르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방
교회들은 이단 종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단

첫째는 그들이 신언(申言, prophesying)을 실행하는 것이

종파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다. 이것은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고린

인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사이비 기독교 단체라고 정의

도전서 14장에 있는 대로 권유하고 함양하고 격려하고 교

할 수 있다. 대환난의 시기나 천년 왕국의 의미 같은 부차

육하고 장비시키고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다. 그러한 실행

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 교회들과는

을 하면서 그 소속원들은 말씀을 통해 단체적으로 경배에

다르지만, 성경적인 정통을 정의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참여한다.

있어서는 지방 교회들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구별되는 세 위격으로 계시되신

둘째는 그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는 실행이다. 이것은 기도

다는 실재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가 성경의 특정

안에서 성경 말씀을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효과적

구절에 대한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이러한 전제

인 영적 교제를 하는 의미깊은 연결 고리이다.

는 손상되지 않는다. 지방 교회의 소속원들과 오랫동안 대
화를 나누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오늘날 애석하게도 복음

셋째는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마 28:19)에 자신을 드

주의 공동체의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교리적 정확성에 대

리는 것이다. 만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한 예리한 관심을 목격하게 되었다.

두드러진 특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이 사람의 마음에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지방 교회들은 이

전달해 주는 그들의 열정이었다. 비밀한 시대(an age of

단 종파가 아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이단 종파는 그

esotericism)에 사는 우리는 반드시 참된 믿는 이의 삶의 모

추종자들이 사실상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강력한 지도

든 행동 방면에서 이 열정을 배워야 한다. 나는 타이페이

자의 통제를 받는 종교적이거나 준(準)종교적인 분파이

와 서울과 난징같이 멀리 떨어진 지방 교회들에 있는 그리

다. 그 추종자들의 특색은 교주와 그 단체에 맹종하는 것

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교통하면서 이 열정을 직접 목격

이고,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것,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위

했다.

협하는 수법에 조종당하는 것이다. 지방 교회들이 가장 흉
악한 행동에 연루된 사회적 이단 종파와 함께 무자비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방 교회들은 광범위한 교파들 안에

한 묶음으로 취급된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합당한 교리(정통성)와 합당

게 터무니없는 분류가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지방 교회들

한 실행(건전성)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 소속원들을 박해하고 투옥하는 일에 이용된 것은 실로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유를 갖고,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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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대로 전진한다. 휘장의 이편에 있는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 토론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
한 지식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자라가며 영원을 지내게 되리
라는 것을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 행크 해네그래프

행크 해네그래프는 CRI(Christian Research Institute)의 대표이
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매일 라디오로 방송되는 바이블 앤서 맨
(Bible Answer Man) 프로그램의 진행자이다. 바이블 앤서 맨 프로
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 명단을 원하거나 인터넷으로 듣기 원하면
www.equip.org 로 로그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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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틀렸었다―
연구소장의 머리말

이 저널은 원래 워치만 니라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세

사실을 지방 교회들의 대표들은 하나하나 직접 증언했다.

운 한 운동에 관해 6 년간 조사하고 연구한 작업의 결정판
을 특집 기사화 한 것이다. 워치만 니는 그의 메시아를 위

그래서 나는 이번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의 특별판에 실릴

하여 공산당 감옥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그의 사역은 그와

특집 기사로 완결될 연구 기획에 착수했다. 근본적인 연

함께 죽지 않았다. 그의 제자(Protégé)였던 위트니스 리의

구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한국, 영국같이 멀리 떨어

인도 직분 아래, 워치만 니의 사역과 메시지는 중국으로부

진 곳에서도 이뤄졌다. 이 연구에는 말 그대로 수백 권의

터 싱가포르와 대만에 걸친 환태평양 국가들로, 마침내는

책과 논문과 교회 문서와 음성 자료와 영상물에 대한 주의

서방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위트니스 리는 1962년에 남가

깊은 평가가 포함되었고, 법정 자료들까지도 참고했다.[2]

주로 이주하여 지방 교회들을 세웠고, 그들의 출판 기관인

우리가 한 근본적인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틀렸었다(We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iving Stream Ministry)를 설립했

were wrong)!”라는 말로 압축된다.

다.

[1]

자신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십칠 세가 될 때까지 투옥되었
CRI(Christian Research Institute - 기독교 연구소)의 연구

었던 상해의 한 믿는 이에게 그레첸 파산티노는 “내가 틀

소장인 나는 이단 종파나 신비주의나 정도를 벗어난 기

렸었습니다”라는 말을 했다. 도합 이십사 년을 감옥에서

독교 신학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물려받았다. 나는 최상

고난당한, 푸칭(Fuqing)에 있는 한 형제에게 엘리옷 밀러

의 연구를 위임받은 단체인 우리의 서류철에 있는 정보

는 “내가 틀렸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단지 순

가 대체적으로 정확하리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은 지

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아니다! 그러한 말

난 이십 년 이상 거듭 확인되었다. 그러나 항상 정확했던

은 수년 동안 힘써 근본적인 연구를 한 후에 나온 말이었

것은 아니다. 70년대 중반에 밥(Bob)과 그레첸 파산티노

다.

(Gretchen Passantino)라는 연구원들과 협력 관계에 있었
던 CRI는 지방 교회들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는데, 그것은

종말론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 교회

잘못된 정보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

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나의 저서인 계시록 코드(The
Apocalypse Code)가 이 사실을 입증함), 순교자들이 수호

이러한 사실은 내가 그레첸 파산티노와 크리스천 리서치

하기 위해 피를 흘린 교리들인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교

저널 편집장인 엘리옷 밀러(Elliot Miller)에게 리빙스트림

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미니스트리의 대표들과 함께 만나자고 했던 2003년에 표
면화되기 시작했다. 이 만남에서 나는 지방 교회들이 부인

CRI는 논쟁에 문외한이 아니다. ‘Y2K’가 하나의 전형적인

하는 것으로 알아왔던 바로 그 교리들을 그들이 인정하는

사례이다.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의 1999년판 표지 기사는

감동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영원히 구분되는 세 위격으로

‘제거된 밀레니엄 버그(The Millennium Bug Debugged)’라

계시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사람은 본체론적

는 제목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치 우리의 머리를 모래

으로 결코 하나님의 신격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속에 처박은 타조처럼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혹은 ‘무지

‘단지 교회(only the church)’라고 말한 것을 ‘유일한 교회

막지한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내가 ‘바이블 앤서 맨’(Bible

(the only church)’라고 말한 것으로 오해받아 반대 받았던

Answer Man)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2000년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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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는 10대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

다.

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한다는 비
난을 받았다. 한 방송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났다. 우리의 성실성에 의문이 제기되

사안일주의의 정서를 야기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

었고, 동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중상모략이 잇따랐다.

인들의 목숨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나는

그 결과 재정 지원이 위태롭게 되었다. 나는 “지방 교회들

냉동 건조 식품과 구명 장비들을 팔던 그리스도인 수문장

에게 그들의 거짓 교리와 실행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하라

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인도자들이 그렇게 지극히 중대한

고 요구한 공개 서한(특집 기사를 보라)에 서명한 칠십 명

사안에 대해 절대로 틀릴 리 없다고 확신하는 평신도들의

의 그리스도인 인도자들이 어떻게 틀릴 수 있느냐? 분명

분노를 경험했다. 그 평신도들이 확신한 인도자들은 특별

CRI는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히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소란 가운데서 나는 직원들에게, 우리의 사역은 인
또 하 나 의 큰 논 쟁 은 허 버 트 암 스 트 롱 ( He r b e r t W.

기 경쟁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우

Armstrong)의 ‘하나님의 세계 교회’(Worldwide Church

리의 사역은 강대상의 크기나 정치적인 결탁의 문제가 아

of God)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다. 왜냐하면 진리가

기 시작했을 때인 1990년대에 발발했던 논쟁을 아직도 생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하게 기억한다. 그러나 1994년에 크리스천 리서치 저
널과 ‘바이블 앤서 맨’(Bible Answer Man)이라는 방송 프

어떤 대가가 든다 할지라도, 중국과 전 세계에서 박해당한

로그램은 ‘하나님의 세계 교회’가 교회 역사상 전에 없던

교회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실재는 나

[3]

일, 즉 이단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 으로 돌이키

의 뇌리 속에 순식간에 영원히 새겨졌다. 허가 받지 않은

는 길로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공개 보

집회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자료들을 읽었다는 이유로 투옥

도하는 특권을 가졌다.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세계 교회

된 체험을 말하던 중국 여인의 얼굴에는 빛나는 미소가 넘

의 대표였던 죠셉 타크(Joseph Tkach)가 쓴 진리로 변화됨

쳤다. 자기 연민의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신약 기독교

(Transformed by Truth)이라는 책의 서문을 쓸 수 있는 축

의 참된 실재를 체험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광채만

복을 얻었다. 오늘날 그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그리스

있었다. 교제를 마친 그녀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진리

도 안의 내 형제로서, 이단에서 그리스도께 가는 순례 여

를 위해 서 있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때처럼

행을 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
었다. 내가 직면한 것은 그 여인이나 그 여인과 같은 처지

그 당시 우리의 사역은 이단 전문가인 루스 터커(Ruth

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Tuc ker) 박사가 쓴 교회의 재탄생(The Church Reborn)

다.

과 크리스챠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지의 데이
빗 네프(David Neff )와 아주사 퍼시픽 종합대학(Azusa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틀렸었다(I was wrong.)”라는 말보

Pacific University)과 풀러 신학대학과 리전트 대학(Regent

다 더 하기 힘든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냐하면 진리

College)에까지 확대된 친분과 지원을 갖고 있었다. 우리

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격언을 실천하는 사역으로서,

가 함께 믿었던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

기꺼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을 바꾸시어 운동 전체의 방향을 바꾸실 수 있으시다면 우
리의 계속된 신실함을 통해 그분이 계속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었다.

- 행크 해네그래프

하나님의 은혜로 죠셉 타크는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말
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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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치만 니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나 교파를 시작할 의도가 없었
고, 자신을 ‘단지 한 형제’로 생각했을 뿐 목사나 인도자로 생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인 권위 이양이 없었
다. 그러므로 항상 위트니스 리의 인도 직분의 적법성을 부인하
고 워치만 니의 가르침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해석에 강하게 의
견을 달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 워치만 니의 가르침에 대
한 위트니스 리의 대안적 해석과 발전을 검증한 우리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워치
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서로 다른 가르침을 전하거나 교회의 다
른 표현을 제시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1970년대에 최초의 연구에 참여했던 엘리옷 밀러와 그레첸 파
산티노는 결함을 재평가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밥 파산티노(Bob Passantino)는 2003년 11월에 타계했으므
로, 최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타계하기 전
에, 그의 부인이자 동역자였던 그레첸에게 재평가가 필요하다
고 말했고, 최초의 연구는 좋게 말하면 미완성이었고 나쁘게 말
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거의 단정했었다.

[3]

조셉 타크, 진리로 변화됨(Sisters, OR: Multnomah Books,
1997), 영문판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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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틀렸었다―
'지방 교회'
운동에 대한 재평가
이단적이며 정도를 벗어났는가,
아니면 (틀에 박히지 않은) 정통인가?

엘리옷 밀러 (Elliot Miller)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예수 운동의 절정기에, 그리스도

이 잡지를 발행하는 CRI(The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께로 갓 회심한 북 캘리포니아의 한 젊은 여성은 자신들을

에게 이러한 논쟁은 결코 생소한 것이 아니다. 지난 1970

그 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밝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의 집

년대 중반에, 우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소재한 영적 사

회에 초대받았다. 그들이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 새 신자

이비 연구소(SCP)와 함께 지방 교회들을 조사하고 그들에

는 그들이 성경을 ‘기도로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대한 문서를 출간하는 데 선두 대열에 있었다. 비록 우리

에 당황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경 구절들을

가 지방 교회들을 이단 종파라고 부르는 데에는 반대했지

큰 소리로 반복하며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

만,[2] 그 후에 수많은 비판자들이 대단히 비판적인 우리의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강조했다. 그 회중에서 어떤

평가를 참고하고 인용하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와 달

사람이 “나는 사람의 영들이 연합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 주저하지 않고 ‘이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3]

라고 선포하자, 그 젊은 여성은 자기가 이단 집회나 심령
술사의 강령회(降靈會)일지도 모르는 곳에 걸려 들었다는

그러나 2003년에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 대화하자는

두려움에 도망치듯 문으로 달아났다.

지방 교회 측 인도자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 후 몇 년 동
안,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 중 일부에 대해 우리가 심각한

나의 오랜 친구에게서 들은 이 일화는 중국에서 워치만 니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극동을 여러 번 방

에 의해 세워져 그의 동역자인 위트니스 리에 의해 1962년

문한 후에, 우리는 이 운동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핵심

[1]

에 미국에 소개된 ‘지방 교회’ 운동과 서방의 복음주의자

적인 일을 대표하고 있으며, 우리나 서방의 다른 이단 대

들 사이에 있었던 거북한 긴장상태를 기억나게 한다. 그들

책 사역들의 문헌이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것을 믿게 되

의 독특한 예배 형식, 생소한 교리들과 용어들(예를 들면

었다.

‘연합(mingling)’),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사역에 대한
열렬한 헌신, 그 운동이 서방으로 확산되어 실행되던 곳에

그러므로 이 글의 목적은 지방 교회 운동에 대한 새로운

서도 뚜렷이 나타나는 강한 중국적인 색채 같은 것들은 이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들을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이상한 단체이거나, 최악의 경
우에는 사이비나 이단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 많은 복음

하나의 운동이자 논쟁의 근원이기도 한 그들의 배경을 간

주의자들이 지방 교회의 문서를 연구하거나 지방 교회의

략히 살펴본 후에,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지방 교회들에

소속원들과 대화하면서 추정에 불과하던 이러한 초기의

관해 언급했던 네 가지 주요 문제 제기를 철저하고 신중하

의심들이 확증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렇지

게 살펴볼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2007년에 여러 복음주의

않다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한 존재 안의 세 위격이 아

신학자들과 변증가들과 인도자들이 서명하여 보낸 지방

니라 세 양태 안에 계신 한 위격이라고 믿는) 양태론과 같

교회들에 대한 ‘공개 서한’에서 간략하게 제시된 것이다.

은 비정통 교리를 신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리는 우리의 결론과 함께, 지방 교회들이 역사적
인 정통과 보다 넓은 기독교계와 관련해서 어디에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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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재평가를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지방

1980); Bob Larson의 라슨의 이단들의 책(Larson's Book

교회들을 둘러싼 수십 년의 논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of Cults) (Carol Stream, IL: Tyndale House Publishers,

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1983); Jerram Barrs의 자유와 제자 신분(Freedom and

보다 큰 그림을 볼 것이다.

Discipleship)(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3)을 보라.

[1]

‘지방 교회’(local church) 운동은 외부인들에 의해 자주 지방
교회라고 불린다. 이 단체를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편리할
지는 모르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
다. 이 운동은 개별적인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로, 단체적으
로는 (우주적인) 교회나 해당 도시에 있는 교회로 보는 신약의
본을 따르기 원하므로 공식적인 이름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밖
의 것은 다 분열적이라고 본다. 그들은 종종 그들의 운동을 ‘주
님의 회복’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나는 간단하게 ‘지방 교회
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방 교회라고 알려진 것 외에도, 그들
은 워치만 니가 인도하던 초창기에는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작
은 무리’로 불렸고, 중국에서는 ‘외치는 자들’로 불렸다. ‘외치
는 자들’이라는 별명은 1980년대 초에 제이찡(Jeijing) 성에
있는 삼자회가 (그 운동에 합류하기를 거절한 모든 기독교 단체
에게 한 것처럼) 지방 교회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치는 자들’이라는 호칭은 많은 중국인들에
게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가정 교회의 소속원들을 가리키는 것
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트니스 리를 따른다고
선포하면서도 지방 교회 측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성경과 위트
니스 리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 이단적인 방식으로 왜곡하는 배
역한 소수의 무리를 지칭하는 데 그 칭호를 사용한다. 후자에
해당되는 이 ‘외치는 자들’이라는 단체와 지방 교회들을 당국자
들이 잘못 동일시함으로써 지방 교회들은 어려움을 당했다.

[2]

우리는 처음에 그들을 이단 종파(cultic)라는 단어로 묘사했었
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들을 이단적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로 구성된 단체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는 지방 교회를 ‘정도를 벗어난 그리스도인 단체’로 분류하기로
했다.

[3]

예를 들어, Ronald Enroth의 이단들의 유혹(The Lure of the
Cults) (Chappaqua, NY: Christian Herald Books, 1979);
Salem Kirban의 사탄의 폭로된 천사들(Satan's Angels
Exposed) (Huntingdon Valley, PA: Salem Kirba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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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틀렸었다―
제 2부,
공개 서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공개 서한에 제기된 문제에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

많은 인용문의 첫 번째 시리즈는 ‘하나님의 본성’ 이라는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방 교회의 역사 외에, 하나님의 본

제목으로 시작하며, 위트니스 리의 다음과 같은 진술문을

성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지방 교회의 가르침들, 그리고

담고 있다.

복음주의적인 교회들과 교단들의 정당성도 포함되었다.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 그 서한은, “위트니스 리의 다음

“아들은 아버지라 불리신다.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이심

과 같은 진술들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들과

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아

모순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들을 위태

버지라 불리시지만 진짜 아버지는 아니시라고 말하는 사

롭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는 리빙스트림 미니스

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아버지라 불리시지만

트리의 지도부와 ‘지방 교회들’이 이러한 선언들이나 유사

아버지가 아니실 수 있는가?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한 선언들을 출판하는 것을 철회하고 중지할 것을 정중하

곳에 계시는(딤전 6:16)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자신을

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나타내시기 위하여 나오셨을 때 그분은 아들이시다. 그러
므로,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

더 나아가 공개 서한은, 그러한 진술들이 왜 정통에서 벗

버지’라 불리신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바로 이 아들이 바

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들이 비정통

로 그 아버지이시다.”

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서
뽑아낸 발췌문들을 제시한다. 아마 그들은 신학적으로 교

위트니스 리,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영

육받은 독자라면 누구라도 그 진술들 자체에서 이단성을

(1969년 스트림 출판사 발간) 영문판 4-5쪽.

분명하게 볼 수 있으리라고 가정한 것 같다. 우리가 곧 보
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 서한을 작성한 쪽과 그 서한에 서
명했던 쪽 모두에게 심각한 실수였다. 서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한 작성자들이 그들에게 제공한 인용문들을
읽기만 했을 뿐 지방 교회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의 하지

“신격 전체, 삼일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

않은 것 같다.

위트니스 리, 하나님의 신약 경륜
공개 서한의 형식은 짧고 간결하므로 그 문제를 제기한 진

(1988 한국복음서원 발간) 235쪽.

술문 전문을 여기에 다시 소개하기 쉽다. 나는 공개 서한
내용 전체를 한꺼번에 소개하기보다 한 번에 한 단락씩을
소개하고, 다음 자료를 소개하기 전에 각 단락에 있는 자
료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삼일성에 관한 전통적인 설명은 매우 부적합하며 삼신론
공개 서한이 지방 교회의 자료에서 발췌한 논란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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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은 뒤에 남겨지시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남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분리된 세 위격이나 세 하나님들

계시지도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뒤에 남겨지시고 그

이 아니라 한 하나님, 한 실재, 한 위격이다.”

리스도가 보좌에 남아 계신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들은
한 위격이신 아버지가 또 다른 위격이신 아들을 보내어

위트니스 리, 세 부분인 사람의 생명 되시는 삼일 하나님

구속을 성취하시고 그 후에 아들이 또 다른 위격이신 영

(1993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52쪽.

을 보내신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좌에 계시는 동안 그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
어왔다고 생각한다. 믿는 이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다. 신격을

액면 그대로 보면 이러한 말들이 21세기 서방 그리스도인

이렇게 분리된 위격들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

들에게 혼란을 줄 만하다. 그것들은 분명 양태론을 가르치

다…”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 교회에 대한 이해의 배경이
거의 없는 일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 글만 읽고 난 후,

위트니스 리, 생명 메시지 제3권

“어디에 서명할까요?”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CRI가 역

(1999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220-221쪽.

사적 정통 교리를 오랫동안 견지해 왔다는 것을 잘 아는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동일한 혼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앞
뒤 문맥을 볼 때 나는 “위 진술문은 정통에서 벗어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양태론을 정통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오순절 연

“아들은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아들은 또한 영이시다…아

합 교회(the United Pentecostal Church)가 가르치고 있는

들이신 주 예수님은 또한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의

것과 같은 양태론을 CRI는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주님은 아들이시요 또한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은, 위트니스 리의 위 진술문이 양태론을 가르치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때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위트니스 리,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만, 그것은 우리가 이단 변증 분야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1973년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발간) 영문판 18-19쪽.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가르침들의 문맥을 이해하거나 무
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
해 지방 교회의 가르침 전모를 주의깊게 연구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러면 위트니스 리가 아들은 아버지이시자 그 영이시라

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

고 가르칠 때 의미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가르침

다. 그분은 또한 주님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아들, 영, 전

이 정통 교리와 일치될 수 있는가? 지방 교회 문서들에서

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다.”

인용된,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동일시하는 것에 관한 성경
근거들은 곧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1) ‘경

위트니스 리, 삼일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성경 계시

륜적’ 삼위일체에서의 세 위격의 ‘활동(activity)’과 (2) 본

http://www.contendingforthefaith.org/responses/

질적 삼위일체에서의 세 위격의 ‘상호 내재(coinherence)’

booklets/triune.html

이다. 그들이 이처럼 세 위격의 동일시를 강조하는 ‘목적’
은 서방에 만연된 삼신론적 관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
이다. 삼위일체에 관한 지방 교회의 비정통 교리처럼 보이
는 빈번한 주장들을 좀더 분명히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그들이 삼위일체에 관하여 건전한 정통 교리적 확증들을
자주 말했다’는 점을 먼저 확고히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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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일체에 관한
지방 교회의 정통적인 확증들

심지어 지방 교회를 비판하는 몇몇 사람들도 지방 교회 측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책자의 많은 곳에서 지방 교회 측이 삼위일체의 정통 교리
를 확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1] 예를

아마도 여러분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빌 클린턴의

들면, 위트니스 리 자신이 말한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삼위

정치 참모였던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이 선거 운동

일체적 명제들을 보라.

메시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 낸 기발한 선전 문구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기억할 것이다. 다른 의미에서

셋―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모두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책망이, 지방 교회 측 문서에서 빈번히 거론된 본

영원히 동등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동시에 존재하

질적인 삼위일체(또는 ‘존재론적’ 삼위일체, ‘내재적인’ 삼

[2]

신다.

위일체)와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구별을 놓친 우리들에게
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정통 신학에서 폭넓

우리는 삼일 하나님께서 세 위격이시지만 오직 한 본질이

게 사용된 구별이고, 우리 CRI가 늘 믿고 가르쳐왔던 것이

시라고 말할 수 있다. 위격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본질

다. 그것은 신성한 세 위격의 영원한 본성과 상호 관계, 그

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위격

리고 창조시 그분들의 관계에서 맡은 일시적인(말하자면,

[3]

에서는 셋이나, 본질에서는 모두 하나이시다.

시간과 상황에 따른) 역할의 구별이다.[4]

우리 CRI는 위트니스 리가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을

양태론처럼 들리는 지방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 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방 교회의 신학을 ‘이단

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오래 전부터, 나는 성경이

적’(heretical)인 것으로 분류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 수십

나 정통 신학에서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묘사될 때에는 종

년간 고수한 ‘정도’를 벗어난 것에 관한 신학적 정의에 따

종 양태론처럼 들린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그

라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분류했다. 정도를 벗어난 신학

이면에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의 세 위격의 영원한 본

도 정통 교리를 긍정하지만 나중에는 정통 교리와 모순되

성과 불변하는 관계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

고 타협하며 훼손시키는 확신들을 추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은 양태론이 아니다. 그러나 양태론자들은 존재론적

다만 지방 교회가 두 가지 모순된 명제가 동시에 같은 의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구별을 혼동

미가 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결론을 내렸다.

하고 두 개념을 하나로 섞음으로 경륜적 삼위일체의 특성
을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돌린다.

그러나 오래 전에 우리는 정통 교리 신학에 대한 그들의
분명한 확증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지방 교회와 대화에 임

만일 우리 비평가들이 지방 교회들에 관해 충분히 철저하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비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게 연구하고 대화하면서 주목했더라면, 이 논점에 관한 위

정죄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편치 않았다. 나는

트니스 리의 입장은 보다 분명해졌을 것이다. 그는 많은

양태론자로 분류되는 단체 가운데에는 이렇게 삼위일체

곳에서 본질적/경륜적 삼위일체를 주의깊게 설명했고 삼

론 정통 교리에 대하여 유사한 세부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위일체에 대한 지방 교회들의 관점과 양태론을 뚜렷하게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방 교회의 가르

대조시켰다.

침 중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명확히 밝혀 줄 어떤 것
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러 번 나의 뇌리를

양태론의 오류는 무엇인가? 양태론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스치고 지나갔었다. 그런데 CRI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놓

께서 모두 영원하지 않고 또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

치고 있던 어떤 것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상 이단 대책 분

르친다. 오히려 양태론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심으로 끝

야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모두도 그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났고 아들은 그 영의 오심으로 멈추었다고 주장한다. 양태

이다!

론자들은 신격 안의 세 분이 연속적인 세 단계 안에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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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동시 존

…따라서 영원 과거에 삼일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사랑하

재와 상호 내재를 믿지 않는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신격

시고 미리 정하시고 일하시고 선택하고 계셨다.[7]

의 셋의 동시 존재와 상호 내재를 믿는다. 즉 우리는 아버
지와 아들과 영께서 본질적으로 모두 동시에 같은 상태로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언론 홍보 이사인 크리스 와일

존재하심을 믿는다. 그러나 신성한 경륜에 있어서 그 세

드(Chris Wilde)는 우리의 독자적인 조사 연구가 전적으

분은 연속적인 세 단계에서 각기 역사하시며 나타내신다.

로 맞다고 논평한다. “삼위일체에 관련된 위트니스 리의

그러나 그분들의 경륜적인 역사와 나타나심에 있어서조

가르침에 대한 거의 모든 비평은 삼일 하나님의 경륜적 운

차도 그 셋은 여전히 본질에 있어서 동시 존재하시며 상호

행을 강조한 그의 책에서 일부만을 골라서 떼어 내어 만든

[5]

것이다. 그러한 비평들은 위트니스 리가 그의 저술의 다른

내재 하신다.

부분에서, 그리고 종종 같은 단락에서 충분히 균형을 잡은
위트니스 리는 여기서 양태론에 ‘연대기적’ 양태론과 ‘기능

내용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8]

적’ 양태론이라는 두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기능적 양태론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의 같은 시점에서 세

위트니스 리는 아들을 아버지와 그 영과 동일시하지만, 양

양식이나 역할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음

태론자들처럼 무차별한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질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
위일체 사이에서 위트니스 리가 하고 있는 구별을, 기능적

하나님의 계획과 행정적인 안배와 경륜 안에서, 아버지는

양태론자들은 연대기적 양태론자들이 구별하는 것 이상

첫번째 단계를 취하시고, 아들은 두 번째 단계를 취하시

으로 구별하지 않으려 한다.

며, 그 영은 세 번째 단계를 취하신다. 아버지는 계획하시
고, 아들은 성취하시며, 그 영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에

더 나아가, 삼위일체론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전반적인 가

따라 아들이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신다… 이[아버지의]

르침을 볼 때 위트니스 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구별

계획이 세워진 후, 아들은 이 계획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된 세 의식과 의지의 중심들 또는 사랑의 주체-개체 관계

아버지와 함께 그 영에 의해 성취하셨다(눅 1:35, 마 1:18,

로 영원히 연관된 ‘(복수의) 나들(I’s)’로 보고 있다는 것은

20, 12:28).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아들께서 성취

분명하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30절(‘나와 아버지는

하셨으므로, 그 영은 아들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적용하

하나이니라’)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

시기 위해 세 번째 단계 안에 오시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와

나이시지만, 그분들 사이에는 여전히 ‘나’와 ‘아버지’의 구

함께 적용하신다(요 14:26, 15:26, 고전 15:45하, 고후 3:17).

별이 있다. 우리는 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신성한 경륜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신성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무시한다면 양태론자가 되고 말기 때

한 삼위일체의 신성한 존재, 즉 그분의 영원한 동시 존재

문이다.”라고 썼다.

[6]

그 외에도, 왜 영원(eternity)히 삼일

와 상호 내재는 완전히 보전되고 파괴되지 않는다.[9]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지를 날카로운 통
찰력으로 잘 설명한 글에서 위트니스 리는 아래와 같이 쓰

더 나아가 위트니스 리는, 양태론자들(성부께서 십자가에

고 있다.

서 고난당하셨다는 그들의 암묵적인 믿음 때문에 성부 고
난설 주장자들이라고도 불리던 이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영원 과거에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하고 계셨을 때, 아버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을 때, 아들이 삼일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졌을 때, 그 영도 또한 거기 계셨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두 번째 단계인 성취의 단계에서

분은 영원한 영, 만대(萬代)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아들은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영에 의해 성취하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할 수 없

사도행전 2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의 결정

다. 우리는 또한 영이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된 의결에 의하여 넘겨지셨다고 말한다… 신격의 세 분 사

계획을 이루셨다고도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아들이

이에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 의해 의결이 이뤄졌다…

아버지와 함께 영에 의하여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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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아버

다(가룟 유다가 아닌)가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을 제자들

지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사셨다고 말할 수 없다. 더

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려는지(19

나아가, 우리는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구속

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

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할 수 없으며, 십자가 위에서 흘려

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가리

진 피가 아버지 예수의 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하

킴)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말해야 한다(요일

나타나시리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기보다, 그분과 아버

1:7). 우리는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말할

지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수 없으며,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대답하신다. 이것은

[10]

할 수도 없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내주
하심이다.

그러므로 지방 교회가 아들을 아버지와 그 영과 동일시하
는 것의 대부분은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운행을 말하는 문

그 후 우리는 복음서에서,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일은 한

맥에서이고, 성경에 언급된 유사한 동일시에 근거를 두고

위격을 다른 위격과 동일시 하며, 그러한 동일시는 동일한

있다. 그 예들은 복음서 전반,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있다.

일에서 다른 둘의 포함을 결코 배제하지 않고, 때로 다른
둘 중 하나나 둘 모두가 특별히 그 일과 동일시 되는 것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 안의 세 위격이 구

본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 아들께서 우리의 죄들

원의 역사에서 각기 특별한 역할들을 하는 동안 결코 다른

을 위하여 죽으심, 그 영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과

둘의 활동적인 임재와 참여를 떠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

같은 독특한 역할들은 예외이다.)

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9절).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우리는 또한 종종 서신서들에서 신성한 한 위격이 다른 위

씀과 하신 일 모두에 전적으로 연관되어 계셨다(10절). 예

격들의 구별된 역할과 동일시되는 것을 본다. 다음 인용문

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과 아버지가 다 제자들이 예수

은 지방 교회 측이 풀러 신학교를 위하여 준비한 논문에서

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것이

나온 것으로서 바울의 본문 중 몇 군데를 인용하고 있고,

다(13-14절, 비교 요 15:16).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다

지방 교회 신학에서 동일시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위격들

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제자들을

간의 그러한 동일시를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하기 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로 그 영께서 아들을 분명히 승계

해 위트니스 리나 존경할만한 신학자들 모두의 글에서 폭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영의 일 안에 있는 아들의 분명하고

넓게 인용하고 있다.

도 활동적인 임재가 ‘다’ 있다(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
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앞에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이들

서 그 영께서 아들의 일에 활동적으로 임재하셨던 것과 같

의 체험이며, 우리는 그러한 체험의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다(17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현재-그

15장 45절이나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같은 구절들을 해

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거하심이요”).

석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오시며, 생명 주시는 영 안에서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을 통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이

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시는 것이나 재림을 가리키는

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 중 하나를 인정하더라도,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한 분명한 동일시를 발견하는데, 이

그러한 동일시가 요한복음 14장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의 세 위격의 구별을 제거하는

내가 14장에서 세 위격의 긴밀한 동일시에 대해 말하는 논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 안에서 세 위격이 상호 내재의 방

점을 뒤집지는 못한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식으로 존재하시고 운행하심에 따른 것이다.

성령의 오심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것이 이 대목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서의 주제이다. 그리고 22절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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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aeus), 터툴리안(Tertullian), 어거스틴(Augustine), 그

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언급을 추가해서 소개하는 것이 필

리고 정통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다른 교사들의 글도 정

요하다고 느낀다. 이 주제에 관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

도에서 빗나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그들의 글의

이 전통적인 가르침과 다르다거나 심지어 논쟁의 여지가

다른 부분에는 그들의 정통성을 확증해 주는 균형잡힌 언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위트니스 리 외에도 그와 동

급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위트니스 리 역시

일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이와 같은 균형잡힌 언급들을 하였으나, 그러한 언급들은

사람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제임스 던

그가 이단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물’로 출판된 책자들에서

(James D. G. Dunn)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 우

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그

리 시대에 존경받는 신학자 중 하나로서 위트니스 리가 많

영에 대한 그의 온전한 관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문을

은 주의를 기울였던 성경 구절 중 일부에 대해 아래와 같

제시하고자 한다.

이 말하고 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주이시며 동시에 우리 안

바울은 높여지신 예수를 영적인 존재, 또는 영적인 범위

에 계신 그 영이시다. “지금 주는 영이시니”(고후3:17). 그

나 영역이 아니라 그 영, 곧 성령과 동일시하고 있다. 바울

분은 주님으로서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그 영으로서 우리

에게 있어 내재적 그리스도론은 성령론이며, 믿는 이들의

안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통치권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물

과 머리의 권위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다.

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그 영 제1권 기독론 [Grand

그분이 주님으로서 수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영으로서 우

Rapids, MI: W. B. Eerdmans, 1998] 164-165쪽)

리에게 적용하신다.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95쪽)
지금부터 한 세대 전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위트니스 리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영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호흡

가 삼일성에 관해 자주 인용한 그리피스 토마스(W. H.

이신 그 영에 관한 말씀을 읽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Griffith Thomas) 역시 이러한 신성한 진리의 양면성에 대

수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 영이 구별된다는 것을 믿

해 언급했으며, 그리스도와 그 영의 동일시에 관해 간결하

지 않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와 그 영이 둘이라고 믿지 않

면서도 분명하고 뛰어난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 바 있

는가?” 물론 나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스

다.

도와 그 영이 둘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또 다른 방면인 내
적이고 주관적인 면에서 볼 때 두 번째 보혜사이신 그 영

이러한 진리의 양면 모두를 주의하며 보존하는 것은 필수

은 첫 번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호흡이시다. 따라서 내

적이다. 그리스도와 그 영은 차이가 있으면서도 동일하고,

적인 방면을 조망할 때 그리스도와 그 영은 하나이시다.

동일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아마도 그들의 위격의 특성은

(요한복음 강해 속편 제3권 273쪽)

결코 동일하지 않지만, 그들의 임재는 항상 동일하다고 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일 것이다. (성령

많은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위트니스 리가 그리스도와 그

[Grand Rapids, MI: Kregel, 1986; reprint of The Holy Spirit

영이 구별되신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

of God, 4판, Grand Rapids, MI: W. B. Eerdmans, 1913] 144

다. 그러나 그는, 비록 신학적인 체계화 작업에는 역행하

쪽)

는 것 같지만, 신약 서신서와 같은 목소리로, 자신의 사역
의 커다란 강조점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부활하신 그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아울러

리스도는 종종 생명 주시는 영과 동일시되신다고 이해했

이러한 인용문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와 그 영의 동일시는

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내재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라는 것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

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스웨트(H. B. Swete)도 동일한 사상

영의 동일시에 관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

을 아래와 같이 확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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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은 그분의 일에 있어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

그러나 공개 서한이 제공한 제한된 자료에서조차도, 위트

등하신 것으로 나타나며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

니스 리가 참으로 우려한 것은 삼신론이었음을 분명히 알

는 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자신의 내주하심과 동등한 것

수 있다. 그럼에도, 공개 서한이 이것을 인용하여 위트니

으로 간주된다. ‘영이신 주(the Lord the Spirit, 즉 그분의

스 리가 비정통적인 것을 가르친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

영화롭게 된 생명의 능력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실제로

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개 서한을 작성한 사

동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신약 안에서의 성령 [London,

람들과 서명자들은 참으로 그 영이 믿는 이들 안으로 오실

[11]

New York: Macmillan, 1912], 306쪽)

때 아버지와 아들께서 보좌에 남겨지셨다고 말하고 싶은
가? 참으로 그들은 신격을 ‘분리된’ 세 위격으로 쪼개는 것

우리는 성경이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많은 나타남에서 삼

이 성경의 계시라고 주장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양심적인

위일체의 세 위격을 명백히 동일시하는 것을 보았다. 지방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우려해

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야 한다.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외에도, 상호 내
재 교리(신학자들에게는 ‘상호 침투’(interpenetration)가

지방 교회 측의 입장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더 익숙한 용어임)에는 세 위격의 경륜적인 동일시를 뒷받

들이 신학자 로버트 고벳(Robert Govett)이 ‘신성한 진리의

침하는 삼위일체 안의 존재론적인 토대가 있는데, 이것도

양면성’이라고 부른 원칙을 믿는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역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놓친 것 같다. 이 부분을 이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특성상 양면이 있는데, 그 두 방

한다면, 지방 교회들이 정확하게 언급한, 오늘날 서방 교

면 모두를 충분히 신봉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회 안에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장기적인 길을 이 진리

이다.[13] 이런 이유로 위트니스 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적

가 열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상호 내재 교리로 전진할 것이

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극단적이고 논쟁의 여

나, 먼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다루어야 한다.

지가 있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성경 진리의 한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하나의 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반대 방면(예를 들어, 하나님의 셋의 면)
으로 균형 잡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러한 균형은 종종

균형 잡힌 삼위일체론
복음주의자들이
위트니스 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다른 기회에 잡았다.

우리가 지방 교회들에 관한 공개 서한에서 제시된 인용문

지방 교회 측은 까다로운 서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논쟁적

에서 이미 보았듯이, 위트니스 리는 이미 다음과 같은 문

인 가르침의 미묘한 차이를 좀더 주의깊게 설명할 수 있었

제점들을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좌에 남아 계시고

고, 또 설명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그 영이 믿는 이들 안에 오신다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이

을 비판하는 이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스스로 모순되지는

다. 믿는 이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

않았다. 그들은 신격의 세 위격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영

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배운다. 신격을 이러한 분리된

원토록 ‘구별’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확증해 왔다.

위격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다.”

확실히 할 것은, 위트니스 리는 그의 우려하는 바를 좀더
주의깊게 말해야 했다는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 아들의 이

만일 이러한 말이 아무 차이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이

보인다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격려하신 것이며(요 16:23),

영어 사전이 이 두 용어를 동일하게 정의한다 해도 중요

위트니스 리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자신

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데, 그것은 ‘지방 교회들’이 그 용어

도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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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 헤리티지 사전

CRI

(American Heritage Dictionary-AHD)은 이 두 용어가 형

이들은 다 몇 가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한 걸음씩 물러서야

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상의 차이

한다. 양측은 ‘기우는 것’과 ‘견지하는 것’이 같은 것이 아님

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 교회 측과 일치된 관점이

을 인정해야 한다.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양태

다.

론과 삼신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위트
니스 리의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 균

1. ‘구별(distinct)’에 관한 AHD에 있는 첫 번째(단지 이

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

용례에 적용될 만한) 정의는, ‘다른 모든 것과 쉽게 구

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정리하기 어려운 명제로 존재해왔

별될 수 있는, 따로 따로의’이다.

다. 역사적인 정통 교리에 있어서 동방 정교회는 삼신론쪽
으로 더 기울었고 로마 천주교는 양태론쪽으로 더 기울었

2. ‘분리(separate)’에 관한 AHD의 처음 두 정의는 다 상

지만, 사실 그 누구도 삼위일체론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

대적이다. (a) ‘따로 두거나 유지되는, 분리된’(b) ‘독립

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지방 교회가 양태론쪽으로 기울었

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양태론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그들의 용어로 된 지방 교회들의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 주
의깊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종종 강한 양태론적 어감을

아들이 아버지이시고 그 영이시라는 위트니스 리의 선언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위트니스 리와 그

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많은 비판자들은 이러한 선언

의 동료들이 서방에서 접한 삼신론적 경향에 대한 반응이

을 그가 양태론자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여겼다. 많은 사람

며 또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이다. 실제로 일부 서방

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해할 만한 것이므로 CRI는

신학자들은 현대 복음주의에 대하여 동일한 관찰을 해왔

지방 교회 측에게 그런 선언을 하지 말도록 조언했다. 어

[14]

공개 서한에 연관된 신학자들과 이단 변증가들조차

떤 단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

도 ‘구별’과 ‘분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록 지방 교회 측은 우리의 조언을 무시하지만, ‘중요한 것

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은 진리다.’ 그리고 위트니스 리가 신격 안에서 영원히 구

다.

별된 세 위격의 존재를 확언했을 때, 그는 자신의 참된 신
물론, 서방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완전한 삼신론자들(삼

앙을 고백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삼위일체를 한

위일체가 분리된 세 신으로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

위격이라고 단언했을 때, 그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니

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에 대해 삼신론을

었다. 오히려 그는 어쨌든 ‘위격’(person)이라는 말이 잠재

암시하는 신앙을 모순되게 견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으로 전달하는, 존재의 분리를 내포하는 (삼신론)의 개
념에서 지방 교회 측 신학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신성한 진리의 양면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위트니스 리는, “성경적인 진리를 합당하게 간직하기 위하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위트니스 리는 삼위일체가 구별된

여, 우리는 그 양면을 다 간직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삼일

세 위격으로 이뤄진다고 명백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또 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계시는 양태론과 삼신론이라는 극

른 곳에서는 그가 그러한 용어 사용을 유보하는 듯한 표현

단의 중간에 있다.”라고 가르쳤다.

[15]

위트니스 리가 생각

을 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16]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하기에 지방 교회들은 균형을 유지했지만 복음주의 진영
의 상당수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 양태론자들이 건전

사실상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위격’이

한 삼위일체설을 삼신론으로 해석하고 있듯이 삼신론자

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 왜

들은 건전한 삼위일체설을 양태론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냐하면 ‘세 위격’은 실제로 세 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이다. 이런 요소 때문에 지방 교회들은 그러한 균형잡히지

러므로 그리피스 토마스(그의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는

않은 가르침에 반대하여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다.

그의 책 신학의 원리(The Principles of Theology)에서 신격
의 삼위일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썼다. “위격

이제 이 지점에서 지방 교회 측이나 지방 교회를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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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이라는 말도 가끔식 반대를 당한다. 모든 인간의

CRI

언어가 그러하듯이, 그것이 부적절하고 심지어 의문의 여

위일체의 한 위격만이 아닌 삼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지가 없는 오류라고 비난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확

분”이라는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쓴다.[20]

실히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삼신
론에 이를 것이다.”[17]

성경에는 하나의 분명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의 세 위격이 단일한 신분을 공유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세 위격이라고도 감히 말할 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야훼를 적절하게 ‘그분’이라

없고, 세 위격이 아니라고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

고 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

이 참으로 비밀이기 때문이다.

[18]

이의 영원하고도 경륜적인 구별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등하게 중요한 성경 진리, 즉 그분들이 하나의

이 점에 대해서 이단 변증 분야에 있는 우리는 위트니스

영원한 존재로 구성되어 계신다는 진리를 안전하게 보호

리에게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

하는 것이다. 그분들을 ‘분리된’ 세 위격이라고 말하는 것

지 일반 대중에게 쉽게 소화될 수 있고, 아리우스 주의 (예

은 진리에서 빗나간 위태로운 것이다. 삼위일체의 위격을

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와 양태론 (예를 들어, 오순절 연합

구별하기 위해 ‘분리(separate)’라는 말을 사용해온 우리는

교회)의 오류를 신속하게 배제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삼위

이것을 지적하는 위트니스 리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일체를 정의하고자 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 ‘세 위격 안에 계신 한 하나님’이나 ‘한 본질 안에 계신

이 점에 대해서 위트니스 리의 생각은 작고한 개혁주의 신

세 위격’이라는 간결한 정의만 너무 많이 의존했던 것 같

학자 고네리우스 반 틸(Cornelius Van Til)의 관점과 매우

다.

가깝다. 비록 반 틸이 그의 견해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지
만, 내가 알기로는, 그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은 한 사

삼위일체에 관해 이 말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은

람도 없다. 신학자 필 곤즈(Phil Gons)는 이렇게 쓰고 있다.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영역에 다른 사
람과 분리된 개체가 아닌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평신

양태론과 삼신론을 피하기는 율법주의와 도덕률 폐기론

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단순한 상투적 신앙 고백문

을 피하기만큼이나 어렵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교리

만 제공하고서, 그들이 그들의 생각의 한부분에서라도

를 체계적으로 공식화 할 때의 오류는 (성경보다) 너무 많

삼신론적으로 된다면 우리가 놀랄 수 있는가? 만일 그들

이 말하려 하는 갈망에서 온다. 아마도 반 틸의 접근이 최

중 일부가 더 나아가 휘니아스 데이크(Phineas Dake), 지

상일 것이다. 그는 긴장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미 스와가트(Jimmy Swaggart), 케네트 코풀렌(Ke nneth

두고, 비록 다른 의미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한 위격이

Copeland), 베니 힌(Benny Hinn) 같은 성경 교사들처럼 삼

시자 세 위격이시라고 주장함으로 삼위일체의 완전한 비

신론을 완전히 신봉하게 된다면 우리가 크게 놀랄 수 있는

밀을 유지한다. 반 틸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가?

공유하는 일종의 속성이라는 개념에 맞서 다투고 있다. 반
틸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요한] 후레임(John Frame)

성경은 삼위일체를 그렇게 단순화된 용어로 말하지 않는

이 한 변론은 매우 통찰력이 있다. 반 틸의 체계화 된 교리

다. 신격에 대한 성경 기록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위트니스

는 우리가 양태론이나 삼신론으로 기우는 것을 피하는 데

리의 가르침처럼 분류하기 쉽지 않은 신비한 요소들이 있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one)이시자 셋(three)이시지

다! 예를 들면, 복음주의적인 이단 변증가들은 종종 여호

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하시다(그러므로 모순되지 않는

와의 증인들과 변론을 할 때, 성경이 예수와 여호와를 동

다). 그분이 정확히 어떻게 하나이시자 셋이신지에 대해

일시한다는 것과, 여호와 (또는 야훼)가 하나님 자신의 이

우리는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된다.[21]

름이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들 중에서 성경이 ‘한’ 위격
의 이름을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에 적용한다는 사실을
두고 씨름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는가?[19] 그뿐 아니라 성
경 (그리고 성경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삼

251

외부의 평가

CRI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적으로 성경적인 교리인 상호 내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과
같다. 이와 유사하게, 구별되는 그 영의 행동에 세 분의 분

앞에서 제안한 것처럼, 삼신론의 경향에 대한 최상의 해독

리할 수 없는 유사한 운행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

제는 ‘상호 내재(coinherence)’라는 중요한 성경적 교리를

주는 사례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발견

이해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결코 분리되지 않

된다.

는 이유는 그분들의 본성의 하나가 단지 동일 속성을 공유
하는 것(인간이 속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이상이기 때문

삼일성 안에 세 분의 상호 내재라는 이러한 놀라운 실재가

이다. 그것은 한실체로 존재함과 서로간의 상호 침투를 포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미묘한 차이에 둔감한 조직 신학자들

함한다.

을 때로 난처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자주 위격들을 동일시

풀러 신학교에 제출한 그들의 논문에서, 지방 교회 측은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실재에 대해 모든

상호 내재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상호 내재를 주장하는 그

조직 신학자들이 무감각했던 것은 아니다.

들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
이렇게 본질이 하나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해 준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세 위격이 영존하시고 또한 영원

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의 위격에 관해서는

히 구별되신다는 관점을 확고하게 믿는다. 동시에, 각 위

구별되는 존재이시지만, 그 위격 간에는 상호 왕래(inter

격이 나타나시거나 구별된 움직임을 가지실 때에도 항상

communion)가 있으며, 한 신성한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세 위격 모두가 분리되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구별되게)

내재하시어 한 위격의 고유한 일이 다른 두 위격 중 하나

일하심을 또한 인정한다. 성경이 때로 삼일성의 한 구별된

에게 속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또한 한 위격의 나타남이

위격을 다른 위격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위트니스 리는

다른 위격의 나타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왕

주로 이(상호 내재)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했다.

래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구별
이 그분들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이

셋-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동시에 존재하실 뿐 아니라

러한 상호 왕래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마지막 아

상호 내재하신다. 삼일 하나님에 적용된 ‘상호 내재’라는

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나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용어는 그 셋-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서로 안에 존재하

(“지금 주는 영이시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를 ‘그 영’으

신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주 예수님이 복음서에

로,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칭하는 것을 설명해 준

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다. 거룩한 삼일성의 위격들은 분리된 개체들이 아니다.

14장 10절 외에 14장 20절, 10장 38절, 17장 21, 23절에서도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포함하며, 한 위격의 오심은 다

발견된다. 이 다섯 구절은 모두 아들과 아버지께서 동시에

른 위격들의 오심이다. 그러므로 그 영의 오심은 분명 아

서로 안에 계심을 가리킨다. 이 구절들은 신성한 삼일성이

들의 오심을 포함했다고 보아야 한다.” (A. H. 스트롱, 조

셋인 동시에 하나라는 비밀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구절

직 신학 [Old Tappan, NJ: Revell, 1960, c1907] 332-333쪽)

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42-43쪽)
마찬가지로, 우리는 삼일성의 상호 내재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주어지신 아들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동에서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분리되지 않는 운행을 동반하셨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이로 인해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것이라”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은, 삼일성 안에서

불리신다고 이해한다.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단지 구약

볼 수 있는 명백히 구별되는 행동과 분리할 수 없는 운행

에서 사용한 은유적 표현일 뿐이라고 여겨 그 의미를 축소

의 미묘한 차이를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듯하다. 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아들

는 엄청난 의미를 사장시켜서도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과 아버지께서 상호 내재하시기 때문에, 명백히 구별되는

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구절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들의 행동(“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의 운행

에 대한, 영감으로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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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히려 우리는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아들께

측 자료들을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읽어 보면,

서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영존하시는 아

공개 서한에서 지적한 신학적 오류로 추정된 다른 것들에

버지의 운행이었다고 이해함으로써, 그 구절에 원문 그대

관해서도 정확히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의 충분한 위력을 줄 수 있기 바란다.

[22]

이제는 공개 서한에 인용되었던 위트니스 리의 진술문인
"신격의 전체, 삼일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말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공개 서한의 작성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1]

예를 들어, 아브기안(abuGian)의 ‘지방 교회(회복 교회)의 위

위트니스 리가 성부고난설이 확대된 삼일 하나님(Triune

트니스 리의 가르침’ (베뢰아인의 변증 조사 사역)을 보라.

God) 사상을 가르치면서 아들이 홀로 육체 되신 것은 부

http://www.thebereans.net/arm-wlee.shtml; ‘삼일 하나

인하는 것으로 믿게 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위에

님 교리에 관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서 언급했듯이, 그는 아들만 육신 되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B i b l o c a l i t y , h t t p : //w w w 3 . t e l u s . n e t / t r b r o o k s /

"두 번째 단계"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TeachingsofLC3.html.나 콜린 한센의, ‘이단 변증가들의 재

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쳤다. 그러

고-전의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를 비방하던 이들이 지금은

나 공개 서한에서 인용한 것은 심지어 완전한 문장도 아니

지방 교회들을 승인함’에서 칼빈 바이즈너의 언급들을 보라.

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Bold Bible Teaching, http://www.boldbibleteaching.

그 작성자들은 240개 단어가 들어 있는 단락에서 8개 단

net/watchmanneeandwitness.html.

어만을 뽑아내어 소개함으로써 위트니스 리가 사실상 말
하고자 했던 요점을 독자들이 읽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2]

위트니스 리,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 (2001년 한국복음서원 발
간) 42쪽.

그 단락의 내용은 분명히, 전적으로 삼위일체의 상호내재
를 말하고 있으며, 위트니스 리가 쓴 그 8 단어는 오직 이
런 의미에서 쓴 것이다. 삼위일체는 하나의 존재이므로 어

[3]

위의 책 25쪽.

[4]

‘관계’라고 할 때, 나는 창조주와 보존자와 재판관과 세상의 구

떤 위격도 다른 두 위격의 임재나 관련을 떠나 어디로 가
거나 무엇을 할 수 없다. 저자가 불완전한 문장을 근거로

속주로서의 삼일 하나님의 활동의 각 방면을 의미한다.

기소당할 때, 분별있는 독자라면 그것이 위험 신호임을 알
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더 전진된 조사를 통해 입증된 것
은, 저자가 쓴 본문의 앞뒤 문맥이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5]

위트니스 리, 신약의 결론-하나님 (1991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37-38쪽.

나는 지방 교회가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이단이고 정도에
서 벗어났고 이중적이고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혐의를 벗

[6]

위 책 34쪽.

[7]

위트니스 리,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겨 주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믿는다. 우리
CRI는 지방 교회가 양태론을 믿는다고 잘못 정죄한 사실

(1996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11-12쪽.

을 인정했다. 나는 지방 교회들을 비판하는 다른 복음주의
자들도 편견없이 공정하게 사고하고 정정하는 데 열려 있
다면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되리라 확신한다. 그것은 사사

[8]

크리스 와일드, 몇 가지 핵심 교리적 문제에 관한 위트니스 리

로운 역사들과는 무관하게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의 가르침 중 일부를 제시함 (2005년 10월 풀러 신학교를 위

러므로 지방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죄에 대해 때

하여 준비한 논문 초안) 영문판 2쪽.

로는 논쟁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 그 정죄들 자체를 덜
터무니 없는 것이나 덜 거짓인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며,
복음주의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도달하는 결론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253

외부의 평가

[23]

[9]

위트니스 리, 오늘날 주의 회복의 주요 항목들의 중점 (1994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24쪽.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지방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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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트니스 리, 장로 훈련 제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1994년 한

[20] 예가 가득한 성경에서 신명기 4장 35절-39절을 보라.

국복음서원 발간) 112쪽.
[21] 곤즈, 앞의 인용문.
[11] 풀러 신학교를 위하여 준비한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가르침
에 관한 성명서, 2006년 5월 12-14쪽.
( 이 자 료 는 h t t p : // w w w . l c t e s t i m o n y . o r g /

[22]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가르침들에 관한 성명서 영문판, 911
쪽.

StatementOfTeachings.pdf.에 올려져 있음)
[23] 이단이라는 정죄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정죄에 대하여 대부분
[12] 위트니스 리, 기도 (1990년 한국복음서원 발간) 253-261쪽.

의 다른 단체보다 지방 교회 측이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은
사실 그 정죄들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이단들은 이단이

[13] 와일드, 1. 로버트 고벳의 신성한 진리의 이중성 제5판

라는 정죄 앞에 보다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Haysville, NC: Schoettle Publishing Company, 2003)

그들이 그러한 정죄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을 보라.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이단 정죄보다는
사회적인 평판을 더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

[14] 예를 들면, 웨인 그루뎀, 조직 신학: 성경적 교리 입문 (Grand

이 속해 있는 건전한 정통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 집단으로 정죄

Rapids: Zonder van Publishing House, 1995) 248

받는다면 애통할 것이다. 그것은 그러한 정죄가 사실이 아니기

쪽, 필 곤즈, 당신은 실제로 양태론자인가 (PhilGons.com,

때문이고, 또한 당신이 복음주의적인 감수성으로 반응하기 때

Thoughts on Theology and Technology, 2009년 1

문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은 지방 교회들이 과거에 논쟁

월 19일) http://philgons.com/2008/01/are-you-a-

했던 것들을 좀더 동정어린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practical-modalist/; Rev. 제임스 헤스팅스, M.A., ed., The
Expository Times, 제7권 1895년 10월호1896년 9월호
(Edinburgh: T. and T. Clark, n.d.), 153쪽을 보라.

[15] 위트니스 리, 신약의 결론 메시지 1-20, 29.

[16] 그의 신학이 삼위일체 중심적이었고 양태론을 거절했던 칼 바
르트도 위트니스리가 표현한 것처럼 위격(person)이라는 용
어 사용에 같은 우려를 가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
는 Carl F. H. Henry의 하나님과 계시와 권위 제5권 서 계시
고 머무시는 하나님 제 1편 (Wheaton, IL: Crossway Books,
1982) 184쪽을 보라.

[17] 위트니스 리,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 (1976, 1994년 리빙스트
림 미니스트리 발간) 영문판 32쪽.

[18] 위트니스 리, 계시와 이상 25쪽.

[19] 증거가 될 수 있는 성경 본문은 많이 있지만, 이사야 44장 24
절을 요한복음 1장 3절, 창세기 1장 2절과 비교해 보라. 만일 야
훼 홀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창조에서 작용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아들과 성령 또한 야훼이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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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틀렸었다―
결론, 우리가 틀렸었다

이 기사에서 나는 복음주의 학자들과 이단 변증 사역자들
의 주요 단체들이 가장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지방

1. 진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틀렸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중요한가?

교회들의 해당 방면들을 다루었고 지방 교회들이 엄청난
오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논증했다.

2.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 우리가 오랫동안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

물론, 이단 변증 문헌들은 공개 서한에서 언급된 것들 이

할 만큼 중요한가?

외에 지방 교회들의 신학과 실행의 다른 방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한 것들을 추가로 다루는 것은 이 기사의

3.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연구 영역과 지면을 초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사이에 여전히 많은 문화적인이고 비본질적인 신학적

밝히자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우리 동료 중 일

차이점들이 존재할지라도 한때 우리가 불신하고 분개

부의 추가 비판에 동의한다. (1) 지방 교회들이 인간 본성

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포용할 만큼

에 관하여 삼분설을 취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우

중요한가?

리에게 익숙했던 것보다는 더 신비스럽게 접근하는 것과
(2) 세대주의를 포함한 그들의 해석학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보다 예표론(typology)에 대해 더 사
변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교회들의 가르

이단 변증 단체들은 중대한 기로에 선 것 같다. 증오로 인

침의 이러한 방면 중 정통 교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무것

하여 사역의 결정과 행동이 이뤄지면 모든 사람이 손해이

도 없다. 더구나 지방 교회들의 문헌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다. 복원과 화해, 과거의 죄와 잘못을 기꺼이 자백하는 것

않고 그들의 가르침의 균형잡힌 방면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단 변증 사역은 신약 사역이 아

쓴 비판 기사들에서 우리가 본 사례들은 이러한 다른 교리

니다. 우리는 지극히 좁은 관점을 넘어서, 현 시대에 복음

들의 많은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과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기 위해, 또한 지구상에서 전략
적으로 중요한 곳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활력 있는 사역을

이단 변증 단체들의 많은 회원들이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지원하기 위해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큰 그림

오래 전에 멜튼(Melton)의 공개 서한에 반응한 것과 같은

을 볼 수 있는가? 세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독교

태도로 반응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분명 밀

가 서방에서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제 삼 세계 지역

러는 틀렸어! 내가 시간만 있었으면 이것을 직접 파헤쳐

들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1]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

볼텐데.”

이 번성하고 있는 많은 곳에서는 ‘믿음의 말씀’과 함께 정
도를 벗어난 서방의 유입물들도 번성하고 있으며, 기독교

우리의 기도는 우리 CRI가 지방 교회들에 관해 다룬, 다음

는 이교도의 토속적인 요소의 주입으로 인해 더 많이 변질

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 동일한 항목들에 관해 이단 변증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같은 정도로

단체 전체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일어나고 있지 않고, 특별히 지방 교회에서는 더 그러하
다. 지방 교회는 정통 교리의 보존과 21세기와 그 후까지
의 선교 사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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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실행의 비본질적인 몇몇 문제에 관해 지방 교회들
과 우리 사이에 아직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전에 그들
을 ‘정도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 단체’로 평가했던 것은 우
리가 그들을 올바르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는 절대적인 확
신이 있다. 비록 우리가 여기 서방에서 익숙하게 된 것들
과는 다르지만, 이들은 확실히 믿는 이들의 정통 단체이
다.

엘리옷 밀러는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의 편집장임.

[1]

어떤 이들은 중국을 ‘제 삼 세계’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문을 제
기할지도 모른다. 왜냐면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일본을 대치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2008
년 10월에 CNN 일요일 프로그램인 훼리드 자카리야(Fareed
Zakaria) GPS에서, 중국 국가 주석인 후진타오는 자카리야가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분류한 것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중국은
‘개발도상 국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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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RI의
지방교회측 인도자들과의
방송 대담-전편

사회자: 여기는 미국 북 캐롤라이나 샬롯(Charlotte)

세워진 교회들이 우리 서양인들에 더 할 말이 많을 텐데

입니다. 현재 CRI 대표이신 행크 해나그래프(Hank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들은 그들이 속

Hanegraaff )씨가 진행하는 ‘바이블 엔써 맨’(the Bible

한 사회의 작은 일부분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회를 변화시

Answer Man) 방송 프로그램을 청취하시는 것을 환영합니

키는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 서양 기독교 대중 문화는 기

다.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진리는 아주 중요한 문

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은 그런 미끼를 받아 들입니

제이기 때문 입니다.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녹음

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중국의 핍박 받는 교회로부터

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초대 손

다. 지방 교회측은 수년간 기독교 안에서 분쟁의 중심에

님들인 앤드류 씨와 크리스 와일드 씨로로부터도 배울 것

있어 왔습니다. 오늘 행크씨는 지방교회측 인도자들인 앤

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에

드류 유(Andrew Yu)씨와 크리스 와일드(Chris Wilde)씨

서의 핍박에 관하여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두 분과 지방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오늘

크리스 씨 교회 즉 오늘날의 교회가 중국에서 어떻게 실제

이 특별 프로그램을 위해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Christian

적으로 생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Research Institute)의 행크 해나그래프씨께서 함께 하셨습
니다.

크리스: 먼저, 중국 교회들을 연구하신 분들 대부분 그곳
에서 근대교회가 나타나게 된 시점을 19세기 초반으로 잡
행크: 오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동안 수

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 중국에 복음

년 간 알아 오고 중국도 함께 방문했던 두 분의 귀한 손님

을 가지고 들어간 서양 선교사는 영국 출신의 로버트 모

을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

리슨(Robert Morrison)씨 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인

께 하신 앤드류 씨와 크리스 씨는 핍박 속에 있는 (중국)

16-17세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무렵 중국을 마음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중국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에 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인 출

계신 분들 입니다. 저는 먼저 두 분께 중국에 관하여 여쭤

신답게, 그 당시 영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무역 해로를

봄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관장하고 있던 동인도 회사로 부터 중국으로 가는 배를 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중국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

약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인도 회사는 모리슨의 여행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적 기도의 날을 위한 전

목적을 알게 되자 그에게 선박 제공을 거절하게 됩니다.

담팀’(National Day of Prayer Task Force)의 회장이신 셜리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복음 전파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돕슨(Shirly Dobson) 여사께서 언젠가 저에게 중국의 박해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했고, 또한 그 당시 서양 문화에 민

받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셨을때, 제 안에 문득

감한 중국인들이 이런 행보를 그들의 문화를 위협하는 요

떠올랐던 생각은 나는 중국의 박해 받고 있는 교회들이 우

소로 받아 드릴까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

런 복음활동에 연관되면, 그것이 두 나라 간의 무역거래에

고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생각할수록, 오히려 박해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모리슨의 요청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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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합니다. 하지만 모리슨의 갈망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앤드류: 워치만 니는 1952년에 체포된 후 20년을 감옥에서

그래서 그는 뉴욕으로 건너와서 선장을 설득하여 결국 중

보냈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그분의 사역의 절정이었고 그

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은 17세의

분의 인생의 절정이었지만 주님은 그를 감옥에 넣는 선택

어린 나이에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마카오는 그 당시 중국

을 하셨고 워치만 니는 거기서1972년에 순교했습니다. 그

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서양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러나 그후에도 그의 메세지들과 사역은 계속 보존되었고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인들과 유럽인들 그리고 미국

저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들은 상거래를 할 수 있었던 캔턴(Canton) 시의 아주 일

부모님은 워치만 니의 사역과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지역 외에 중국의 어떤 곳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

제 어머님은 그분의 동역자를 통해 구원 받았고, 사실 제

리슨은 그 지역에 가서 아주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

아버님은 한 때 워치만 니와 동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작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

는 저 자신을 제 2 세대로 여깁니다. 아마 제가 아주 어렸

다.

을 때 그분을 만난 적이 있겠지만, 현재 워치만 니 형제님
을 직접 대면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추
구하기 시작한 후 그분의 저서들에 굉장히 매료되었습니
다. 같은 부류의 다른 책들에서는 거의 발견할수 없는 깊

행크: 그리고 앤드류 씨, 그 당시 중국 문화 전반에 걸쳐 급

이를 거기서 만졌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격하게 변화가 있게 되는 문화 혁명 시대가 있었지요?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사역에 늘 매우 감사해 왔
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저서들을 함께 모
아서 총 62권의 워치만 니 전집을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를 통해서 발간했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직접적인 사역은

앤드류: 예, 그것이 1967년도 였는데 그 당시 온 나라가 먼

중단 되었지만 그분의 책들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

저는 고유한 전통 문화에 대하여 저항했고 그 다음에는 기

었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서 ‘크리스차니티

독교를 반대했습니다. 성경은 불태워졌고, 예배당은 파손

투데이’(Christianity Today)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되고, 기독교 인들은 투옥되었으며,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을 선정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반구에서 유일하게 선정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같은 시련이었고

된 100인 중 한 명이 워치만 니였습니다.

마치 1세기의 로마제국 기간동안에 있었던 핍박과도 유
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는 모두 이런 핍박을 견디었
고, 오늘날 중국에 있는 참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숫
자는 약 8천 만명에서 1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물

행크: 크리스씨, 워치만 니는 그분의 이상을 가감없이 있

론 이 숫자는 등록된 교회와 등록되지 않은 교회 두 곳 모

는 그대로 수행했던 위트니스 리라는 이름의 제자가 있었

두의 성도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 말로

던 것으로 아는데요.

20 세기와 21세기의 진정한 기적이라 고 믿습니다.

크리스: 행크씨 맞습니다. 앤드류 씨가 지적했듯이 워치만
행크: 앤드류 씨, 귀하와 나는 오랜 친구이고 또 당신의 영

니는 20세기 초에 주님에 의해 일으켜 졌고 제가 알기로는

적인 전통과 유업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사실상 1972년에

실제로 1922-23년경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여 정기 간행

중국의 공산당 감옥에서 순교한 워치만 니라는 사람에게

물들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간행물들이 중국 각

로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

처로 확산됨으로 다른 믿는 이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

시지요.

었습니다. 위트니스 리도 중국의 북부 지방에 있을 때 그
분의 정기 간행물 중의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워치
만 니는 중국 남부 후키앤성의 복주 출신이었고 위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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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중국 북부 출신이였는데, 그는 워치만 니가 쓴 한 정

인들을 위한 메세지가 있으므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기 간행물을 신청하여 읽기 시작했을 때 즉시 충격에 빠졌

를 보존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 일을 위트니스 리에게 위임

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앤드류 씨가 발견했던 것과 동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워치만 니의 뜻이 관철되어

한 워치만 니의 영적 독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트니

위트니스 리는 1949년에 몇 명의 성도들과 대만으로 이주

스 리는 그 글이 주님과 함께 수십 년을 동행한 나이가 지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몇 백명의 믿는 이들

긋한 분이 썼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는 워치만

이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거기로 이주했습니다.

니가 자신과 거의 동년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나이 차이는 불과 이년 밖에 안됩니다. 결국 그들은 상해
에서 첫 접촉을 가졌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그 당시 북부
지방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있었

그일이 있은 후 약 1년 반 있다가 두 분은 홍콩에서 있었던

고,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파자로서 교회들을 개척하여 사

집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그 둘

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해에서 워치만 니를 만난 후

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후 바로 위트니스 리는 대만

그는 자신이 워치만 니와 사역을 하나로 합해야 한다는 주

으로 돌아갔고 워치만 니는 중국 본토로 돌아가 앤드류 형

님의 인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부에서의 자신의

제님이 말씀하신대로 1952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버리고 상해로 와서 워치만 니와 함께 동역하기 시

위트니스 리는 1950년대 초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작했습니다. 아마 이 때가 1930년대 초였고, 그들은 참으

그것은 번성했습니다. 초기에 수 만 명이 구원받고 주님께

로 어깨를 맞대고 1949년 공산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함께

이끌렸습니다. 대만 섬 곳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당시 워치만 니는 중국 본토의 정치적

이것은 1960년 대 초에 대만의 개신교 안에서 있었던 괄목

상황에 매우 민감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

할 만한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위트니스 리는 서구

지, 또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 때 따라 올 공산당의 박해에

로 이주하라는 아주 강한 주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1962년

대한 조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모든 사

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람들이 그런 일들이 차후 일어날 것으로 느꼈으리라고 생
각 합니다.
행크: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CRI 사역은 1960년에 시작
되었고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CRI와 지방교회 측은 평행
그래서 워치만 니는 위트니스 리가 그들의 사역물들을 가

선을 달려 왔습니다. 초기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지방교회

지고 중국 본토를 떠나도록 위임 했습니다. 그 당시 상해

측과 그 특징들은 역사적인 기독교계를 정면으로 반대하

복음서원을 통해 출판되던 상당량의 워치만 니 책들이 있

는 것으로 보았고,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줄곧 지방

었음으로 그런 출판 사역이 중국 본토 밖에서 다시 세워지

교회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단

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트니스 리를 대

적인 운동이 서방 교회에게 매우 소극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위트니스 리는 반대하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귀하와 저와 앤드류 씨그리고 지

서 왜 니 형제님은 머물고 나는 가야합니까 라고 물었습니

방교회 내의 다수의 인도자들은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만

다. 워치만 니는 불난 집에서 어머니는 바깥 뜰에 있고 아

나 토론했고, 저는 귀하와 함께 중국에도 갔었고, 그 결과

이들은 아직도 집 안에 있는 비유를 들려주면서 그 아이

이 운동이 신약 기독교 계의 믿을 만한 모습이라는 연구

들의 안전을 위해 워치만 니 자신은 본토에 머물러 있어야

결론을 저는 얻었습니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리 형제님은 그럼 형제님이 머
물면 저도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워치
만 니는 안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 단지 우리 자신이나 중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

저는 지방교회들과 관련하여 과연 어떤 점들이 서방교회

습니다. 워치만 니는 그 사역자료들 안에 전세계 그리스도

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는지, 왜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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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루고, 그후 이 기회를 새로운

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은 흔치 않는 일

차원으로 취하여 일종의 영감들 즉 여러분들의 실행과 원

인데,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CRI와 지방교회측은 종종 적

칙 안에서 서방 교회에게 제안할 수 있는 일종의 동기 부

대시하는 관계로 묘사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입

여들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핍박의

니다.

용광로 속에 있는 이 운동이 제가 서두에 언급 했던 서방
교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갖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
다. 오늘날 서방교회는 점점 문화적 소우주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역

크리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행크씨, 귀하의 말이 맞

이기 보다는 물질주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었고 따라서 종

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지 않

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아닌, 단지

을 수 없군요. 우리의 첫번 만남은 귀하가 여러 해 동안 알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면 그대로 행하는

고 지냈고 또한 우리 쌍방의 친구이기도 했던 씰리 예이

램프의 요정 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

츠(Sealy Yates)씨에 의해서 마련된 자리였지요. 우리는 아

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식탁 위에 놓인 것을 사랑

마 제 생각에 2002년 초에 이렇게 알게 된 특권을 가졌습

함으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의 용광로 속에 있는

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씰리(Sealy) 씨가 우리에게 CRI

중국 교회는 아주 다른 교회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사랑하

측과 행크 씨를 한번 만나보도록 제안했고, 우리가 그렇게

기 때문에 그 곳에 있으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박해

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때 우리는 두렵지는 않았

받고 있는 그 교회들의 원칙들 중 얼마를 배운다면, 우리

지만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의 문화를 바꾸는 주체가 될수 있고, 중국의 그

우리는 그렇게 묘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귀하가 언

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급하신 것처럼 적대관계 내지는 원수 관계의 역사를 가지

판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리는 1세기 때의 교회가 그

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씰리 씨는 귀하와 또한 우

랬고 중국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서로에게

의 문화를 바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을 서로 나누어 본다면, 수

돌아 와서 이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

년 동안의 오해들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

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행크 씨, 그 때 처음 몇
분 동안 인사말이 끝난 후에 우리의 동료 중 한 사람이 그
리스도 인의 믿음의 본질적인 것들 즉 모든 성도들에게 단
번에 전달된 믿음을 구성하는 몇가지 기본적인 것들에 대

[휴식]

한 우리의 이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했는데, 귀
하가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모든 말들을 검토한 후, 이
들이 참된 주 안의 형제들임을 알아 차렸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라는 점을

사회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손님인 지방교회 측의 앤드류

즉각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크 씨 그것은

유 씨와 크리스 와일드 씨 그리고 CRI 대표이신 행크 해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고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프 씨를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기초를 놓는 계기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저
는 그 이야기를 여러번 언급했었고 그 이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났고 이 순간까지 그런 좋은 관계가 발전되
고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크: 저는 앤드류 유 씨와 크리스 와일드 씨와 함께 스튜
디오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지난 5~6년 동안 제가 사랑하
고 감사하게 된 분들이며 오늘 제가 방송 서두에 스튜디오
에 앉아 있을 동안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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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초자료 연구인데, 이런 연구는 우리가 단지 전에 이

니다.

미 전달되어 왔던 정보들을 되 쏟아내는 식이 아니라 실재
로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구는 앤드류 유 씨도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개입해야 하고, 사람들과 만나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들

앤드류: 행크씨, 잘 보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 계

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실제적인 신앙을 찾아내기 시작해

시된 그대로 믿고, 그런 진리를 합당하게 이해하고자 하

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방 기독교계 내의 적지 않은 사람

며, 지난 2천 년동안 신학이 해 온 것들을 지지합니다. 또

들은 지방교회 운동이 삼위일체론을 사실상 부인하거나

한 그런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

거절한다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하와 또 지방교

도 신학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회 운동의 인도직분과 만나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삼

들에게 전달된 신앙은 영 단번에 이뤄진 것이고 결코 변하

위일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는 전통을 붙든다고 결코 말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가 카톨릭과 달리 그들의 믿음을 전통이 아닌 오직

앤드류: 맞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초한다고 하는 그 만큼의 전통을 지지하도록 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분(one)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

시고, 셋 모두는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으시며, 셋은 서

난 2 천 년동안 믿음을 확정해 오셨던 것은 무엇이건, 우리

로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공존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도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모두에게 최종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른 일반 믿는 이들처럼 성경과

권위는 성경입니다.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
습니다. 제가 믿기로 현재 있는 일부 오해의 상당수는 우
리가 말한 것과 우리의 사역물의 본문 중에서 단지 일부만
을 취하고 전체 그림을 갖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

행크: 그것이 최종 중재 재판소이지요. 좋습니다. 저는 어

다. 물론 삼위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셋의 방면과 하나의

떤 곤란한 질문들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그러합

방면이 있으십니다. 만일 누가 그중 어느 한쪽만을 취한다

니다. 지방교회들을 위협적이고 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

면 그 결과는 양태론 또는 삼신론이라는 이단으로 귀결될

람들로 생각하는 서방 크리스챤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독교계 안에서 있어 온 모

분들이 그동안 이런 저런 재판에 관여해 왔고, 사람들은

든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한다면 소송 당할 것을 각오

그것들 중 어느 것과도 무관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크리스 씨는 이 점에 대해

성경에 부합하고 모든 방면의 진리에서 합당하고자 노력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니다.

크리스: 우선 행크씨, 저에게 쉬운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
행크: 제가 지난 5년 이상 지방교회 운동에 관하여 조사 연

고요. 예,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80년 대

구하면서 알게 된 특이한 것중 하나라서 잠시 다뤄보고 싶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사역과 직 간접적으

은 것은 여러분들은 신학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

로 연관이 있는 재판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

다. 여러분에게 신학은 소극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든 사건은 당사자들이 직접 함께 만나서 해결해 보고자하

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교리들을 참되게 이해하기 원하

는 우리의 성실하고 진지한 최선의 노력이 먼저 있었고,

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비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의 신학이나 실행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도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금언에 공감하고 있습

덕하고, 법을 어겼으며, 잔인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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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거짓 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되지 않음으로 우리나 다른 어떤 믿는 이들도 그런 것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달리 해결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될 최종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단

단계에서 이뤄진 것이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시

들의 특징으로 묘사되는 아동 성추행, 사기 행위, 강간, 강

이저에게 호소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법정에 호소하

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등의 사유로 정죄를 당하고 그

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리한

로 인해 가족들이 영향을 받고, 직업에도 영향을 주며, 심

것입니다.

지어 중국에서는 개인의 자유까지 빼앗겨 투옥과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사형 언도를 받는 지경에 가지 이르게 되
면 그 때야 말로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라고 생
각합니다. 우리는 재판을 하기로 했던 결정을 가지고 어느

행크: 그럼 그 재판은 여러분이 돈을 바라거나 아니면 미

날 주님 앞에 서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항상 이것이

국에서 사회적으로든 교리적으로든 지방 교회는 이단이

우리의 어떤 명성을 지키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믿

라고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 큰 손상을 입

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진정한 사역이라는

고, 서방에서 출판된 책이나 잡지 또는 방송으로 인해 박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를 받았기 때문인가요?

행크: 잠시 쉬고 난 후에 그레첸 파산티노(Gretchen
크리스: 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

Passantino)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바이블 앤서

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돈 때

맨’(Bible Answer Man)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중국

문에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 재판 때에는 저

에서의 한 체험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레첸 씨가 쓴 지방

는 없었고 앤드류 형제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저 보다

교회를 비판한 글이 어떤 한 중국 믿는 이의 일생에 직접

더 그 배경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위트리스 리 형제님이

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딸과 약 17년 동안 헤

변호사와 상의 중에 변호사가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얼마

어져 지내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 보상을 요구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위트니스 리는 “아

는 우리가 무엇을 쓰는가 무엇을 말하는냐에 있어서 매우

무 것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손상에 대한 보상금을 원

주의해야 합니다. 근 20년간 ‘바이블 앤서 맨’을 진행해오

하지 않는다. 그것은 관심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도 가끔 어떤 말을 넌지시 내뱉기

가 당황하여 당신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미국 법 제도 상

도 하지만, 방송을 듣는 어떤 이들은 그 말에 따라 일생에

재판을 하려면 뭔가 댓가를 청구해야 한다고 하니까, 위트

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니스 리는 알았다고 하며 그러면 1달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청받

답변했지요. 그러자 변호사는 아니 그게 아니고, 귀하는

고 있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 답변 할 준비를 해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다며 신중히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

야 합니다. ‘바이블 앤서 맨’ 방송은 정치적으로 옳음을 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이 타결되는 것은 그 사건을

장하거나 인기를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 드

해결 할 협상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법

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게 하려면 상
당한 금전적인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요구 액수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지만 80년 대 승소
했을 당시 그 보상 금액이 천백 만불 정도였습니다. 실제

진리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지

로는 그 돈 중 1달러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크리스 와일드 씨

돈 자체는 결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

와 앤드류 유 씨께서 나와주셨는데, 이 분들은 워치만 니

은 돈 때문이거나, 우리의 신념과 교리 또는 가르침이 비

와 그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가 시작한 이 거대한 운동에서

판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교리 문제는 사법 판결의 대상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바이블 앤서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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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운동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잠깐 쉬

CRI 자료들은 지방교회들이 일종의 정도를 벗어난 그리

고 와서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박해에 관한 이야

스도인 운동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위트니스 리의 글이 모

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채널을 돌리지 말아주

순되고, 나쁘게 말하자면 심지어는 ‘이단적’이라고 까지 말

시기 바랍니다.

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방교회 움직임이 이교도
적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썼
던 자료들이 중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
습니다. 잠시 후 이것에 대해 방송에서 함께 나누게 될 그

[휴식]

레첸 파산티노 여사가 앤드류 씨와 같이 중국에 갔었지요.
그리고 귀하는 그녀가 썼던 책자들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한 중국인 그리스도인을 직접 만났을 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현지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사회자: 지방교회측은 기독교계 내에서 수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요. 행크씨가 지방교회 측과 리빙 스트
림 미니스트리 동역자들과 해명을 위한 토론을 계속 이어
나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는 행크 씨와 앤드

앤드류: 네 맞습니다. 지난 삼, 사십 년 동안 일어난 일은

류 유 씨 그리고 크리스 와일드 씨가 나와 계십니다.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변치 않고 항상 성
경만을 믿고 성경이 한 말만을 믿어왔으며,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매우 정통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 때문에
처음으로 이 나라 미국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은 중

행크: 크리스쳔 연구기관(CRI)은 항상 주요한 연구에 관

국에서 그러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의 박해에 대해 이야

여를 해왔는데요, 저는 전에 있었던 ‘세계 하나님의 교

기 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복받치는데, 그레첸

회’(the World Wide Church of God)의 인도자들과의 만

여사께서 박해 현장을 직접보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의 박

남을 기억합니다. 또한, ‘평이한 진리 잡지’(Plain Truth

해 즉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몇 명의 친구들이 실제로 감옥

Magazine)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방송과 설교사역을 통해

에서 순교한 경우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레첸 씨와 제

서 헐버트 암스트롱(Herbert W. Armstrong)의 가르침을

가 중국에 갔을 때 저는 그녀에게 몇명의 친구들을 소개시

따르는 암스트롱주의(Armstrongism)를 분석하는데 관여

켜 주었는데, 그 중의 한 형제는 이단에 연관된 것으로 고

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확실한 이단이라고 정

소를 당해 그의 가족, 특히 6개월이 채 안된 딸과 떨어져

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인

2000년도 까지 무려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

도자들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단이었다가 정통

야만 했습니다. 그 형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딸은 벌써

으로 전향하기까지의 전반에 걸쳐 대화에 관여해 왔고 또

십대를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란 것

지켜본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죠셉 터커(Joseph Tkach)

은 그와 같은 모든 박해받았던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가 쓴 책인 진리에 의한 변화(Transformed by Truth)의 소

에 대해 어떤 분노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개말을 쓰는 특권을 얻기도 했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교

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

회’에 대하여 행했던 기초연구를 지방교회측에게도 했는

아 들였고, 성경 어느 곳에서 말하듯이, 우리 믿는 이들은

데, 우리는 두 교회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상반된 결론에

고난을 받는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고통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 이었던

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지방교회 운동은 사회적 관점으로 보든지 또는 교

것은 저는 그런 직접적인 박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리적 관점으로 보든지 결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CRI 그

그것이 매우 부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공

리고 초기에 월터 마틴(Walter Martin)을 위하여 많은 일

정하게 대우 받고, 오해 받아 온 어떤 것이 있긴 하지만, 우

을 했던 그레첸 파산티노는 과거에도 지방교회들은 사실

리는 그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몸의 머리로서의

상 이교도적 이단이다 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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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위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에서 그레첸 여사는 그녀가 한 일이 앤드류 씨가 설명하셨

생명으로 누릴 수 있고,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

듯이 중국에서 만난 그 형제가 받은 박해에 직접적으로 영

의 몸을 건축하는 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향을 주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 우리가 매우 많이 관심하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 형제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우리 중 몇 사람도 그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
기로 그녀는 테이블을 돌아가서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
고 그의 손을 잡고는, 그에게 17년 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

행크: 크리스 씨, 귀하도 그레첸이 그 투옥되었던 한 형제

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끼며 그 일에 대해 용서

를 만나서 통쾌하게 갈등을 해소할 때 함께 했으니 우리에

받을 수 있겠는지를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매

게 그 때 일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님, 나는 20년 전에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나는 이 일
을 위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매님,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크리스: 되돌아 보건데 저의 30년 이상, 거의 40년 간의 믿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

음생활, 즉 저의 전체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두 세 번 있

순간 거기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었던 가장 통쾌한 일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앤드류 형제님이 언급한 것처럼 그레첸 여사가
CRI 초기에, 자신이 직접 썼거나 또는 돕는 자격으로 참여
했던 문서들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매우 중요한 기
초자료들이 되었고(그들이 어느 정도나 그 저술에 대한

행크: 우리는 여기서 양쪽 모두에 의해 표현된 참된 그리

연구를 수행했던지 간에), 그런 책들은 또 다른 문서들에

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즉 그레첸 파산티노 여사

도 재차 인용되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험스러

는 그리스도와의 실재적인 관계에서 뿐 아니라 사이비 종

운 사이비 종교로 불리는 단계까지 몰아 갔습니다. 그리고

교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녀가 그 관계를 사용한

사실 이런 책들 중의 하나는 우리를 집단자살 소동을 일

실제적인 방면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 왔고, 또한 인생의

으켰던 ‘존스 타운’에 비유함으로서 1980 년대 초기에 우

황금기를 감옥에서 다 보냄으로 자신의 딸이 다 자라도록

리의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귀하가 그 시절 ‘존

그 딸과의 생활과 누림을 잃어버러야 했던 중국의 한 사람

스 타운’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이 모든 것

또한 그러합니다.

을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환경 이었쟎습니까? 중국 방문
시 그레첸 씨는 그녀가 썼거나 또는 자기가 참여한 문서자
료들, 또한 그녀의 이름으로 사실상 출간된 것들에 대한
그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를 원

일은 실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자들 중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기록을 http://www.equip.

어떤 것들 즉 매우 선동적인 것이고 극단적인 언급이 들어

org 에 올려 놓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크리스 씨와

있는 것들은 이미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1980년대 초기에

앤드류 씨의 대화의 나머지 부분을 청취할 수 있을 것입니

중국으로 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정부 내의

다. 이제 마무리 한후 서방의 기독교가 종종 지방교회 측

어떤 인사들은 미등록 가정교회 그룹들을 박해하는데 도

을 사이비로 보는 근거로 삼는 그 특이한 실행들에 대해

움이 되는 증거로 사용하려고 그 자료들을 입수했습니다.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앤드류 씨 귀측은 성도

이 책자들은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들에게 집회에서 신언하는 것을 가르치지요. 그것은 교회

예시해 주고, 그들이 위험하고 악한 사이비 종교라고 말

의 진리로 볼 때, 영적인 정확성의 면에 있어서 그리 좋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들을 소탕해 버릴 필요성에 대

처방이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한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 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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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글쎄요. 우리는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교

이 그들 단체 구성원들을 다른 의식 상태로 빠져 들게 하

회를 건축하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는 사실과

신언하라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제가 전에 말씀드

는 크게 다른 것이지요.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네요. 크리

린 것처럼, 첫째로 믿는 이들은 다만 구원받았을 뿐 아니

스 씨 런던에서 이곳까지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캘리포니

라 그들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생명으로 체

아에서 오신 앤드류 씨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고, 둘
째로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대로
그 지방교회 즉 그 지방적인 집회의 실제적인 나타남인 그
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

앤드류: 행크씨,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더욱 뛰어난 은사인 신언

서는 영광이었습니다.

(Prphesy)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고전 14:1).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언’(Prophesy)이라는 표
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예언하는 것, 즉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언이라는

크리스: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내고,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을 말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교회 안에서 수동적인
지체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

행크: 네, 이제 ‘바이블 앤서맨’(Bible Answer Man) 이번

내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말해 내라고 권면할 때의 신언에

회 방송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인터넷 웹싸이트 주소인

대한 바른 의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신언은 교

http://www.equip.org에 가셔서 제 인터뷰의 남은 부분(약

회를 건축합니다(고전14:4).

10쪽 분량 가량)을 마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크: 자 우리가 여기서 언어의 장벽을 좀 제거하기를

- 라디오 방송 저작권 관련 -

배워야만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신언하는

© Copyright 2008, Oneplace.com. All rights reserved

것’(prophesying)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귀하가 성

© Copyright 2008, equip.org. All rights reserved

도들에게 미래의 일에 대하여 예언하라는 뜻이 아니라 고
린도 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권면
하고, 장비시켜 주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지요.

‘바이블 앤서맨’(BAM) 방송을 위해 할애 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앤드류 씨와 크리
스 씨와 함께 종종 서구 사회에서 지방교회 운동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보다 특징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http://www.equip.org을 방문하시면
들으 실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기
도로 말씀 먹기’(pray-reading) 같은 실행이 지방교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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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RI의
지방교회측 인도자들과의
방송 대담-후편

사회자: 지방교회들과 관련된 이러한 추가 자료를 위하

해 분열이라고 말했던 범주에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입

여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바이

니다. 귀하도 알고 있듯이 그들 중 일부는 베드로에게 속

블 앤써맨’(Bible Answer Man) 방송 후에 녹음된 것입니

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고, 어떤 사

다. 행크 씨는 지금 지방 교회측 인도자인 앤드류 유 씨와

람은 심지어 분파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이 그리스도께 속

크리스 와일드 씨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

했다 고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을 다

블 앤써맨’ 프로그램 진행자이신 행크 해나그래프(Hank

른 이들로부터 별도로 분리시키는 태도에서 파생된 것이

Hanegraaff)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요.

행크: 지난 생방송에서 우리는 지방교회 운동에 관한 몇

행크: 배타주의이지요.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화
중에 일관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그리고 지방교회 운동인데, 그것을 ‘지방교회’라고 불러
야 합니까? 아니면 ‘지방교회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

크리스: 그렇습니다. 배타주의입니다. 지방적 교회 또는

은가요? 귀하가 소속된 전통에 따르면 둘 중 어떤 것이 이

지방교회들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배타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표현인가요?

반 작용이고, 교회는 하나이고, 우주적으로 하나이며, 우
주적인 방면에서는 어떤 경계선도 없고, 1세기 이후의 모
든 믿는 이들이 한 몸 즉 “우주적인 한 교회의 지체들”이
라는 이론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원칙으로 인정하고 받아

크리스: 그것은 늘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들이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기억하기로는 이 프로그램 서두에서 행크씨가 중국의 초

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교회가 땅, 달리 말하자

기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흔히 사용되던 표현을 썼었는데,

면 시간과 공간을 만났을 때, 본질에 있어서는 변한 것이

그것은 워치만 니가 ‘작은 무리’(the little flock) 운동을 설

없이 여전히 하나이지만 지리적인 관점에서 땅을 만나게

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크씨가 무엇을 말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믿는 이들

자 하시는지 알고 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예외가 없습

을 참되게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지리적인 것 뿐

니다. 그러나 가장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도 워치만

입니다. 워치만 니는 이것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

니라도 귀하의 그런 언급에 대하여 아마 교정하려고 했을

냈고 그것을 그의 저술들과 글들에서 발전시키다가 1930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귀하가 ‘작은 무리’ 또는 ‘지방교

년대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생활’(The Normal

회’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키는 특징을 갖는 어

Christian Church Lif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고, 후에 ‘교

떤 이름’을 취한다면, 즉 ‘나는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회의 길’(Further Talks on the Church Life) 이라는 책도 펴

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초기에 고린도 교회에 관

냈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인정 되는 유일한 분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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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인 것’ 이라는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에

희의 교회론 즉 교회가 무엇인가 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

베소에 있는 교회’(the Church in Ephesus), ‘서머나에 있는

고 보셔도 좋습니다.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등이
있게 됩니다. 즉 교회의 범위가 믿는 이들이 사는 도시의
경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또한 귀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 2, 3장의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처럼, 한 지역

행크: 귀하가 교회론 심지어 종말론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

(region)이나 도(道)를 가리킬 때는 ‘교회들’ (복수)이라 불

습니다. 귀하와 제가 토론한 영역이 많이 있었는데 일치

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이들은 지방적으로 하나였습

된 의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종말론을 갖

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지방교회’는 대문자 L과 C (Local

고 있지는 않지만, 철이 철을 다듬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Church)가 아니고 소문자 l과 c (local church) 입니다.

많이 나눴고 우리가 불일치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본
질적인 교리가 아니라 비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
니다. 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일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

행크: 이것은 정말 흥미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왜냐하

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신 부활을 믿고, 믿는 이들의 육신의

면, 앤드류 씨, 지방 교회들에 대한 주된 비판들 중 하나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할 때, 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만이 어떤 지방 안에서 그리스도

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인격 안에 계시되

의 실재적이고 옳바른 동일시 내지는 표현이고, 어떤 이가

신 한 하나님(0ne God)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지방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the Church)의

의 육체되심 또는 믿는 이들의 재-창조에 관하여 말할 때,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인 이유는 그들이 다
른 의, 즉 율법을 지킴에서 나온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로 인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종말론 즉 우리의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사실에 관하여

앤드류: 저희는 우리가 ‘그 유일한 교회’의 일부라고는 말

말할 때 우리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

하겠지만, 우리가 '유일한 그 교회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들에 대해 우리는 일치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본질적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심지어 천주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

인 것들에 대한 표현 방법에는 차이점들이 있을지 모르나,

류의 기독교 단체들 안에도 참된 믿는 이들이 있음을 인정

우리는 그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확고합니다. 그러한

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뿐인 참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

본질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의 왕국과 이단의 왕국 사이의

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비 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 활기있

하나의 그룹으로서 우리는 그 유일하고 참되고 진정한 한

게 논쟁하지만 그런 것들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하고, 합당하며, 참되고, 영적인 표현이 되고자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 있는 사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알

람들에게도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직함

고자 하는데, 그것은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

과 진리의 영 안에서 그들과 대화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하나의 영적인 교회 즉 그리스

우리가 비록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

도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런 교회

의 믿음을 잘못 전달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의 간증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지방들 안
에서 유지하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단지 침례나 머리에 수건 쓰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교
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교회가 예

이제 다시 지방 교회들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에는 비록 동의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들

침례를 주장하는 교회 또는 어떤 특별한 교리나 가르침을

에 대하여 우리는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지방 교

주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귀하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저

회 운동, 특히 환 태평양 국가들에 속한 지방교회 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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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가 체험한 것 중에 아주 흥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크리스: 네, 그렇습니다. 귀하가 앞에서 언급하셨던 고린

는 거기에 서양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가치있는 기여를

도 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신언할수 있

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

다’(all can prophesy)고 한 그 문제로 잠시 되돌아가 보도

러분이 하고 있는 실행 중에 하나는 ‘말씀을 기도로 읽는

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실행은 워치만 니가 초기에

것’(pray-reading)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깊이 위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보았고, 실행

하거나 최소한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온 것은, 지방 교회

하기를 원했고, 또 실행하려고 시도도 했으나 실패했습니

운동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성도들을 ‘최면 상태’(an

다. 그 당시 중국 내에서의 워치만 니의 사역기간 동안에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에 빠지게 하여 그들이 실재

는 결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상과 부담이

와의 접촉을 끊게 하고 결국 기이한 것들 또는 심지어 단

위트니스 리에게 전달 되었는데 그도 그것을 다시 실행해

지 현세의 것들을 믿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자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

들은 더 이상 비평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자신

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제 생각에 이것이 정

들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제 그들은 어떻

말 핵심입니다만, 믿는 이들 개개인이 말씀을 통해 체험가

게 돌아가든 체험만을 중시하는 종교 형태 속에 있게 된다

운데 주님과 진정한 접촉을 갖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하나

고들 말합니다. 저는 런던과 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여러

님을 위해 혹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

분들의 집회에 직접 가서 본 후,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에

에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질

대한 위와 같은 비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일어나서 무언가를 말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을 기도로 읽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행은 사람들을 최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과는 아무

참된 공급은 믿는 이들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매일 말

상관도 없었고 오히려 정 반대였습니다. ‘기도로 말씀 읽

씀 앞으로 나아오는 실행과 훈련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기’는 무엇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만 지적 능력을 사용하거나 공부하는 방식이 아
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계시
된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훈련하도록 기
도로 말씀을 읽으며 모든 기도와 함께 말씀을 취하는 것에

크리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prayreading)은 궁극적으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기도로 읽는

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살아 계신 주님 즉 그리스도의

실행이 시작되었고 위트니스 리는 이런 실행을 신언을 위

산 영을 접촉하기 위하여 참되게 나아오는 우리 모두를 돕

한 하나의 도구로 보았던 것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맞서

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로

싸워야 할 것도 아니며 그것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부터 어떤 식으로든 동떨어진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하기

분리되어야 할 것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의 또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체험적인 어떤

다른 실행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이들을 말씀과

관계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는데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성경과 연관된 체험과 관계이어야 한다는 점도 똑같이 중

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저런, 저 사람들은 훈련이 안되었

요합니다.

군,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온전히 장비되고 온전케 되는 길입니다.

행크: 마치 명상과도 같군요. 동양의 명상은 목표 지향적
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생각을 비웁니다. 그리스도인

행크: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앤드류 씨, 어느 면에서 명상

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하

은 성경을 호흡해 들임과 효과적인 기도생활 사이에 연결

는 ‘기도로 말씀 읽기’도 원칙적으로 같은 것이군요. 즉 그

고리가 빠진 것이지요.

것은 항상 성경과 연관되게 하는 것이군요.

268

외부의 평가

CRI

앤드류: 그렇습니다. 귀하가 기도로 말씀 먹기를 고려하

행크: 저는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어서 잠시 동안 환태평

실 때, 다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기도이고 또한 말씀 읽기

양 지역의 나라들 안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

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다만

습니다. 제가 중국과 한국에 머물렀을 때 느꼈던 것은 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임을 반

양권에 있는 교회들이 동양권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배울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살아있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 속에서도 착실히 전진한

는 접촉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치

교회의 성장은 많은 때 사역의 일에 있어서 몸의 지체들

신문 읽듯이 하지 않고 세워주기 위하여 읽고, 우리의 영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일부 무대 연출자들

이 공급을 받기 위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인 서양권에 있는 우리들

말씀 읽기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에게 오늘날 무엇인가 말해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스도인들이 실행해 온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리고 제가 동양권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지체들 간의 상

지난 과거에 위대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 읽는

호 목양과 몸의 사역을 주시해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앤드

것과 기도의 영을 함께 섞는 이러한 실행에 대한 사례들을

류 씨, 다음 세대에는 환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서방 세

열거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우리의 기도

계로 선교사를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탄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것은 아주 뛰어난 방법입니
다. 저는 사실 그리스도를 참되게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매일 이 방법을 실행할 것을 권유하며 추천하고 싶습니다.

앤드류: 저는 동양권 안에서 교회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든

제가 성경을 이러한 방법으로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말씀

지 몸 전체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생

이 나에게 매우 살아있게 되었음을 발견했던 것을 기억합

각하기로는 한 30년 전쯤 부터 우리들 안에서 전해 내려

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

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속 생명은 그의

하는 기능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서 최면 상태에 들어간 것

일상 생활을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

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완

스도인답게 사는 매일의 삶은 곧 교회 생활을 위함이라는

전히 인식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저에게 더욱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위하여 속 생명

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사람을 만나거나

을 소유해야 하고, 그러한 개개인의 일상 생활은 교회 생

교회 집회에 올 때 무언가 할 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

활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노

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력할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위원회와

고 느끼거나 하나님에 대해 아무 할 말도 없게 되는 한 이

의장과 그런 것들을 조직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흘려 내보내기 전에 먼저 자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각각의 세포 또는 지체들

신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성경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을 살아 있게 하고, 영 안에 있게 하고, 주님과 하나되게 함

서 두 제자에게 열렸고 그후 그들이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

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그들은 우리가 말

을 때 많은 할 말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는 매일 아침 부흥되고 매일 이기는 합당한 생활을 날마

렇게 열려야 합니다. 그들이 일단 그들과 집회를 시작했을

다 가져야만 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때,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열어 주셨는지

주님을 접촉해야 하고 새창조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에 대하여 자신들의 체험을 신언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들은 날마다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그

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원천이신 그리스도 그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교회생활 뿐 아니라 각자의 개

분 자신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인 생활 안에서도 진보하게 하는데 매우 건강하고, 세워주

와 기도로 말씀읽기와 주님을 부르는 것과 날마다 영 안에

며, 영양분이 있는 체험일 것입니다.

서 행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이지요. 이것이 우리
가 신언할 수 있고, 교회의 모임들과 봉사를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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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해지면, 거의 대부분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

자신들의 믿음의 방향대로 추구하도록 허락해 왔습니다.

문에 제도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조직화된 종교가 꼭 필요
로 하는 많은 외적인 번잡한 절차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
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또 다른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에베소서 4장에 따라 성도들을 장

행크: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현재 중

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신학교나 성경학

국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교로 보내어 소수만을 온전케 하는 식이 아니고, 모든 성

이었습니다. 중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

도들을 장비시켜 그들 모두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

은 오늘날 중국이 실제로 어떠한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기는 삶이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한 단지 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하이에 가면 오천 개의 고층 빌딩을

사방면 만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 방면에서도 모든 성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뉴욕은 사백 개 정도의

들이 이런 식으로 장비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상하이는 마치 스테로이드를 먹은

부담이자 열망이고 도전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의 성장

뉴욕처럼 보입니다.

도 그 영과 분리되거나 격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
은 말씀과도 분리될 수 없지요.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귀하
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생활의 전체적인 강조점이

크리스: 예, 저도 행크 씨가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

자 요점입니다.

다. 중국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해왔는지 그 일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중국은 올림픽 경
기를 계기로 외부 세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
는지를 보다 정확한 그림으로 제시하려는 것 같습니다. 물

행크: 앤드류 씨, 청취자들이 중국의 정세를 이해할 수 있

론 행크씨도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도 우리가 방문했던

도록 좀 도와 주시지요. 중국 내에서 등록된 교회와 지하

도시들은 매우 도시화된 동부 연안에 위치했습니다만, 중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오늘날 그러한 호칭이 적절한

국 내륙 지방은 매우 낙후된 농촌 지역이며, 상하이와 북

것인지요?

경, 그리고 몇몇 거대하게 현대화된 도시들에서 우리가 본
것과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현대화된 도시들은 마
치 다른 별에 있는 도시같습니다. 상하이는 많은 면에서
너무나 현대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미래 도시화 되

앤드류: 역사적으로 볼 때,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 있어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중국 자

왜냐하면 정부 당국은 공인된 교회만을 인정하였었고, 공

체적으로는 연안 지역의 도시화와 최근 지진으로 여러분

인되지 않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불법이 되어 박해를 받았

이 알게 되었듯이 많은 내륙 지방에서는 여전히 가난과 저

습니다. 지금도 조직이나 그 이름에 있어서 여전히 차이

개발된 상태가 존재함으로 이러한 양 극단을 어떻게 조화

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차이점들은 갈수록 점점 흐

시킬 것인가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면

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로 중국 정부는

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이 있으며, 거기에서 인류

모든 종류의 종교적 활동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점점 온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진

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여전히 차이

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러한 변화를 따라잡기 위

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는 삼자교회로서 정부 당국

해 고심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 사람들 안에서도 내적인

에 등록된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기독교

상 등록되지 않은 교회 중 일부는 등록된 교회들처럼 자유

계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롭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교회들 중 일부는

는 이것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것같습니다. 왜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의 경험을 빌려다가 활용하기도 합

냐하면 여전히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많은

니다. 정부 당국도 특별한 정치적인 간섭없이 양측 모두가

지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체포되는 사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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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은 변하고 있다 라

그러나 중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빠르게

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비록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의

드러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1990년

하나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

에 보았던 (구)소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종류의 변화

고 경제와 종교와 믿음 이 모든 것이 함께 갑니다. 그러한

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매우 빠르고 예상할 수 없게 일

측면에서 저는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저는 하

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변화 뒤에 계신 하나님

나님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궁

의 손길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 중국에

극적으로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얼마나 빨리 중국의 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
다. 물론 우리는 모르더라도 누군가는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크: 제가 중국에서 가졌던 귀한 체험들 중 하나는 중국
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음성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기회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크: 많은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흥미
로운 것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왜 그렇게 기독교계를 의
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시간을 거슬러 아편 전쟁을 이야기해 볼까요.

앤드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
하게 될 때 그런 환경이 오히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사랑
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저런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는 행크씨를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앤드류: 아편 전쟁은 중국인들에게는 커다란 고통이었습

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 있어서 그처럼 하나님 말

니다. 그것은 19세기 내내 서양이 어떻게 중국을 침략하여

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하며

식민지화 하고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에서 이득을 취했는

정말 기뻐했었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에 정말 감

지를 말해줍니다. 아편 전쟁은 중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

동되었었습니다. 행크씨께서도 약자표기 쓰시는 것을 아

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선교 활동이 그러한 제국주의적

주 좋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기업활동과 복잡하게 뒤섞이는 바람에, 20세기 초에 중국

약어표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에스알피(PSRP)’라

에서 일어난 젊은 공산주의자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은

고 부릅니다.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간결하

제국주의의 도구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서양에서 들어오

게 정리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는 ‘기도

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오하는 국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로 말씀을 읽기(Prayreading)’를, S는 ‘말씀 추구(Studying)’

여러분이 이러한 점을 이해한다면, 외국 것에 의해 중국이

를, R은 ‘말씀 암송(Reciting)’을 그리고 P는 ‘신언(申言)하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기(Prophesying)’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피에스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할리우드와 자본주의가 중국을

피’(PSRP)는 음식을 섭취하는 전 과정과 같습니다. 즉 처

침식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는 다만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음에 우리는 우선 음식을 잘 씹어 삼키고, 다음에는 그것

생각하는 실용적인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을 우리 안에서 섭취되고 동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그런 두려움은 그다지 크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

는 먼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그것이 우리 영 안에 들

나 저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

어가게 하고, 그후 그 말씀들을 연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말

생각과 이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저는 지금 저의 한계를 조

렇게 이해된 말씀들을 암기해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게

금 넘어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관심은 사실 교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내면화 된 말씀들을 신언(申

회에게 있고 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言)으로 말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해 내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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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말로 표현함이 없이는 그것은 참된 우리 것이 아닙니

행크: 물론 그리스도를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과 대체시

다. 그러므로 모든 실행과 집회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피

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태의 일종이지요. 제 말씀은,

에스알피’를 하도록 격려하고 강조합니다. 저는 행크씨도

가령 몰몬교 같은 이단이라면 불가피하게 조셉 스미스

다른 사람이 말씀 암송하는 것을 잘 도와 주시는 것으로

(Joseph Smith) 란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으로 우상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런 실행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앤드류: 정말 그렇습니다.
행크: 우리가 지방 교회 또는 주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부득불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책들을 떠올리지 않
을 수 없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들 중 하나는 위트니스 리의 글들이 오늘날 각지 지방

행크: 심지어 그들은 조셉 스미스가 (장차 올) 심판에도 관

교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점이 아닐까 싶습

여할 것으로 이야기 합니다.

니다.

앤드류: 맞습니다.
앤드류: 우리는 워치만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책들을 읽습니다만, 또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책들도 읽
습니다. 우리는 워치만 니 형제님의 사역을 사랑하고 또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사역을 사랑하며, 저는 제가 그분들

행크: 이것은 귀하가 주의 회복 운동의 태동기에 관련되었

의 제자이고 그분들께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숨기지 않

던 사람들과 함께 가졌던 지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습니다.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면에서 배타적

회복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서방 기독교계 다수에게 특히

이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들 중 누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이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계심을 갖

책을 읽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언젠가 우리가

게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레스토랑에 있었을 때 제가 이 점을 그레첸 여사에게 설명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교회는 지구 상의 믿음 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에서 존재하기를 그쳤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는 문제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왜냐하면 그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기를 그쳤던 교회를 회복하는 문제

저의 스승이었고 성경 진리를 제게 열어 보여 주셨습니다.

이다’ 라고 조셉스미스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인듯 한 인상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단체에 있는 그들의 스승을 존

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회복 운동에 대해서 말할

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머

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진리들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리되심을 그런 것으로 대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늘을

도는 영원토록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

갖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 있게 된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주 존
경하는 워치만 니 형제님과 위트니스 리 형제님 조차도 우
리 마음 속에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을 주재하시는 그리스
도와는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

크리스: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른 사람들에게 제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을 따른다고 말함

귀하와 CRI의 다른 분들과 모임을 갖게된 계기들 중에 하

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안에 뛰어 들어 그것을 풀어 가고
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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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이야기를 풀어보자는 것이지요.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된 참된 그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보다 더 전진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예 맞습니다. 귀하가 이미 조셉 스미스를 그 전형
적인 예로 제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나 의미
하지 않는 것들이 잘못 이해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을

앤드류: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

늘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는 풀러신학교 분들과 대화했고 그중에 재침례교 배경을

의 이해로는,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주의 회

가진 하워드 로웬(Howard Loewen)박사는 자신은 우리가

복이 1922년 워치만 니에 의해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의미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

가 아닙니다. 주의 회복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신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 속에서 한 때 잃어버렸던

약간 모호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 역사에서 모든 진

진리의 어떤 방면들을 자신들이 회복하고 있다고 믿고 있

리들이 암흑시대를 거치는 동안, 교황 제도나 기타의 것들

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침례교와 형제회도 물론 거기에

의 남용으로 인해 희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상태가

포함됩니다. 물론 워치만 니도 수 많은 형제회의 책들을

결국 마르틴 루터가 근본진리인 이신칭의의 기본적이고

읽었는데, 그는 형제회가 교회 전체가 하락의 상태에 떨어

중요한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으켜질 때까지 계속되었

졌고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서

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았습
니다. 워치만 니의 가르침들 중 일부는 그 안에 포함된 그
런 메시지들이 담겨있습니다. 크리스 형제님이 말했던 것
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마치

행크: 비록 교회의 존재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말

한 흐름이나 하나의 강처럼 그분의 소유하고 계신 것 위에

이지요.

끊임없이 건축하고 계시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회복이다’ 라
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다 라고 했을 때 그것
이 우리가 그 유일한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크리스: 당연히 교회가 존재를 중단하게 된 적은 없습니

같습니다. 즉 우리가 주의 회복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 그러나 성경의 빛은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흐려졌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

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특별하게 회복의 일을 시작 하셨습

닙니다.

니다. 귀하가 그 때가 시작이라고 말하든지 혹은 그 사람
이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점은 모
든 성경의 빛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빛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고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

행크: 그러니까 귀하는 역사적 교회가 존재하기를 그쳤다

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진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

가 1922년에 재차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

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판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

니라는 뜻인가요?

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회복은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주의 종에 의해 시작되거나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
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지난 500년
동안 중요한 항목들을 조금씩 회복하셨는데, 귀하도 아시

앤드류: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는 것처럼 그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의 진리, 실행, 이해, 빛
비춤들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이 길
을 갔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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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귀하는 여러분들만 회복의 과정에 독점적으로 연관

니다만 그들은 CRI가 입장을 바꾸었고, 대화가 진행되고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참된 신약 교

있다는 것을 듣고 귀하에게 질문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회로 되 돌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요?

귀하가 교회에 관한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 동료 중
한 분으로부터 우리의 대화 중에 들었던 어떤 부분을 인용
하셨는데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 유일
한 교회’(the only Church)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

앤드류: 맞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그러한 흐름의 일부라

리는 ‘다만 교회다’(only the Church)라고 말한 것입니다.

는 것, 즉 우리가 늘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흐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행크: 둘 사이에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지요.

행크: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의 다른 표현들 안
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계십니다. 즉 감리교단 내에
도 참된 믿는 이들이 있고, 로마 천주교 내에도 예수님을

크리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

유일한 길로 믿는 참된 믿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genuine), 그리스도에게서 난 그 어떤 사람도 배제시
키지 않습니다.

앤드류: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 중
일부입니다. 귀하도 아시듯이, 그리스도의 몸에 적극적으

행크: 그리고 거듭말하건대, 참되게(genuine)라는 말은 본

로 공헌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회복의 일부

질적인 교리에 해당되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

입니다.

다.

행크: 그러니까 귀하는 여러분 자신들만 교회라고 배타적

크리스: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교리, 참되게

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 귀하는 여러분 자신

(Genuine)라는 말은 그들이 우리 (지방 교회)와 함께 모이

들만 기독교의 유일한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지요?

거나 우리에게 동의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더 넓은 부분을 보고, 또한 그
러한 더 큰 몸과도 교제하고 교류하기를 바라는 것인가요?

행크: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통일성을, 비 본
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금언으
앤드류: 그렇습니다.

로 마무리 할 수 있겠지요.

크리스: 제가 듣기로 행크씨, 귀하가 어느 날 방송 중에 귀

크리스: 사랑입니다.

하의 프로그램을 듣고 누군가가 전화로 우리에 대하여 질
문했고 분명히 그들은 귀하가 한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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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크리스씨, 저는 지방교회 운동이 신약 기독교계의

우리 자신들 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유익을 얻을

진정한 표현이라고 굳게 믿기때문에 여러분을 지지함으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소들과 항목들이

로 다소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방교회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

운동 내에서 만났던 여러분들의 아내들과 그 밖의 사람들

는 기도로 말씀 읽기에 대하여 앤드류 형제님이 설명하고

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참된 형제들이라고 저는 확신

간증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오늘

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방교회 운동이 단지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 자체를 광고하자고 여기에 있는 것이

나 교리적으로나 결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

아니라, 전체 몸에게 기여할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니라 더 나아가 극심한 박해의 용광로 속에 있는 이 운동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배워야

이 서방 기독교계에게 기여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
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론, 우리의 교회관련 실행, 우리가 어떻
게 교회를 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가르
크리스: 아시겠지만 행크씨, 귀하의 말이 맞습니다. 귀하

침은 어떤지 등을 대화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저 혼자 말이

는 분명한 입장을 이미 취하셨고 그로 인해 다소 곤란한

고 그 밖에 다른 분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방송 서두에서 말했던 그레

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가지

첸 여사도 그러 하십니다. 홍콩에서 한 성경 심포지엄이

고 계신 성경적이고 참된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있었는데, 그레첸 여사가 대부분의 청중들이 신학자들, 신

우리 마음 안에서 또 실제 행동 안에서 그런 우리가 믿는

학교 교수들, 강사들, 홍콩에 있는 개신교 전체 교단 대표

수준에까지 미치치 못할 때, 그 때는 우리도 비평하는 사

들로 이뤄진 수백명 앞에 서서 그 이야기를 인정했습니다.

람과 마찬가지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제 말은 그들(부부)이 그런 일에 관련이 있었고 지방교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듯이

측을 비난했던 그런 과거의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

그것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계속 전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귀하와 그레첸 여사 그리고 우리가 지

합니다.

난 수년 동안 만났던 다른 많은 분들이 하신 그런 지지하
는 유형의 말들은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할 바른 것이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제가 지난 수년동
안 관련되어 해 왔던 많은 일들, 즉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

행크: 앤드류 형제님, 방금 크리스 형제님이 말씀해 주신

고,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바꾸지 않

것은 여러분의 운동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았다, 우리는 우리의 실행들도 바꾼 적이 없다, 우리가 바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꾼 것은 다른 믿는 이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
고자 하려는 우리의 자발적인 태도였다 등을 설명한 것
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
면, 최소한 이미 만들어진 고정관념보다는 우리가 참으로

앤드류: 예, 완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알아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것

크 씨,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무언가 기여

은 하나의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귀하와 또 CRI 측

한 것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

몇 분 그리고 그레첸(Gretchen)여사와 그 밖에 많은 분들

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우리에게 보였던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이것이 주님

우리의 이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해 왔습니다. 하지

의 지혜였다는 것을 참으로 확신케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만 우리의 원함은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일상 생활에서

가 보다 더 큰 기독교 커뮤니티들이 좀 더 낫고 합당한 이

적용되는 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실제적으로

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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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마르틴 루터는 모든 믿는 이들의 보편적 제사장 직분

가지입니다. 귀하도 아시겠지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단

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

지 한 두 명인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곧 모든 믿는 이들의 보편적 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한 댓가를

사장 직분이 교회 모임에서 실행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넘어야 할 장벽이 상당함을 의미

성경은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맥

가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모든

락에서 저는 우리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크리스 형제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국이나 아프리카를 방문해보

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면 그곳 성도들이 실행하는 교회생활이 우리가 여기서 갖
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
지어 교회당 건물도 없고 강대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특
별한 예배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

다. 하지만 그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와 다를 바 없는

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만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관심합니다. 그

말씀에서 보듯이 이기는 이들이 되고자 수고할 따름입니

런 관점으로 보면 그들에게서도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

다. 곧 우리 자신을 비롯해 우리 주변의 모든 하락을 이기

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는 것이죠. 매일 자신을 이기고 그럼으로써 흠 없고 티 없

하나님께서 그곳 상황에 맞게 하신 일을 보고 배우고자 하

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

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주님께 그리스도인

니다. 저는 이런 이상과 갈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

의 기본 미덕인 겸손을 제게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곧 제

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

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에

리는 차이가 없는 셈이죠. 저는 이런 교제가 더 지속되어

서 하신 일을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하신 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받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으로 누리는 자산이 되기를 고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로 말씀을 읽는 실행과 주님을 부르는 실

행크: 제가 마음에서부터 참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한 가

행과 모든 성도들이 집회에서 신언하는 실행과 모든 성도

지가 있습니다. 곧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은 상당

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방문하는 실행이 있습니다. 방금 네

부분 두분 형제님들과의 교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

가지 실행을 말했는데 또 다른 네 가지 실행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믿

한가지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 받아야 할

는 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그들을 건축하는 것’(세우는 것)

미덕이지요. 참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이

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실행은 믿는 이들을

기여한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귀하가 기여할 수

장비하는 네 가지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서 이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실행이 특정한 단체만이 아닌 모든 믿
는 이들이 수행해야 할 실행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앤드류: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께 은혜와

살펴볼 때 복음 전하는 실행을 복음 전파자만의 일로 여기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이 치유의 말씀

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

이 되게 하소서. 잘못 이해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불

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의 일

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격

을 해야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가르치는 일도 마찬

려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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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크: 아멘. “바이블 앤써 맨(Bible Answer Man)” 프로그램
에 참석하여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크리스 와일드와
앤드류 유 두 분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교회에 관
련된 방송은 이곳 http://equip.org 에서 적어도 다시 한번
방영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지방 교회에 관련한 특집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
러분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화는 행크 씨께서 지방
교회 인도자들인 앤드류 유 씨와 크리스 와일드 씨와 함께
한 “바이블 앤쎄 맨(Bible Answer Man)” 이 방영된 후 녹음
된 것이었습니다(끝).

- 라디오 방송 저작권 관련 © Copyright 2008, Oneplace.com. All rights reserved
© Copyright 2008, equip.or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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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Churches'
Practices (1)

The Local Churches'
Practices (3)

Hank comments on his realization that the local

Hank and Elliot discuss the practice prophesying,

churches have "something to offer Western Christianity.

in which all of the members of the church practice
speaking for and speaking forth Christ from God's
Word (1 Cor. 14:1, 3-5, 26).

지방 교회들의 실행(1)
행크는 지방 교회들이 “서방 기독교계에 기여할 어떤 것”을

지방 교회들의 실행(3)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논평한다.
행크와 엘리옷은 신언의 실행에 관하여 토론한다. 그러한
신언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리스도를 위하여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것이다(고전
14:1, 3-5, 26).

The Local Churches'
Practices (2)
Hank speaks about the practice of prophesying, in
which every believer has the opportunity to speak for
Christ. He described this practice as "not prophesying
in the sense of foretelling the future but in the 1
Corinthians 14 sense of edification and strengthening
other believers."

지방 교회들의 실행(2)
행크는 신언(申言)의 실행에 대하여 말한다. 신언은 모든 그
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실행을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의미
의 신언(예언)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처럼 다른 믿
는 이들을 세워주고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http://www.equi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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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 회장에게
보낸 행크의 공개편지
보낸 사람 : 행크 해네그래프
보낸 날자 : 2010년 4월 8일
받는 사람 : 한기총 대표회장/이광선 목사님
주소: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01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호관심사인 지방교회들과 그 핵심 교사들인 워치

지방교회들이 영원히 구별되시는 세 위격으로 구분되신

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한 공정한 평가라는 주제와 관련

한 하나님(one God)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명할 때, 또

하여 목사님께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사람은 본체론적으로 결코 신격에 도달할 수 없다는 실
재를 표명할 때, 그리고 자신들이 "유일한 교회"(the only

CRI(Christian Research Institute)의 대표로서, 저는 우리

church)가 아니며 자신들은 "단지 교회"(only the church)

의 주력 출판물인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 최근호(Christian

일뿐 이라는 사실을 표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박애

Research Journal, 제 32권 6호, 2009년)에서 소개한 바 있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6년

는, 이 단체에 대한 우리의 재평가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

에 걸친 기초 조사 과정 후, 저는 지방교회들이 본질적인

리는 바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죄가 아니
라 무죄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CRI는 6년에 걸쳐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저는 '
행동하는 답변들'(Answers in Action)의 그레첸 파산티노

이것은 신학적인 관점뿐 아니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도

(Gretchen Passantino),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 편집장인 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회를 지지하는 수천 명과 만나보

리옷 밀러(Elliot Miller), 그리고 그 외의 CRI 직원들과 함

고 수백 명과 개인적인 교류를 가진 후, 저는 그들이 사회

께 직접 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문자 그대

학적인 관점에서 이단이라는 정죄에서 무죄라는 것을 확

로 수백 권의 책자, 논문들, 교회 문서들, 오디오와 영상 자

신할 뿐 아니라, 그들이 저의 삶과 사역 속에서 만나 왔던

료들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초 조사

가장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속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는 미국, 중국, 대만, 남한, 그리고 영국에서 진행되었습니

있습니다.

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우리
가 틀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크리스천 리서

지방교회들을 참된 믿는 이들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치 저널은 기록을 바로 잡으려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지체들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며, 풀러 신
학대학(동봉한 성명서 참조)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

비록 CRI가 수십 년 전에 지방교회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

의회(ECPA), 그리고 다른 이들도 이러한 평가에 동참하고

는 몇 개의 글들을 출판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원하신다면 제 관점을 명확히

판단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런 자료를 출판하지도 않습

밝히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은 hhh@equip.

니다. 우리는 이런 문서들이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 그

org 입니다.

리고 지방교회들의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대표하지 않는
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문서들이 근거를 두었던
조사는 불완전했으며,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에서 상세하

가장 따뜻한 관심과 함께,

게 논의된 바와 같이 여러 이유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오

CRI 대표 행크 해네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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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 행크 해네그래프씨와
청취자의 대담 내용

이 지방교회에 관한 동영상은 CRI 의 대표인 행크 해네그래프씨가

그러므로 저는 그들이 주요 교리에 있어서 완전히 정통일

청취자와의 라디오 대담에서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가르침, 그

뿐 아니라 지방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실행적인 면에서 우

리고 지방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리가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http://youtu.be/nqexHO_VVa8

예를 들면 '기도로 말씀읽기' 같은 실행인데요, 이것은 그
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
니다.

지방교회와 워치만 니,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일 뿐만 아

CRI의 행크 해네그래프씨와 청취자가 대담한 내용입니

니라 말씀을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실제로 6년간의 철저한 연구를 하고 나서 저널을
행크] 안녕하세요, 스캇.

발행하였는데, 그 저널의 표지 제목은 바로 "우리가 틀렸
었다." 였습니다.

스캇] 안녕하세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와 관련된 지

90년대 초, 심지어 그 이전에 이 문제에 원인을 제공했던

방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체가 바로 우리였고 우리가 그때 이 단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정보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연구를 할 뿐 아니라 이 단
체가 본받을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단체라는 사실을 사람
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행크] 물론 그들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히 정통적인 것으

그들은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로 밝혀졌습니다.

입니다.

부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저도 지방교회와 동의할 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생명과 교리를 주의하고 그것을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위해 힘쓰라고 가르쳤고 그럴 때 자신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요점들에 있어서
는 우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 교회 안의 '엘리야'라는 분께서 생명과 교리의
문제에 있어서 저를 많이 목양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지난 6년간의 연구 끝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이 저의 그리스도인 여정에서 만나본 가

교리, 혹은 진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생명 또한 중요합니

장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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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생명이 바로 두 노선으로 비유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가 이 두 노선 위에서 잘 달리고 전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교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옳은 교리에 부
합하는 생명과 사랑이 또한 필요합니다.

스캇] 매우 좋습니다. 그 연구를 당신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까?

행크] 네. "www.equip.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곳에
두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된 연구에 근거한 주제를 다룬 저널의 전체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그 후속 저널에서 제가 '분별함'에
관해서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
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 열과 빛, 참과 거짓을 분
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진리가 제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거
짓말이 인터넷상에서 온 세계로 퍼져버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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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 신학 대학측과의
대화들

2004년 후반, 우리의 가르침과 실행과 연관된 질문들과 참

1. 풀러 신학 대학 성명서 (2006년 1월 5일)

소들 때문에 관심들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는 것에 반응하
여, 풀러신학교(미국,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소재)측은 미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믿는이들로, 그리고 그리

국 내 지방교회들과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LSM)의 대표

스도의 몸의 같은 지체들로 쉽고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자들과의 대화를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이 대화는 지금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 믿는이들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풀러 신학교측은 "지방교회들과 그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기를 기탄없이 권

구성원들의 가르침들과 실행들이 본질적인 모든 방면에

하는 바입니다."

서 진실하고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을 대
표한다"라고 함으로 현재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만족해 하
고 있습니다(아래 두 쪽의 풀러측 성명서 참조). 이것은 우
리 지방교회들 안에서 가르치고 실행하는 모든 방면에 대

2. 풀러 신학교 측과 대화시 제출되었던 지방교회 신앙 변
증서 (2007년 1월 20일)

해 풀러 측이 동의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풀러 신
학교측은 믿음의 본질들에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

(종종 ‘지방교회, The Local Church’라고도 불리는)

대해 반대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이유를 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하 ‘지방 교회들’)과 그 출판

견하지 못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행 상의 비본질

을 담당하는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Living Stream

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풀러 측이 충고와 대화를 하고 있

Ministry, 이하 LSM)의 대표자들은 지난 2년에 걸쳐 풀

습니다.

러 신학교의 학문 분야를 인도하시는 몇몇 교수님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바 있습니다....우리

아래에서 우리는 풀러와 가져왔던 대화와 풀러 측이 우리

는 그리스도인의 진리와 실행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설

의 가르침들과 실행들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고 평가한

명하는 변증서를 더욱 확대된 청중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후 우리에 대해 내렸던 결론을 담은, 두 쪽의 풀러측 성명

우리를 받으신 풀러 측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에 대한

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가르침들과 실행들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 관한 더 방대한 성명서도 소개합니다. 이 성명서는 풀
러 측의 두 쪽의 성명서에서도 언급된 것으로서 풀러측과
대화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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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신학대학

워치만 니의 공로를
치하하여

뉴저지의 스미스 의원(Mr. Smith)

하원 의장님, 나는 오늘 중국 기독교의 위대한 개척자인

하원 의장님, 중국에는 일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

워치만 니의 위대한 영적인 업적을 밝히기 위해 일어섰습

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들 중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니다.

워치만 니의 영적인 후예로 여기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넘
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에 공헌한 워치만 니에 대해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誌는 최근에 워치만 니를 이십 세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서양의 그리스도인

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0 인 중 한 사람으로 추

들에게 영향을 준 첫 번째 중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

대했습니다. 워치만 니는 삼십 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생

로 그는 세계적인 영적 문화에 공헌한 사람입니다. 워치만

애와 일은 중국에 있는 수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니의 글들이, 서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새 세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수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데도,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백 개의 교회들을 포함하여 중국 밖에 있는 삼천 개 이상

것은 슬픈 일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워치만 니의 전집들이

의 교회들이 그를 그들의 영적이고 신학적인 창시자 중 한

자유롭게 출간되고 배포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람으로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워치만 니가 죽은 후에 그의 조카는 그의 몇 안 되는 유품
워치만 니는, 내가 그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서 본

을 수집하러 갔다가, 간수가 니(Nee)의 침대에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매우 헌신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이쪽지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쪽지에 적힌 것은 워치만

그는 1922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그

니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는 유럽과 북미로 여행을 하여 거기에서 많은 설교를 하

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삼 일 후에 부

고 말씀을 전했고, 후에 그의 설교들은 수집되어 책으로

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나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말에 니(Nee)는 중국인

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 워치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저술가, 전도자, 교

니”

회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1952년에 중국 정부는 니(Nee)
와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그들의 신앙을 이유
로 투옥시켰습니다. 니(Nee)는 결코 석방되지 않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의 여러 책들은, 특히 미국에
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갖고 유명하게 되었고, 가장 잘 알
려진 그의 책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The Normal
Christian Life)’은 세계적으로 백만 부 이상이 팔려 이십 세
기에 그리스도인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1972년에 그는 강제 노동을 하는 농장에서 7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편지들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283

외부의 평가

미( 美 )정부

지방교회
양태론 정죄의 원조와
그 후예들(1)

아마도 인터넷에서 '지방교회'를 쳐서 나온 소극적인 자료

를 했습니다.

중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있는 것이 '지방교회' '양태론'
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양태론 공식에 잘 안

어떤 분들은 미국 이단변증단체 CRI가 지방 교회 측을 약

들어맞으니까 가끔은 '변형된 양태론'이라는 식으로 표현

6년간 심도있게 재연구하여 이단이 아니고 정통이라는 재

하기도 합니다.

평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면, 일개 연구단체가 내린 결론
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지방교회측을 양태론으로 최초로 불렀던 원조가
누구이며 한국 내에서 어떤 분들을 통하여 그런 '모함'이

이런 결정이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최초로 지방

확대 재생산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할 목적으로 쓰여

교회를 체계적으로 공격해 왔던 바로 그 단체가 30 여년의

졌습니다.

갈등 관계 끝에 자신들의 과거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뒤짚
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많은 기도와 주님의 주권적인

1. 지방교회측을 양태론이라고 정죄한 원조는 누구인가?

간섭의 결과였습니다. 또다른 이유는 전세계에 걸친 지방
교회측을 향한 거의 모든 양태론 정죄의 이론적 근거가 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약 6년간의 치밀한 재 연구 끝에 '

로 이 CRI 자료와 논리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특집호까지 냈던
'미국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 즉 CRI가 지방교회측

따라서 이 소위 '원조 정죄'가 뒤짚어지고 무효화된 것은

양태론 정죄의 원조입니다.

그것에 기대여 의존했던 수 많은 양태론 정죄를 원인무효
화 시킬만 합니다.(계속)

CRI 연구원 중 일부였던 그레첸 파산티노 부부가 1970년
대 후반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라는 제목이
달린 총 11쪽의 손바닥 만한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거룩한 삼위일체에 관해 지방 교회가 가
르친 교리는 교회 역사상 일반적으로 'monarchianistic
modalism'으로 알려진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위
영어 단어를 사전적 정의로 번역하면 '군주적 삼위양식설'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산티노 부부의 양태론 정죄 내용은 몇년후 CRI
에서 <The New Cults>(1980)(신흥 이단들)이라는 약 400
쪽의 이단관련 책자 부록으로 첨부되면서, '지방교회'라는
말과 '양태론'이라는 말이 함께 연상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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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구 동방번개파)를
경계한 한국교회 언론회 보도자료 관련

사단법인 ‘한국교회 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님)는 2014

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통한 연

년 9월15일 ‘전능신교’(全能神敎)(구 동방번개파)와 관련

관지음 자체가 두 신실한 성경교사들에게는 심각한 명예

된 보도 자료(제목: 언론이 이단 세력의 후견인이 되어서

훼손이고, 아울러 전 세계 지방 교회들의 평판을 크게 훼

는 안 된다)를 각 언론사에 배포 했습니다. 이 자료의 취지

손하는 일입니다.

는, 중국에서 유입된 이 전능신교 동방번개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 십 억원을 들여 총 663회에 걸쳐 신문 지상에

따라서 지방 교회측은 즉시 한국교회 언론회 대변인이신

자신들을 홍보했는데 “검증 안 된 이단성을 띤 종교를, 언

이억주 목사님과 사무국장이신 신만섭 국장님께 항의하

론들이 무한정 홍보용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

여 문제된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자체는 매우 타당하고

한국교회 언론회 위 핵심 관계자분들은 이러한 우리 측의

시의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항의를 받아들였고, 아래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 내용을 즉
각 수정해 주셨습니다.

한편, 위 ‘전능신교’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맥도널드
점 살인사건 등과 같은 폭력성과 반 사회성, 이미 재림했
다는 여자 재림주를 믿는 등의 이단성을 보이는 매우 경계

<수정 전>

해야 할 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방 교회측은 이미 오래 전

“이 단체는 수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중국에서

부터 이 단체를 연구해 왔고, 지난 해 3월에는 대만복음서

는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로 알려져 있다. 동방번개파

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대만 전체 기독교인들

는 자칭 ‘전능한 신’으로 불리는 ‘등’(鄧)씨 성을 가진 여

의 연합성명서>를 주요 일간지 여섯 곳에 전면 광고로 발

인이 교주(敎主)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워치만 니

표함으로 소위 ‘동방번개파’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바 있습

(Watchman Nee)의 영향을 받은 호함파(呼喊派)-워치만

니다. 아울러 한국복음서원은 이 ‘전능신교’에 대한 진리변

니의 영향을 받은 위트니스 리(이상수-李常受)가 교주임)

증 책자인 총 205쪽의 <진리변증, 이단을 인식함―“전능하

출신의 조유산(趙維山)이 동방번개파의 발기인으로 알려

신 하나님의 교회”>(2013.12)라는 책자까지 중국어 원문

지고 있다.”

에서 번역 출판한 바 있습니다.

이 전능신교(구 동반번개파)를 연구해 온 상해 사회과학

<수정 후>

원 종교문제 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미국에 소재한

“이 단체는 수년 전에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중국에서

지방 교회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은 ‘동방번개파’는 ‘호

는 동방번개파(東方閃電派)로 알려져 있다. 동방번개파는

함파’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심지어 조유산 본인

자칭 ‘전능한 신’으로 불리는 ‘등’(鄧)씨 성을 가진 여인이

도 자신은 ‘호함파’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

교주(敎主)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유산(趙維山)

습니다.

이 동방번개파의 발기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언론회가 보도 자료 원문 서두에서 이
전능신교와 전 세계 지방 교회들이 영적인 교사로 존경하
는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가 마치 어떤 연관이라도 있는

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것처럼 언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

http://chpr.org/s04_3.htm?mode=read&read_no=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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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억주 목사님은 혹시 수정 전 보도 자료를 게재함
으로써 문제가 된 언론사가 있다면, 위 한국교회 언론회
홈페이지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바로 잡으라는 친절한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어
떤 기독 언론도 위 수정 전 보도 자료를 근거로 전능신교
(구 동방번개파)와 워치만 니, 위트니스 리를 연관짓는 일
은 근거가 없음으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교회측은 부정확한 내용을 즉각 수정해 주신 한국교
회 언론회, 특히 대변인이신 이억주 목사님과 사무국장이
신 신만섭 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 땅에서
전능신교(구 동방번개파)의 미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들을 지켜내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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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신들은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을 터무니없이 왜곡한 장로교 통
합측 자료를 근거로 조용기 목사를 변호하기 위해 쓰여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II"(서울서적) 내에 있는 오류에 대해 항
의한 것과 그 답신입니다.

우리측은 순복음교회 부설 국제신학연구원 원장인 이영훈 목사에
게 항의서한을 발송했고, 순복음교단 측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
정하고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드림으로써 원만히 수습되었습니다.
순복음 교단 측은 우리측이 요구한 내용의 해명서를 1998년 2월 22
일자 제991호 순복음 가족신문 15면과 1998년 3월호 신앙계 133쪽
에 실었습니다.

발신인 :
Daniel E. Towle 외 2인 1997. 10. 8

제목 : 위트니스 리의 신앙을 왜곡 소개한 것
에 대한 항의 및 정정요구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2521
전화 : 714-996-8196, 팩스 : 714-996-819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귀 교회 및 귀 교회소속 국제신학연
구원을 상대로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세계 지방교회
들을 대표합니다. 또한 본 서신은 귀 국제신학연구원이 제

수신인 :

작 보급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II'(서울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원장 이영훈 목사님

적, 1993년)에서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을 잘못 소개하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 우편번호 150-010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부분의 정정을 요구하기 위한

전화 : 02-786-2977, 팩스 : 02-783-2389

것입니다.

참조 : 서울서적, 발행인 조용우 님

저희는 현재 한국 기독교계 일부에서 저희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인해 야기된 거짓된 단정과 정죄를 발견하고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발행된 자료들을 조
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귀측의 자료를 검토하
게 되었고, 귀 측에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관
한 왜곡된 내용」이 귀측 70만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 한국
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책자'에 포함되어 보
급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이곳 미국의 일부 한국
어 서점에서도 시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서는 그 특성
상, 효과가 반영구적이며 타인에 의해 재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교회 성도들은
귀 측의 이러한 서적 한 권으로 인해 반영구적으로 영적,
심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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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계신 것으로 알려진 귀 교단에서

리의 글을 직접 참고하시지 않으시고, 예장 통합 측 자료

이러한 실수를 하신 것에 대해 저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

를 검증 없이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에 있어 귀

하며 반드시 정정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측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가 항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 본 책자가 독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문서로 확
산시킴으로 위트니스 리와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들에 대
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

I. 위트니스 리가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을
부인한다고 단정하신 것에 관하여

니다.

저희는 귀 측이 위트니스 리와 조다윗 목사님의 비교를 통
귀 측의 위 서적 181-182쪽은, '인간 이해에 대한 위트니스

해 조 목사님을 변호하시려는 배경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

리, 김기동 씨 및 조다윗 목사와의 차이점'이라는 소제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내용을 배포하심으로 저

아래서, '위트니스 리의 견해는 인간의 타락을 육적인 것으

희들에게 고통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과 치

로만 이해하고 영은 타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조다윗

유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짓된

목사는 인간의 영. 혼. 육의 전인적인 타락으로 보기 때문

비방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

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연구원

는 지에 대해 귀 교단 및 연구소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

이 단정하신 대로라면, 위트니스 리는 인간의 전인적인 타

다고 생각합니다.

락을 부인하는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있으나, 조다윗 목
사님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정통적인 인간관을 가
지고 있다는 주장이 됩니다.

II. 그 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 가지
항목에 관하여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귀 측이 단정하신 것처럼, 인간의
타락을 육적으로 만 보지 않거니와 영의 타락을 부정하지

위와 같은 명백한 실수 이외에도 귀 연구원이 위트니스 리

도 않습니다. 이러한 말은 장로교 통합 측이 거짓되게 위

의 '인간론'을 소개하신 내용 중에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트니스 리를 정죄한 것이며 사실무근한 것입니다. 저희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

장로교 통합 측의 저희에 대한 거짓된 비방을 바로 잡기

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위해 199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월간 '교회와 신앙'을 통해
최 삼경 목사님과 지상토론 중에 있습니다(저희 측이 '96

1.

년 8월, 10월, '97년 3월, 7월, 9월 호에 기사를 썼고, 최 목사

'생명'에 관하여

님 측이 '96년 9월, 12월, '97년 6월, 8월 호에 글을 실었음).
위트니스 리는 그가 쓴 책인 '사람의 영'에서, '생명(life)'이
통합 측의 최삼경 목사님은 '교회와 신앙'(97년 8월호)에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 '수케' '조이'의 세 다른 단어

실린 자신의 글에서, "물론 워치만 니나 위트니스 리가 인

로 구분되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의 구체적인 인용

간의 영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죄인

영이 타락하여 죽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함으로 자신의

은 사람의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므로 거듭난

주장을 스스로 뒤집은 바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측은 교

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귀 측은 위 책자

회와 신앙 97년 9월호에서 위트니스 리가 정상적인 타락

에서 위트니스 리가 인간의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육의 생

관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변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등, 도합 네 종류의 생명을 말하

'위트니스 리가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을 부인한다' 라는 말

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위 책 180쪽).

은 최삼경 목사의 거짓비방이며 전혀 위트니스 리의 가르
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

추측컨대, 귀 연구소에서 본 책자를 만드실 때 위트니스

향이며 둘째, 귀측의 본문인용이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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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귀측은 위트니스 리가 네 종류의 생명을 말

발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위트니스 리는 세 종류의 생명(같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

책 25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몸 안에 육

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의 생명(bios)을, 혼 안에 혼적인 생명(psuche)을, 그리고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zoe)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거짓된 내용」이 인쇄된 문서로 유통되면
서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위트니스 리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 주고, 다른 책자에 재인용되어 거짓을 확산시키는 한

2.

국 교계의 현실이 바로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귀

인간 타락의 원인에 관하여

측으로 인하여 야기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귀 측에

귀 측은 위 책자에서, 조 다윗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합니다.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위
트니스 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묘사하셨습니다

01. 원칙적으로 위 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와 그의 신앙관

(182쪽).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사람의 불순종이 타락의

을 왜곡하여 소개하신 내용 전체(180-182쪽)가 삭제

원인이라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세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 문제의 내용을 포함한 어떠

한 내용은 '교회와 신앙'(97년 9월호)의 저희 측 변증을 참

한 책자도 귀 측에서 재 발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02. 이미 위 내용을 읽은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측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반드시 씻
3.

혼의 인격성에 관하여

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귀 교단 70만 성도님들과 일
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각각 이뤄져야 할 것입
니다. 이를 위하여 귀 교단이 발행하시는 국민일보,

귀 측의 책자는 위트니스 리가 혼의 단독적인 인격성을 주
장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으나(위 책 182쪽)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트니스 리는 결코 혼의 단독적 인격성을 주장

신앙계(미주판 포함), 그리고 순복음뉴스에 각각 1회
씩의 정정 및 해명 광고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하지 않습니다. 귀 연구원은 위트니스 리가 어느 책 몇 쪽
에서 혼의 단독적인 인격성을 말하는지 말씀하여 주실 수

03. 위트니스 리와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있으신지요? 이러한 지적들은 다 최 삼경 목사의 억지논리

하는 귀 측의 해명서를 저희에게 보내 주십시오.

에 의한 비판인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기관은 사람의
타락 전, 후와 불신자와 신자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는 것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귀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15일 이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사실이며 일률적으로

내에 팩스로 보내 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랍니다. 저희는 귀 측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
서 좋은 답변을 보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러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의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에 대한

한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주님의 축복을 공유하

이러한 오해와 왜곡은 그분들의 방대한 저술들을 차분히

는 교제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님의 평강

연구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일부 내용을 본문에서 떼어 내

과 임재가 귀 교단과 귀 연구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어 그것도 성경 자체가 아닌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

드립니다.

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기왕의 발표된
거짓된 자료를 검증 없이 재인용하는 것도 오해의 또 다
른 이유입니다. 귀 측은 후자에 해당되시는 것으로 생각됩
니다. 저희는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인의 사상을 연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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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Daniel E. Towle 외 2인 1997. 11. 22.
발신 : 국제신학연구원 원장 이영훈 목사

제목 :위트니스 리 신앙에 대한 항의 및 정정
요구에 대한 해명

안녕하십니까? 귀 측이 제기한 안건에 대해 답변이 늦어지

귀 측이 위트니스 리와 그의 신앙을 왜곡하여 소개했다고

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귀측의 항의를 받고 본

지적한 본 연구원 발행 책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연구원이 발행한 책자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

신학II" pp 180-182 의 '위트니스 리 관련부분'에 대해 이

일이 걸렸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로는 삭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가
발행하는 모든 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에 관한 예장 통합

귀 측에서 추측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을 변증하면서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을 제기
하고 인용한 것은 예장 통합 측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본 연구원에서 발행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

이 영 훈 목사 ( 싸인 )

과 신학"은 예장 통합 측에 대한 변증서의 성격이 강합니
다. 그래서 예장 통합 측의 자료를 별다른 검증 없이 인용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귀측에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귀
측이 지적하셨듯이 문서는 반 영구적이며 타인에 의해 재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
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
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변증
하다보니까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던 탓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의 고의성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귀 측에서 위트니스 리의 신앙에 대해
예장 통합 측과 깊이 있는 지상토론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
희도 그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귀 측의 요구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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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조 동욱 외 1인 1998. 1. 28.(미국시간)

[1안] 1997. 11. 22자 이영훈 목사님의 해명서 전문 또는

1330 N.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631

해명의 뜻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작성 된

전화 : 1-714-996-8196, 팩스 : 1-714-996-8195

문안을 기독교신문 (한국과 미국에 각 1 개씩)에 개
재하는 방안.

수신인 :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원장 이영훈 목사님

[2안] 위 내용을 '순복음 뉴스(주간)'와 '신앙계 미주판'에
개재하는 방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 우편번호 150-010
전화 : 02-786-2977, 팩스 : 02-783-2389
저희는 이곳 미국법정에서 패소하여 판매 및 번역출판이
참조 : 서울서적 발행인 조용우 님

금지된 책자-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무단 번역
출판한 한국 내 '전도출판사'로부터 사과 및 재출판 중지
서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95. 12. 7). 그런데 월간 '교회

제목 : 위트니스 리 신앙관 왜곡을 시정하는
후속조치 요청

와 이단' 발행인(이 대복)은 위 전도출판사의 거짓된 비방
책자를 자신의 논문인 양 표절하여 지방교회를 재차 비난
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96년 4월호). 이것은 인
쇄물에 의한 부당한 비방이 얼마나 치유가 어려우며, 공개

이 영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

된 비방은 공개된 해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

니다. 지난 해 11월 22일자 팩스로 보내주신 이 목사님의

게 했습니다. 저희의 본 후속조치 요청서신의 의도가 결코

해명서는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위 팩스서신에서, '여

이영훈 목사님을 괴롭히려는데 있지 않고 위와 같은 배경

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II'(서울서적, 1993 년판)

에 근거하다 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서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을 본의 아니게 왜곡 소개하신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셨고, 향후 일체의 문서에서

저희의 요청에 대한 이 목사님의 원칙적인 입장을 서신 발

위 '진실 되지 않은 내용'을 재사용(인용)하지 않으실 것을

송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팩스로 알려주시고 원본을 우편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의 있고 책임감 있는 해명서를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이영훈 목사님과 국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자인 지

제신학연구원의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구

방교회측은 위 이 목사님의 해명서신만으로 충분히 화해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면은 바로 위 책자의 '독자들'에 관한 조치입니다. 왜냐하

참고자료 첨부:

면 기왕에 위 책자는 귀 교단 성도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1. 전도출판사 사과문 1부

분들께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2. '교회와 이단' 이 대복 목사님 해명서 1부

남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
다. 이러한 방면의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됨으로 다음 사항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행하
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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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 교단 측은 우리측이 요구한 내용의 해명서를 1998년 2월 22
일자 제991호 순복음 가족신문 15면과 1998년 3월호 신앙계 133쪽
에 실었습니다. 해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신학연구원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
학II"(서울서적 1993년 판)을 발행하면서 위트니스 리의
인간론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지방
교회측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이후로는 위 책자에서 '위트니스
리'관련 부분을 삭제할 것과 앞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자에
서 그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998. 2. 6.
국제신학연구원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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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 고신 교단은 1991년 전용복 목사의 거짓된 연구결과를 근거
로 지방교회측을 이단시했습니다. 이에 지방교회측은 그것이 너무
근거 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수 년간 대응을 미루어 오다
가 그것이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인용되
는 것을 보고 '97년 6월에 고신측 총회장에게, 그리고 9월에 전 용복
목사에게 각각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에 전 목
사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즉, 자신의 주
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공개토론에 응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과문을
쓰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발신인 : Daniel Towle 외 2인, 1997. 6. 18
1330 North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831
U.S.A.
Tel : 714-996-8190, Fax : 714-996-8195
수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참조 : 고신측 유사종교연구위원회 위원장,
간사 김 길배 목사님, 연구위원 전 용복 목사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8-10
전화 : 02-592-0433-4, 팩스: 02-592-5468

이에 고신측의 총회장인 정 순행 목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고신 교
단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
치였고 지방교회에 도전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
습니다.(다음 글 참조) 그리고 전 용복 목사는 총회장의 해명서로 마

제목 : 고신측의 이단결정에 대한 항의 및 공
개토론 제의

무리 짓고 싶고, 만일 토론을 하려면 1년간의 연구기간을 달라고 요
청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습
니다. 이상은 그러한 서신교환을 모은 것들입니다.이제 주님의 사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저희의 신앙

랑과 빛 앞에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원하고 왜곡되었던

과 실행이 왜곡되게 전달 또는 유포되는 것을 조사하여 처

진리를 바로 잡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리하는 일에 있어서 전세계 지방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리는 귀 교단이 1991년 10월 4일,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선
언한 사실에 대해 정식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귀 교단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하
고, 발표한 '지방교회에 대한 부당한 이단결정'을 결코 인
정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둘째, 우리는 귀 교단이 이런
거짓된 결정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우리는 쟁점이 되는 진리의 각 항목에 대한 공개적인 지상
토론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귀 교단의 지방교회에 대한 연구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내
용은 지방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
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실 판단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많
은 왜곡과 오해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러한 사실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 교단에 강
력하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임하는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귀측이 인지
하시도록 1980년도 초에 지방교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있었던 소송사건을 참고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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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출판사인 토마스 넬슨사와
미국이단연구협회(SCP)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근거하
여 지방교회의 신앙과 실행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글들
을 출판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2-3 년에 걸쳐 그들과 대화
하고 자료를 제공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들이 끝까지 시정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
이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에 걸친 재판 결과 캘리포니아 고등법윈은, 그들의 글
이 거짓이며 지방교회의 신앙과 실행을 의도적으로 왜곡
하여 명예훼손임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은 1985

1. 유사종교연구집 제3집 149-167쪽(지방교회의 정체),
전 용복 목사
2. '지방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도서출판 : 진영문화사,
1989년, 총27 쪽, 전 용복 목사
3. '지방교회의 정체', 교회교육연구원, 1990년, 총34쪽,
전 용복 목사(1-3은 동일 내용임)
4. 월간 고신, 1988년 5월호, 48-51쪽(지방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전 용복 목사
5. '이단사상연구(지방교회)' 김 요섭외 4인의 연구논문
(지도교수 : 이 환봉), 고신대학 신학과

년 6월 26일, SCP와 저자가 119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6.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Watchman Nee의 사상 비판(지

을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

방교회를 중심으로)' 1-156쪽(연구논문), 황 건철 목사

습니다(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결문 번호 540 585-9 참
조). 또한 토마스 넬슨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책
(Mindbenders, 마인밴더스)을 미전국의 서점에서 회수하

한 그리스도인 단체가 다른 그리스도인 단체를 함부로 이

고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

단으로 매도하고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

한 바 있습니다(1983 년 4월 10일자).

이며,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
니다. 또한 이단판정의 기준과 내용도 마땅히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간의 문제를 세상법정을 통해 해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쌍방의 진리

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최

중 어느 편이 성경적인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에 밝힐

선을 다해서 귀 교단과 대화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갈 것

수 있는 기회인 이러한 토론제의를 귀 교단이 적극 수락하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무시되고 방치된다

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귀 교단의 답신

면, 우리는 부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주님 앞

을 본 서신의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팩스로 넣어 주시

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귀 교단이 지방교회에 대해 언급한 모든
주제들인 '하나님, 인간, 구원, 성경, 교회' 등에 대해 한국
내의 공개된 지면을 통한 진리토론을 제안합니다(예를 들
면, 귀 측의 월간지인 '월간 고신', '현대종교' 또는 '교회와

주 안에서, Daniel Towle 외 2인

신앙' 등). 참고로, 우리는 현재 장로교 통합 측과 월간 '교
회와 신앙'을 통하여 이러한 공개 토론을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교회측은 귀 교단과의 토론에 Daniel
Towle과 조 동욱 목회자가 응할 것이며, 귀 측은 고신 계통
의 목회자 또는 신학자 가운데 어느 분을 추천하셔도 좋습
니다. 1991년도 이단 판정자료 연구자인 전 용복 목사님을
추천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토론시 다음의 자료들에서 지
방교회에 관해 언급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고 검증되기
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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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서 보낸 해명서는 다음 글에 포함되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이

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 용복 목사에게 보낸 항의 서신입니다.

단으로 단정짓는 두려운 일을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연구
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기준은 자신이

발신인: Daniel Towle 외 2 인, 1997. 9. 20

속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말씀 자체이어야 합니다.

1330 North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831

그러나 목사님의 글을 검토해 볼 때, 우리는 목사님이 충

Tel : 714-996-8196, Fax : 714-996-8195

분한 사실파악이나 판단기준의 공정성도 없이 자신의 단
편적인 지식과 목사님의 교단이 지지하는 기준에 근거하

수신인 : 경남 울산 갈릴리 교회 전 용복 목사님

여 함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Tel : 0522-35-9354, Fax : 0522-35-1191
자세한 것은 추후 진리토론시 다루되 간략하게 문제점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는 현재 목사님이 다루신

제목 :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정죄 시정요구
및 토론 제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통합측 최 삼경 목사님과 월간 '교회
와 신앙'을 통해 공개토론 중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서 우리가 지적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
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방교회의 신앙과 실행이 왜곡되
어 전달 또는 유포되는 것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일에 있어
서 전세계 지방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자료수집과
정에서 확보된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소책자와 원고들을

I. 하나님에 대한 교리
(삼위일체, 그리스도, 성령)

많은 고려 끝에 정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했음을 통보드
립니다('지방교회는 이단이 아닌가?' (1989, 진영문화사), '
지방교회의 정체'(유사종교연구 합본 제3집, pp. 149-167),

(1) 삼위일체

'지방교회의 정체'(1990, 교회교육연구원), '지방교회의 모
든 것을 알아본다'(월간 고신, 1988년 5월호, pp. 48-51).

목사님은 지방교회가 양태설을 주장한다고 단정하셨습니
다. 그러나 지방교회는 양태설을 주장하거나 가르치지 않

교리적인 오해와 왜곡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적하고 싶은

습니다. 우리는 양태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목사님이

것은, 목사님은 위 글들의 머리말에서 지방교회를 '오대양

인용하신 위트니스 리의 '금등대'의 예에서도 분명히 아버

사건', '짐 존스의 인민사원사건'과 교묘히 연결시켜 마치

지(금)와 아들(등대)과 그 영(일곱 등잔)의 '구분' 또는 '별

지방교회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집단살인극

개'의 위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 책자에서 문

이나 벌이는 단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된,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 되셨

또한 동일한 머리말에서 목사님은, 지방교회가 '그 이단성

다'는 위트니스 리의 말은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 그

을 교묘히 위장하여 순진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교인

대로를 인용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성경말씀 자체에 무슨

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악한 단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아가 목사님은 진영문화사가 발행한 소책자의 결론( 27
쪽)에서 '지방교회는 성경을 너무도 잘못 가르치고 파괴하

삼위일체와 같은 난해한 주제에 대한 위트니스 리의 신앙

는 이단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는 위트니스 리와

을 판단함에 있어 위트니스 리의 책자에 흩어져있는 내용

지방교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요 정식도전이 아닐

들을 일부씩 떼어내는 식의 연구로는 부족합니다. 목사

수 없습니다. 거짓된 말들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

님은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적어도 위트니스 리의 삼위일

을 주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체관을 요약한 책인 '신약의 결론-하나님' (한국복음서원,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1991)을 여러번 정독하셨어야 했습니다. 위트니스 리와 지
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과(고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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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구분되는 위격이 계신 것(마 28:19)과, 세 분 모두 영원

때 그 인성도 벌써 하나님의 아들의 한 속성이 된 것이며

하시고(사 9:6, 히 1:12, 히 9:14), 상호내재하시며(요 14:10,

거룩한 것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

20), 동시존재하시는 것(고후 13:13)을 믿습니다.

사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
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롬 1:4)라는 말씀을 어

이상의 내용은 위트니스 리의 저서들에 잘 나타나 있고 지

떻게 해석하십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변화산에서 이미 주

방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식에 속한 내용들입니다(신약의

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 편, 35-41 쪽, 281-311 쪽, 진리의 변호와 확

아들로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까? 또한 '내가 오늘(예수님

증, 9-23 쪽, 49-83 쪽, 월간 교회와 신앙, 96년 10월호, 97년

의 부활시)' 너를 낳았다'(행 13:33)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

3월호, 97년 7월호). 이러한 성경적이며 정통적인 가르침

하십니까? 문맥상 이 말씀이 성육신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을 양태설이라고 한다면 이는 양태설이 무엇인지 정확히

것은 분명합니다.

모르고 있음을 증명할 뿐입니다. 목사님이 지적하신 내용
(3) 성령

들은 결코 양태설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 보건대, 목사님이 사용하신 '삼위의 독립된 위격'이라는
말은 '분리된 삼위'의 의미로 쓰이면 삼신론이 될 위험성이

목사님은, '지방교회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 강조할 뿐 회의

있습니다.

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 결정
했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15장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28절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
(2) 그리스도

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
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즉, 외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은 지방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셨을 때

의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는 그의 두가지 본성을 혼합해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하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

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의 혼합체인 새로운 본성을

도가 없는 회의는 인간의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할 것입니

지니게 되었다' 라고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다.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회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

'(예수님이) 하나님도 사람도 아닌 존재'라는 말과 '새로운

게 필요한 회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성령과 우리

본성'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따

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라서 목사님은 위트니스 리가 어느 책, 몇 쪽에서 그런 말
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 되려하거나 여러분의 행위를
개선하려고 하지 말라' 는 말을 오해하셨습니다. 그 문맥에

만일 이러한 문제가 위트니스 리가 그의 책에서 사용한 '

서 위트니스 리의 의도는 인간의 노력 또는 율법의 행위는

밍글링'(mingling)이란 단어의 오해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서 쓸모 없으며 오직 내적 기름부음 안에 거할

측이 상세히 반박한 '교회와 신앙' 97년 9월호(pp164-166)

때 주님이 내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일

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트니스 리는 다음 인용문에서

한 페이지에서 위트니스 리는 주님의 역사로 자신이 어머

보듯이 결코 그리스도 안의 양성의 혼합을 가르치지 않습

니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니다. "그 분(그리스도)은 하나님이자 사람이시다. 그 분은

이 인용하신 골로새서의 말씀은, 주님이 만유가 되신 결과

완전한 인성 뿐 아니라 온전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를 설명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생활을 개선하라는

그 분 안의 두 본성은 혼돈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위트

말씀이 아닙니다.

니스 리, 진리의 변호와 확증 96 쪽, 1996, 한국복음서원).
이러한 관점은 칼케돈 신조와 정확히 일치되는 정통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관하여 목사님은 '주님이 인성을 취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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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간에 대한 교리
(신인연합, 삼분설, 죄)

인간구조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라고 했으나 사실은 '장로
교 신학의 견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분설은 루
이스 벌콥의 견해요 그의 저서를 대부분 번역하여 자신의

(1) 신인의 혼합, 연합

가르침으로 사용하는 박 형룡 박사의 견해입니다. 목사님
은 장로교단 외에 수많은 교단에서 삼분설을 가르치고 있

목사님이 '혼합'(mingling) '연합'(compounding)이라는 단

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위트니스 리가 출애굽기
30장의 관유에 포함된 향품에 대해 강해하고 있는 대목입

삼분설을 지지하는 수 많은 교부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언

니다. 예표론 상 이 구절들에서 '관유'와 '네가지 향품'의 연

급할 수 있으나 지면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영과 혼

합을 신성과 인성의 연합(compounding)으로 보기도 합니

과 마음의 각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도 정확한 성경적 근거

다. 또한 밍글링(mingling, 혼합)은 레위기 2장 4절에서 양

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보이는 '영혼'은 원문에

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소제'(기름과 고운가루)

의거해서 '혼' 또는 '영'으로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헬라어

를 만드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성경 용어인 것입니다.

나 영어는 '영'과 '혼'이 각각 다른 단어이며 또한 '영혼'이라
는 단어는 헬라어나 영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목사님도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에 연합의 사실은 있으나 혼합된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는 말씀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혼합된다는 위트니스 리
의 말은 성도의 신격화를 가리키며 이러한 주장은 너무도

우리는 목사님이 영지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지 의

참람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목사님의

심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물질은 처음부터 본질적

생각처럼 사람이 신격화 된다거나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

으로 악하다'는 것이고, 위트니스 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영원히 창조주

선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 후 부패되었다'고 주장함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며 결코 경배

도 목사님은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위

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

트니스 리는 영지주의자도 아니고 인간의 전인적 타락을

간 교회와 신앙, 96년 10월호 160-162 쪽을 참고하시기 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몸은

랍니다.

육체가 되었고 혼은 부패되었으며 영은 죽었다고 함으로
사람의 전인적인 타락을 선명하게 가르칩니다 (위트니스

또한 목사님은 위트니스 리가 고린도 전서 6장 17절의 '주

리, 창세기 강해 보급판, 한국복음서원, pp. 257-271, 사람

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는 말씀 중에서 이 '한 영'이 '성

의 영, p.47, 월간 교회와 신앙, 97년 9월호 참조).

령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말하기 어렵다'고 한 말을 비판하
며 이러한 표현이 너무도 참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면 목사님은 이 말씀에서 '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

(3) 죄

의 영인지 밝혀주시고, 왜 이것이 성도의 신격화를 의미하
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죄는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뜻
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타락
의 원인측면에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결과는

(2) 삼분설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Sin) 또는 악이 인격의 형태로 사
람 안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초대 교회 교부시대로부터 시작된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

이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

한 논쟁은 아직도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각 교단은

상(사람들)에 들어왔다(롬 5:12상)'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

좀더 현실적인 사안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은 타락한 사람이 다만 죄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

목사님은, '삼분설이 헬라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으

수'(롬 5:10)요 '마귀의 자녀'(요일 3:9)임을 말하고 있습니

나 사실은 이분설도 헬라철학에서 나온 것이며 이분설이 '

다. 마귀의 생명과 본성이 마귀의 자녀 속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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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의미이지 결코 성경을 경

밖의 공중에서 역사하는 인격으로서의 사단을 부인한다

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

는 말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간 교회와 신앙 97

데 구약의 예표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년 9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실물인 자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의 사진만
붙잡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사진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한

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
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을 처리하셨습니다(히

목사님은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

2:14). 이러한 말씀이 목사님 표현처럼 '참으로 괴상한 망

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각종 원수들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언'이라면 목사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하

도 믿는 이들의 원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십니까? 주님이 입으신 육신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

풍성한 산물들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엡 3:8)

달은 놋뱀으로 예표되었습니다(요 3:14-15). 이 예표에서

을 예표하며 각종 원수들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방

장대는 십자가를, 뱀은 사단을, 놋뱀은 육신을 가졌으나

해하는 우리의 육신과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그분은 죄가 없으셨
으며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만을 입으신 것입니다(롬
8:3). 이러한 진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V. 교회에 대한 교리

하신 말씀, 곧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쫒겨나리라...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
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요 12:31-33)는 말씀으로

(1) 지방교회만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한다.

도 확증됩니다.
목사님은 한 지방에 한 교회라는 말을 오해하신 것으로 보
입니다. 즉, '교회(사람들)'라는 단어와 '집회소(건물)'이라

III. 구원에 관한 교리

는 단어를 혼돈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데
과연 한 집회소에서만 모였을까?'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
다. '교회' 라는 단어는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들(사람)'이

목사님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라는 뜻이며, 집회소(건물)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일 뿐입

과 혼합(연합)되지 않았다...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고

니다. 그러므로 집회소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그 지방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성경말씀을 따라 어떻

있는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게 '주와 합(연합)하는 자가 되며(고전 6:17), 신(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벧후 1:4), 우리 속에 그리스도

성경에는 이런 저런 교파가 일체 없고 오직 그 지방의 명

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까(갈 4:19)?

칭을 따른 교회만 있습니다. 거듭난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므로 다만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행
8:1). 그 외에도 많은 성경구절들이 '한 지방에 한 교회'라

IV. 성경에 관한 교리

는 진리를 증명합니다(행 13:1, 롬 1:7, 고전 1:2, 엡 1:1, 빌
1:1, 골 1:2). 거듭난 무리들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하
나님에겐 그들 모두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방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한 나머지 성경을 경

성경에도 없는 교파를 만드는 것은 분열이며 그리스도 자

시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인용

신을 나누는 것입니다(고전 1:11-13). 바울은 분열을 강하

하신 저서의 문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트니스 리

게 책망했으며 이 일에 있어서 어떤 합리화도 용납될 수

가 언급한 '낡은 성경적 지식을 따르지 말라... 오직 예수뿐

없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장로교 학자이신 이종성 박사와

이다' 등의 의미는 '율법의 마침' 또는 '구약의 모든 예표의

'한국장로교회사'를 쓰신 김진복 교수님도 교회의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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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스러워 하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합니다.

정독한 후 계시록 전체의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 특성상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건의 시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어 볼 때,

(2) 모든 조직, 제도, 직분, 규율, 사업을 부인한다.

개인의 주장은 있으나 성경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교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직분 곧,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장로, 집사 등을 인정하지만 권위주

예를 들면, 목사님은 12장의 '사내아이'는 예수님을, '올려

의적인 계급질서를 가져오는 소위 '성직자-평신도 제도'는

간다'는 말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

주님이 미워하시므로(계 2:6) 우리도 미워합니다.

나 여기의 '사내아이'는 이기는 자를, '여자'는 하나님의 백
성의 총체를, '올려간다'는 말은 '휴거'를 가리킵니다. 그 이

목사님은 현재 일반 기독교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신학교,

유는 첫째, 해와 달과 별을 가진, 광야로 도망간 여자의 모

목사고시제도, 교회매매, 권위주의적 목사제도, 총회선거

습이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며 둘째, 사내아이가 올려간 직

시의 정치 정략 등에 대한 분명한 성경근거를 제시해 주기

후 하늘에서 사단이 내어 쫒겼으며 셋째, 본문의 말씀은

바랍니다.

대 환란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는 시
점 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의 백성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로서 환난 전에 휴거되어 사

(3) 예배의 모든 형식, 규범을 무시한다.

단을 쫓아낼 자들입니다.

목사님은, '인도자가 없이 아무나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

목사님은, 14장의 14만 4천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배를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단언하셨습니

고 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4절에서 그들

다. 목사님 표현처럼 '제멋대로 말하는' 예배는 성경에 없

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으나 고린도 전서 14장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둘째, 모든 성도들이, 여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

말할 수 있고(고전 14:31, 23)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 찬송

니하거나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거나 입에 거짓

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예배는 있습니다. 목사님

말이 없거나 흠이 없는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지하시는 주보 순서에 따른 예배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성경근거는 무엇입니까?
(2) 믿는 이들의 징계
(4) 성례를 규모 없이 함부로 행한다.

목사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잘못해도 결코 징계를 받지
않으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찬을 매주 나누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거듭난 사람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만
말씀과 성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주장은 성경의

그러나 첫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성도 중에서도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며, 구원을 얻기는 얻되 불 가운
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말하는 고린도 전서 3장 15절을

VI. 종말에 관한 교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또한 형제를 판단하는 사
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라고 경고하는

(1) 이기는 자들의 환난 전 휴거

로마서 14장 10-13절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
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

계시록을 합당하게 해석하려면 우선 본문을 100 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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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주님을 영접한 후 불태워질 공력만 쌓고, 형제들을 함

이 서신에 대한 답장을 발신일로부터 14일 내에 팩스로 보

부로 판단하며, 악을 행한 믿는 이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내주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위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 진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말씀을 신앙의 기
준으로 삼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상호간 오해와 갈등을 씻

둘째, 문맥에 의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종'이

어내고 무엇이 밝은 진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므로 구원받은 성도이며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인 저희의 건설적인 제안에 대한 목사님의 긍정적인 답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만일 목사님 말씀대로 한 달

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란트 받은 자가 지옥에 간다면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영벌과
멸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Daniel Towle 외 2인

VII. 결론
이상에서 간단히 본 바와 같이 목사님은 지방교회의 가르
침을 자세히 연구하지도 않으신 채 함부로 이단으로 단정
지어 인쇄 배포하심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셨습니
다. 문서는 그 특성상 일단 인쇄되어 배포되면 내용의 진
위여부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사실
에 대한 검증 없이 계속 재인용되어 거짓을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 책자들과 관련된 이러한 구체적인 피
해사례들을 이미 수집하여 보관 중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이 저술한 내용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 지속적이고 심각합
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충분한 연구 없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정죄
하는 일을 삼가 해 주십시오.

둘째, 이 편지에서 저희측이 개괄적으로 언급한 항목에 대
한 목사님의 의견을 기록한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셋째, 목사님의 글들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피해에 대한
목사님의 해명서를 지방교회와 위트니스 리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넷째, 이미 언급한 주제들에 대해 공개적인 지상토론을 제
의합니다. 주제선정과 토론방법 등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하나님, 인간, 구원, 성경,
교회, 종말론을 주제로 쌍방 각 6회씩의 원고를 한국 내 기
독교 잡지 또는 교계신문에 연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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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정죄 시정요구
및 토론 제의에 대한 회신

제목 :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정죄 시정요구
및 토론제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본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전세계
지방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전 목사님은 '지방교회의 모든

1. 평안하심을 빕니다.

것을 알아본다'(월간 고신, 1988년 5월호, pp48-51) '지방교

2. 본인에 대하여 제의해 온 내용들에 대하여 본인의 의

회는 이단이 아닌가?'(1989, 진영문화사), '지방교회의 정

견은 본 교단 총회 장이 보낸 회신에 본인의 뜻도 포함

체'(1990, 교회교육연구원), '지방교회의 정체'(유사종교연

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 합본집, pp149-167), 라는 책자들을 통해 거듭하여 저희

3. 그러한 입장에서 (물론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겠지만)
모든 제의를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그러나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본인

측을 정죄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고신 측 교단은 전 목사
님의 위 자료들을 토대로 위트니스 리와지방교회를 공개
적으로 이단시하는 경솔한 결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은 더 깊은 연구를 계속한 후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위 자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

5. 그런데 그 연구기간은 적어도 1년은 되어야 하겠습니

과 위 책자들은 저희들의 참된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

다. 그 이유는 1) 귀 교회에서 본인의 연구가 부실하다

들을 가지고 위트니스 리와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들을 함

고 지적하였습니다. 2) 본인은 목회를 하고 있고 귀 교

부로 이단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문맥을 무시한

회의 살펴 볼 책들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채 떼어낸 일부 내용을 가지고 저자인 위트니스 리의 의도

최삼경 목사와의 지상토론 내용도 깊이 검토해 보아야

를 왜곡했거나, 본문에 대한 전 목사님의 잘못된 해석, 성

하기 때문입니다.

경말씀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 동의하는 교리와 다르다고
이단시한 것 등이 저희가 항의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

목사 전 용복 (인장-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목사)

을 마치 사실처럼 재인용, 출판하여지방교회측에게 부당
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진규 목
사님(합동 측)은 자신의 책 '다락방 류 광수 왜 이단이라 하
는가'(1997년, 경향문화사, 44-46, 49쪽)에서 전용복 목사
님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들을
비난했습니다. 즉 위트니스 리가 '혼합체' '신인합일설' '반
신반인' '성도들의 신격화를 주장한다' '성경을 경시한다'는
터무니 없는 비난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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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 영구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심각하게 주목하는 점입니다.
전세계 지방교회 성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러
한 악한 비방이 반복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목사님은 고신 측 총회장이 우리측에 보낸 해명서를 이
용하여 모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만 이는 너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측이 현재
까지도 당하고 있는 심각한 영적, 정신적 피해의 근원은
바로 전 목사님이 쓴 소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전 목사님께 있다는 것
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는 1 차로 전 목사님께 강력히 항의하는 서신(1997. 9.
20자)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저희는 (1) 목
사님의 글들로 인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해명서와 (2) 공
개적인 지상토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목사
님은 1997. 10. 28.자 서신에서 공개토론을 위한 1 년의 준
비기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준비가 속히
마무리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토론이 시행되기를 인
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일
년의 준비기간 중 약 5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측이 이의
를 제기한 진리의 항목들(1997. 9. 20일자 우리측의 편지
참조)에 대해, 만일 자신의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
희와의 토론에 용기 있게 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전 목사님의 '이단 정죄'에 근거한 고신
교단의 '이단선언'이 고신 교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철회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전 단계로서 전 목사님과의 공개적인
지상토론을 거듭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주제 선정, 토론 방식, 사
용지면에 대한 계획을 고신 교단 측과 협의하셔서 1998. 4.
30일까지 그 원칙적인 입장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전 목
사님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
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 안에서, 조 동욱 외 1인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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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총회
한국에서 충분한 연구도 없이 성급하게 지방교회측을 이단이라고
한 단체는 예장 통합과 장로교 고신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
체의 결정(사실상 최삼경 목사와 전용복 목사의 생각)은 성경의 지
지를 받지 못하는 부당하고 거짓된 것임이 지방교회측의 반박을 통
해 폭로되어 이제 한국교계에서 알 말한 사람은 다 알게 되었습니

우편 : 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8-10
전화 : 02-592-0433-4, 팩스 : 02-592-5468
총무 : 97-032호
시행일자 : 1997. 6. 23.
수신 : The Church in Fullerton, Daniel O, Moses O, Paul O

다.

이 홈페이지 지면이 적극적인 것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위 두
단체의 처리에 대한 간략한 결과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 이단 결정에 대한 항의 및 공개토론 제
의에 관한 회신

1. 평안하심을 빕니다.
1. 장로교 통합측과 최삼경 목사

2. 본 교단 유사종교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유사종교 연
구집 제 3집을 비롯하여 본 교단 교수들의 논문 및 글

통합측 연구집을 작성한 장본인인 최삼경 목사와 약 3년

들이 귀 지방교회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에 걸친 지상 토론을 통해 지방교회에 대해 이의제기된 모

판정한 일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든 항목들이 반박 또는 해명되었습니다. 지방교회측 진리
는 전적으로 성경적인 반면, 최삼경 목사는 신론, 기독론,
구원론 등에서 삼신론 사상 등 심각한 이단성이 있다는 것
이 폭로되었습니다('누가 이단인가?'참조).
그 결과 최 목사와 같은 교단소속인 서울 북노회(노회장 :
윤두호 목사님)가 노회결의를 거쳐 총회에 최 목사의 이단
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최
목사가 이단 사이비 상담소장을 물러나는 선에서 수습되
었다고 교계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지금
까지 어떤 이의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교회연
합신문 해당 기사 참조).

3. 본 교단 유사종교위원회와 교단소속 교수들은 본 교단
이 채택한 성경중심의 표준서(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 문답, 교회정치, 예배지침 및 권징조례)에
따라 귀 지방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비판한 것뿐입니
다. 그러니 이는 결코 귀 지방교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
손하거나 악의에 찬 비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
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4. 저희 글들은 다만 본 교단 소속 목회자나 평신도들의
정신이 흐려지거나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지 귀 지방교회에 대
하여 도전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5. 그러므로 본 교단의 유사종교 연구위원회나 교단 소속
교 수들은 귀 지방교회가 제의한 지상논쟁이나 공개토

2. 장로교 고신측과 전용복 목사

론엔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
립니다. ('97. 6. 23. 발송도장)

장로교 고신측은 지방교회측의 항의결과, 총회장님 명의
로 다음과 같은 해명서(사과문)을 보내 왔습니다. 내부결

총회장 정 순행 (총회장 인장)

속을 위해 '장로교 교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본 것인데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를 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누구도 정죄하거나 교제를

장본인인 전용복 목사는 지방교회측의 거듭된 공개토론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진리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제의에 3년째 공개토론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구체적인 주제와 성경근거"를 가지고 온유한 영으로 그리스

장 서한으로 이 문제를 종결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

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

음은 고신총회가 보내온 해명서 전문입니다.

구든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가볍게 생각하려
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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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측의 지방교회측
이단 결정 철회를 촉구함

예장 통합 교단은 2003년 제 87차 총회에서 해당 교단 이

'(전략) 둘째, 인격(위격)으로 하면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

단상담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기총 이단상담소장인 최

도 영이시고(비록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도 영이시고,

삼경 목사님의 삼신론 이단성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충

인격(위격)으로 하면 각각 영이신 세 영들이시다고 하면

격적인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삼신론인가? 본인 편에서 볼 때는 서울 북노회의 이정환

1) C 목사(최삼경 목사를 가리킴으로 독자편의를 위해 이

목사나 총회 상담소장 김창영 목사가 본인을 삼신론자로

하 내용에서는 실명을 삽입함)의 "하나님이 세 영들이라

생각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 그

는 주장"은 삼신론의 근거가 되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상

렇지만 무엇이 잘못이란 것인지 모르겠다. 삼위 하나님은

충된다. 2)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

항상 한 영이라고 해야 한다는 말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를 가져온다. 3) 이신론 또는 다신론의 오류에 빠진다. 4)

어떤 경우에도 복수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지...아

최삼경 목사의 기적종료주장은 비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무리 생각해도 (이정환 목사, 김창영 목사가) 위트니스 리

오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와 같은 양태론적 삼위일체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의심
스럽다.'(월간 교회와신앙, 139쪽).

위 통합측 이단대책위원회 연구결과는 그 본문 내용 자체
로 보거나 최삼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장통합측이 그동

위 내용에 따르면, 최삼경 목사는 1) 자신의 '세 영들의 하

안 다른 단체를 이단시 해온 여타 사유들과 비교해 보건

나님' 또는 '복수로 표현되는 하나님'(하나님들) 주장이 삼

대, '최삼경 목사는 삼신론 이단이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신론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2)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사상에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3) 오
히려 이러한 자신의 '세 영들의 하나님 사상'을 비판하고

따라서 이런 공식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다음 세 가지

반대하는 통합 교단 서울 북노회 이정환 목사 또는 그 당

가 더 선명하게 강조되고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 통합교단 이단상담소장이었던 김창영 목사가 양태론
이단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삼경 목사님의 '세
영들의 하나님(들)' 사상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양태

1. 최삼경 목사의 '삼위는 세 영들이시다'라는 일관된 주장

론 이단으로 몰아갈 만큼 그에게는 확고한 신앙임을 단적

은 다만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에 불과 한 것이 아니라 '그

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최삼경 목사의 '세 영

의 확고한 신념'이다.

들의 하나님' 주장이 삼신론 이단이 되든지 이를 비판한 이
정환 목사, 김창영 목사, 위트니스 리, 그리고 예장 통합 교

이 점은 특정인의 신앙고백 문제임으로 최삼경 목사 본

단 전체가 양태론 이단자들이 되는 문제이며 다만 최삼경

인이 직접 확인해 주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목사님이 '표현을 적절치 못하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

최삼경 목사는 이미 월간 교회와신앙 지(발행인: 최삼경)

니다.

2001년 11월호에 게재된 '본인에게 제기된 삼신론 시비에
답한다'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이 쟁점에 대한 자신의 신앙
을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예장통합측이 최삼경 목사님의 '세 하나
님들' 주장을 삼신론 이단교리로 판단한 연구보고서 결론
은 타당하며 어떠한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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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삼경 목사 본인은 '자신이 틀렸다면 지방교회에 대한

회측에 대해 연구 보고한 내용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재검

예장통합 측의 정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까지 항변하고 있

토 및 재평가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음에도 통합교단 일각에서 적당히 타협하여 최삼경 목사
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그 후유증은 예장 통합교단 자
체의 정체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심각

3. 예장통합측은 지방교회를 이단시한 기존의 결정을 즉

한 손상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각 철회(재고)해야 한다.
이미 지방교회측은 지난 1996년 8월부터 1998년 5월까지

2. 예장 통합측의 지방교회 이단결정 연구보고서는 삼신

월간 교회와 신앙지를 통해 진행되었던 최삼경 목사와의

론자인 최삼경 목사 작품이었다.

공개 진리토론에서 최삼경 목사가 작성한 통합측 77차 연
구보고서 내용의 부당성을 조목 조목 반박 또는 해명한 바

지방교회를 이단시한 근거인 '예장 통합 측 이대위의 제 77

있습니다(토론 내용을 담은 단행본 '누가 이단인가' 참조).

차 연구보고서'는 외견상 예장 통합교단 사이비이단대책

아울러 이러한 쌍방의 공개 진리토론이 최삼경 목사의 신

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이단상담 소장이었던

론이 삼신론 이단사상임을 만 천하에 알려지게 한 직접적

최삼경 목사님 개인작품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었

인 계기가 된 것은 아래 연구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

음이 공식 입증되었습니다.

습니다.

즉 아래 C(최삼경)목사 삼신론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최

위 공개 토론에서 지방교회측은 통합측의 77차 연구보고

삼경 목사는 '만일 자신이 틀렸다면 통합측 교단의 위트니

서 내용이 최삼경 목사의 이단적인 신론에 기초했거나 지

스 리(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엽적인 교리상의 이견에 불과할 뿐 특정 단체를 이단시할

한다' 고 주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통합교단

만한 내용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변증했습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런 주장은) 위트니스 리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C(최삼경)목사 자신의

즉 1) 신론에 있어서 '양태론' 비판은 오히려 최삼경 목사

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

가 삼신론 이단인 것으로, '신인합일주의' 비판은 최 목사

니다. 즉 이것은 이단 연구과정과 실무 절차상 이런 저런

의 연구 부족으로 인한 오해로 판명됨. 2) 기독론의 '양성

여타 관련자들이 의견을 개진했을 수 있으나 보고서의 핵

부인' 비판은 역시 위트니스 리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

심내용을 작성한 장본인은 최삼경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시 영화롭게 된 몸(빌3:21)이 된 것을 주장한 것을 최 목사
가 오해한 것으로 판명됨. 3) 인간론에서 '전적 타락 부인'

이 점은 최 목사도 경북 점촌에서 행해졌던 이단 강연회에

비판은 위트니스 리가 사람의 영의 타락을 부인하는 것으

서 직접 다음과 같이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단 정보 자체

로 착각한 최 목사의 오해로 판명됨(최 목사는 공개토론에

를 제공하여 준 사람은 저의 교단에 저 하나 밖에 없는 현

서 이 점을 시인함). 4) 교회론은 '기성교회를 바벨론이라

재의 상태입니다'. 또한 최 목사는 월간 교회와신앙 2001

고 한다'는 비판은 계시록 17장의 해석을 최 목사가 확대적

년 11월호에서도 '그리고 교단을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본

용 한 것으로 판명 됨, '목사제도 예배제도 차이'는 지엽적

인(최삼경)의 연구를 최소 최대한 의존하고 있다'(135쪽)

인 이견일 뿐 이단 사유가 될 수 없음, '침례로 인한 구원 비

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판'은 성경상의 다양한 구원의 정의 중 '세상으로부터의 구
원'(홍해를 건넘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표 된)을

그렇다면 '위트니스 리(지방교회)가 이단이다'라는 연구보

가리킬 뿐 거듭남의 구원을 말함이 아님에도 최 목사가 오

고서를 총회에 제출한 장본인이 삼신론 이단으로 밝혀진

해한 것으로 각각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00. 4. 15일자 항

이상, 예장 통합측은 이단자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지방

의서한 참조 http://www.hightruth.or.kr/frame03/con_048.

교회측를 이단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

html)

다. 그리고 이것은 삼신론 이단인 최삼경 목사님이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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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장 통합측은 삼신론 이단으로 판명된 최삼경 목

다음은 예장 통합측 이단대책위원회가 1년간 연구한 후 총회에 보

사의 비성경적인 연구자료를 토대로 지방교회에게 내린

고한 최삼경 목사(C목사) 삼신론 연구 보고서입니다. 최삼경 목사

과거의 이단 결정이 치명적인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의 이단성이 잘 연구되고 명료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지방교회
에 대한 77차 연구보고서 내용에 있어서 최삼경 목사와의
토론내용 이외의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

삼신론에 대한 연구보고서

다면 이에 대한 쌍방 대표자간의 추가 토론 또는 추가 자
료 요청 및 검토를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로운 후속

출처 : 통합교단 홈페이지 http://www.pck.or.kr/sub4_06.asp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삼신론
삼위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AD550 아스쿠나게스(Johannes Askunages)와 필리포네
스(Johannes Philipones)를 중심으로 한 단성론자들에 의
해 주도된 이론이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단일 본성이며 삼위일체 안에는 세 가지 신적 본질
(ousiai)이 있다"는 주장이다.
로스켈리누스(Roscellinus 1050-1128)는 "세 위격은 하나
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여 삼위일체의 통일
성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세 위격이 분리되는 세 하나님의
의미를 더 강조함으로 삼신론에 빠짐으로 제4차 라테란공
의회(1214)에서 정죄 되었다.
안톤 군테(Anton Gunthe 1783-1863)는 "고대 다신론적
종교의 삼신-스토아적 '로고스'(Logos)와 신플라톤적 '누
스'(Nous,이성) 및 절대자의 자기현시에 있어서의 삼중적
인 운동"을 주장한 헤겔(Hegel)의 범신론적인 주장에 반대
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은 삼중적이며 지각을 통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세 본질이 형식상 통일을 이룬다"고 주장 하였
다. 군테의 주장은 1857년 교황 피우스9세에 의해 정죄 되
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비록 삼위일체를 반대하여 정죄
된 사람들의 동일한 주장은 "이 교리가 유일신론을 희생하
여 삼신론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다
른 인간자아의 형상에서 비롯된 신적 인격성에 대한 잘못
된 개념에서 발전된다는 점이다. 즉 신성이 정의상 인격이
어야 한다는 것과 삼위는 각각의 인격을 소유한 개별적 존
재이며 각각의 신성을 소유한 것으로 삼신이 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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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삼위를 분리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니스 리가 '한' 영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 바로 양
태론적 삼위일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포드(Gifford 1918)는 "삼위를 하나님의 인
격보다는 하나님 속에 존재하는 인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방교회측이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

고 주장하였다. 즉 세 위격을 한 인격으로 보는 것은 분명

는 말로서 C(최삼경)목사의 주장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이나 그러나 세 위격을 한 인격이라고 보기 보다

와 성령님은 두 본질을 가진 존재가 됨으로 이는 정통신앙

는 세 위격이 모두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보아야 한다는 것

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단적인 것임으로 반드시 수정되어

이다.

야 한다"(교회와 신앙 97년3월호)고 비판하자 C(최삼경)
목사는 교회와 신앙 97년 6월호에서 "'하나님은 세 영들이

이들의 노력은 삼신론이나 다신론을 배격하고 이교세계

아닌 하나의 영'이라는 주장은 이단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와는 다른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유일신앙,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의 영이 아닌 세 영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을 보존하려는데 있었다.

주장하였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계시는 일차적이며 최상의 것으로서

이에 대해 지방교회측은 C(최삼경)목사는 "세 위격의 하

고대 세계의 다신론과 실제적인 무신론에 반대하여 전체

나님의 한 본질(영)"을 부인하는 삼신론자이다"(교회와 신

에 걸쳐 유일신앙, 곧 하나님의 유일성의 진리를 제시하고

앙 97년 7월호)라고 비판하자 교회와 신앙 97년 8월호에 "

있다.

위트니스 리가 '한' 영이란 말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한 말이라면...이 말이 맞다"고 마지못해 인정하고 "그러나
위트니스 리는 '한'영이란 말을 본질에 대한 말로 사용하지
2.

않는다"고 다시 비판하였다.

C(최 삼경)목사의 삼위일체주장 비판
C(최삼경)목사의 삼위일체 신관을 분석하기 위해 그가 위

4.

트니스 리측(지방교회)과 지상논쟁을 벌였던 내용(월간

C(최삼경)목사 주장의 문제점

교회와 신앙, 96년12월호-2001년11월호)을 참고로 한다.
상기와 같은 양측의 논쟁에서 서두에 밝힌 것처럼 위트니
스 리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3.

그 이유는 C(최삼경)목사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위트니스

문제의 발단

리측의 주장은 분명 양태론적 주장임으로 더 이상 비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최삼경)목사의 주장의

C(최삼경)목사는 지방교회의 삼위일체 주장을 비판하면

문제점만 살펴보려고 한다.

서 교회와 신앙 96년 12월호 136쪽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
"만일 한 영이란 말이 본질의 단일성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였다.

맞다고 할 수 있으나"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들이 아닌 하나
의 영'으로 세 인격이 한 영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이 되었

C(최삼경)목사는 분명 하나님을 영이라고 할 때에는 본질

다고 하는 말이 그렇다. 그는 비록 인격이라는 용어를 사

의 단일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더

용할 때는 '셋'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나 영을 말할 때는 '한'

구나 이종성박사의 글을 인용하면서 야훼 하나님은 영적

영안에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이

본질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고 있다.

나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시요 성령님도 '한' 영
이신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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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살펴보면

체 신의 존재 형식을 의미한다....신은 처음부터 그 존재방
식에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삼위일체라는
형식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야훼신이 영

C(최삼경)목사는 위트니스 리의 삼위일체론을 비판하는

적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에...."(교회와 신앙 2001.11월호)

글에서 "윗트니스 리는 비록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셋'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영을 말할 때에는 '한 영안에

또 이종성교수는 자신의 글(상게서 P141 상단)에서 "그러

있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약이나

나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 이시라는 말이다"고 강조

신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시오 성령님도 한 영이

함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표현할 때 영은 하나님의 본질의

신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교회와 신앙 96년

단일성을 가리키는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월 136쪽)

C(최삼경)목사는 "필자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내재를 부

C(최삼경)목사의 주장은 하나님 아버지도 한 영이시고 성

정하지 않으며 본질의 단일성을 믿고 인격의 구별성을 믿

령도 한 영으로서 하나님은 두 본질(영)을 가진 분으로 '이

는다"(교회와 신앙 97년11월호)고 하였다. 그렇다면 "성부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서 영 이시요 성자도 한 인격으로

주장한 하나님은 '한 영이 아니라 세 영들이며 결코 하나가

서 영 이시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 영 이시다. 그러나 세 영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이 아니라 한 영 이시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C(최삼경)

언급한 "영을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맞다" "

목사는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자도 한 인

필자는 하나님의 상호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본질의 단

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다.

일성을 믿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뒤 엎는 것으로 그의 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 영들의

장은 삼위 하나님은 영이 각각 다른 본질을 지닌 세 하나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교회와 신앙 96.12월호)

님이라는 뜻이 되고 만다.

C(최삼경)목사는 자신의 이와 같은 주장이 삼신론에 해당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다는 공격을 받자 [교회와 신앙 97년8월호]에서는 "필자
가 각각 한 영이라고 한 말은 셋에 속한 부분으로서 한 말

분명히 그는 "성부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자도

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서 영 이시요 아들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시요 성령도 한 인격으로서 한 영이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서 영 이시요(물론 아들 하나님만은

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주

육을 취하셨지만) 성령님도 한 인격으로서 영 이시다는 말

장 하였다. 그의 주장에서 인격과 영은 동질이다. 그러므

이다"라고 처음 주장인 삼위가 "한 영이시다" 라고 교묘히

로 인격=영이다. 인격은 페르소나(persona)를 번역한 말

말을 바꾸어 96년 12월호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한-하나

이다. 그러므로 영도 페르소나이다. 그러므로 C(최삼경)목

>라는 말을 빼 버렸다. 이것은 그의 첫 주장이 문제가 있음

사의 주장은 '(하나님은)세 (영)페르소나라는 것이다. 이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

이 어떻게 삼신론이 된다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나님이 아니라 한 영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본성)을 나타내는 극히 제한적 용어이다.

또 "각각 한 영이라고 한 말은 셋에 속한 부분으로서 한 말

그러므로 C(최삼경)목사 자신도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

이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가 된다. "성부의 영, 성자의 영,

로 영이시다"라고 인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영은 페르소

성령이 셋(삼위)에 속한 부분이다"라는 주장은 삼위일체

나가 아니라 숩스탄티아(substantia)- 곧 본질(본성)을 나

론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삼위가 셋에 속한 부분이

타내는 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C(최삼경)목사의 주장

라는 표현은 삼위 하나님은 셋이 합하여 온전한 하나가 되

대로 옮기면 "성부도 한 페르소나로 한 숩스탄티아 이시며

며 성삼위 각위가 독자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되

성자도 한 페르소나로 한 숩스탄티아 이시고 성령도 한 페

기 때문이다"

르소나로 한 숩스탄티아 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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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티아(본질) 이다"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가

C(최삼경)목사는 분명 각각의 본질을 가진 '세 영들의 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한 지방교회측의 삼위

나님', 곧 세 분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의 주장은

일체론이 양태론임을 단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굳이 이

삼신론으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지방교회측의 신관은 양태론이다.

"삼위일체론에서 '페르소나'를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C(최삼경)목사는 자신의 주장이 삼신론이라고 비판을 받

못된 것이며 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언

자 '자신은 한 본질에 세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제나 영은 하나님의 속성-곧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혹 '

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하나

영'이란 단어를 한 하나님 안에서 인격의 개체를 표현하는

님은 한 분인가, 세분인가?'라는 주제아래 "칼빈도 하나님

의미로 쓸 수 있으나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세 영들의 하

이 한분이심도 강조하였지만 세 분 이심도 말하였다. 아버

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은 삼위일체론에서는 적절하지 못

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다.

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시다.
세 분은 독특한 특성에 의해 구분된다"(2001. 11월호)고 주

그러므로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요 아들 하나님도

장하며 칼빈도 세 분 하나님을 주장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

한 인격으로 한 영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

다.

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장
은 삼신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세 하나님

C(최삼경)목사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분'이란 말은 '페

이 되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와 상충

르소나'란 말을 변역한 것으로 이것은 우리가 '위(격)'으로

된다.

번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C(최삼경)목사는 "'분' 이란 말
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

C(최삼경)목사가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 주장을 하는 이유

교강요 원문에는 한국 말의 '분'이란 개념이 없다'고 말하

는 무엇인가?

면서도 '칼빈도 하나님이... 세 분 이심도 말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는 지방교회측을 비판 하면서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영들이 아닌 하나의 영"(하나님의 경륜,p16)이라는 지방교

C(최삼경)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국

회측의 주장이 양태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교회나 세계교회가 자칫 삼신론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위

"하나님의 세 인격이 하나의 영안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

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세 분'이라는 표현까지 서

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요 성령님도 한 영

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신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 반문하며 그러므
로 하나님은 한 영이 아닌 세 영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C(최삼경)목사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성부도 신이고

다. (교회와 신앙 96.12월호).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는 의미는 "본질의 단일성을 주장하는 것

지방교회측에서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임을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2001.1월호 p.144)

하나님의 세 인격은 세 본질(영)이 아닌 하나의 본질(영)

이 글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의 단일성을 인정한 말이다.

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C(최삼경)목사의 주장은 삼
신론이다"라고 공격하자 C(최삼경)목사는 "영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통교리로 인정하는 아다시우스 신조는 하나님

본질을 말하는 것이면 (지방교회측의 주장)이 맞다. 그러

(신)을 본질적으로 한 분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C(최삼경)

나 한 인격으로서 성부 하나님도 한 영이시오 한 인격으로

목사는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본질의 단일성을 인정하면

서 성자 하나님도 한 영이시오 성령도 한 영이시다. 그러

서도 동시에 '신을 셋(세 영들)'으로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영'을

인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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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최삼경)목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의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신론적 주장으로 충분히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 신들의 하나

인식될 수가 있다.

님이다'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한 신만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C(최삼경)목사는 자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통합측 교
단의 위트니스 리에 대한 정죄가 잘못되었다고 해야 한다'

또 C(최삼경)목사는 자신의 주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

고 주장하였다(2001.11호 p144). 이것은 위트니스 리를 이

나님은 복수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

단으로 정죄할 때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C목사 자신의

고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C(최삼경)목사는 하

글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나님을 복수 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창1:26에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위트니스 리를 이단성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고 결정한 본 교단의 결정은 결코 삼위일체론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자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면 위트

물론 이 성경구절은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니스 리의 이단정죄가 잘못 되었다고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다(우리는 1인칭 명사).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기 때

자신의 주장이 곧 정통이요 이단정죄의 잣대라고 말하는

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니다. 계시적 해석(본인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여기서 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경신학적 측면에서 가능한 해석일 뿐 성경 기록의 본래
적 문학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으로 '우리'는 삼위일

5.

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

성령론에 대한 문제점

우리'라는 표현은 '히브리인들은 장엄한 것을 나타낼 때 흔
히 복수형을 사용함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적

C(최삼경)목사의 문제점은 삼위일체론만이 아니다. 그는

표현이다'(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수

성령론에서도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 교단의 신조와 신

명사-예,엘로힘-를 하나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

앙고백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그가 주장하는
성령론의 문제점을 논해보자.

즉 하나님을 '우리'라는 1인칭 명사로 표현한 것은 복수 하
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C(최삼경)목사는 교회와 신앙 97년9월호 p142-144에 윤

강하심을 나타내는 히브리 문학적 표현인 것이다.

모목사의 계시론을 비판하는 글에서, 윤 모목사의 '성경계
시는 사도시대에 끝이 났으나 하나님의 이적은 지속되고

벌코프는 "엘로힘이나 (하나님에 대한) 복수적 표현들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계시가 사도시대로 끝났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 복수성(plurality)을 지적하고 있

한다면 이적도 역시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점

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의 증거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

에 있어서 (윤 모 목사가) 너무나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

다"(벌코프 2권 신론 p154)고 밝히고 있다.

다"고 주장하고 있다. C(최삼경)목사의 주장은 세대주의
적 근본주의자들 중 극히 일부가 주장하는 기적종료이론

그럼에도 마치 이 성경구절이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할 수

으로 '성령의 사역은 내적사역과 외적사역으로 구분되며

있는 근거인양 왜곡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은 C(최삼경)목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사역이 병행되었지만

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의 내적사역만 계속된다'는
이론이다. 이와같은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반복되는 말이지만 C(최삼경)목사가 위트니스 리의 삼위

능력과 은사와 이적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부정하는 비

일체론을 비판하면서 주장한 "하나님은 한 영의 하나님이

성경적 주장이며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제31장 성령에

아니라 세 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은 영이 하나님의

대하여 제4항과 1986년에 채택된 본교단 신앙고백서 제4

본질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세 영들

장 성령 제4항과 제5항에 명시된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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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으로 본교단의 신앙과 결의에 위배되는 주장

는 것이요 나아가 성령의 외적사역-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이다.

역사-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본교단의 신앙고백이자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성령론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인간의

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기적종료이론은 학자들의 학문

이성과 능력을 초월한 기적적인 것들이며 이러한 성령의

적 주장일 뿐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C(최삼경)

은사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봉사를 위해 주신 선물로 신

목사는 성경의 증거나 교단이 정한 신앙고백(이것은 또 하

자들에게 다양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나의 교리적 측면이 강하다)보다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주
장을 더 신봉하는 비성경적인 신앙의 소유자라 하지 않을

"이적이 끝났다고 하면" 성령의 특수은사도 종결되었다고

수 없다.

해야한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특수은사는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C(최삼경)목사의 주장
은 일부 신학자들의 이론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성경을

6.

부정하는 이단적 주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C(최삼경)목

결론

사 스스로 교회와 신앙 2001년9월호, p144에서 "물론 기사
와 이적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

(1)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영은 페르소나

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

(위격)가 아닌 숩스탄티아(본질)을 나타내는 말이다.

주의자가 되어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라고 기

삼위일체론에서 페르소나를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

적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잘못된 것

못된 것이며 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

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는 언제나 영은 하나님의 속성, 곧 본질을 나타내는 것
이다. 혹 영이란 단어를 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개체

그런데 C(최삼경)목사가 말하고 있는 "기사와 이적을 본

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삼위

질적으로 부정하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삼

기사와 이적을 부정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으로 여겨지며

신론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다른 면으로 해석하면 성경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복음

한 인격으로 한 영시요 아들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

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한 인격으로 한 영이시다. 그

났으나 성경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실제적으로 이적도 끝

러므로 하나님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은

이났다는 본래적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

결국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 되어 삼신론의 근거가 되

는 것으로 보인다.

며 모든 기독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
와 상충된다.

분명히 C(최삼경)목사는 "이단이란 말은...교리적인 면에
서 규정하는 말"(교회와 신앙 97년6월호)이라고 스스로 정

(2) "성부의 영, 성자의 영, 성령이 각각 하나라고 한 것은

의를 내려놓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필자(C목사)

셋에 속한 부분"이라는 주장은 하나님을 삼등분하여

는 이단비판이나 규정을 ...교리로만 한다는 식의 말은 주

성부, 성자, 성령을 각기 1/3로 분리시킴으로 성삼위가

장한 적이 없다"(교회와 신앙 2001년8월호.p144)고 말하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서로 구별되며 나뉘거나 혼합

고 있다. 우선 C(최삼경)목사의 거짓말을 지적하지 않을

되지 않고 상호 종속됨이 없이 온전하신 개별적 실재

수 없다. "이단이란 교리적인 면에서 규정하는 말"이라고

를 손상시키고 삼위가 하나가 될 때만이 완전한 하나

해놓고 "그런 식의 주장(을)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의

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의 주장대로 교리적인 면에서 이탈되거나 잘못될 때 이

(3) '영'이 하나님의 본질, 곧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영

단이 된다. "이적과 기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

이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약이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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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나 아버지 하나님도 한 영이시요 성령님도 한 영

다음은 대구 상일교회 박진규 목사님이 류광수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신데 이떻게 이 둘이 하나라고 하는가?"하는 주장은

책자 '다락방 류광수 왜 이단이라 하는가'(경향문화사: 발행인 석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각기 다른 영이라는 뜻으로 성

태 목사님)에서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류광수 목사님과 무리

부의 영과 성령의 하나되심을 부정하고 성부의 영과

하게 관련짓는 과정에서 거짓된 내용을 말한 것을 반박한 서신입니

성령이 각각 다른 영이라고 주장함으로 이신론, 혹은

다. 해당 날짜에 수신인들에게 발송된 것인데, 언론과 출판을 통해

삼신론의 오류에 빠지고 있다.

어떻게 진실이 왜곡될 수 있는지를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4) "성경의 완성과 함께 성령의 모든 은사나 이적도 함께
끝났다"고 보는 기적종료이론은 근본주의 성향의 일
부 개혁파들이 성령론에서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

발신인 : 조동욱 외 1인 - 1997. 12. 10.

다. 성령의 능력과 이적을 부정하는 것은 신적능력의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orth Placentia Ave

자유함을 특정기간에만 한정시키는 것으로 이와 같은

Fullerton, CA 92831

주장은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전화 : 714-996-8196, 팩스 : 714-996-8195

제 31조, 성령에 대하여 제 4 항과 우리 교단의 신앙고
백 제 4 장 성령, 4항 및 5항에 명시된 성령의 사역과 은

수신인 : 박 진규 목사님

사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성령의 역사와 이적은 하나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 3동 1582-14 상일교회 우편번호

님의 특별하신 활동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성령

704-370

은 다양한 은사를 그의 성도들에게 주심으로 복음의

전화 : 053-637-4563, 팩스 : 637-4564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
앙고백이며 교리이다. 기적종료 주장은 비성경적이며
신학적으로 오류이다.

제목 : 위트니스 리의 신앙을 왜곡 소개한 것
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요구

(5)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 연구결과

박진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박 목사님이 저술하

가 나올 경우 해 노회로 보내주기를 노회가 청원하였

신 '다락방 류광수 왜 이단이라 하는가' 라는 책자를 구입

으므로 해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이

하여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에 관련된 부분들을 심도

옳은 것으로 여겨진다.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위 책자 안에서 위
트니스 리의 신앙관이 사실과 크게 다르게 취급된 것을 발
견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의 신앙관은 이 곳 미국에서는
정통근본주의 계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의 신앙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쓰여져 한국교계에 소
개된 왜곡된 자료들(고신측, 통합측 연구자료 및 정동섭
교수님의 책자)은 결코 저희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님
께서 이러한 왜곡된 자료들이 마치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
을 대변한 것처럼 인쇄된 책자로 인용하여 발표하셨습니
다. 이처럼 부당한 자료들을 근거로 위트니스 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한국교계에 확산시키신 것에 대해 저희
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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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

전용복 목사님의 고신측 자료,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은
어떤 형태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실행과도 무관하며,
전적으로 성경에 기초한
근본주의 정통신앙입니다.

최삼경 목사님의 통합측 자료,
정동섭 교수님의 '그것이 궁금하다'는
(지방)교회의 신앙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들이므로
결코 재인용될 수 없는 자료들 입니다.

저희는 박 목사님이 류광수씨의 가르침과 접목시켜 비판
하실 목적으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무리하게 해석하
신 흔적을 이 책자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류광수

1. 왜곡된 '고신측 자료'가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씨에 대한 비판여부는 전적으로 박 목사님이 판단하실 일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의 분석에 의하면, 류광수씨의

고신측 전용복 목사님은 저희들의 참된 신앙과는 전혀

가르침은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나 (지방)교회의 신앙과

동떨어진 내용들로 저희들을 비난하는 소책자('지방교

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류광수씨 본인도 이 점을 강하

회는 이단이 아닌가", 1989, 진영문화사)를 출판했습니

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다. 처음에 저희들은 이러한 비난들이 전혀 근거없는

류광수씨 비판의 도구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사용되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동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회가 낳은 늦둥이

일 내용이 출판사를 달리하여 계속 재출판되었고 고신

아들이 류씨의 다락방 교회',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살펴

측이 저희측을 '이단운운'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되기까

보면 류씨의 행보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박 목

지 했습니다. 그 후 (지방)교회를 언급할 때마다 이 '왜

사님 단정은 논리 전개에 지나친 비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

곡된 자료'는 '검증된 사실'처럼 계속 재인용되는 안타

코자 합니다.

까운 일이 한국교계에서 지금까지 재연되고 있는 것입
니다.(이 자료에 대해 저희 측은 고신측 총회장 명의의

이곳 미국에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은 전적

해명서(사과문)(1997. 6. 23.)를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

으로 성경에 근거한 근본주의 정통신앙으로 이해되고 있

다).

습니다. 미국에서 10여 년 전에 우리를 오해하여 쓰여진
일부 책자가 있었으나 명예훼손 재판 및 공개토론을 통해

그러나 위트니스 리가 '혼합체', '신인합일설', '반신반

지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인', '성도들의 신격화를 주장한다', '성경을 경시한다'

리의 가르침을 문제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종

는 등의 근거없는 내용들을 담은 '고신측 자료'는 진실

교 문제 연구소장인 고오든 맬튼 박사는 (지방)교회를 형

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제회의 영향을 받은 정통 근본주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변론을 자제하는 것이 오히려

니다. 현재 주요 기독교 방송국을 포함한 미 전국의 50개

거짓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교계

방송국에서 매일저녁 또는 주 1회씩 위트니스 리의 '창세

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용복 목사님께 강력히 항의하는

기 라이프 스타디'가 큰 호응 가운데 방송되고 있습니다.

서신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비난내용에 대한

또한 미 전역의 기독서점에서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공개적인 진리토론을 전용복 목사님에게 제안했고 현

책자가 취급, 판매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

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별첨 항의서신 참

다.

조).
2. 통합측 자료 역시 지상 토론에서 폭로된 것처럼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 자료임으로 위트니스 리를 비난하
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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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90쪽).
'양태론자', '신인합일주의자', '사람의 영의 타락을 부
인한다', '예수님의 인성에 변화가 있다'고 가르친다는

-반박 : 이러한 오해는 위트니스 리가 사용하는 '지방교회'

등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위트

오는 이러한 비난들이 거짓이었거나 오해였음이 토론

니스 리는 '지방교회'를,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던지 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이 아닌 내

지방에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의미하나, 박

용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을 주님은 결

진규 목사님을 포함한 한국교계 지도자 분들은 소위 '위트

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니스 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만'으로 잘못 해석하신
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다음의 위트니스 리의 말로도 증
명됩니다.

3.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정동섭 교수 책자는 출판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출판사'도 재 출판을

"어떤 이들은 우리를 지방교회라 하지만 이는 지나친 말이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지방교회의 일부에 불과하다. 예컨대 대북
의 지방교회는 응당 대북의 전신도를 포괄 망라하고 있어

'사위일체', '지방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다'는 등 해괴하고 거짓된 내용을 담은 이 책자는 한국

아직 대북 지방교회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위트니스 리,

에서 출판되거나 재인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 102-10쪽, 한국복음서원, 1986). 다시

저희는 이 점을 정 동섭 교수님과 해당 출판사인 하나

말하면, 서울교회는 서울에 사는 모든 믿는이들을 가리킨

출판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하

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지 결

나출판사 편집인 전 광규 목사님은 재판 발행을 중지

코 잘못되고 우월감에 빠진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님께는 저희

리는 이러한 진리의 근거를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

의 참된 신앙을 바르게 파악하시도록 관련 자료들을

니다(고전 1:2, 행 8:1, 13:1, 롬 1:7, 엡 1:1, 빌 1:1, 골 1:2, 계

제공하며 상호간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1:11).

중입니다. 이처럼 왜곡되고 심지어 거짓된 자료들을
근거로 박 목사님이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를 독자

또한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라는 표현은 위트니스 리 자

들에게 부정적으로 소개하신 것은 당사자는 물론 진실

신은 물론 주님을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피 값을

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

주고 사신 주님 자신의 소유(마 16:18, 행 20:28)이지 위트

습니다.

니스 리나 루터, 캘빈 그 어떤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리스도가 몸의 머리이시고, 또한 몸 자체도 그리스도의 것
일 뿐입니다. 누가 이 몸을 소유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까?

III.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왜곡한
몇가지 사례에 대한 반박

[왜곡사례 2] 위트니스 리는... 지방교회 안에 있지 아니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정동섭, 251쪽)(다
락방, 91쪽에서 재인용)

[왜곡사례 1] (위트니스 리는)'서울에는 위트니스 리의 지
방교회가 있는 만큼 서울에 다른 교회가 있을 수 없다는

- 반박 : 위트니스 리는 결코 이러한 극단적인 말을 한 적이

것이다'(정동섭, 255쪽)(다락방 류광수는 왜 이단이라고

없습니다. 이것은 근거없는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하는가?(이하 '다락방') 91쪽에서 재인용함)... 지방교회

입니다. 오히려 위트니스 리는 교파 안에도 구원받은 믿는

외의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상일 것이다(다락

이들이 있다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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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어느 교파 중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하고 박 목사님이 이것을 '삼위일체'를 대치하는 잘못된 교

몸된 지체로서 우리들의 형제됨을 인정한다. 천주교나 개

리를 의미하는 '사위일체'로 매도하시는 것은 심각한 왜곡

신교의 각 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지만 애석하게

인 것입니다.

도 그들은... 지방입장에서는 떠나 있다... 혹자는 묻기를
그러면 분열된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신도나 주님을 충심
으로 사랑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없느냐고 할 것이다. 물론
나는 있다고 인정한다"(위 책, 103, 50쪽, 교회와 신앙 97. 9

[왜곡사례 4] 위트니스 리는 하나님과 신자가 본질적으로

월호, 166쪽). 근거없는 말로 남을 정죄하는 일은 신실한

연합되고 혼합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이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되고 혼합된다면 그것은 우
리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론이 되고 말 것이다..그러나 이
것은 정통적인 신학사상을 크게 벗어난 주장이다(다락방,
57-59쪽).

[왜곡사례 3] '이 같은 류씨의 말은 위트니스 리의 '사위일
체' 교리는 될지언정'(다락방, 54쪽) '위트니스 리가 말하

-반박 : 위트니스 리가 말하는 '본질적 연합'은 인간성이

는 '삼일하나님'의 교리 즉 '사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파괴되거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게로 흡수되어지는 '연

나=하나님'이라는 구조로서 (전용복, 149-167, 다락방,65

합'(다락방, 59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말

쪽에서 재인용)

하는 '연합'은 성경이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요
15:5),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그리스도의 몸)(롬 12:5),

-반박 : 위트니스 리는 소위 '사위일체'라는 해괴망칙한 말

주와 합하여 한 영된 연합(고전 6:17)을 가리킵니다. 성경

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경배받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은 또한 믿는이들이 하나님의 생명(골 3:3, 요일 5:12)을 소

동등하다는 의미의 '사위일체'라는 말은 위트니스 리의 가

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1:12-13)이며, 하나님의 본성(벧후

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박 목사님은 '아버지는 아

1:4)과 하나님의 형상(고후 3:18, 갈 4:19)과 하나님의 모양

들 안에 있다. 아들은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요일 3:2)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몸(교회)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몸(교회), 이
제 하나님 안에 넷이 있는 것이다'고 한 위트니스 리의 말

따라서 믿는이는 경배받는 대상인 신격(Godhead)을 가

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의 이 말은 '삼위일

질 수는 없지만(행 14:11-15), 하나님의 생명, 본성, 형상,

체'의 주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주제인 '

모양, 생활(갈 2:20)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비밀스런 연합'을 언급한 성경말씀

므로 이단인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정통신앙을 수호한 교

을 풀어 쓴 것일 뿐입니다.

부로 알려진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도 그의 저술인
'DeIncarnation 54:3'에서 '그(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되신

박 목사님은 상호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는 이

것은 우리로 하나님되게 하시기 위함이다'(He was made

들과 연합된 사실을 부정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교회가 아

man that we might be made God)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
씀(원문참조)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

저희는 이러한 말을 한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신학에서 벗

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요한

어났다고 정죄한 사례를 교회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

복음 14장 20절을 박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습니다. 오히려 그의 신앙내용과 일치하는 '아다나시우스

말씀에서 '그 날'은 직전 말씀(1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

신조'는 정통신앙의 기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이

신 살아나신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로 인해 하

장식, 기독교신조사 제1집, 15쪽, 컨콜디아사). 박 목사님

나님과 사람의 비밀스런 연합(고전 6:17)이요 상호내재인

은 '아타나시우스'를 정통신앙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보시

그리스도의 몸(엡 1:22-23)이 출현했다는 말입니다. 이러

는지요? 또한 이 주제에 대해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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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학'은 무엇인지 선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행한 사태들은 전적으로 박 목
사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코자 합니다.

[왜곡사례 5] 위트니스 리의 책에서는 '그는 한때 개인적
인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그리스도)가

[왜곡사례 7] 류광수씨가 주장하는 '영접사상'은 위트니스

공적인 그리스도가 되었다(정동섭, pp258-259)'고 했다.

리의 것과 같다. 위트니스 리가 말하는 믿음과 영접은 다

사도행전 3장 이전의 예수는 비공식적인 그리스도였다는

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다락방, 200-202쪽).

의미일까? 어쨌든 류씨의 말과 위트니스 리의 말 사이에
유사점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다락방, 77쪽)
- 반박 : '공식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이 위트니스 리와 류광

- 반박 : 이 사례가 박 목사님이 위트니스 리와 류광수씨를

수씨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니 류광수씨가 위

무리하게 연관지으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니스 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것

저희는 세가지로 나누어 반박하고자 합니다.

은 원문의 문맥상 '단체적인 그리스도'(a corporate Christ)
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을 정동섭 교수님이 잘못 번역(정동
섭, 259쪽)한 것이고, 그러한 오역을 근거로 박진규 목사님

1) 박진규 목사님은 '교회와 신앙 95. 11월호'에서도 위트

이 무리하게 위트니스 리와 류광수씨의 유사점을 찾아내

니스 리의 본문을 왜곡하여 비판하신 전례가 있으십니다.

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위트니스

즉 위트니스 리는 본문에서 '믿음에 찬성과 인정함이 포함

리가 자신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으로 인해 비

되지만 믿음 그 자체는 영접이다(성경요도, Vol, pp 105-

난을 받고 있는 많은 사례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

106)'라고 했으나, 목사님은 '믿음 그 자체는 영접이 아니

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다'라고 정반대로 인용하신 후 긴 지면을 할애하여 비판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고 하셨습니다(행 9:4-5). 즉 이

셨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목사님은 본

말씀은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이들이 자신의

인의 실수를 인정하신 사실이 있으십니다('교회와 신앙'

몸을 구성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행 9: 4-5, 고전 12:12)

96. 3월호 148쪽에 정정광고를 게재함). 저희는 이 점에 대

가 되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체적

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영적 시력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
다. 따라서 오직 사도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

2) 박 목사님은 소위 '재영접 사상'을 가진 류광수씨와 위

현을 썼고, 교회(그리스도의 몸)가 '큰 비밀'이라고 성경은

트니스 리는 같은 '영접사상'을 가졌다고 단정하셨습니다.

말합니다(엡 5:32).

또한 류씨의 재영접 사상을 박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요, 믿으면 기초적인 구원을
받고, 영접하면 마귀를 결박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정의
하셨습니다(다락방, 132쪽). 그렇다면 위트니스 리가 어느

[왜곡사례 6] 우리는 위트니스 리에게서도 과학주의적인

책 몇 쪽에서 위와 같은 '류광수 씨의 재영접 사상'을 가르

글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류씨나 위트니스 리나 뉴에이

쳤는지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와 같은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다락방, 163쪽)

3) 위트니스 리는 박 목사님이 인용하신 본문에서 '영접하
는 것'은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박 목사님의 지적

- 반박 : 박 목사님은 위트니스 리가 어느 책 몇 쪽에서 이

처럼 영접과 믿음을 각기 다른 두 단계로 말하고 있지 않

단적인 뉴에이지 운동(과학주의)의 글들을 썼는지 밝혀주

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2절은 본문 자체(영접하는

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터무니 없는 말을 문서로 유포함으

자 = 믿는 자)가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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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믿는이들에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구절입니다. 위
트니스 리도 '여기(요 1:12)에서는 [영접이 곧 믿음]이라고

1. 출판사와 협의하셔서 '위트니스 리의 신앙을 사실과 다

말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영접함이다'라고 해석했습니

르게 묘사한 부분들'을 삭제할 때까지 이 책자의 유통

다(성경요도, 105쪽). 그가 쓴 '회복역'의 해당 부분 각주에

을 즉각 중지시켜 주십시오.

서도 'to believe into is to receive'라고 함으로써 이점을 확
증했읍니다(Recovery Verson, LSM, 1991, p367). 위트니스
리는 또한 요한복음 라이프 스타디 해당 부분에서도 '주님
을 믿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같은 내용을

2. 류광수씨와 관련, 위트니스 리의 신앙관을 왜곡 소개
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3. 저희가 반박한 항목들에 대한 박 목사님의 해명서를
보내주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트니스 리의 글 어디에도 예수님을 '반복적으

박 목사님의 원칙적인 입장을 저희 측의 서신 발신일로부

로 영접(재영접)해야 한다'는 소위 류광수씨식의 주장을

터 14일 이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박 목사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깁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섬

위트니스 리가 말하는 믿음(또는 영접)에 '찬성과 인정'이

기시는 교회 위에 주님의 평강과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포함되는지 여부도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상식적으로 판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단할 일이지, 박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문장분해'를 하고 '
수학 기호와 공식'을 동원해야만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해진 틀
에 의도적으로 꿰어 맞추려고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길

첨부 :

뿐입니다. 그러나 박 목사님이 인용하신 본문에서 위트니

(1) 위트니스 리의 멧시지를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 리스

스 리의 의도는 믿음 또는 영접에는 당연히 '찬성과 인정'

트1매

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영접만이 믿음이다'라는 표현도,

(2) 고신측 전용복 목사님께 보낸 항의서신 9 매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찬성하고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3) 고신측 총회장 명의의 답신 1매

그러한 그리스도(그 이름)를 자신의 구주로서 주관적으로

(4) 정동섭 교수님과 하나출판사에 보낸 항의문 4 매

영접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찬성
과 인정'을 배제시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저자
의 의도를 억지로 왜곡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이외에 '성령의 육체적 임재', '그리스도를 누림', '죄와 사탄
이 일체', '반구원설'등에서도 위트니스 리의 글이 저자의
참된 의도가 왜곡 또는 오해된 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문서로 유
포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공의를 귀히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
인들의 양심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박
목사님께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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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조동욱 외 1인 - 1997. 12. 11.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orth Placentia Ave
Fullerton, CA 92831
전화 : 714-996-8196, 팩스 : 714-996-8195
수신인 : 발행인, 석원태 목사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3 문창빌딩 511호 도서출
판 경향문화사
전화 : 02-783-5084, 팩스 : 02-783-4167

러한 문제가 신앙양심과 거룩한 말씀의 인도 아래 잘 마무
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의 이
의제기가 박진규 목사님의 류광수씨에 대한 연구성과를
비하하거나, 경향문화사의 출판방침에 손상을 주려는 의
도로 오해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도서출판 경향문화사' 측의 이 서신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
을 본 서신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팩스로 보내주시고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석원태 목
사님과 경향문화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의 출구를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목 : '다락방 류광수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
는 책자 출판 중지 요청

석원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
는이들로써 문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명
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귀 출판사의 수고를 귀하게 여깁
니다. 저희는 위 책자에서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이 왜곡되
게 유포되는 것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전세계 (지방)교
회들을 대표합니다. 저희는 박진규 목사님이 위 책자를 저
술하시면서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와의 관련성을 신학
적으로 분석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책자를 구입하여 심
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트니스 리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되게 쓰여진 자료들이 위 책자 안에서 마치 '검증된 사
실'처럼 재인용되었고, 류광수씨와 연관짓기 위하여 위트
니스 리의 가르침이 무리하게 해석되는 것을 보고 경악하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자에서 비판적으로 인용된
내용들은 위트니스 리의 참된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며,
원래 문맥에서의 위트니스 리의 의도와도 다릅니다. 저희
는 이 점을 저자이신 박진규 목사님께 알려드리고 강한 유
감의 뜻을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원태 목사님께서 저희가 첨부한 항의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신 후 저자와 상의하셔서 '사실이 아닌 부
분'에 대해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단 한 문장이 있더라
도 바로 잡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출
20:16). 저희는 두 분 목사님의 고매한 인격을 존중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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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신들은 1994년 8월 30일, 미국에서 이미 명예훼손에 대한 유

into Witness Lee and the Local Church" 라는 제목으로 닐

죄가 인정되어 번역과 일부 또는 전부의 재인용이 금지된 "God-

더디(Neil T. Duddy)와 SCP에 의해 더 확대되어 재 출판된

Man (SCP)"을 번역하여 "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총125쪽)

바 있습니다. 초판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

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전도출판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시

었으나 재판에는 악의에 찬 내용들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을 요청한 서신 및 전도출판사의 답신입니다.

초판과 재판이 출판되기 전에 우리는 그 책 내용의 거짓됨
전도출판사측은 미국에서의 사건배경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출판했

과 비방 섞인 정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

음을 해명하며 사과하는 답신을 보내왔으며 그후 우리측은 월간 '교

였으나 SCP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회와 이단'(발행인: 이 대복 목사) 96년 4월 호에, 위 내용 중 상당부

쩔 수 없이 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

분이 재인용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거듭해서 항의하는 서신을

니다. 4년에 걸친 재판 결과, 켈리포니아 고등법원은 그 책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월간 교회와 이단 발행인인 이 대복 목사가

이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이며 지방교회의 가르침과 실행

전도출판사로부터 일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전재하여 자기 연

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법

구물인 것처럼 발표한 것임이 전도출판사측의 해명을 통해 밝혀졌

정은 1985년 6월 26일 그 책의 출판사와 저자가 1190만 달

습니다. 전도출판사 측과는 우리측의 신앙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

러의 손해 배상금을 위트니스 리와 지방 교회에게 지불할

확증과 비평' 등의 자료를 보내주고 있으며 우리측도 전도출판사측

것을 판결했습니다. 그외에 "God- Men" 의 악의에 찬 내용

이 발행한 도서를 구입하는 등 현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

을 공유한 "Mindbenders"(잭 스팍스 저)라는 책은 서점에

다.

서 회수되었고 출판사는 전세계의 주요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재판 중에 기독교의 저명한 학자들과 신학
자들은 전문가와 증인 자격으로, 그 책의 내용들은 사실도
아니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지방 교회들과 위트니스 리의

발신인 : 댄 토울 외 1 인, 1995. 10. 6.

명예를 훼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The Church in Fullerton, 1330 North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631

우리는 귀하들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이 명예훼손적인 저
서를 출판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한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수신인 : 이 치일(전도출판사 발행인), 장 세학(옮긴이)

것은, 우리에 대한 이 거짓되고 악의에 찬 묘사들을 귀하

서울 성동우체국 사서함 80호

의 독자들에게 확산시킴으로써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모
든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에 있는 지방 교회들은 이 거짓된 글들이 재 출판되는 것

제목 : "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라는
번역서에 대한 항의

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위트니스 리와 워치만 니의 사역

1. 귀하들의 거짓되고 명예훼손적인 책을 즉시 유통으로

을 따르는 전 세계의 많은 지방 교회들을 대표합니다. 이

부터 회수하여 주시고, 재 출판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편지는 1994년 8월 30일자로 출판된 귀하들의 번역서인 '
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초판)와 관련한 것입니다.

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들

2. SCP측이 귀하들에게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허
락했는지 여부를 우리들에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귀하들의 서적은 1977년

3. 만일 지방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알기 원하시면

SCP(미국이단연구협회)에서 출판한, "The God-Men,

위트니스 리가 저술한 책을 읽어 보실 수 있을 것입

Witness Lee and Local Church( 신.인, 초판)"를 번역한 것

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주제별로 편집된 "신약의 결

입니다. 위 서적은 1981년에 "The God-Men, An inquiry

론"(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믿는 이들, 교회,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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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루살렘 등)이라는 책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더

발신인 : 전도출판사, 1995. 12. 7.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해석(주석)한 "라이프 스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80호

타디"가 한국복음서원을 통해 출판된 바 있습니다.

전화 : 02-295-2737, 팩스 : 02-298-4520

4.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
통하심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마음은 귀하들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만일 귀하들이 한국에 있는 분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면 류청원 형제님을 만나 보시기 바

수신인 : 조동욱외 형제님들
플러톤 교회, 1330 N.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631
전화 : 1-714-996-8190, 팩스 : 1-714-996-8195

랍니다. (전화 02-908-4625(사무실), 02-904-1819
(가정), 02-996-2225 (팩스))
'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책자 출판에 관한 여러분
들의 항의 서한을 받고 저희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편

그 책자를 출판하게 된 경위는 한국 성도들의 여러분들에

지 상단의 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의문이 있던 차에 그 책자를 입수하게 되었고, 여러
분들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들의 믿음
과 주장을 알고자 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그 책자라 생각되었기

Deniel Towle, John H. Wilson

에 출판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주장과는 차
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자라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 책자를 출판한 저희로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출판 허락에 관해서는 1977년도 판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허락없이 출판했습니다.

현재 초판 후 재판은 하지 않았으며, 여러분들의 요구대로
이 책자는 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대로 얻은 구원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도출판사 드림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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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 Daniel Towle외 1인, 1996. 3. 11.

발신인 : Daniel Towle 외 1 인, 1996. 5. 18

플러톤 교회, 1330 N.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플러톤 교회, 1330 North Placentia Avenue, Fullerton,

92631

CA 92631

전화 : 1-714-996-8190, Fax : 1-714-996-8195

전화 : 714-996-8190, 팩스 : 714-996-8195

수신인 : 전도출판사

수신인 : 이 치일(전도출판사 발행인), 장 세학(번역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4동 1233-4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 4동 1233-4 호

전화 : 0344-914-2732, 팩스 : 0344-917-4520

전화 : 0344-914-2732, 팩스 : 0344-917-4520

우편번호 : 411-310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제목 : "교회와 이단"에 실린 기사에 대한 항
의

보내드리는 자료는 저희의 신앙을 주제별로 요약한 책자
입니다. 1996년 1월에 창간호가 나왔으며 년 말까지 세 차
례의 추가 발행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모두 삼일하나님
이 서신은 "기독교 이단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지 "

(삼위일체)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교회와 이단"의 1996년 4월호에 실린 "복음서원과 지방교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자는 기독교계 내에

회 정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구분하기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저희가 지금까지

위한 것입니다. 귀사가 1995년 12월 7일자로 플러톤 교회

주님으로부터 받은 풍성들을 소개하며 또한 진리에서 빗

에 보낸 해명서에 의하면, 귀사가 발행한 책자(신인, 위트

나간 것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

니스 리와 지방교회)가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의 명예

자는 미합중국내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들과 빌리그래함

를 훼손했다면 저희로서는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한 저명한 목사님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사과하셨습니다. 아울러 귀사는 플러톤 교회의 요구

또한 그분들의 의견들이 다음 호 편집에 반영될 수 있는

대로 그 책자를 재 출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리는 귀사의 해명서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쓰
여졌다고 믿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당분간

저희는 '하나님의 경륜'(딤전 1:4)을 관심하며, 하나님의 생

관망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명과 본성을 가진 믿는이들이 이 땅에서 분열이 없이 '주님
의 몸'으로 어둠의 세상 앞에 증거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그러나 저희의 연구 검토 결과, 문제의 잡지에 실린 기사

과 사람의 연합의 완성이고, 어린양이신 그분의 신부인 '새

의 내용이 귀사가 발행한 "신인,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을 관심합니다.

의 내용과 동일함을 알고 저희는 심한 배신감과 그리스도
인으로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귀사는 이것은 '재출판'이

이 책을 읽어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위 팩스로 연락

아니므로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편집하는 형제님들과 '이 책자

니다. 우리는 그 기사가 귀사의 허락 또는 묵인하에 출판

안에서 정해진 방식' 을 통해 교제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의 허락없는 무단 전

다. 주님이 형제님들과의 이러한 교제를 축복하여 주시기

재 또는 복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를 기도드리며.

서 그 기사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Daniel Towle과 John Wilson 형제님들의 위임에 의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사가 번역, 출판한 "신인, 위트

조 동욱 형제외 1인

니스 리와 지방교회"라는 책자는 사실과 진리 면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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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지방교회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바 있으며, 재판부
는 1985년 6월에 문제의 책자가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여
위트니스 리와 지방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함으
로써 지방교회측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
법정 판결문의 표지를 보냅니다. '문제의 서적'은 지방교회
의 신앙과 실행을 결코 대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어로 번역된 이 서적이 어떤 형태로든지 한국 땅에서 유통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신인 : 이 치일(전도출판사 발행인), 장 세학(번역자),
1996. 5.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 4동 1233-4 호
전화 : 0344-914-2732, 팩스 : 0344-917-4520
수신인 : 조 동욱외 1 형제님들
1330 North Placentia Avenue, Fullerton, CA 92631
전화 : 714-996-8190, 팩스 : 714-996-8195

저희는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그분들과 열린
교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신앙과 실행

여러분의 서신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을 오해하여 거짓된 내용을 만들어 유포하는 일에 대하여
는 진리를 알리고 변호하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

저희들은 여러분들과의 서신을 통해 약속했던 대로 그 책

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분명히 해명하여 주실 것을

에 대해서는 출판 및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요구합니다.
'교회와 이단'이란 잡지사가 그 책을 출판했다는 사실은 저
희들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며, 그 책의 인용 및 출
첫째, "교회와 이단" 잡지사가 그 기사를 출판할 수 있도록

판을 허락해 달라는 부탁이나, 또 저희 쪽에서 그 어떠한

귀사가 허락하셨는지의 여부.

허락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이제
더 이상 그 책은 저희들로부터 출판이나 판매 및 그 어떤

둘째, 위 잡지사가 전도출판사의 책자를 무단 전재한 이후

다른 방법으로의 사용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측이 취하신 조치 내용.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사의 해명서를 전도출판사 대표 명의로
이 편지 상단의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팩스와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출판사 이 치일 (인장)

Daniel Towle와 John H. Wilson의 위임에 의하여,
조 동욱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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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교 백과 사전
『지방교회』

* 906 * 지방교회 --- 백과사전 500-501쪽(제5판)

독교의 하나됨의 기본적인 표현으로서 (분열적인 교파주

*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의에 맞서) 각 도시마다 오직 한 지방교회(회중)만 있어야

1853 W. Ball Rd

한다는 그의 신념에 근거한 회중들을 만났다. 1922년부터
1952년(중국혁명이 기독교의 확산을 차단했던 때인) 사이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92804

에 200개 이상의 지방교회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 일어났
다. 니는 또한 50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대부분 그리스도
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 관한 것들이다. 교회에 관한 그의
성숙된 견해는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정상적인 그리스도

작은 무리(The Little Flock) 또는 지방교회 등으로 알려

인의 교회생활'(사역의 재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또

진 이 모임은 일반적으로는 그의 영어 이름인 워치만니

한 '영에 속한 사람'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몸 혼 영으로

(Watchman Nee)(1903-1972)로 알려진 니 수추(Ni Shu-

구성된 사람의 세 부분의 본성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발전시

Tsu)에 의해 중국에서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Nee는 그

켰다.

의 할아버지가 회중교회 목사이고 그의 부모들은 신실한
감리교신자들인 중국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9년에 권력을 장악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니를 (또한 그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깨우는 목적을 가

와 제휴함으로 관련이 있는 교회들을) 미국과 국민당 정부

진 종치는 자라는 것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

를 위해 간첩행위를 했다고 고소했다. 그는 처음에는 상해

고 본래 이름인 니 수추(헨리 니)를 니 토생(워치만)으로

에서 축출 되었고 그후 1952년에 투옥되었다. 그는 1972년

바꿨다.

감옥에서 죽었다.

이름뿐인 종교적 청년기로부터 그는 감리교 복음전도자

1930년대에 니는, 체후(Chefoo)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인 도라 유(Dora Yu)에 의해 회심되었고, 곧이어 독립 선

그 교회의 장로가 된 전 개신교 목회자(former Protestant

교사인 마가렛 바버(Magaret E Barber)와 함께 일하기 시

minister)인 위트니스 리를 동역자로 얻었다. 그는 1932년

작했는데 그는 그녀를 통해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에 니의 사역에 동참했고 몇년 내에 니의 가장 소중한 동

Darby)와 폐쇄파 플리머스 형제회의 저술들을 만나게 되

역자가 되었다. 폐결핵과 싸우던 3년간의 부재 후에 위트

었다. 그는 교회조직에 있어서 다비의 반교파적 접근을

니스 리는 중국혁명 직전인 1948년에 전시간 사역자로서

채택했고 곧이어 소규모의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 무리

니와 재결합 했다. 니는 위트니스 리를 대만으로 보냈는데

의 인도자로 부상했다. 1920년대 말에 그는 제임스 테일

그곳의 교회들은 번성하여 태평양 연안으로 확산되었다.

러(James Taylor)가 이끄는 형제회의 한 부류와 접촉을 가
졌고 그들의 초청으로 1933년에 영국을 방문했다. 그러

미국으로 이주한 성도들은 그 운동을 서부 해안으로 가져

나 그들은 오스틴 스팍스가 관장하는 비형제회 모임인

왔다. 위트니스 리는 1962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리빙스

HOCF(Honor Oak Christian Fellowship)과 허가받지 않은

트림 미니스트리(LSM)를 설립했다. 그는 지방교회들 가

교통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와의 관계를 곧 단절했다.

운데 인도적 지위에 있는 전시간 사역자로 인정받아온 이
래, 지방교회의 확산을 위해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

복주에서의 소규모 시작으로부터 니의 운동은 중국 전역

다. 그는 또한 워치만 니의 저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몇

에 확산되었다. 1930년대에 그는 넓은 지역을 여행하며 기

가지 신학적 강조점들을 소개함으로 그 운동 안에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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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근원이 되었는데 예를들면, "기도로 말씀먹기" "주

리우는 것으로서 새로운 모임을 탄생시킬 단일한 목적으

의 이름을 부름"과 같은 몇가지 실행들은 논쟁의 주제가

로 한 작은 무리의 교인들이 새로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

되었다.

이다.

조직

신앙

지방교회는 교회의 하나, 교회생활의 단체성, 그리스도의

지방교회들은 워치만 니와 위트니스 리의 풍부한 저술 안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머리 역할을 주장한다. 주된 강조점

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을 따른다. 간결한 요약은 (미국종

은 교회생활, 함께 모임(일주일에 여러번), 하나님과의 살

교백과사전 중 '신조(Creeds)'안에서 재인쇄된) '지방교회

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교회(회중)생활의 의무를

의 신앙과 생활' 이라는 소책자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한 선

분담함에 있어 각 지체들의 기능과 책임이다. 성직자와 평

언은 플리머스 형제회와 유사한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

신도를 구분하는 것을 거절함에 있어, 교회생활의 실제적

앙을 고백하고 있으며,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인 표현을 위한 본이 세워져 왔다.

신성, 예수님의 처녀탄생, 대속적인 구속,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재림, 성경의 축자영감의 신앙을 확증하고 있다.

지방교회는 한 도시에 하나인 독립적 회중들의 교통으
로서 조직된다. 각 회중은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

예상할 수 있듯이 특별한 주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고, 일반적인 행정일을 하는, 회중들이 인정하는 인도자

하나를 취급하는데 주어진다. 종파주의, 교파주의, 범교파

들 중에서 나온 2-5명의 소규모 장로그룹에 의해 인도된

주의를 모두 거절하고 각 지방 안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의

다. 또한 사도적 기능을 가지고 교사와 리더쉽훈련가로서

하나됨을 주장한다.

지방교회들을 순회하고 지방교회가 아직 없는 도시에 새
로운 모임을 시작하기도하는 소규모의 사람들도 있다. 지

지방교회는 자신들을 성경적인 교회의 회복(또는 복구)의

정된 사역자들은 다소간 공식적으로 그들의 수고들을 독

역사라고 생각한다. 사도시대 이래 완전한 교회생활과 그

립된 사역으로 조직한다. 예를 들어, 위트니스 리의 경우

하나됨이 상실되었지만,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으로 회복

에 그의 사역은 리빙스트림 미니스트 리로서 합병되었고

이 시작되었고 진젠돌프 백작과 모라비안(Moravians), 요

그것은 현재 지방교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도적 노력

한 웨슬리와 감리교도들, 더 최근에는 플리머스 형제회의

(endeavor)이다.

경건주의 회복을 통해 계속되었다. 지방교회를 통해 그리
스도의 풍성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체험(예를 들면, 생

다비의 반 교파적 자세가 문제를 일으켰던 플리머스 형제

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과 성경에 근거한 교회생활의 실

회처럼 니의 운동도 분파적인 이름을 갖지 않았다. 지방교

행이 회복되고 있다. 회복의 일부 요소들은 논쟁의 초점이

회는 자신들을 다만 교회라고 부른다. "지방교회"라는 말

되어왔다.

은 편의상의 호칭이지 이름이 아니다. 지방교인들은 그들
자신들을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부른다.

"기도로 (말씀)읽기"는 기도의 말로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
는 경건한 실행이다. 기도하는 중에 개인이나 단체들은 성

지방교회는 새로운 도시에 회중을 조직하고자 하는 교인

경으로부터 단어나 구절들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찬양이

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하거나 사도적인 사역자들에 의

나 감사의 말을 자주 삽입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

해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처음

한 체험이 성경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

에 대만으로부터 이주해 온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기 위한 것이다. 실행의 명칭 자체가 가르키고 있듯이, "주

러나 최근에 위트니스 리의 권고로 지방교회는 새로운 전

의 이름 부름"은 " 오 주 예수"라는 문구의 반복에 의한 하

략을 채택해 왔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원칙" 이라고 불

나님에 대한 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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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움(Burning)"은 하나님과의 밀접한 접촉을 가리키는

여러 개의 소송 사건을 통해 지방교회를 공격하는 한 권의

용어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복음의 메시지로 감동시

책을 출판한 사이비이단연구소(the Spiritual Counterfiets

킬 때 그 사람은 "불태워진 것"으로 본다. "불태움"은 또한

Project)를 제외한 모두에게 비난책자의 회수와 사과문을

어떤 사람의 그리스도인 이전의 생활이나 미지근한 헌신

받아냈다. 위 연구소에 관한 사건은 법정 판결까지 갔고

의 상태들이 불 속에서 태워지는 실행이다. 문자적으로 재

1985년에 사이비이단연구소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침례인 "장사지냄(burying)"은 그리스도인 헌신의 보다 새

천 백만불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로운 단계의 상징하며, 지방교회 성도들은 한번 이상 침례
받을 수 있다.

구성원
1991년에 지방교회는 6개 대륙에 교회(회중)들이 있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 안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
다. 대만에 200여 교회 6만명의 성도들이 있다. 미국과 카
나다에는 265개 교회 1만 5천명의 성도들이 있다. 남 아메
리카와 중앙 아메리카의 스페인어 모임 안에 1만 6천 5백
명이 있다. 유럽,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도 교회들이 있다. 혹독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에
도 생존하는 성도들이 있어 보이며, 이 운동은 지난 기간
동안 실제로 수십만의 성도들에게 확산되었다. 소련의 붕
괴 이후 지방교회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복음 사역을 시작
했고 1992년에 모스크바와 성 페테스브르크에 교회가 생
겼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사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특기사항
1970년대에 지방교회와 보다 큰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
인 단체 안의 일부 유력한 대변자들 사이에 있었던 논쟁
은 1980년대의 일련의 법적 조치의 과정 속에서 절정에 달
했다. 일부 신흥종교들을 소위 "이단(cults)"라고 공격하는
전쟁을 통해서 알려졌던 일부 저술가들이 지방교회를 이
단(heresy),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한 독특한 형
태를 발전 시킨다고 공격했다. 여러 권의 책들이 쓰여졌고
지방교회에 관한 여러 항목들이 그리스도인 "이단퇴치" 문
서들 안에 등장했다.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과 그들의 사역
이 불공정한 비판들에 의해 손상당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는) 사과를 받아내기가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지방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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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회 회복역 서평(아마존)

신약성경 회복 역(RcV)은 통상적으로 본문, 각주, 개요, 관주 등 네

킹제임스 역을 적극 추천함)을 선호합니다만, 회복 역 성

개의 개별 항목들을 가진 상태로 출판됩니다. 그러나 출판 시기에

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숙한 최고의 비평 본문(네슬 알

따라 어떤 회복 역은 이것들 중 일부만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본문

란드)의 번역본입니다. 회복 역은 NIV, TNIV, CEV 등 처

이 신약만 있고, 어떤 것은 신 구약 전체가 다 있습니다. 저는 주로

럼 제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역동적 등가 이론'(dynamic

신약만 있는 회복역을 대상으로 위 네 가지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

equivalence philosophy)을 따르지 않습니다.(참고로 NIV

논평을 할 것입니다.

는 제가 처음에 보던 것으로서 5년 동안은 주의 깊게 읽었
고 가치도 인정했었지만, 독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한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복역은 확고하게 원문대로 번역하는 진영에 속하고, 매

BIBLE TEXT TRANSLATION

우 분명한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제 개인 견해로는, 회복
역은 다음 두 가지 번역 원칙에 있어서 다른 어떤 번역보

I read the Bible in five languages (including Hebrew and

다도 가장 뛰어납니다.

Greek), and this is definitely one of the best translations
out there. In fact, although I personally prefer translations
based on the Byzantine/Majority Text (for which I highly
recommend Jay Green's Literal Translation of the Bible

<번역자 주> Dynamic equivalence(역동적 등가 이론) 과 formal

and the New King James Version), the Recovery Version

equivalence(형식적 등가 이론)은 번역 상의 두 가지 접근 방법입니

is the best Critical Text (Nestle Aland) translation with

다. 전자는 주로 원문에서 표현되는 '사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그

which I am personally familiar. The RcV doesn't follow

러므로 필요하면, 문자 그대로의 축어적인 의미, 원전의 단어의 순

the dynamic equivalence philosophy, which I personally

서, 원 본문의 문법적인 양태 등이 무시되기도 함). 후자는 본문을

cannot stand (NIV, TNIV, CEV, and so on--note: the NIV

한 마디 한 마디 축어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만일 필요하면, 번

was my first Bible, and after five years of careful reading

역상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희생시키기도 함).

and marking up, I finally had to drop it, especially after I
learnt Hebrew and Greek myself); it is solidly in the literal
translation camp, and is written in very clear English. In
my opinion, it most stands out above other translations in

* Its treatment of Greek prepositions is the best I've seen

the following two of its translation principles:

in any English translation, such as eis (into/unto) and para
(from/with), bringing out the fine riches usually accessible
only to a Greek reader.

성경 본문 번역
* Its careful and faithful treatment of words referring to the
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포함, 5개 국어로 성경을 읽고

parts of man is unparalleled: psyche (soul/soul-life); sarx

있는데, 이 회복 역은 가장 번역이 잘 된 성경 번역본 중 하

(flesh); pneuma (spirit); neshema (breath); ruah (wind/

나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수본인 비잔틴 계열

air/spirit/breath). This translation makes crystal clear

에 기초한 번역(저는 Jay Green 의 문자적 번역 성경과 새

the Biblical distinctions in the three parts of man--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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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and body--and presents the flesh in both its good

experiential Pentecostals to the rationalistical, theological

and bad aspects, as the Greek and Hebrew clearly do; thus

Calvinists, and the RcV footnotes spans them all. It focuses

the English reader can see for themselves the full range of

on experiencing Christ as life in the Bible, but it solidly

Biblical usage of these critical words. For example, compare

grounds the key Scriptural doctrines. It affirms all Biblical

the translations of Heb 4:12; 1Th 5:23; 1Co 2:14; 2Pe 1:4

truths (e.g., BOTH predestination and free will; and BOTH

with other Bible versions.

that tongues still exist as a genuine gift and that tongues are
the least of all the gifts, certainly not for everyone). It has
intimate and tender notes that just cause your heart to soar

*회복역의 헬라어 전치사에 대한 처리는 제가 본 어떤 영

in love for Christ (for example, see Mat 26:8n1; 1Co 2:9n3;

어 성경보다도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에이스(into/unto)

Heb 12:2n2), and detailed, thick theological expositions

와 파라(from/with)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헬라어를 읽을

that span the entire Bible on key items (for example, see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정교한 풍성을 알 수 있습니다.

1Jn 1:6n6 [truth/reality] and 2Co 13:14n1 on the classic
doxology).

* 회복역은 사람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들에 대해서도
비할데가 없을 만큼 매우 주의 깊고 신실하게 처리했습니
다. 예를 들면, 싸이크(혼/혼-생명),사르크스(육체), 퓨뉴

각주들

마(영), 네샤마(호흡), 루악(바람/공기/영/호흡(숨))에 대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번역은 사람의 세 부분인 영과 혼

회복역 성경 자체도 뛰어난 번역이지만, 그 보다도 이 번

과 몸에 대한 성경 상의 구분을 명확하게 했고, 헬라어와

역본의 더 두드러진 특색은 그 각주들입니다. 이런 각주

히브리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육체에 대해서도 좋은 면과

들은 길이와 범위가 한 줄의 짤막한 문법적인 설명에서부

나쁜 면 모두를 잘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 두 쪽의 신학적인 에세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저

영어를 말하는 독자들은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성

는 비록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신학과 역사에

경 상의 폭 넓은 용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

대한 연구에 따라 회복역 성경의 주장(각주 내용)이 지난

브리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고린도 전서

2 천년 동안 성도들이 얻어 온 신성한 계시의 이해를 결정

2장 1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다른 번역 본들과 비교해

화 한 것임을 완전히 확신합니다. 저는 수 년 동안 감정적

보시기 바랍니다.

이고 체험을 중시하는 오순절주의자들로부터 이성적이고
신학적 교리를 강조하는 칼빈주의자들까지 다양한 그리
스도인 단체들을 접촉해 왔는데, 회복역 각주들은 그 모두
를 망라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에 초점을 맞추긴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핵심 교리들에

FOOTNOTES

확실하게 근거하기도 합니다. 각주들은 모든 성경상의 진
리들을 확증합니다. (예를 들면, 예정과 자유의지 둘 다를

Although the RcV is in itself an excellent translation, by far

인정 , 방언이 참된 은사로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방언은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this edition is the footnotes.

확실히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들 중에

These range in length and scope from one-line grammatical

가장 작은 것임을 지적함). 각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

notes to two-page theological essays. Although I am not

랑이 우리 마음에서 솟구치게 하는 친밀하고도 부드러운

a theologian, my personal studies of theology and history

설명들(예를 들어, 마 26: 8 각주1, 고전 2:9 각주 3, 히 12:2

fully affirm for me the RcV's claim to be a "crystallisation of

각주2를 보시오) 과 핵심 진리 항목들에 대한 성경 전체를

the understanding of the divine revelation which the saints

망라한 자세하고도 무게있는 신학적인 주석들이 소개되

have attained to in the past 2000 years." I have met for

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요일 1:6 각주 6(진리/실재), 고전

many years in Christian circles as diverse as the emotional,

적인 송영에 대한 고후 13:14 각주 1를 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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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주석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해
One of the aspects in which the RcV notes never cease to

대답해 줄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회복역은 다른 그 어떤

amaze me is in how intricately they use the Bible itself as

성경보다 더 많은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저는 회복역 성

the basis for interpreting the Bible. An excellent example is

경 해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복역의 성경 해

in how the footnotes on John 3:14-16 completely expand

석 원칙은 사람의 영리한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으

and enlarge on the classic verse John 3:16. You thought you

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복역의 각주에는 다른

knew everything about that verse until the RcV interprets

성경 구절들이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it in the context of the verses immediately surrounding it,
in the context of the chapter, of the book, and of the entire
Bible.

OUTLINES AND CROSS-REFERENCES
신약성경 회복역 각주들 중에서 제가 경탄을 금치 못한 것
들 중 하나는 그들이 매우 난해한 성경해석을 위하여 성경

Although the footnotes are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자체를 그 해석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the Bible outlines and cross-references contain amazing

예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구절을 감싸고 있

light. In every other Bible I've had, I've learned to skip the

는 주변 구절들 안에서, 그 장 안에서, 요한복음 전체 안에

outline headers as I read, since they didn't add much other

서, 그리고 성경 전체 안에서 회복역이 그 구절을 해석한

than helping me quickly find the verse I'm looking for.

것을 읽기 전에는 그 구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

However, the RcV outlines contain amazing revelation. For

각했을 것입니다.

example, I can never forget the first time I read through the
outline of the Gospel of John, and saw that Jesus Christ,
the God-Saviour, is Life Himself. Life is not a thing; Life is

I own many Bible commentaries, including three that

a living person who has come to meet the needs of every

focus specifically on Bible difficulties or hard questions,

man, meeting us in every situation.

and the RcV trumps them all. I only used to refer to them
occasionally, but now I refer to the RcV daily, as it sheds
light on passages both apparently simple and hard. Of

개요들과 관주들

course, no Bible commentary will answer every question
you have, but the RcV answers far more than any other one

회복역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각주라고 할 수 있지만, 회

I own. And its interpretations are particularly compelling,

복역의 개요과 관주에도 놀라운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because of its principle of using the Bible itself to interpret

는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을 읽을 때 개요의 표제를 생략

the Bible, rather than man's clever imagination; thus the

하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제들은 성경 구절들

footnotes usually refer extensively to other Bible verses.

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복역의 개요는 놀라
운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맨처음 요한 복

저는 여러가지 주석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세 종류

음의 개요를 읽고, 하나님-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

는 특별히 성경에 있는 난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

명 자신이라는 것을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진 것입니다. 회복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석 성경

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

을 능가합니다. 다른 주석 성경은 이따금 사용했는데, 회

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있는 인격이십

복역은 매일 참조하고 있습니다. 회복역 성경은 단순하고

니다.

어려운 모든 구절들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328

외부의 평가

기타 다체 국내 평가

for giving the Body of Christ such a gift, and for placing it
I usually read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RcV (available

in my hands.

directly from the publisher, Living Stream Ministry), and
the cross-references have made me click-happy, clicking
from one reference to another. I used to own a Thompson

결론

Chain Reference Bible, which was the best cross-reference
Bible I had known priorly. However, I eventually gave it

회복역에 대한 칭찬을 더 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약 성경 본

away when I realized that I just wasn't using it anymore.

문과 각주를 함께 읽었고, 한달 안에 구약 성경을 각주와

The RcV cross-references reference more or less the

함께 읽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디 엘

same key verses, and even more, linking not only literal

무디가 사막에 떨어져도 성경과 씨 에이치 매킨토시 모세

co-references, but linking verses based on those that

오경 각주만 있다면 행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복

convey the same revelation. The footnotes are also heavily

역 각주 성경을 한 권을 가지는 것은 경건 서적과 신학 서

referenced with related Bible verses that shed further light

적이 구비된 도서관 하나를 손 안에 갖는 것과 다름 없는

on the verse at hand.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선물을 주시고 또 이
선물을 저의 손에 놓아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개 전자 회복역을 읽는데 (전자 회복역은 리빙스트
림 미니스트리 출판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에서 다른 구절로 클릭해가면서 관주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이 큰 행복입니다. 회복역을 알기 전까지는 톰슨 체인 관
주 성경이 최고의 관주 성경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복역 성경의 관주
들은 특정 구절을 핵심 구절들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줍
니다. 덧붙여서, 구절을 글자 그대로 같은 구절 뿐만 아니
라 동일한 계시를 담고 있는 구절과도 연결 시켜줍니다.
회복역의 각주에도 그 구절에 더 깊은 빛을 비추는 관련
성경구절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CONCLUSION
I could say a lot more in praise of this study Bible (I've read
the whole New Testament with all the notes, and should
finish the Old Testament with notes in about a month),
but I think this suffices. I heard that DL Moody said
something to the effect that if he were stuck on a desert
island, as long as he had a Bible and CH Macintosh's Notes
on the Pentateuch, he would be a happy camper. Well, if
all you had today was a copy of the Recovery Version with
footnotes, you would have the Bible plus a devotional and
theological library in your hands. I repeatedly thank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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