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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 (Presentation)
1) 정지웅 교수 (Dr. Jung, Ji Ung, Political Science) ----------------------------------- A 1-15
“ACTS 신학과 북한선교”
2) 조기연 교수 (Dr. Cho, Gi Youn, North Korea Missiology)

------------------------- B 1-40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 신학의 가능성”

2. 일정 (Schedule)
12:00-12:20

12:20-13:00

13:00-13:40

13:40-13:50

개회기도 및 ‘ACTS 신학공관 선언문’ 낭독 및 설명
< 논문발표 1 >
ACTS 신학과 북한선교
< 논문발표 2 >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 신학의 가능성
휴

박응규 교수

정지웅 교수

조기연 교수

식

13:50-14:00

< 패널토의 1 >

정홍열 교수

14:00-14:10

< 패널토의 2 >

정종기 교수

14:10-14:40

질의응답 및 토론

14:40

폐

회

* 제11차 ACTS 신학포럼은 COVID-19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학회로 진행되며, 학회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에 “ACTS 신학연구소”를 검색.(https://www.youtube.com/channel/UCOS8iH_BvGSOCLRY72_6obw/featured)
2.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제11차 신학포럼” 영상을 시청.
3. “질의응답 및 토론”은 실시간 영상 우측에 있는 채팅창에 질의할 내용을 쓴다.(반드시 YouTube 로그인해야 채팅에 참여 가능)
4. 시간관계상 “질의응답 및 토론”에 모든 질의내용을 수렴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5. 실시간 영상 우측에 있는 채팅창에는 “질의할 내용”만 기입하시어 질문 혼동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ACTS 신학공관운동 및 신앙고백서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 ACTS Statement of Faith)

ACTS 신학공관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4. 15.
‘ACTS 신학공관(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神學共觀)’은 1998년부터 본교에서 추
진해 온 공동연구작업으로서 ACTS의 신학적 입장과 선교적 사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천하려
는 신학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우
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함’(=함께 봄)으로써 이 진리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기독교의 중심진리’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를 강조하고 전
파하려는 운동이다. ‘기독교의 중심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선포하였고, 교부들과 교
회의 교사들이 전승하였으며, 모든 역사적 신앙고백들 가운데 명시되어 온 핵심진리이다. 그것
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거룩함
을 얻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이 중심진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대주제로서(눅 24:25-27, 44-48; 요 5:39; 20:31; 딤후 3:15-17) 성경
의 계시를 올바로 해석하는 궁극적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ACTS는 구원 얻는 믿음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는 이 중심진리의 우선적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2. 바른 신학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바른 신학을 세우는 운동이다. 현대에 이르러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주의 신학조차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 신학은 계
몽사조 이래 합리주의 사상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성경의 초자연적 계시를 경험과 이성의 잣대
로 해석하고, 기독교를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의 개념들로 체계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
보다 지엽적인 주제들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다. 보수주의 진영의 일부 신학도 주요 교리들을
수호하고 변증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비평학의 해석방법론을 비롯하여 믿음의 전제와 상충되
는 인본주의적·경험론적 방법론들을 차용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과 무관한 세부사항들을 놓고
무익한 공론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ACTS 신학공관’ 운동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전
반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현대 신학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꼭 필요한 운동이다.

3. 참 신앙인 양육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공동체의 ‘신앙운동’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을 키워내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절실히 요구된다. 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에
들어와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신학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시되고 있다. 전 세계 교회는 과학

주의적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서 전통적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러한 시기에 대다수의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정통 교리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을 물려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도덕적 부패로 인하여 끊임없이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큼 세속화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교리적 승인의 문제로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명목상의 고백만 있
을 뿐 실제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전인적 삶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ACTS는 이 중심진리가 가르치는 구원의 내용을 올바로 제시할 뿐 아니라 공
동체의 ‘신앙운동’을 병행하여 신학과 신앙, 교리와 실천, 믿음과 행함이 통합된 성령 충만한 참
신앙인을 키워내려고 한다.

4. 교회연합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고백하는 모든 개신교파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운동이다. 성경은 교회가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일치와 연합을 힘써 이루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20세기에 일어난 범세계적 교회연
합운동은 신앙의 동질성보다는 기구적 통합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신
앙의 핵심이 아닌 부차적 교리의 입장에서 분리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성경의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개신교 교파들은 중심진리에 대한 동일한 신앙고백 위에 세워져
왔고, 그들의 교리적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의 극심한
분열의 역사와 상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개교회-교단 중심의 경쟁적 확장이나 선
교의 방식은 지양하고,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ACTS는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 만연한 심각한 교파간 대립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아시
아와 세계에 중심진리로 하나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5. 교회회복 운동
‘ACTS 신학공관’은 개신교 교회의 교사들이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강조한 신학과 실천의
내용을 ‘기독교 중심진리’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수립하려는 운동이다.
ACTS는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공관하는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그리스도인
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여 구현함으로써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
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하여 설립된 ‘신본주의-복음주의’ 신학교인 ACTS가 오늘날 혼탁한 현
대 신학의 시류와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에 직면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하려는 신학운동이다.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2015. 6. 3.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a joint research project which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8. Its purpose is to clarify and articulate the theological position and
missional task of ACTS. With a primary emphasis on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areas of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theology, ACTS intends to propose a way to
apply and embody this truth in all aspects of Christian faith and life.

1.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mphasizing and propaga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s the core truth
proclaimed by Jesus Christ and his apostles, transmitted by the church fathers and teachers,
and clearly stated in all historic confessions of faith. It can be summarized as the message
of salvation which declares that one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sanctification by
faith in the one and only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and was resurrected for our
redemption, and finally enter the eternal kingdom of God. This central truth is a grand
theme that runs throughout the entire Bible (Luke 24:25-27; 44-48; John 5:39; 20:31; II
Timothy 3:15-17) and serves as the ultimate criterion by which biblical revelation can be
correctly interpreted. ACTS intends to emphasize the preeminent importance of the central
truth,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of faith that leads to salvation.

2. Sound Theolog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constructing a sound
theology that promotes faith by presenting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 simple
and definite way. In the present, not to mention the liberal theology, even the conservative
theology fails to presen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explicitly. Since the Enlightenment,
the liberal theology has interpreted the supernatural revelation of the Bible in light of
experience and reason alone based on rationalistic line of thought and view of history. It
has stereotyped Christianity as some fragmentary, abstract philosophical concepts, while it
focuses on the peripheral rather than the essential themes of Christianity. Though some
conservative theologies do defend and justify principal doctrines, there is a tendency to
become engaged in futile academic discussions around the particulars that are irrelevant to
the core of Christianity. They tend to borrow humanistic and empirical methodologies, such
as critical hermeneutical methodology, that conflict with faith premises. In light of the
modern theologies that either neglect or distort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t is
imperative that a movement such as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should

emerge.

3. True Believer Nurturing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nurtures true believers through the communal
“faith movement.”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present day church, this movement is
greatly needed. In the 21st century, the so-called “age of pluralism,” the orthodox
doctrines and theology are neglected in an unprecedented manner. The global church,
confronted by the scientific worldviews and challenges of secularism, is on the verge of
losing orthodox faith. The majority of the Korean church today, despite its heritage of
evangelical faith based on theologically orthodox doctrines, has become secularized to such
an extent that it is continually accused of moral corruption. The primary reason for such
accusation is the failure of the Korean church to properly demonstrate a transformed
holistic life which bears fruit of repentance through salvation by faith. She has reduced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o doctrinal assent which leads only to nominal confession. In
response, by presenting both the content of salvation―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and
the communal “faith movement,” ACTS intends to nurture true Spirit-filled believers who
can integrate theology and faith, doctrine and practice, and faith and action.

4. Church Unity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a unified church
in Jesus Christ in collaboration with all Protestants who confes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e Bible teaches us to be of one accord and unity built up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However, the global ecumenical movement of the 20th century had
deviated

from

biblical

teaching

by

prioritizing

institutional

mergence

rather

than

homogeneity of faith. On the other hand, the attempts to justify divisions based on
secondary, not core, issues related to faith, also are contrary to biblical teaching. Since the
Reformation, the Protestant denominations have been built on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in terms of the central truth and their doctrinal differences were not a matter of essence.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has the task of overcoming the history of wounds
resulting

from

intense

dissensions

of

the

past

century.

The

local

church/denomination-oriented competition in terms of expansion needs to be subdued, and
respect and collaboration between denominations should be encouraged. Therefore, ACTS
intends to overcome the serious problem of denominational conflicts and schisms prevalent
in the Korean church and to help contribute to building a unified church with the central
truth both in Asia and around the world.

5. Church Renewal Movement
“ACTS Theological Synopsis”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theology that revives the
church. It is dedicated to research in both theology and practi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as rightly emphasized by the Protestant church teachers
in each era. ACTS intends to contribute to church restoration as it applies and embodie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in all theoretical and practical areas of Christian
theology. It is this theology movement that ACTS, a “theocentric-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founded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is committed to achieve in the face of
the contemporary reality of the turbid state of theology and the secularized condition of
the church.

ACTS 신앙고백서
우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음 항목을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위한 필
수적인 믿음의 조항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초대교회 주요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대표적 신앙고백
및 복음주의 선언들의 신앙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을 믿는다.
1. 구약과 신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고
의 권위를 가지며, 신자들의 신앙과 삶을 위한 최종적인 규범이다.
2.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한 하나님으로,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신다.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십
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전히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뜻에 따라 만물을 다스리
도록 되었으나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으
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로 말
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
5.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보혜사시다. 그는 죄인을 부르셔서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
하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시다. 성령께서는 신
자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인격으로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주신다.
6.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 성도가 이루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
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 교회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성숙을 위해 지
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7.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그가 명하신 대로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제자를 삼아 예수 그
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위에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한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사명을 가진다.
8.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모
든 죽은 자는 부활하여 주님의 심판을 받아 의인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며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
며 주와 함께 새로워진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ACTS Statement of Faith
As the members of ACTS/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community, we here profess
the following indispensable articles of faith pertaining to our belief and life. We believe in
the core content of confessions contained in the major creeds of early church, Reformation
and evangelical declarations.
1. The accurate and infallible Word of God as being the sixty-six canon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constitute the ultimate authority and norm
for the faith and life of the saints.
2.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one God, who are of one substance and
equal in power and glory. The triune God creates, provides and saves according to
His gracious and righteous will.
3.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only incarnated Son of God, is truly divine and truly
human. Being born of the virgin Mary, He died on the cross as the atoning sacrifice
and on the third day He rose from the dead and ascended to Heaven. On the last
day, He shall come again from be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to completely consummate the Kingdom of God.
4. Humankind wa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or divine fellowship and to rule over
all creation. However, due to the disobedience of the first man, Adam, and his fall,
he was separated from God, the source of life, and was plunged under the dominion
of sin and death. Likewise, in Adam, the entire humanity has become sinners and
subject to eternal death, but those who hear the Good News and believe in Jesus
Christ shall have eternal life through His unlimited saving grace.
5. Go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the truth, who witnesses concerning Christ and is
the Helper to the saints. He is the Spirit of adoption who, by calling sinners to
repentance, imparts regeneration,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until the glorious
inheritance of the heavenly Kingdom. The Holy Spirit dwells in the saints and enables
them to enjoy the enlightenment of the Word. He bestows the full power to serve
and nurtures a mature transformation of personal character into the image of Christ
for the ministry of God’s kingdom.
6. The true Church is one holy apostolic universal Church, made of a body formed by
the faithful saints united with Christ,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Baptism
and Eucharist are two sacraments instituted by Christ, the head of Church, and are
the visible Word that must be continuously administered for the strengthening of faith

and for spiritual maturity.
7. The primary mandate of Church is to offer a worship in Christ that is acceptable to
God. It is also to form Christ witnessing community by making disciple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among all nations as Christ has commanded. The church
in the world is a spiritual community that expands God’s ruling upon the earth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evil spirit that opposes God. As a holy community that
loves God and its neighbors, it holds a mandate not only of bea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ification of a just society, but also to carry out Christian love for the sake
of the poor and the oppressed.
8. At the end of the age, the Lord Jesus Christ will return to the world in His glory.
At that time, all the dead shall be raised and stand before God’s judgment. The
righteous shall enjoy eternal blessing and the unrighteous shall receive eternal
punishment. In the new heaven and new earth, the saints shall praise God forever
and rule with the Lord over the renewed creation.

Part. 2
ACTS 신학과 북한선교
정지웅 박사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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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21세기는 무한한 기회와 도전의 양면성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경제활동의
공간적 제약이 무너지고 정보사회의 출현에 따른 초고속 정보망이 전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
로 통합시키면서 무한한 시장개척의 가능성이 열리고 문화적 다원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에
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해야 하
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경쟁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는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상황이지만, 남북간
의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각종 모순으로 인해 이제는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할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바
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북미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답보상태에 있으며 남북관계도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
그런데 과거 북한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핵으로 인한 경제제재로 남북관
계가 경색되기 전까지 한때 남북 교류 및 협력에 응해 왔으며, 남한 종교계 인사들의 방문
을 허용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남한의 경제계 및 문화계 인사들 못지않게 기독교계 인사
들의 방북이 잦았던 때가 있다. 물론 체제 수호 차원에서 기독교 전파를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우리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접촉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그리스도
교연맹이나 봉수교회 및 칠곡교회와 같은 공식교회 인사들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
우, 아직은 중국에서와 같은 지하 선교가 용이하지 않다. 직접적인 선교는 아예 꿈꾸기 힘
든 것이 사실이며, 몇몇 루트를 통해 성경과 전도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선교방법들을
찾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선 기독교는 인도적 지원 사업
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고 남북한에 가로놓여 있는 적대의식을 해소함으
로써 증오와 불신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 먼저
온 북한동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성껏 도우고, 과정으로서
의 통일이라는 맥락에서 남북한이 접촉할 때를 대비한 선교전략도 세워가야 할 것이다.
한편 ACTS 신학공관 선언문에 따르면 ACTS 신학은 1.기독교중심진리운동, 2.바른신학
운동, 3.참신앙인 양육운동, 4.교회연합운동, 5.교회회복운동을 지향한다. 이 중에서 교회연
합운동과 교회회복운동 등은 북한선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교회연합을 통해
일치의 마음을 모아 북한돕기를 실행하였으며, 북한선교를 통해 물질주의에 물들지 않은 새
로운 교회, 즉 새로운 교회회복을 상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회복을 통해 이
땅에서 실추된 기독교의 위상을 세우면, 북한선교를 위한 기본 환경이 되는 평화와 통일의
여정에서 한국 기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ACTS 신학운동의 함의가 북한선교를 통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졸고는 몇 가지
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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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반도 분단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논할 때 정치학에서는 흔히 ‘외인론’과 ‘내인론’으로 나누어 분석
한다. 외인론은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외세들이 개입하여 분단되었다는 분
석이다.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마주치는 요충지로서 강대국들 세력 대립의 각
축장이 되어 왔다. 조선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대한 분할 논의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중국
명(明)나라와 일본 간의 분할 논의가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한반도는 우리가 알고 있
다시피 열강의 각축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었다. 연합국들은 카이로 회담(1943
년, 전쟁이 끝난 후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의 독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결정)과 포츠담 회담
(1945년, 카이로 회담의 결정 재확인) 등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표
출하였다. 연합국들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한다는 명분하에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
주하여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국토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외인론의 논리이다.
한편 내인론은 우리 민족 내부에서 분단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민족 내부의 응집력과 통
일 역량이 부족하여 분단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1910년 일제에 국권을 상실한 이후 독립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만한 구심점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3.1운동 이후 항일 투쟁은 중
국, 미국, 소련, 국내 등 지역적으로 흩어져 전개되어 국권 회복 방법에 대한 의견 대립과
독립운동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항일 투쟁에 대한 이념과 노선 차이 때문에 연합전선을 형성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로 치
달아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약화되었다고 본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중심으로 일제
타도를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본이 패망함으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방공간에서는 신탁통치안
을 두고 찬반으로 분열됨으로 결국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오스트리아는 칼 레너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분단을 막았는데 이와 비교되면서 우리의 역량 부족이 분단의 원인이라는 논리이
다. 그러면 우리 분단의 원인을 보는 신앙적 관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신사참배 원인설

먼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한국 기독교의 죄 때문에 분단되었다는 주장이 있
다. 이는 솔로몬이 이방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이방신들이 들어왔고 그 결과 이스라
엘과 유다로 분단이 되었다는 구약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
논리를 신앙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다. 필자는 분단
문제를 다룬 어느 기독교 학술회의에서 이 관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연결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
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를 확신하기도 했다.
신사참배로 인한 징벌로 보는 관점과 관련하여 참 묘한 것은, 1938년 평양 서문밖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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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열린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안이 일제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통과된 날이
9월 9일인데 정확하게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는 점이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분열이 바로 이 신사참배 회개 문제
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해방 후 신사참배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회개에 참여하는 교회
는 소수였고, 대부분은 미온적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회개운동을 주
창한 고려파가 장로회 총회로부터 축출되어 1952년 교단을 형성하였다. 그 후 1953년 기
장의 분열이 있었으며, 남은 큰 교단은 1959년 백중지세의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었다.1)
나치정권에 협력했던 독일교회는 2차 대전이후, 고백교회운동을 일으킨 소수에 대해 다
수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호응함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한국교회는 다수가 소수의 제의에 불
응함으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이다. 회개에 인색하면 용서에도 인색할 수밖에 없다. 마땅
히 해야 할 회개를 건너뜀으로 용서와 관용이 없는 교회가 되다보니 결국 오늘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다. 교회일치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연합운동은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이를 정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역논리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2천여 명이 투옥되고 이중 주기철 목사 등 30여 명이 순교한 신사참배 반대투쟁은 일
제에 끝까지 저항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방 후 종교적 차원에서 신사참배 회개 운
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사참배는 한국교회의 분열까지 가져왔으며 이 분열
로 인해 오늘날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
하게 만드니 신사참배의 폐해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기독인들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신사참
배의 결과로 분단이 되었다는 인식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는 진리로 보건대 분열을 가져 온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 없이는 한국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신앙적 관점은 충분히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겠다.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교계의 분열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독교계는 신사참배에 대한 참회를 통해 교계 분열의 뿌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
단의 통일은 쉽지 않겠지만 통일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뜻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
쓸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있어서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
씩 보이고 있다.

2. 연단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 분단을 우리 민족을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있
다. 세계선교와 평화를 이끌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는 하
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 보는 관점이다. 함석헌은 ‘38선은 우리 민
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문제’라고 피력한다. 우리 민족이 세계선교를 완성할 민족이기 때

1) 김영재, 『갓피아 뉴스』, 200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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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관점
이다.2)
이 관점에 따르면 여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 민족은 아직 통일을 이룩할 준비
가 부족하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사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이에 대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
면 통일은 고사하고 우리 내부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임은 누구
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관점은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
할 것임은 명약관화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도록 만드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관점은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 필요한 민
족으로 쓰실 것이라는 위로를 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희
망과 인내심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이 관점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분단을 해소하여 마침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열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리를 안내한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교회연합을 이루고 이를 통해 북한선교에 대한 교회연합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인내를 통해 교회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셔서 북한선교를 위한 기본 환경이 되는, 우리의 소
원인 통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III. 교회연합운동과 기독교 통일운동

북한에서의 선교는 현재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통일 혹은 평화로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된다. 그
런데 기독인들이 처음 통일운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북한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이었다. 본 장에서는 기독인들이 통일운동을 왜? 그리고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민주화 운동에 이어 한국교회가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80년대부터다. 1990년대를 거쳐 오늘날에는 진보교회와 보수교회 구분 없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북한 돕기에도 적극적이다.
한국교회가 통일운동을 포함한 민족문제에 관여하게 된 데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수용 초
기에 기독교는 반봉건 개화운동과 반침략 자주독립운동을 전개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국권

2) 오성훈,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서울: 포앤북스, 2011),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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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운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에 일정하게 참여했다.3) 해방 후 한때 정경유착(政經癒着)으
로 교계가 역사의식을 상실한 적도 있지만, 1960년대 이래 계속된 군부통치 하에서 처음에
인권·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기독인들은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게 되었다. 인권·민주화 운동이 군사정부의 안보논리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안보논
리의 근거가 되는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곧 인권·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관
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4)

1. 1980년대, 기독교 통일운동의 시작
1980년 3월 기독교장로회가 통일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임을 천명한 후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도 1982년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본격적인 통일운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장로교(통합)도 1986년 제37차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관들과도 적극 협력하게 되었는데, 1981년 11월 북미와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 기독인들로 구성된 ‘조국통일해외기독자회’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및 ‘조선기독교도련맹’ 대표들과 통일대화를 가졌다. 이후 1984년 10월 일본 도잔소
회의, 1986년 스위스 글리온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통일대화의 노력 끝에 1988년
2월 29일에는 제37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
독교회 선언’이 채택되었다.5)

2. 1990년대, 통일운동의 대중화
1990년 7월에는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리고 남북교회대표들에 의해 ‘평화통일 희년을 향한 동경회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그때부터 매년 8.15를 앞둔 주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하
여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같은 해 12월 1일부터 4일에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교
회협의회가 주최한 글리온 제3차 회의에서 남북교회대표 및 13개국 교회대표들이 ‘희년 5
개년 공동사업계획’에 합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리온 3차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통일희년이 실현되는 해로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벌여가기
로 합의한 것이다. 1995년은 분단 50년이 되는 해였는데, 성경의 희년정신을 응용하여 남
북분단을 해소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기독인들의 강력한 희망이 반영된 행사가 열렸
3) 물론 일본에 협력적인 교단도 생겨났다. 을사늑약 이후 초대 통감으로 취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감리
교 감독 해리스를 불러 “조선의 정치는 일체 나에게 맡기고 조선의 정신 교육은 당신이 맡아주시오"
라는 부탁을 하였다. 미국 감리교 출신 스크랜턴 선교사는 일본의 한국 강점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변하던 해리스 감독과 충돌을 일으켜 결국 감리교를 떠나 성공회로 개종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특
별히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이미 조선반도를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한 미국정부와 그 영향을 받
았던 미국의 선교부에도 그와 동일한 지시가 이미 떨어져 있었다.
4) 이만열, “한국교회, 남북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2005년 10월 28일, 제3회 한민족 열린포럼 발표
문, p.3. https://peacecorea.tistory.com/9, 검색일 2019년 9월 10일.
5)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 평통기연, 2013,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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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
1993년 8월 15일에는 6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남북 인간띠 잇기 대회가 치러
지기도 했다. 비록 북측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남한 사회 내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중을 통일의 주체로 내세운 기독교 통일운동의 상징적인 행사였다.
한편, 1994년 북한이 대규모 홍수 피해로 식량난에 처하게 되자 대북 인도적 지원 단
체조직이 활성화되고 북한돕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한해 전인 1993년 4월에는 ‘평화
와통일을위한남북나눔운동’이 창립되었는데, 홍수 피해가 심각해짐이 드러나자 북한돕기운
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은 남한사회가 남북관
계를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보던 기존의 시각을 사회·문화·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
는 계기가 되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의료보건, 식량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적극 참여
하게 되면서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2000년 이후, 진보와 보수 기독교단체의 연대활동
2000년 6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통일관련 기독교단체들도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
는데, 보수적인 대북 지원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세우고 활발
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인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이데올로
기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변화 여부, 상호주의론과 속도 조절론, 연합제와 연방제, 한미
관계와 평화협정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한편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와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들의 연대활동은 남남갈등 극복과 교회연합운동의 시험대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1993년 발족한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은 진보와 보수 기독교가 연합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보적
기독교 단체와 보수적 기독교 단체들의 협력활동은 2010년 10월 7일 ‘평화와통일을위한기
독인연대’7)의 출발로 이어져 더욱 발전된 활동이 기대되었다.8)
그러나 2016년 새해 벽두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보수적 기독교 단체와 진보적 기독교 단체는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성명
서를 발표하는 등 여전히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런
데 하나님은 보수주의자들만의 하나님도, 진보주의자들만의 하나님도 아니다. 빈곤과 소외,
환경과 평화가 진정한 기독교의 이슈이다. 한국의 기독인과 단체들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화합과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진정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민족
에게 통일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9)
6)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 한국신학연구소, 1995, 참조.
7)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는 이후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로 바뀌었다.
8)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앞의 책, pp.41-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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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교회연합운동과 남북한 기독교 교류

1. 남북한의 기독교 교류
남북교류에 대해서 남북한의 인식은 다르다. 우리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축적
하여 양측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교류를, 통일전선 구축을 모색한 과거에는 대남 적
화통일에, 수세에 몰린 지금은 체제생존 전략에 이용하려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남북
종교교류에 대해서도 남북한은 서로 동상이몽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북측 종교단체의 실망적인 언행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입각한 우리의 기대가 상당 부분 열매를 맺어온 것도 사실이
다. 현행 북한 헌법은 종교건물 신축과 종교의식 허용 등 종교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과 국가의 엄격한 통제로 내면적인 신앙과 관련된 종교의 자유는 철
저히 제약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의 조종 하에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등과 같은 종교단체의 존재와 활동이 부각되게 마련이다. 이는 물론 북한이
현재,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종교가 체제 방어적 차원에서 통일전선 구축에 이용되
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10)
그렇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과거 남북 종교교류가 이루어질 때 북한의 종교 현상은
종전과는 조금씩 다른 양태를 보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식량난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단체들이 남북 종교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측 종교인들의 빈번한 방북은 물론, 공식적인 종교의식 거행, 종교
시설 건립 및 복원 등,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종교의 질적인 변화까지도 일부 나
타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과감한 체제변화를 모색하며 진정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는 한 북한 종교 개방은 미온적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체제 붕괴 위기를 불사하고서라도 북한 스스로가 종교 개방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바로 이 점에서, 비록 더디기는 하겠지만, 한국의 기독교계는 남북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반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체제의 속성상 종교 개방을 추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경
제난국 속에서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계는 이
점을 십분 잘 활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 교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
이고 지속적인 계획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조정하고, 교단 간의 연대 협력을 통
한 효과 극대화 방안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이 아무리 체제 수호를 제일의 목표로 삼
으며, 아직은 종교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일전선 전술을 적극 활용하
9) 정지웅, 베리타스, 2016년 2월 25일 기고문.
10) http://blog.daum.net/signerky/3, 검색일, 2019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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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의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이 전술은 한계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기독교계는 때로는 실망스럽더라도,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
의 마음을 가지고 남북 기독교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
다. 현 단계에서 각 교단이 선교 차원에서 체제 붕괴를 염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
게 되면,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먼저 사랑을 베
풀 때, 그들은 심리적 무장해제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 선교활동은 보다 자유로
워질 것이고 효과 또한 훨씬 배가될 것이다.
남북한 기독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함과 아
울러 남북한 기독교 단체의 안정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틀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남북 기독교 교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화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기독교
교단 간 협의체를11) 구성하여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지금 남북한 교류가 많이 제한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봇물 터지듯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리하여 사실상의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수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적대적 관계를 불식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 기독인은 이러한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르
기가 쉽지 않다. 원수사랑은 고사하고 북한과의 한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분들은 독재체제
유지에 정신없고,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인권탄압이 심각한 북한정부와 무슨 교류와 대
화를 하는가? 라는 반론을 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사랑해야
하고, 북한 정부는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북한정부 사랑까지 어렵다면 북
한정부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고 관계를 시작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아량까지 어렵다면 북
한정부에 대해서는 애초에 진정성을 기대하지 말고, 관리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현실감
각이 필요하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북한과의 교류를 통한 통일로의 출발 속에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

2. 서광선 목사님의 사례가 주는 교훈
서광선 목사만큼 ‘공산당이 싫다’고 절절히 외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공산당을 반대한
그의 부친 서용문 목사는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인민군에게 끌려갔다. 4개월 만에
이승만과 맥아더가 평양에 입성하자 교인들이 대동강변 갈대밭에서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냈
다. 다섯 명이 굴비처럼 함께 묶여 있었기에 주검이 갈대밭에 걸려 바다로 쓸려 내려가지
않았다. 서광선 목사가 시신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총 자국이 선명했
다. 서 목사는 아버지의 기막힌 일생 때문에 더욱 서러웠다.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조 말 무
과에 급제해 함흥을 지키던 장군이었다. 장군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의병을 결성해 저항하다 순국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나라 잃은 노예로 사느니 죽는 게 낫
다’며 자식에게 차례로 극약을 먹이고 자신도 자결했다. 그러나 5남매 중 막내에겐 차마 약

11) https://peacecorea.tistory.com/9, 검색일 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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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먹이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이 아이를 거둬 자강도 강계에 시집가 살던 장군
의 여동생에게 보냈다. 그 두 살 배기가 서 목사의 선친 서용문이었다.
서용문은 한 여자 전도사의 손에 이끌려 미션스쿨인 영실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해 목사가 되었다. 예수교장로회의 근본주의적 신학을 지향하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한
서용문은 평북과 간도 일대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1937년 일제의 신사 참배를 거부
해 경찰서에 붙들려가 모진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 어려운 전도생활 중 아내(서광선
목사의 어머니)는 32살의 나이로 병이 들어 사망했다.
부친이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할 당시 19세 청년이었던 서광선목사는 “이 철천지원수를
기어코 갚고야 말겠다”며 울부짖었다. 그가 비슷한 피해를 입은 ‘한국전쟁 월남인’들처럼 남
에서 공산주의자 단속의 선봉장이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이다. 그러나, 그는
유신에 반대하며 민주화운동에 나섰고, 통일운동에 앞장섰다. 그는 미국 유학당시 백인 학
생들과 함께 흑인 교회에 가서 함께 봉사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통해 예수의 정신인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선 ‘내 (개인적) 역사의
감옥’으로부터 나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차에 1986년 제네바에서 남북한과 독일, 미국, 러시아 교회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그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스승이자 외당숙벌인 강양욱 목사의 아들인 조
그련(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목사가 왔다. 서목사의 부친인 서용문 목사와 평
양신학교 친구였던 강양욱은 김일성의 친척으로 조그련을 창설하여 공산당을 지지하며 서광
선 목사의 부친 서용문을 죽이는데 일조하였다. 그런데 그 원수의 아들 강영섭 목사가 서목
사에게 통역을 해달라고 했다. 그때는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이적행위로 귀국하자마자 잡혀
갈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구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편에 선 강양욱 목사의 아들이 아닌가.
그들과 한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 자체도 아버지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을 새
워 기도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강영섭의 통역을 해줬
다.12)
그리고, 그는 2004년 전 아시아기독교 고등교육재단 부총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봉수교회에 가서 인사말을 했다. ‘모란봉도 그대로 있고, 대동강물도 그대로인데, 사람만이
변했다’는 말에 봉수교회 신도들이 많이 울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위로 눈물이 쏟아졌
다. 인간들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이 아닌가? 서 목사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해 고생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맡겼다. 옛 세대가 가고, 자신의 과오를 다음세대까지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13) 서광선 목
사는 원수에 대한 미움을 통일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이고 있는 것이다. 서목사의 사례는
전쟁을 치르고 극심한 이념 대결의 와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포용이 진정한 평화를

12) 서광선 목사님은 원수의 아들을 만나기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사석에서 말씀하셨다. 필자
는 그의 개인사 전체 얘기를 아주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기독인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3) http://well.hani.co.kr/447033, 검색일 2016년 8월 15일.

- 10 -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14)

V. 교회회복운동과 북한선교를 위한 통일준비

1. 북한선교를 위한 통일준비와 기독교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
수적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장 훌륭한 통일준비라 할 수 있다. 자석
이 철을 이끌 듯 좋은 사회는 덜 좋은 사회를 끌어 당긴다. 결정적인 때 결국은 북한주민
들이 지금보다 훌륭한 사회인 대한민국을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폭력적,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고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문화규범을 수용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변신의 노력이 필요한데 한국 기독교는 여기에 헌신해야 한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어 개혁해 가야 한다. 진정한 남한 내
개혁 작업은 통일 준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개혁 작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 자체 내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개혁세력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을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15) 다시 말하면 진정한 통일준비라 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 한국교회는 기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빈부격차도 줄여서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교회는 기여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러한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권위는 어떠한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강조하건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기독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추
된 교회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성장주의와 기복신앙 강조, 총회장 선거 등에서 나타난 세속적 탐욕, 목회자들의 비
리와 뒤처진 역사의식, 이 모든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고, 신학교에서의 교육이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교
회가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여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찬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먼저 바로 설 때 영향력이 커지고 평화와 통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지금의 한국사회와 통일한국을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보
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한국 기독교는 매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먼저 교
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가 회복되어 권위를 가지게 되면 선교를 위한 환경과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14) 정지웅 외,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pp.152-154.
15) https://peacecorea.tistory.com/9, 검색일 2019년 9월 10일.

- 11 -

기회가 닿는대로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해야 한다. 즉 남북한에 가로놓여 있는 적대의식을 해소함으로써 증오와
불신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독교는 앞장서야 한다. 북한 동포들의 어
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정성껏 도울 때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게 되고 마침내 민족복음화의
길은 활작 열리게 될 것이다.16)
이와 관련하여 이 땅에 온 예수의 정체성을 따른다는 기독인들은 적극적 평화가 아니
라 소극적 평화인 안보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당연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안타깝게
도 일부 보수 한국교회는 안보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런데 오늘날 안보라
는 것이 단순히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는 경제안보, 외교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와 같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개념이다.17)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군사 안보만 강조
하는 일부 보수 한국교회의 주장에는 남북한 대립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랑, 평화,
화해와 같은 기독교적 명제가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누차 강조하지
만 안보로만 강조되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소극적 평화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짓 평화이다. 이 땅의 기독인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평화의 사도가 되
어 이 땅에 평화체제를 수립하여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
야 할 것이다.

2. 손양원 목사님의 삶과 교회회복운동

우리는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오늘날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trauma)와 색깔논쟁으
로 갈등하는 한반도의 문제해결과 교회회복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손양원의, 용서를 넘어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무엇보다 손
목사께서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서 양자로까지 들인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오직 십
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최상의 사랑 경지였다. 그의 사랑은 이념을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모
두를 통합한 진정한 성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용서만 가지고는 진정한 해결이 없다고 한
그의 말은, 용서에도 인색한 우리 필부들의 옹졸함을 헤집는다.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만이
진정한 갈등 해결책이며 통합방안임을 그는 실천을 통해 보여 준다. 우리 기독인들은 남남
갈등, 남북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북녘 동포
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손양원 목사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것인가? 신앙 멘토로, 사랑의
화신, 순교자로만 그를 다룰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 한국 기독교 회생과 남남, 남북통합의
자양분으로 그를 삼을 것인가? 당연히 후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 순교와 사랑에 빚진 우리
16) 정지웅, “분단 70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 『주여 70년이 찼나이다』(서울: 포앤북스, 2015),
p.208.
17) 우리는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심각한 환경안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제는 군사적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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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후배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땅의 기독인은 먼저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보다 낮아져야 한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다면 얼마든지 한국 사회에 신선한 삶의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기독인
은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피난선에서 내려 탈출을 거부하고 나환
자를 끝까지 돌보다 순교한 손양원 목사의 삶이 바로 그 본보기이다. 오늘날 주목받는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손양원 목사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 간다면, 생활수준을 조금만 더 낮추
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분명 좋아질 것
이다.
주변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필자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
런데 세상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줄 모르는 목사, 역사의식이 없는 목
사, 코로나 상황에도 공동체와 호흡할 줄 모르는 목사, 알량한 교권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비리를 저질러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극소수의 목사들도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세상의 각종
비리에 장로들이 연루되어 언론지상에 오르내린다. 심지어 교회를 돈세탁의 장소로까지 삼
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 선교 환경 그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 한
국 기독교는 세상의 평화운동과 한국의 통일운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독교 내부의 자정운
동, 양보운동, 공의운동부터 해야 할 판이다.
2014년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종교를 떠나 우리 국민들이 열광한 이유를 모두
알고 있다. 그가 늘 낮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황 방한 이후에 한국의 주류 교회
들은 좀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를 통해 진정한 교회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다
시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 힘
든 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낮아지는 교회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한국의 교회회복은 요원
할 것이다.
한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필요하다. 공의가 없을 때 사
회는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의 공의 실현에 얼마나 공헌하였나?
세상의 불평등과 모순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나? 기독인 기업이나
기독 병원들, 기독 정치인은 얼마나 세상의 본이 되었나? 한국 기독교가 사회와 역사를 선
도하기는커녕 뒤쳐져서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없는가? 현재 한국교회는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독일교회는 나치에게 협력하지 않은 소수 교회들의 요구에 따라 함께 반성함으로 통합
을 이루었다. 발전은 자기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자기반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한국 기독인들이 잘 몰라서 역사의식 없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날뛰는 이들에
동조하는 일은 없는가? 기독인들이 낮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져야
만 비로소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추상같으면
서도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준 손양원 목사가 있다. 그는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 그
러나 그는 사랑의 원자폭탄이었다. 우리는 공의로 진리는 바로 세우되, 또한 사랑으로 갈등
을 녹여야 됨을 손양원 목사의 삶으로부터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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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나오며
지금까지 ACTS 신학 운동 중에서 교회연합운동과 교회회복운동이 북한선교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기독교 통일운동, 통일준비, 기독교교류
의 측면에서, 그리고 손양원, 서광선 목사님의 사례로 고민해 보았다. 그런데 사실 거창하게
북한선교를 논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먼저 새터민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
다. 새터민들은 하나님께서 통일준비를 위해 우리에게 미리 보내신 선물이다. 따라서 교회
는 먼저 새터민들이 남한 땅에서 뿌리내고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특히 그들이 진정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한다. 또한 그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장차 통일이후를 준비
하고 연구하는데에도 한국 기독교는 일조해야 한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힘들게 건설한 경제와 피로써 얻은 민주주의 모두를 지키는데 공헌
해야 한다.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성숙되게 꽃피워야 한다. 통일을 위한 거창한 준비는 따
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풍요롭되 빈
부격차가 크지 않고, 자유롭되 소통이 잘 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매력 있는 사
회로 만들어서 철이 자석에 이끌리듯 북한이 저절로 우리 사회로 하나 되길 원하는, 민주적
이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통일준비임을 우리는 잊
어서는 안 된다. 우리 기독인들이 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그래서 교회지도자들을 양성
해야 하는 ACTS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북한과 통일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한국기독교 내에서 통합까지는 아니더라
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 사회의 등불이 되지 않는다면, 당
신의 자녀를 늘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
을 필자는 간혹 한다. 그러나 손양원과 서광선의 정신으로 이를 행한다면 교회회복과 교회
연합은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인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독교 사랑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남남간, 남북간 합의를 이루는데 힘을 보
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인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회복운동과 교회연합운동을 벌
이고, 국내적으로는 공의운동을 펼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관계 해소운동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평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에스겔서는 분단된 국토에서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한 통일의 비전을 주
고 있다. 하나님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쓴 막대기와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쓴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 그리하면 "네 손에
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6～23)고 약속하신다. 이 말씀이 북한선교를 향한 한국교회
의 열정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안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바로 서 영적 지도력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마른 뼈'로
뒤덮인 '골짜기', 북한 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ACTS가 지향하는 예수진리에 바탕을 둔 바른 신학으로 참신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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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잘 길러서, 교회연합운동과 교회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다면 민족복음화의 길
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 15 -

- 16 -

Part. 3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조기연 박사 (북한선교학)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A Possibility odthe ACTS Theology for the Restoration
of the North Korean Church

조 기 연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학과 연구교수

<제목 차례>
I. 들어가는말 ··································································································································· 4
II. 교회의 정의 ································································································································ 5
III. 남북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노력 ···················································································· 7
A. 한인교회와 진보교회의 노력 ··························································································· 7
B. 남북교회 교류의 전환점 : 30만 대량탈북사태 ························································· 8
C. 보수교회가 대북지원의 문을 열다 ················································································· 9
D.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펼치다 ··········································································· 10
E. 무형교회 회복의 일꾼 ‘탈북민’ ····················································································· 11
IV. 북한교회 세우기 재건 3원칙(유형교회의 회복 중심으로) ········································ 12
A.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원칙’의 정신 계승 ·········································· 12
B.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연합 공동 대응 ······································································· 15
C.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선교지 분할 협의 ······················································· 18
V.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 21
A. ACTS의 “아세아복음화”와 북한교회 회복 ······························································· 21
B. ACTS 신학과 신학공관 그리고 북한교회 회복 ························································ 26
C. ACTS의 교육이념(신본주의, 복음주의)과 북한교회 회복 ····································· 31
VI. 나오는 말 ································································································································ 36

<그림 차례>
그림 1 ··········································································································································· 23
그림 2 ··········································································································································· 24

참고문헌 ········································································································································· 38

- 2 -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A Possibility of the ACTS Theology for the Restoration
of the North Korean Church

조 기 연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학과 연구교수

I. 들어가는말
최근 남북관계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문제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
문점회담, 통일각회담, 평양회담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폴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두 번의 북미회담이 진행되는 등 양극단을 오가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이후 소강국면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 국가간에 완전한 냉전구도는 형성되지 않아 북한사역
을 감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아직은 소망의 줄을 놓지 않게 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
다.
30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을 허락하실 때도 정치국 대변인 샤보브스
키의 말실수에서부터 갑자기 통일의 문이 열렸다. 물론 동독교회가 라이프치히의 성니콜라
이교회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기도회에 모이며 서독교회가 동독교회를 열심히 섬긴 배경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갑자기 주어진다는 것이다.
통일독일의 초대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통일
독일은 갑자기 맞이하게 하셨는데 통일코리아는 독일을 거울로 준비된 통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더 복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통일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교회의 준비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보다
20% 더 넒은 북한지역을 복음화할 일꾼과 자원이 미리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단과 사이비
들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고 어떠한 원칙
을 가지고 선교전략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미 선점
하고 있는 통일교이단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 특별히 통일 후 무너진 북한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형교회 회복을 위한 원칙들
을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북한의 무형교회를 어떤 신학의 기초위에 세
워나갈 것인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본 논고에서는 유형교회 회복을 위한 3원
칙과 북한의 무형교회 회복을 ACTS신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먼저 Ⅱ장에서는 북한교회이기 이전에 보편적교회가 갖는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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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Ⅲ장에서는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진보교회와 보수교회의 노력들을 살펴보고,
Ⅳ장에서는 북한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교회가 함께 지켜나가고 협력해야
할 원칙에 대하여 논하고, Ⅴ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후 Ⅵ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교회의 정의
기독교새사전에서는 교회의 정의를 ”성령에 의해 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들의 공동체1“라고 정의한다. 교회를 뜻하는 영어의 ‘Church’는 ‘주께 속한’ 혹은 ‘주의 집’
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아콘(κυριακóν)이 라틴어와 독일어를 경유하여 영어로 자리잡게 되
었다.그러나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는 시민의 공적 집회를 가리키며 ‘밖으로 불러
내다’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έκκλησíα)’이다.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집회’ 또는 ‘회중’을 의미하는 카할(

)을 70인역에서 거의 일백번이나 사용하면서부터

이다.2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한 것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6:183에서 베드로에게 말씀
하시면서부터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이제 그가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을 채용해야 했을 때 그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기점으로 ‘교회(에클레시아
έκκλησíα)’’라는 말을 채택했다. 그리고 18:17, 184에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교
회가 자치행정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것을 밝히고 있다. 복음서에서는 이 두 곳에서만 교
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약전체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110번 사용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강림사건을 시작되었고(행2
장)과 사도행전 곳곳에서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의 정식 명칭이 된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
다. 바울서신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유기적 통일체이며 성령에 의
해 일치와 다양성이 있는 공동체로 언급되고 있다.(고전12장;엡4장) 특히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고전3:16)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후11:2)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딤전3:15)인 동시에 예수를 토대로 한 건물(고전3:10; 엡2:20,22) 등으
로 비유되고 있다.5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복음 28:18~20, 마가복음 16:15, 에베소서 1:10,
고린도전서 15:58에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
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오순절 성령강림에

1 『기독교새사전 1권』(서울: 기독교문사, 1990), 104.
2 『기독교대백과사전 2권』(서울: 기독교문사, 1985). 19.
3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4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5 『기독교새사전 1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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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지만 교회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우주 창조로부터 암시되고 구
약시대를 통해 오랫동안 계시되었다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되고 세상 종말
에 완성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또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생각할 때 이 연합된 교회에 진정으로 접붙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선택
받은 무리를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
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래의 기업
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
전 1:13)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공회(Cathilic)” 혹은 “보편적
교회(Univeral)”라고 부른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
1:22~23),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단단히 결합된다(엡4:16) 그들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 같이 유업으로 받게 하실 뿐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5:30)6
사도바울은 에클레시아를 로마서 12:5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했고 에베소
서 1:23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였다. 교회는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연합된 사
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며 그의 지체가 되는 것
이다.(고전6:15)
이 몸은 사람들을 성도의 교제(κοινωνία) 안에서 함께 맺어주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
시는 생명과 의의 공동체로서 연결시킨다.(롬5:15~21)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인간 안에서는
유대인과 희랍인, 종과 주인 사이가 적대관계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골3:5~15) 이 새로
운 인간의 특징은 평화와 사랑이며, ”한 성령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며, 마지막 깨끗게
하심과 만물과의 연합을 향한 성장인 것이다(엡2:11~22)7
이처럼 남북의 교회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나누어져 존재하고 있지만 한 하나님의 부
르심과 선택을 입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합된 지체들이요, 영적 공동체임을 증거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룩한 연합 안에서는 적이 아닌 하나님의 지체로
서 평화와 사랑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남
북 교회의 연합은 정치적, 지정학적 분단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 없는 영적공동체인 것이
다. 외적인 제한성에도 불구하여 남북교회는 그리스도안에서 거룩한 연합을 끊임없이 지향
함에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영
적, 육적교류를 모색해 나감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운데 허
락하실 통일코리아를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만물
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다.

6 존 칼빈, 『기독교강요Ⅳ』(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1), 6~7.
7 『기독교대백과사전』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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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남북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노력
A. 한인교회와 진보교회의 노력
20년의 단절 끝에 남과 북은 정보고위급 비밀회담을 통하여 1972년 7월 4일 ‘7.4남
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대단결의 3가지 원칙을 선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해석에는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남쪽은 10월 유신을 통한 독재에 악용
되었고 북쪽은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시키는 기회로 삼았다.8 이로 인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도 남북관계의 근원적 해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 해 8월
30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고 합의서까지 교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7월 18일에 낸 성명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는 내일의
민족역사에 있어 더욱 전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실천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그 해 10월 2일에는 ‘통일 및 사회정의기독교협의회’를 창
립결성하고 회장에 백낙준목사님, 부회장에 한경직목사님, 강원용목사님, 총무에 서광선목사
님을 세웠다.9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한국교회는 오
히려 북한의 목소리에 귀를 열자는 친북과 잘못하면 공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교
회 대동단결을 외치는 반공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냉전구도에서 남북관계 교류의 물꼬를 연 것은 1981년 6월 재미교포 김성락
목사,

9월에

홍동근목사가

북한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10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는 세계교회협의회(WCC)를 통해 1984년 10월 일본 동경의 도잔소에서 ‘동북아시
아의 평화와 정의에 대한 협의회’에 남북한 교회를 초청하였다. 북한교회의 참석은 없었으
나 WCC의 이러한 통일관련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1986년 9월 2~5일 스
위스 글리온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한 기독교인들의 만남이
성사되게 되어진다. 이 회의에서 남북한교회는 교회가 앞장서서 대화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평화와 창조와 화해와 민족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설 것을 합의하였다. 이
후 제2차 (스위스)글리온 남북기독자협의회를 1988년 11월 23~25일까지 진행하고 ‘한(조
선)반도 기도문안’을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제3차 글리온 남북기독자회의를 1990년 12월
2~4일까지 13개 국가 대표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1995)을 준비하기 위한 5
개년 공동작업 계획’ 9개항을 합의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정치적인 합의가 포함된
내용이었다.11
1980년 대 진보진영의 통일선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역은 1988년 서울에서 열
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평화를 위한 세계대회’에서 일명 ‘88선언’이라고 부르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 발표된 것이다. 이 선언을 통해 남북한 그리스도

8 https://ko.wikipedia.org/wiki/7·4_남북_공동_성명#한계와_비판 2021년 2월 28일
9 「중앙일보」 1972.10.11일자
10 「기독교사상」 “1980년대 방북자들과 기독교 남북대화”
http://www.gisang.net/bbs/board.php?bo_table=gisang_special&wr_id=1195&page=3&main_visual_page
=gisang
11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서울: 아가페북스, 202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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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으로 우상화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였다고 고백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계
약을 지키는 행위라고 선포하게 되었다12. 또한 통일운동의 주류를 ‘민중 주체, 평화의 통
일’로 인도주의에 입각한 평화교류와 더불어 통일의 목표가 민주화와 정의사회 실현에 있음
을 주장하면서 분단 고착화를 정당화 내지는 묵인했던 한국교회의 죄책을 회개해야 한다13
고 주장했다. 88선언에 대하여는 일부 KNCC회원교단과 보수진영에서는 이 선언이 한국 개
신교회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는 못한다면서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며, 북한의 어용단체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14
어쨌든 재미교포 중심의 한인교회와 진보교회의 노력을 통해 닫혔던 남북교류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됨과 아울러 남북기독자 간의 만남과 교류의 물꼬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의 진보교회 중심으로 강행됨으로써 한국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보수복음주의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실패하였다.
B. 남북교회 교류의 전환점 : 30만 대량탈북사태
남북한 교회의 만남을 위한 80년대의 진보교회의 노력이 있었다면 90년대에 남북교
회 교류의 전환점을 만든 사건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가속화된 탈
북사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은 1965년대 Monthly Review잡지에서 북한경제를
‘코리아의 기적(Korean Miracle)’이라고 찬양한 바가 있습니다.15 그러나 1962년부 진행된
남쪽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점차 성공을 거두면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
되는 1977년에는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고 1인당 GNI가 96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차년도의 끝 해인 1996년에는 1인당 GNI가 13,040불이 되어 13배 성장하게 되었
습니다.16 그러나 1만 불 시대에 들어서기도 전에 샴페인을 터드리기 시작한 경제는 1997
년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해 12월부터 대한민국은 IMF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소위 ‘IMF외환위기사태’를 만나게 됩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IMF외환위기사태에서 새로운
국가를 경영하면서 온 국민들이 눈물겨운 ‘금모으기’를 통하여 외환고를 채우고 위기에서 3
년 8개월 만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1965년 조앤 로빈슨에게 ‘코리아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북한은

12 88선언 전문 중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고백’내용에서 두 번째 항목내용
2)우리는 ......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
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출20:3~5)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
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행4:19)이다.
13 이만열외 9인, “한국기독교통일운동의 전개과정”,『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서울:
도서출판두란도, 1994), 58.
14 임희국, 『작은 돌 큰 울림』(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28.
15 “북한경제개발”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345875295 2021. 2. 28.
16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GNI) 추이” https://econolatte.tistory.com/317 202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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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쪽의 발전을 넘어서지 못하고 주츰거리며 남쪽의 70년대 수준으
로 정체되어 오다가 80년 대 말부터 계속된 동구공산권 붕괴와 1991년 소련까지 붕괴되면
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북한의 주요 경제교류 국가들과의 무역과 경제수입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주체농법을 주창하며 진행하던 집단농장체제의 생산성이 점
점 덜어지고,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지의 훼손, 토지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저생산 등 경제
적인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었다.17 여기에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갑자
기 권력을 물려받게 된 김정일 체제에게 체제 안정과 위기의 경제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극
복해야 하는 짐을 떠안기게 되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5년 대홍수와
1996~1997년 연이은 가뭄으로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을 감당하지 못하고
300만이라는 대량 아사자를 발생하였고, 결국 식량난을 견디지 못한 30만이 두만강과 압록
강을 넘어 중국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남쪽과 북쪽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쪽은 ‘IMF외환금
융위기’를, 북쪽은 300만 아사자와 탈북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C. 보수교회가 대북지원의 문을 열다
분단이후 북한 공산정권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과 공사치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복음화가 민족적 사명이라고 외쳐 온 보수진영교회는 통일운동보다는 ‘북한선교’를 통한 영
혼구령을 강조했다. 대체로 북녘고향의 공산화로 인해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반공에 기초한 북한선교운동을 펼쳤다.
그 대표적인 실향민목사님들의 사역을 살펴보면 첫째로 김장환목사님이 앞장선 극동
아세아방송을 통한 대공산권 선교 특별히 대북복음방송을 통하여 공산치하에서 고통가운데
있는 북녘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방송사역을 60여년 동안 지속해왔다.
또한 김창인목사님은 1974년 8월 동경에서 열린 제4차 아세아복음선교회에서 대공
산권 선교단체와 유대를 형성하면서 ‘씨앗선교회’를 발족한 것이 모태가 되어 후에 ‘기독교
북한선교회’로 개칭하였다.18 씨앗선교회는 ‘북녘땅에 잃은 형제 복음으로 다시 찾자!’는 슬
로건을 걸고 북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84년 11월 8일 ‘북한
선교통일훈련원’을 창립하고 전국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선교전도특공대 훈련’을
매 해 여름 4박5일 일정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미래 목회자들에게 심
어주는 사역을 진행하였다. 이 훈련에는 2~3천 여 명의 신학생이 참여하는 훈련이었으며
북한선교의 비전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북한선교에 대한 지식제공과 훈련
의 효과를 제공해주지는 못하였다.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속화와 더불어 나타난 식량난에 대
하여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을 진행한 것은 한경직목사였다. 1989년 1월 2일 신년하례
로 만난 감리교의 오경린 감독, 강병훈목사, 기장의 강원용목사, 조향록목사, 예장(통합)의
림인식목사, 성결교의 정진경목사, 에장(합동)의 최훈목사, 예장(통합)의 최창근장로, 예장고

17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57.
18 국민일보 2000.7.17.일자 “빛으로 산다/기독교북한선교회”
http://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00717000002601
2021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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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김경래장로, 외항선교회 최기만목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연합기관의 설립에 의견을 모으고 그 해 12월 2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공식 창립되
었다. 그리고 창립하자마자 진행된 것이 바로 ‘사랑의쌀 나누기운동’이었다. 특별히 남쪽은
남아도는 쌀로 술을 만들고 가축사료로 준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수해와 한파로 굶주
려 죽어가고 있는 북녘에 사랑의 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0년 6월 30일 조선금강산국제
무역개발회사 홍콩지사를 통해 남포항으로 쌀 1만 가마 800t의 쌀을 지원하며 보수진영교
회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의 문을 열게 되었다.19
이를 시작으로 1994년 도문과 단동을 통하여 각 1500달러, 1995년 12월에 1200여
만원, 1997년 2천만원, 그 해 추석알 앞두고 1억 8천 여 만원 1300t을 함경북도 청진에 단
동을 통하여 보내고, 1999년 2월 숭실대 학생들의 1300여 만 원 전달 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20
또한 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이웃사랑회, 월드비전,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유진벨
재단, 한민족복지재단, 남북나눔운동 등 한국교회 대표적인 대북지원 단체들이 활동을 시작
하면서 보수진영 기독교계가 대북지원의 물꼬를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D.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펼치다
특별히 1993년 5월 10일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고 1994년 김상복목
사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995년 7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
별히 준비과정 중에 발생한 김일성의 사망은 한국교회 원로들, 특히 북쪽에서 내려온 실향
민 목회자들에게는 북한교회재건이 현실로 다가올 것 같은 꿈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다.
그래서 통일 이후 5년까지 최종 북쪽에 15,000개 교회 설립을 목표로 ‘북한교회 재
건의 3대 원칙’을 발표했다. ① 창구의 단일화 ② 단일 기독교단 ③ 자립의 원칙으로 교회
를 세우기로 한기총 가입교단 50개 교단과 기관이 함께 하게 되었다.21
이 후 해방 전 북녘에 존재가 확인된 2,850개 교회를 찾아내 한국교회와 교단에 입
양을 하여 통일 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금마련과 기도운동을 서둘러 펼쳐나가게 되었
다. 간혹 북한교회재건에 대한 비판들 중에는 북한교회를 세우는 것은 북한교회를 배제한
체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북한교회재건이 건물세우는 것이면 의미가 없다는 논조의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으나 당시 상황과 실향민 출신인 그들의 마음은 김일성사망이 하나님께서 주
신 통일의 응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교회건물을 세우는 일도 다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다. 이는 북한교회재건위원장이었던 김상복 목사가 북한교회재건백서의 발간사 서두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해 오던 민족의 통일이 이제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시작함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북한교회재건을 꿈꾸며 그 일들을 섬겼던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은

북한의 교회 건축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영적교회 회복이 당연히 궁극

적이 지향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교회재건운동은 이 두

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02), 118~123.

10년사발간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10년사』(서울:

쿰란출판사,

2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0년사』, 123-127.
2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북한교회재건백서』(서울: 진리와 자유, 1997),
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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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반드시 함께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30만 여 명의 탈
북자들이 중국의 동북 3성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중에 10%인 3만 여 명의 탈북민들이 국
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들의 영적회복이야말로 북녘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며 이
들이 통일 후 북녘에 들어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사역이 실제적인 북한교회 재건이 되는 것
이다.
E. 무형교회 회복의 일꾼 ‘탈북민’
남쪽에서 북한교회재건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신 북한
의 뒷문을 통하여 쏟아져 나온 30여 만 명의 탈북자들은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에 새로운 역
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우선 중국의 동북3성인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에서 사역하던 중
국선교사들은 그들의 사역지로 엄청나게 흘러들어온 탈북상황 앞에서 중국선교를 뒤로 미루
고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을 헤매는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에 매달리게 되었다.
휴전선이 열리기만 기도했던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앞문이 아닌 뒷문을 통하여
통일을 미리 연습하고 준비하며 북한을 통일 전 변화시킬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
주셔서 그토록 염원했던 북한선교가 실제 중국현장에서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발 빠르
게 파송한 북한선교사들과 중국 조선족 사역자들을 통하여 한기총을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
들이 100여 개 이상의 미션홈을 마련하고 적게는 3~5명에서 많게는 7~8명의 탈북자들을
미션홈에서 돌보면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며 신앙으로
훈련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30여 만 명 중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대부분 단순월경자들
이다. 단순월경자란 북녘의 식구들을 먹일 일정량의 식량이 확보되고 경제적인 재정이 확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탈북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녘의 식량의 어려
움이 변화가 없이 장기화될 기미를 보이면서 30만 여 명 중 20여 만 명은 계속 두만강과
압록강을 왕래하면서 경제적인 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탈북자들이었지만 나머
지 10만 여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인신
매매로 팔려가서 살게 됨으로 중국에 거주지를 확보하는 탈북자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탈북자들을 세 부류로 사용하셨다. 첫째 가장 많은 20여 만 명의 단순
월경자로 패쇠국가인 북한을 나와 중국의 변화와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
감으로써 장마당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한 필요를 증폭시키는 통로가 되었다. 둘째로 단기간의 훈련
을 받고 들어간 탈북자들은 북한 내 복음화와 더불어 해방 전 그루터기 신앙이 아닌 새로운
지하교회 형성과 북한 민주화 세력의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셨다. 셋째로 동북 3성
이나 중국 내지에서 거주하는 탈북자나 국내로 유입된 탈북민을 통하여는 북한 내지와의 소
통의 통로가 되고 있고 음성적이지만 북한 내지로 흘러들어가는 가족들의 지원금을 통하여
북한 장마당경제와 최악의 식량난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용하고
계신다.
특별히 남쪽에 들어온 3만 4천 여 명의 탈북민들이 사회주의 북한과 수정사회주의
중국과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을 모두 경험하고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통일 이후
겪게 될 문제점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히 주체사상으
로 의식화된 북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화 할 것인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도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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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셨다는 것이다.

IV. 북한교회 세우기 재건 3원칙(유형교회의 회복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선교의 1차적인 지향점은 결국 유·무형의 ‘북한 교회 회복’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물론 북녘에 교회를 세우는 것의 궁극은 세계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북한복음화, 한반도 복음화인 것이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한국교회 200여 개 교단이 통일 후에 북한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건강하고 효율적이면서 성경적인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원칙’의 정신
을 계승하며, 변화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발전시켜 나간다(엡 4:
2~3). 둘째, 특히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연합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공동으로
대응한다. 셋째, 통일 후 북녘 선교는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모든 교단이 선교지 분
할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북녘교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
에서 언급한 ‘북한 교회 세우기’의 세 가지 원칙 안에 담겨있는 북한교회재건 3원칙, 이단
사이비 대응, 선교지 분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고자 한
다.
A.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원칙’의 정신 계승
첫 번째 원칙은 통일 후 북녘에 교회 세우기는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원
칙’의 정신을 계승하며, 변화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에베소서 4: 2~322)
북한교회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언급해야 할 중요한 논제는 ‘북녘에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북한교회재건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비판인 동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논제는 ‘북한교회재건의 주체가 누구
인가’의 문제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는 남쪽교회가 북한교회 건축에
대한 재정만 확보하면 북한교회 재건의 주체가 되는 것인가? 또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
련맹에서도 남한교회의 일방적인 계획과 모금에 대하여 비판하며 공화국의 교회는 공화국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재정확보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북한교
회 재건이 이루어지는가? 등의 비판이 회자되었다.
교회 설립의 주체 특별히 북한교회 재건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 설립의 주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έκκλησία)’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18과

2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넙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
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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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8:17 두 곳이다. 그리고 두 곳 모두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셨다는 데 특별한 의
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두 구절 중 특별히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16:18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κἀγὼ δέ σοι λέγω ὅτι σὺ εἶ Πέτρος, καὶ
ἐπὶ ταύτῃ τῇ πέτρᾳ οἰκοδομήσω μου τὴν ἐκκλησίαν, καὶ πύλαι ἅδου οὐ κατισ
χύσουσιν αὐτῆς23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καὶ ἐπὶ τα
ύτῃ τῇ πέτρᾳ οἰκοδομήσω μου τὴν ἐκκλησίαν)’이다. 이 성경구절은 예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의 주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의 현대교회
에 이르기까지 교회설립의 주체와 진정한 의미의 소유도 모두 그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쪽 뿐 아니라 남쪽 역시, 그리고 지구촌 어느 곳에서 세워지는 교회든 교
회 설립의 주체와 소유는 사람이 아닌 예수께서 그 자신의 소유된 교회를 친히 세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북녘에 교회 세우기의 주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이
심을 남북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며 북녘에 교회 세우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서 ‘세우리니(οἰκοδομήσω)’는 건축용어로서 ‘건설하다’,
‘확장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24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확장도 진행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심
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통일과 북한에 교회세우기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코리아를 통한 하나님 나
라의 확장 즉, 세계선교의 도구로서의 북한교회임을 믿어야 하며, 세계선교 즉 하나님 나
라 확장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교회재건의 본
질적인 주체는 예수그리스도임을 전제하면서 북한교회재건운동과 북한교회 재건 3원칙에
대하여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통일 후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남쪽에서 진행된 것
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산하의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통하
여 진행된 ‘북한교회재건운동’이다.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간
북녘교회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해방 전 북녘에 존재했던 교회 중 2,850개(추후
1999년에는 3,040교회 주장)를 우선 확인하고 북녘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교회재건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
회 남북교회협력위원회 산하에 북한교회재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한
기관 49개의 교단과 13개 기관들의 참여와 공인으로 설립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
다.25
또한 2,850개의 해방 전 북녘에 있던 교회들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교단을

23 『헬·한·영 대조신약성경』(서울: 한국성서연구원, 1986), 125.
24 라형택, 『신약장절 분해성경』(서울: 도서출판로고스, 1997), 341.
2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백서』,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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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각 교단의 교회들이 적극 참여하여 재건담당 교회를 입양하여 기도후원과 재건비
용 헌금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26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설립된 1995년 북녘교회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될 ‘북한교회재건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27
➀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교회나 단체가 연합하여 창구를 일원화한다.
➁ 북한에는 교파교회를 지양하고 단일 기독교단을 세운다.
➂ 북한에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교회를 세운다.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북한교회재건백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8
첫 번째 원칙인 창구 일원화는 “연합의 원칙”으로서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빈
번하게 발생되는 경쟁적 선교 경향의 방지와 북한이라는 특수한 선교지에 대한 과열현상
을 막기 위함이라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 후 북한의 문호개방의 속도에 따른
적절한 조절 역할을 통하여 우후죽순으로 교회설립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질서있게 선교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일기독교단의 원칙’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니 그의 몸
된 교회도 하나이어야 하므로 4분 5열 된 남쪽의 교회의 모습을 북한에서는 또다시 재현
하지 말고 하나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경쟁적 교파주의가 오히려 북
한복음화에 있어서 부작용과 역효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단, 단일기독교단을 세울 경우
발생하는 신학의 문제와 교회 정치의 문제는 각 교회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대 정부, 대 사회적인 부분도 단일기독교단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남쪽에서의 개 교회주의를 지양하고 연합의 정신으로 그리
스도 예수의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로 재탄생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립의 원칙’이다. 북한지하교인들이 북한복음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북녘에 세워지는 교회가 남쪽교회만 의지하려 하거나 남쪽교회가 북녘교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남한교회의 분파주의, 명예욕, 물질주의, 기복신앙,
권위주의, 개교회주의 등의 병적현상들을 전염시켜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형제교회로서 자립하고 독립된 교회로 성장하도록 겸허히 섬겨야 한다.
북한교회재건위원회는 이러한 ‘북한교회재건 3원칙’을 통하여 북한에 최소 1만5천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펼친 것이며 그 첫 시작을 해방 전 북
녘에 존재했던 2,850개의 확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다.29
혹자는 ‘북한교회재건운동’을 북녘에 ‘교회건물 세우기 운동’이라며 건물 중심의 북한
교회 재건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운동에 참여한 김상복 목사를 비롯한 많은
실향민 목사들과 관계자들은 북녘의 무너진 무형교회의 회복을 기도하며 이 운동을 추진

26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0년사』, 191.
2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백서』, 52.
2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백서』, 88-100.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백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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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더불어 구체적인 북한교회의 회복을 담을 유형교회의 재건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이는 이 운동이 1990년 6월 29일 쌀 1만 가마 800톤을 사랑의쌀나누기운동본부를 통하
여 북한에 전달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한국교회의 구체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면서 지
속된 양식지원과 1994년 7월 8일 김일성주석의 갑작스런 죽음 등은 실제적인 통일이 눈
앞에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무형교회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이고 실제적
인 유형교회 즉, 북한교회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이다. 김상복 목사
는 북한교회재건백서의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해 오던 민족의 통일이 이제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다
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다. 북한의 경제
적 상황 남북적십자간의 협력, 다가오는 4자 회담, 케도(KEDO)의 빠른 진행, 나
진-선봉지역의 개발 참여, 황장엽씨와 북한 주민들의 탈북물결, 남한교회의 북한
동포돕기, 하나되기, 기독교통일정책의 합의, 활발해지는 탈북자돕기운동, 북한교
회재건의 계획완료 등 과거에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교회 재건 계획의 완성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한국교회
역사에서 북한복음화를 위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전 교계적 합의와 협력
하에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준비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
실 것이다.30
김상복 목사는 민족의 통일이 매우 가까이 다가와 있기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북한교회재건운동이 시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상복 목사와 함
께 북한교회재건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김중석 목사 역시 그의 저서 ‘북한교회재건론’에서
북한교회재건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교회재건위원회 결성의 시급성’이란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31
➀ 한반도 통일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범교회적인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결성
은 시급하다.
➁ 경쟁적 선교를 지양하기 위하여 범 교회적인 ‘북한교회재건위원회’ 결성은 시
급하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북한교회재건위원회에 참여하였던 대다수의 교단과 목회자들은 통
일의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느끼며 이를 위하여 시급한 교회의 구체적인 통일준비를
위하여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서둘러 결성하고 진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
나 북한교회재건운동의 본의는 김중석 목사 등이 밝힌 것처럼 총체적 전도운동(Wholistic
Evangelism), 종합적 구원-전인구원(全人救援)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교회재건운동은 범교단, 범교회적으로 실제로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바
라보며 특별히 북녘에서 내려온 분단 1세대 월남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연구하며
벌인 의미있는 운동이며, 특별히 그 운동의 중심에 방향키가 되어진 ‘북한교회 재건 3원칙’
의 정신을 계승하여 북녘에 교회 세우기의 초석으로 삼는 일은 역사적 맥을 이어가는 대
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3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백서』, 27.
31 김중석,『북한교회재건론』(서울: 도서출판 진리와자유, 1998), 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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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연합 공동 대응
두 번째 원칙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연합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공동으
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녘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 안의 이견들은 인내로써 함께 대화를 통하여 협의
하고 협력하여 원칙을 세우며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협
의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북한복음화에 있어서 계속적인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남쪽교회에서도 이단문제로 인하여 수 십 년 동안 기도하며 운영되어온
정상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 새롭고 건강한 북녘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올바른 신학과 교리 가운데 세워
져 나가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라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며 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 후 북녘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부터 연합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철저히 준비하며 경계하여야 할 사안임에 틀림이 없
다.
그러나 최근 기사와 발표된 자료들에 의하면 통일선교에 대한 이단들의 발표와 행보는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만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전염확산의 온상이 되어 사
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는 북녘선교에 있어서도 우려할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는 2019년 1월 14일자 미션면에서 “北선교 이단·사이비 경계령...조직적 침투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남북화해의 틈을 타고 이단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어서 통일선교
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이들의 침투를 경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북한 당국이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대관을 허락했다”며 “통일부만 허락하면 신천지 성도 20만 명과 함께 2019년 9월
에 평양에서 만국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공언했으나 다행히 통일부가 허락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5월 위장 봉사단체 만남을 앞세워 임
진각에 ‘조국통일선언문’이란 비석을 무단 설치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경서를 기준으로 한
신앙은 종교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석하단에는 조국통일선언문을
발표한 주체를 국민대표 33인이라고 명시하고 33인의 대표를 이만희로 적고 있다고 밝혔
다. 신천지는 이러한 비석을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철원 평화문화광장에도 세계평화선언문
이란 비석을 설치했으며, 고성 통일전방대에도 비슷한 이름의 비석을 세웠다고 밝혔다32.
이러한 행보는 신천지가 북한선교에까지 그들의 포교영역을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
는 것이다. 심지어 현대종교에 따르면 신천지가 조선족을 이용하여 북한선교를 미끼로 포
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내포교에 북한선교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
졌다.33

32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개발소식」통권165호 2019년 7월호, 4.
33 「현대종교」“북한선교를 미끼로 포교하는 신천지” 2016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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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을 대상으로 가장 폭 녋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은 잘 알려진 대로 통일교이
다. 통일교는 2018년도부터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주제로 ‘신통일
한국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17일 일산 킨텍스 대회에는 제임스 울
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 김승로 대한 체육회 사무총
장 국회의원 등 40여 개 국 정계, 종교계 인사를 포함하여 10만 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34 문선명의 3남인 문현진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통일천사)’라는 NGO를 만
들고 중도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통일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35, 2019년 3.1운
동 100주년기념 콘서트에서 1만 여명 앞에서의 인사말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통일비전으
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국내외 통일 외교전문가 400여 명을 초청하여 ‘2019 원코리

아국제포럼’을 개최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코리안 드림’을 강조하며 통일외교분야에서의 역
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 주지해야 할 것이다.36
연합뉴스 2019년 5월 8일자 뉴스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내년(2020) 평양방문 준
비...김정은 이미 초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9년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초
청장을 이미 받았다고 하였고, 문선명 탄생 100주년인 금년 2020년에 통일교 세계평화국
회의원연합에 참여하는 전 세계 국회의원 900명이 함께 북한을 방문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성사되지 못하였고, 100주년 행사에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김영철위원장의 이름으로 북쪽의 축하화환만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7
특히 통일교는 북한 내에서의 사업적 역량과 활동은 정통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의 규모와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 장기적인 활동을 통하여 통일교는 교주 문선명의 생가를
성지로 복원하고 평화항공여행사, 평화무역, 보통강호텔 세계평화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자리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남북최초 합영 기업인 평화자동차
를 2013년에 북한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북한 내에서의 통일교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졌다.38 이런 사업적인 분야뿐만이 아니라 평양 세계평화센터 내에는 통일교
공식교회인 평양가정연합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은 종교단체 특히 정상적인 교회로
서 북한의 인정을 이미 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단 중에 북한선교에 꾸준한 활동을 지속한 이단은
제칠일안식일교회(이하 안식교)이다. 안식교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
은 이단이기도 하며 분단 이전 평양 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삼육국제개발보호기구
인 ‘아드라(ADRA)’를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영양지원 에너지개발 병원개선사
업, 평양빵공장 등을 10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2005년 철수하였으나39 2018년부터 다시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1&item=&no=14955
2021년 2월 28일.
34「연합뉴스」“통일교, 한반도평화통일기원 희망전진대회 2019년 5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161700005 2021년 2월 28일.
35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홈페이지 http://www.koreaunited.kr 참조
36「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자, 문현진 “코리안 드림으로 통일의 문열자”
https://www.yna.co.kr/view/MYH20191022003800508 2021년 2월 28일.
37「연합뉴스」 2020년 1월 30일자, “北, 통일교 문선명 총재 100주년 축하 메시지·화환”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147900005 2021년 2울 28일.
38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개발소식」통권165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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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력사업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안식교는 오래 전부터 전 교회 차원에서 십일조의
1%를 북한선교를 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북한 개척 선교사 교육 및 평신도
북한선교사 훈련 등 선교 인력 양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2018년 11월 삼육대와 평양과
기대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도 했다40 특별히 안식교는 희망의 소
리(Adventist World Radio)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방송을 통한 북한 접근 및 사역도 이
미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탈북민 중에는 실제 안식교 라디오방송을 북한 내에서 청취한
경험이 있다는 증언도 확인되고 있다. 안식교는 2018년 9월 현재 북한 신도 수가 866명
이라고 발표하기도 할 정도로 적극적인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41
국내 탈북민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단교회는 이재록의 만민중
앙교회이다. 이재록은 자신의 딸을 앞장세워 탈북민들에게 매월 생활비와 쌀, 여러 가지
반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관련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탈북민사역자까지 만민
중앙교회에 이름을 얹고 지원비와 지원물품을 받는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는 2012년 1월 9일 그의 설교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
밀’ 1만권을 인쇄하여 중국인 신자들을 통하여 북한에 배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서울성락교회(김기동목사)는 북한출신인 김신조를 앞세워 탈북민들을 전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개척한 교회를 통하여 북한사역을 진행되고 있으며 베뢰아의 신앙서적들을 북한에
유입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42
통일선교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는 통일 이후만의 문제는 아니다. 복음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작금에도 하나님께서 북한선교의 첨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3만 4천 여
명의 탈북민을 향한 통일선교에서도 많은 장애를 만들고 있다. 이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
는 통일 이후의 문제만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물량공세로 진행하
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의 전도방식은 탈북민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정통교회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본질인 진리 자체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사라지고
황금만능주의 신앙을 자리 잡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보다는 황금송아지
를 만들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탈북민들이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로 양육받
지 못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에 오염된 채로 통일이후 북녘의 고향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한
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
므로 통일 이전 연합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방안들을 준비하며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C.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선교지 분할 협의

39 「크리스챤투데이」2007년 10월 11일자 “북한으로 진출하는 이단들”
http://www.christiantoday.us/11312
40「중앙일보」 2018년 11월 18일자, “삼육대, 평양과학기술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https://news.joins.com/article/print/23111577 2021년 2울 28일.
41 「현대종교」2019년 5월20일자, “북한에서 활동하는 신흥종교들”
http://hdjongkyo.co.kr/news/view.html?author=%B0%AD%B9%CE%C1%A4&style=title&sectio
n=22&category=1004&no=16536 2021년 2월 28일.
42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북한개발소식」통권165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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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원칙은 통일 후 북녘 선교는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모든 교단이 선교지
분할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북녘교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의 경쟁적 성과주의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선교신학회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가 주최한 제9차 공
동학회에서 한국선교의 4대 문제점에 대하여 김승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성과주의의 선교지 이식,’ 둘째로 ‘네비우스
(Nevius) 선교 원리의 불이행,’ 셋째로 ‘교단과 선교계의 분열과 과다 경쟁,’ 넷째로 ‘문화
이식적인 선교’라고 주장했다.43.
그런데 필자는 앞에서 지적한 한국선교의 이 네 가지 문제점의 공통분모는 결국 ‘경쟁
적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라고 본다. 세속화된 성공주의 신학에 의한 가시적 성과
주의 선교가 과도한 선교사들 간의 경쟁과 분열, 단 기간의 성과를 위한 문화 이식적 선교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지 선택에 있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주
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과가 있을 만한 곳만을 선택하는 특정 선교지 편중 결과도 결국은
경쟁적 성과주의의 결과물들인 것이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원리가 되어준 네비우스의 자치, 자립, 자전의 3자 원칙을
망각하고 원주민에게 맡겨서는 단 기간 내에 많은 열매 즉,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
국에는 선교사 자신이 모든 것을 카리스마적으로 주관하여 교회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확장하고 건축함으로써 성공을 이루는 성장주의와 성과주의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한국교회의 지지와 후원, 사역에 대한 직접
적인 개입과 원격사역, 이것을 위한 선교사의 역할문제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로의 교회
이양과 자치, 자립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과 선교계의 분열과 과다 경쟁’의 문제 또한 선교사 개인적인 성장, 성과
주의, 공로주의가 결국 교단과 선교단체들에게 확대되어진 것이다. 선교지에서의 교단 간
혹은 선교단체 간 주도권 다툼 역시도 결국은 성장과 성과주의에서 기인되어진 것이다. 김
승호 교수의 말처럼 “한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협력과 동
역보다는 선교사 자신, 소속교단, 혹은 선교단체의 성과와 성공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성공을 현지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야 말로 성공, 성과주의
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하였으니 선교지에서도 성공한다고 생각
하며 타문화(북녘)에 대한 고려나 배려가 없이 자문화(남쪽) 그대로 적용을 강요하는 자문
화우월주의(ethnocentrism)나 자문화우선주의와 현지인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미개하다고
여기거나 경시하는 태도 역시 그 근저에는 현지인의 방법과 문화 안에서는 성공할 수 없
고, 단 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도 힘들다고 여기고 선교사 주도형의 자문화중심 선교를 진행
하는 것 역시 그 근저에는 성공, 성과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교사
주도형의 성공은 결국 개척한 선교지 교회 및 부속건물들의 사유화로 이어지는 일들도 생
겨나게 되어 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사역 연한과 재배치에 대한 세부조항
이 교단 및 연합기관 차원에서 준비되고 지켜져야 한다.
이처럼 경쟁적 성공, 성과주의를 극복하지 아니하고는 북녘복음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

43「기독일보」2017년 6월 12일자,
필요해”

“한국선교의 위기-교단·선교연합단체 회원들의 비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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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녘에서 선교를 진행하는 선교사와 파송 또는 후원
교회들이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자기성찰,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울러 선교사역이 가시적 성과에 의해서 실패와 성공여부를 평가
하는 잘못된 풍조가 북녘 선교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북녘
선교가 교단과 선교단체들 간의 경쟁이 아닌 협의와 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선교사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단과 선교단체들 간의 적극적인
연합과 협력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앞에서 북한교회 재건 3원칙에서 언급한 대로 ‘연합의 원칙,’‘단일교단의 원칙,’
‘자립의 원칙,’이 잘 지켜져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서 자립의 원칙
이 잘 지켜짐으로 한국교회 성장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북녘교회의 남쪽교회에
대한 의존도를 처음부터 낮게 잡고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척 초기부터 자립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파송교단과 단체들이 연합기관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
고 연대하여 지켜감으로써 교회 간 빈익빈부익부의 격차가 생겨나지 않도록 조율하며 진
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일 이전부터 단일교단과 자립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교단연합 수준의 협의기구 즉, 연합의 원칙을 감당하기 위한 연합기구가 반드시 준비되어
야 하고,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통일 후 북녘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남쪽을 비롯한 선교지에서 성공 및
성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전략에서 지혜를 배울 필요
가 있다. 그들은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교단, 교파주의를 뛰어넘어 함께 연합하고
협의하여 선교지를 분할하여 전도활동을 감당함으로써 조선 땅 어디에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장로교 선교사 휘트모어(N. C. Whittemore)는 1934년 한국개신교 선
교희년기념식에서 “한국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6개 선교회
로 구성된 장감연합공회 사이에 맺어진 선교지 분할 협정이었다.”고 고백하였다. 한국교회
초기선교에서 ‘선교지 분할 협정(Comity of Missions)’의 과정을 보면 1888년 아펜젤러의
주도로 장로교와 북감리교 사이에 선교지 분할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892년 1월에는
장로교 선교지 분할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 해 5월 감리교회와 3차례의 협의를 거
쳐 6월 11일 장감 대표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선교지 분할 협정 초안44이 나오게 되었다.
1. 일반적으로 소도시들과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공통적 점유는 우리의 각
선교회에 유익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5,000명이 넘는 항구 도시와 읍들은 공
통으로 점유되어야 한다.
2. 5,000명 미만의 읍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에 의해 하나의 선교구
가 설치될 때 그곳은 해당 선교회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른
선교회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권장할 수 없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역
의 공백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곳은 다른 선교회의 선교가 가능한 개
방된 선교지로 간주한다.
3. 사역을 시작하거나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선교회는 모든 선교지에 신속히
세력을 미치기 위해 점유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4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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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02.

4, 우리는 각 교회의 신도들이 다른 교단으로 옮길 교유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한 교회에 교인 혹은 후보자로 이름을 등록한 사람은 그 교회
담당자의 이명서가 없이는 다른 교회로 영입될 수 없다.
5. 여러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호 존중하기로 가결한다.
6. 섬기고 있는 당사자의 이명서가 없을 경우 다른 선교회는 모든 사역 분
야의 조사, 학생, 교사, 조력자들을 영입해서는 안된다.
7. 일반적으로 서적들은 무료로 주지않고 팔아야 하며 가격이 균일해야 한
다.

이 초안을 내용으로 1893년 1월 23일 장로교선교회와 감리교 선교회는 한국 내에서
의 불필요한 선교 경쟁을 피하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계이양이라는 선교
지 분할 협정을 체결했으나 발효되지 못하다가 1905년 장감연합공회가 결성되면서 선교지
분할 협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의 낭비, 선교시 마찰을 극복하여
효율적인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단 특정지역에 한 가지 신학만 존재함으로 인한 문제점
과 교파에 따른 지방색 강화, 군소교단에 대한 본의 아닌 배제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다.45
130여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북녘에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나 파송교단의 교파주의
나 공로주의, 성공주의나 성과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교단적인 연합과 선교지 분할협정
을 통하여 효율적인 북녘복음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소외되는 군소교단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정지역 특정교단의 선교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지방색의 극복 역시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선교지 분할협정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남쪽교회만의 연합이 아닌 북녘교회까지 적극적
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북한교회의 회복은 1945년 해방 후 76년 동안 폐쇄되었던 교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
이다. 앞 장에서는 1995년부터 진행된 북한교회재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재건 3원칙”의 정신을 유형의 북한교회세우기에 계승하여 나감에 대하여 논하였
다.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이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북한의 무형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
학과 신학공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 필자는 첫째, ACTS의 설립목표인 “아세아복음화”와 북한교회 회복이 어떤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다루고, 둘째로 ACTS 신학과 신학공관은 북한교회 회복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하여 다른 후 마지막으로 ACTS의 교육이념인 신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북한교회 회복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함으로 북한교회 회복에
있어서 ACTS신학과 신학공관의 가능성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 ACTS의 “아세아복음화”와 북한교회 회복

4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6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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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의 설립목적이 “아세아복음화”에 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ACTS에 속
한 교수들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ACTS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
강창희교수는 “ACTS는 아세아복음화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삼는 국제적 복음주의적 신학교육기관이다”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서 “아세아복음화”를 위해서 ACTS를 세워주셨다는 것이다.46 장해경교수는 “ACTS의 시작
은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바와 같이 ‘아세아복음화’를 설립목적으로 하여 달려왔으며 교회연
합의 열매로 시작되었으며,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복음주의적인 선교일군 양성 신학교에 자
타의 공인을 받고 있다”고 적고 있으며,47 또한 한상화교수는 “ACTS는 세계복음주의 운동
의 연장선상에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신학 이념을 가지고 아세아복음화의 목표를 위해 설
립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48
ACTS 설립에 있어서 초대부원장으로서 중심 역할을 감당한 한철하교수는 ACTS의 설
립목적은 “아세아복음화”이고 교육이념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이다. 이런 ACTS의 설
립목적과 교육이념은 ACTS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낸다.49

ACTS가 “신본주의”와 “복음

주의”를 ACTS의 교육이념으로 삼은 것은 1) 이 두 사상이 성경을 가장 분명히 설명하는
대표적 기독교 신학사상들로써, 대부분의 보수적 교회들이 따르는 사상들이므로, ACTS가
교회 연합적, 선교적 기관으로서 이 두 신학 사상들을 함께 교육이념으로 삼은 것이다. 2)
더구나 이 두 사상이 각기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구원론
을 그 중심 교리로 삼고 있으므로50 학교 설립 목적인 “아세아복음화”에도 부합한다. 3) 이
두 사상은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편향적 의미를 예방하여 상호 보완
적으로 성경적 온전함을 지향한다.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은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예
수 믿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 얻는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
다고 보고51, ACTS는 이 “중심진리”를 아세아 지역에 전파하여 “아세아복음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CTS는 “아세아복음화”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를 교육이념으로 삼은 것은 첫째, 대부분의 보수적 교회의 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신학사상
이며 둘째, 예수믿어 구원얻는 구원론을 공통 중심교리로 삼고 있으며, 셋째, 예수믿어 회개
하고 죄사함을 이루어 구원얻는 복음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 연합과 중심진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아세아복음화’라는 것이다.
특별히 ACTS 설립의 목적은 설립 동인(動因)에서도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타의
학교들의 출발모습인 교육사업의 동인에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닌 ‘세계복음화운동’의 일환

46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ACTS 신학과 선교』 12, (2012), 47-48.
47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ACTS 신학저널』 제26집(2015년 4호),(양평:아
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141-144.
48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ACTS 신학저널」, 제28.2
호(2016), 11.
49 한철하, “The Theological Task of ACTS,” ACTS Theological Journal Vol. 3 (1988), 60.
50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입문』(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0), 127.
51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2011), 20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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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6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전도대회”(Asia-Pacific Evangelism
Congress)에 모인 아시아교회 지도자들이 차세대 인재양성을 위하여 하나의 신학대학원
(CATS: 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을 아시아 내에 연합하여 건립하기로
결정한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52 다시 말해서 ACTS의 설립 동인도 ‘아세아복음화’에 대
한 열망에서 출발되었으며, 개인이 아닌 여러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국제협의를 통하여 잉태
되었고, 교육사업이 아닌 복음화운동 특별히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국내 여러교단(통합 합동,
고려, 성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참여와 후원 아래 1974년 5월 1일 서울 서대문 옛캠퍼
스에서 개교하게 된 것이다.53
또한

‘세계복음화운동’에

앞장섰고

서울전도대회를

주관했던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목사가 기부한 도서기금으로 아세아신학연구원이 출발하게 된 것54임을 볼 때,
ACTS 설립의 목적, 동인, 재정기부 등의 모든 상황들이 “아세아복음화”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철하박사는 1986년 교수들을 대상으로 “ACTS의 신학적 과제”(Theological Task fo
ACTS)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아세아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ACTS의 신학사역의 기본틀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복음과 역사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다. 둘째,
복음과 역사에 대한 ‘구원론 중심’의 관점이다. 우리는 이 세대의 타락과 배교를 폭로하며
구원의 절박한 필요성을 선포해야 하며, ACTS의 최종 목적은 역사 안에서 구원을 종말론
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의 복음 사역’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선교지향적’ 관점
이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 회개와 죄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
신다. 교회의 구제 사역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역 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그릇된 순서이
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말씀을
전파해 나가도록 깨우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55
한철하박사가 주장하는 신학사역의 기본틀은 결국 ACTS는 “아세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중심”과 “구원론 중심”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교회가 복음사역에 매진하도록 깨우치
고 촉진하는 데 사역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ACTS의 설립목적인 “아세아복음화”와 북한선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2020년 1월 14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
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9년 말까지의 해외선교사 파송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
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현재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등 273개 기관이 171개국에 2만
80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56
그리고 발표한 자료에서 각 국에 파송된 선교사 2만8039명 중 아시아지역으로 분류된

5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연구원/선교연구소(편), 『ACTS 신학과 선교30년』 (양평: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13~14.
53 『ACTS 신학과 선교30년』, 16.
54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52.
55 Chul Ha Han, “Theological Task fo ACTS,” 59-69. 장해경 147-149에서 재인용.
56 국민일보 2020.1.14.일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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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5,479명), 동남아시아(6,021명), 한국(2,371명), 남아시아(1,662명), 중앙아시아
(962명)에 파송된 선교사 수를 합하여 보면 16,495명이 된다. 이는 전체 선교사 파송숫자
의 59%에 이르는 숫자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지역에 파송된 선교사가 전체의 6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아시아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있는 수치이다.

[그림 1-1] 연도별 선교사 현황

[그림 1-2] 2019년 12월 현재 한국교회 국가별 선교사 파송현황57
문제는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있어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권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극동아시아지역의 대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시아권 선교가 해외(海外)선교 즉, 비행기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북한이 대륙을 향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고, 북한을 넘
어서더라도 또 다른 사회주의 공산국가인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그것보다는

57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2월 집계는 168개국 파송선교사
22,259명으로 집계되어 10년 전인 2010년(22,014명) 수준으로 후퇴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팬데믹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에서의 숫자이기에 코로나19팬데믹 이전인 2019년 12월 현재의 숫자로 사용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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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원인과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북한을 제쳐두고 세계선교의 비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과 분단 70년의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바라볼 때 요나가

니느웨 바라보듯이 멸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종못할 대상들로 여기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나는 자국 이스라엘에게 강포를 행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를 입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욘1:3) 다시스행 배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은 청하였고(욘1:5),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통하
여 니느웨로 와서 복음을 외치게 되지만 사흘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
루동안 다니면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아주 단순하고 성의없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 다.(욘 3:3~4) 그리고 성읍 동쪽 언덕 박넝쿨 밑에서 강포를 행한 그들을 절
대 용서하면 안된다고 하나님께 성내며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니느웨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이다.(욘4:1~5)
이는 요나 뿐만아니라 6.25를 통해 자신의 부모와 형제가 그들의 총칼에 죽임과 못된
짓에 희생되는 것을 직접 겪은 세대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정서이며, 분단시대
에도 7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고,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위협하는 저들을 향해 갖게 되
는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동풍과 벌레을 통하여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루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욘 4:10~11) 교훈하시며 니느웨를 심판과 징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선교적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을 요나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동족상잔의 상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오랜 분단이 만들어낸 상처는 북한을 마
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대하듯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건너뛰고 있었다는
것이다.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앗수르와의 혼혈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
로 취급하지 않았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차라리 존
재하지 않았어야 할 부끄러운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지방에서 북부의 갈릴리지방을 갈
때조차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요단강으로 돌아서 다닐 정도다. 다시 말해서 사
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교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이웃도 아니고, 전도의
대상도 아니며, 그냥 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면 충분했고 어쩌면 ‘원수’나 ‘적’만도 못한 차
라리 ‘존재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안여인을 직접 찾아가
만나시기도 하시고(요 4:1-4),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
시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사마리아”를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58
북한 역시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형제였다. 세상 사람들에게 ‘악의 축’으로 손가락질 받는
58 정종기, 『북한선교개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CLC), 2019), 72-75.
정종기교수는 2021 통일선교아카데미 9기 강의안에서 ‘북한을 보는 4대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4대 관점은 ① 선교적관점(마28:18-20과 행1:8) : 사마리아와 땅 끝, ②
원수관점(마5:44), ③ 가나안과 니느웨 관점, ④ 민족적 관점: 형제(바울)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 중 사마리아의 관점부분을 직접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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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가가 북한이고, 외국에서 혹시 “북한 사람(North Korean)입니까?”하고 질문을 받게
되면 중국사람, 혹은 일본사람이냐는 질문보다 기겁을 하며 “남한 사람(South Korean)”으
로 반드시 교정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사마리아”가 유대인에게 선교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할 선교의 대상인 것이다.
한철하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재직 당시인 1970년 기독교사상 12월호 특집기사에
서 “남북통일과 선교전략”에서 “북한은 반종교교육과 경제제일주의, 사회주의 투쟁철학으로
세뇌되어 기독교 전도가 그들에게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밖에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러하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가야할 것이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
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
신 것이라.” .........이제 우리의 북반부에 있는 동포들과 하나되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과 그
들의 주장, 그들의 실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연구와 기독교적 통일을 향한 선교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59고 쓰고 있다.
그러나 한철하박사도 ACTS가 개교한 1974년 이후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진행은 구체화
되었으나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북한선교에 대한 이론과 실천 중 그 어느 부분에서
도 구체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교
대학원 안에 ”북한선교학과“가 개설됨으로써 북한선교에 대한 이론 강의와 더불어 교수와
배출된 학생들을 통한 북한선교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CTS의 설립목적이 “아세아복음화”가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동족상잔
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처를 극복하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존재하면서 대륙을 향
한 아세아복음화의 문인 북한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제는 바다와 항공을 통한 아세아선교가 아닌 남북통일을 통한 아세아복음화에 대하여 연
구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북한교회 회복을 준비함에 있어서
ACTS가 아세아복음화라는 설립목표에 맞게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B. ACTS 신학과 신학공관 그리고 북한교회 회복
북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바른 신학”을
세워 나가는 일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이단과 사이
비 들이 통일 직후 북녘으로 몰려가 우후죽순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통일교는 이미 북한 사회 안에서 평화자동차와 세계평화센터, 호
텔, 그리고 문선명 생가인 정주에 세우고 있는 세계평화공원 건립60 등을 통해 정통적 기독

59 한철하, “남북통일과 선교전략”「기독교사상」 12월호(서울: 기독교사상사, 1970), 45-53.
한철하박사의 통일과 북한선교에 관한 글은 1970년 기독교사상 12월호 “남북통일과 선교전
략,” 1972년 기독교사상 6월호 “6.25의 역사적 의미” 두 가지를 검색할 수 있었다.한박사는 이 글들
을 통하여 남북교류의 필요성, 서로에 대한 인정, 대화의 통로로서 ‘민족주의’등을 제시함으로써 당시
로서는 제시하기 쉽지 않은 통일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60 최재영, “북한교회를 가다”30회 「통일뉴스」, 2016.08.0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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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체인 것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금도 신천지, 안식교 등등 여러 이단들의 활발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남북이 통일
되기 이전에 통일 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바른 신학”의 준비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단과 사이비 이외에도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하여 참여할 수많은 교단과 기관들
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모든 교단과 기관들이 배척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신학을 세워
나가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어렵고도 복잡한 작업이 이미 진행되어 인정된 신학이 바로 ACTS신학이
다. ACTS신학은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설
립과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국내에서도 합동, 통합, 고신, 고려, 성결 등 각 교
단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참여하여 세워졌다는 것이다. ACTS신학이야말로 통일 후 북
한 안에서의 교회 회복 운동에 있어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교단들을 대상
으로 신학공관 작업을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ACTS는 2015년 4월 15일
‘ACTS 신학공관’이라는 선언문을 통하여 “ACTS의 신학공관운동”이 “기독교의 중심진리를
단순하고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바른신학운동”임을 천명했다.61 기
존의 교단신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속한 교단이 추구하는 교단신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특성
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ACTS신학은 모든 교단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인 신
학적 입장과 이론을 1968년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에서부터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이 흘렀
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도부터는 “신학공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어느 교단
이든지 부인하지 못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심진리”를 찾아 선언함으로서 통일코리아 시대
에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신학의 구심점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심진리”와 “신학공관”작업은 무엇인가?
먼저 모든 교단이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며 공유할 수 있는 “중심진리”란 무엇인가?
한철하박사는 1994년 ACTS 교수 주례세미나에서 발제한 “ACTS의 신학공관 제안”에서
“중심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독교 종교의 이 중심진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복음신앙으로 말미암아 구
원 얻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진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일치하여 주장한
“이신득의(以信得義)”(justificatio sola fide)의 진리요,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
(Pelagius)를 반대하여 세웠던 “sola gratia”의 진리요, 사도바울이 먼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
노라”(롬3:28)고 선언한 진리입니다.62

이 중심진리가 성경전체가 가르치는 진리이고,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진 진리이
며, 기독교 선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 중심진리
의 내용을 가르치고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 진리의 관점에서 해석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697
61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174-175.
62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A Proposal for ACTS Theological Synopsis, 1994.8.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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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모든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이다,63 그러므로 ACTS의 구약학과 신약학은 물론 교회사,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아시아 지역학도 모두 이 “중심진리”가 현재와 미래의 “개인적, 사회
적, 문화적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려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두 “근본 골
격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것이다.64 여기서 말하는 “근본 골격”이란 첫째는 창조자되시고
구원자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중심이 되신다는 진리요, 둘째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
스도께서 구속의 성업을 성취하시었다는 진리요, 셋째는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죄사함을 주시어 새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된 소망 가
운데서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하시는 진리라는 것이다.65
한철하박사는 기독교 중심진리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죄 사하심”과 “중생케 하여 자녀는 삼으시는 일”이다. 먼저 하나
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목적은 그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의 자녀 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과 회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는 일이 곧 우리의 구원이요, 그 때에 중생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와같은 구원이 허공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품”속에서만 이루어지기에 “교
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것이다. 이 귀중한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을 통하여 우리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66 이
처럼 타락한 인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구원의 진리가 성경의 중심 내
용이며, 칼빈 신학의 핵심이며, 한철하박사는 이것을 “기독교 중심진리”라고 불렀다.67
구약의 중심내용은 창조자되시고 구속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택하신 백
성을 향하여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구원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약의 중심진
리를 잘 설명하는 신약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68이다. 거기서 사도바울은 구약교회도 신
약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 죄인이 죽고 중생한 새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유익, 즉 의와 거룩함과 모든 행복을 누리게 된다
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매 시점마
다 꼭 같은 진리내용,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통한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핵심 내용인
것이다. 성경에 있어서 “신·구약사”와 그에 따르는 “사도사” 모두가 이 기본 골격을 중심으
로 이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69 그러므로 신학의 모든 분야는 이 “중심진리”를 벗어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63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 5.
64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 5-6.
65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 3.
66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 2.
67 장해경, “ACTS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160.
68 [고린도전서 10:1~4]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
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
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
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69 한철하, “ACTS신학공관 제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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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신학은 이 기독교 중심진리 즉,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영광을 견지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왔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시아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매진해 왔다. 이것이 북한교회 회복운동에 있
어서 ACTS신학이 모든 교단과 기관들이 공유하고 함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유인 것이
다. ACTS신학은 새롭게 연구하여 만들어진 신학이 아닌 성경 그 자체가 담고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심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심진리”는 특정교단의 신학과 같이 ACTS신학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다. 한
철하박사는 “ACTS신학공관 제안”을 통해 “각 학문 분야에서 그 중심적 가르침이 위에서
말한 기독교의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여 하나의 synopsis를 만들어 가야
함70”을 피력하고, 1998년에 ACTS신학연구원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공관연구작업을 시작했
다.
중심진리는 하나의 복음신앙 안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통일하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인
간 삶의 다양한 차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계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통일성과 다양
성이 균형있게 견지되어야 복음 신앙이 가지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이 유지된다. 이러한 통
일성과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신학공관”이 가능한 것이다. 한 마디로 각 전공영역의 고유성
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공동성에 대한 이해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각 분과
의 연구가 분과별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따라 고유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심화되어 가는 원
심 방향이 신학공관 작업이라는 구심의 방향으로의 촉구, 즉 복음 신앙을 향한 의식적인 노
력의 촉구와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71
이 “ACTS신학에 대한 공관연구작업”이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바른신학”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ACTS신학이 대안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ACTS신학
운동의 핵심은 “기독교중심진리”에 있으며, 기독교중심진리는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인데
이는 하나의 특정 교리나 원리로 제한될 수 없는 광범위한 구원의 실재 전체를 포괄하는 것
으로서 기독교 종교의 중심축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한상화교수는 이 기독교중심진리야
말로 신학공관의 중심이고 이 신학공관 운동이 ACTS신학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
한다.72 그러하기에

ACTS신학은 단지 ACTS 출신자들의 신학을 뛰어넘어 모든 선교 사역

을 포함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 특히 본 논문
에서 다루고 있는 북녘의 교회 회복운동의 중심축과 토대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그 운동의 중심축과 토대역할을 감당할
바른신학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면 북한교회 회복운동은 4분5열 될 것이며 한국교회 안
에서 일어난 교단분열과 경쟁적 선교와 대립현상이 그대로 북녘교회를 오염시킬 것이며, 그
사이를 틈타고 이단과 사이비의 활동이 북녘의 영적 상황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우려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신본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국제연합적이
고 교회연합적인 요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학이 바로 “ACTS
신학”인 것이다.
북한교회를 회복함에 있어서 바른 신학으로 ACTS신학을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70 한철하, “ACTS 신학공관 제안,” 3.
71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36-37.
72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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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왜곡하는 세력들과 그들의 방법론을 비판하고 바
로잡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치중해야 할 과제는 복음진리의 내용을 분
명히 제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 아울러 ACTS가 기독교의 중심진리 위
에서 북한교회 회복을 위하여 참여하는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 선교기관과 신학계들과의
“신학공관작업”과 일치운동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ACTS신학에는 여타의 교단신학과는 달
리 태생적으로 기독교 본래의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중심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참된 교회
일치의 정신이 담겨 있다.73 또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며 복음 중심의 신학으로 그 바탕에
는 죄인 된 인간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요3:16)도 담고 있다.
ACTS 신학에는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선교 지향적이며 동시에 본래적 인간 회복을 추구하
는 실천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74
한철하박사는 1998년 여러 차례를 걸쳐서 칼빈주의와 웨슬리안니즘의 공통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독교신앙을 “예수 믿음으로 죄사람 받고 거룩함을 입어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기독교 신앙의 목적, 또는 성경의 “기독교의 중심진리”라고 명
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9년에는 ‘ACTS 신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독교중
심진리”는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체험되고 실현되는 실천적 성격을 가져야 함을 강
조하였다. 그리고 그 신앙운동의 본보기를 웨슬리에게서 발견하고,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God’s work”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운동임을 강조
했다. 이를 통해 ACTS의 신학-신앙운동은 “칼빈신학의 웨슬리적 실천”으로 표현됐다.75
한철하박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웨슬레가 “중심진리”(칭
의와 성화)에서 일치함으로써 복음주의 신학 사상이 교회 교리사에 있어서도 중심임을 증명
하였다.76 그는 그의 연구 첫 단계에서 “이신득의”를 중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웨슬
레 연구를 통해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강조하였다.77 그가 Calvin과 Wesley가 “칭의”와
“성화”에서 일치점을 지적한 것은 한국과 아세아교회들이 일치하여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해
야 할 당위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78 동시에 ACTS의 신학공관운동이 반드시 ‘신앙운동’과
함께 병행되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구원의 중심진리”를 단순히 이론
적 신학개념과 논리로만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 자신부터 멸망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사역보다 구원을 우선시하여 실제로 죄사함과 회개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
다.79 또한 복음신앙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며, 참된 회개는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종교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는”(딛2:14) 종교로써 신앙과 더불어 실천이 따르는 종교

73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38.
74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37-38.
75 한철하, “ACTS 신앙운동의 방향”(God’s Work의 내용)(ACTS교수세미나 1999.11.3.), 1-4.
한상화,“ACTS 신학의 정체성,” 16-17에서 재인용.
76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126~127.
77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58.
78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62.
79 한철하, “ACTS 신학작업의 영광”(1998.9.7.), 3-8.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
가?,” 164-16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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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80
한국기독교의 초기 역사는 대부분 북녘의 교회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서상륜, 서경조 형
제를 통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솔내교회, 평양대부흥의 시발점인된 1903년 지금의 북한 강
원도 원산의 하디선교사의 회개운동, 1907년 폭발적인 회개와 대부흥의 출발점이 된 평양
장대현교회와 길선주장로, 1910년 평양장로회신학교 앞 마당에서 진행된 백만인구령운동
등 이 모두가 북쪽에서 일어났던 한국기독교의 초기 역사이다.81 그리고 한국교회에 회자된
것처럼 당시 평양에서는 주일에는 거의 모든 가게문이 닫힐 정도로 경건한 신앙생활과 실천
에 대한 의지가 깊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북녘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교회사적으로도 대
단히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기에 그 기초가 되는 “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는 일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ACTS신학”을 오래전부터 “신학공관작
업”을 통해 준비케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소명에 대한 믿음과 책임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선교학과는 물론이거니와 ACTS 교수진과 학생, 출신동문들까지 한 마음
으로 기독교종교의 “중심진리”인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을 지켜나가고,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자신의 고향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탈
북민 목회자, 또한 북한 교회 회복과 통일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등을 대상으로 한
“ACTS 신학공관작업”을 통일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ACTS 신학공관작업”을 통하여 북녘의 2,500만의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절박한 필요성
을 선포해야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북한복음화”를 넘어 “아세아복음화”라는 하나
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는 “ACTS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C. ACTS의 교육이념(신본주의, 복음주의)과 북한교회 회복
아세아복음화와 북한선교를 논하면서 ACTS의 설립목적은 “아세아복음화”이며 교육이념
은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임을 밝혔다. 또한 그 이유는 이 두 사상이 성경을 가장 분명히
설명하는 대표적 기독교 신학사상들로써 대부분의 보수적 교회들이 따르는 사상으로써
ACTS의 교회연합적,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예수 믿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
아 거룩함을 이루어 구원 얻는 복음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CTS의 설립목적인 “아세아복음화”를 이루어 감에 있어서 “북한복음화”의 과업을 먼저
이룸으로써 유라시아대륙을 향한 복음전도의 본격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
학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학사상을 통하여 교회가 연합하고, 북한선교를 통하여 세계선교
의 비전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ACTS는 신학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신학사상이 “신본
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통일 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이 두 신학사
상이 중요한 것은 통일 후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할 두 개의 산이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북한주민의 삶에 녹아있는 주체사상이
요, 둘째는 경쟁적 선교로 인한 기독교 안에서의 분리주의이다. 첫째는 기독교 밖의 문제이
고 둘째는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이다. 본 장에서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주체사상”과 “분리주의”의 대안이

80 한철하, “ACTS 신학공관 제안,” 3.
8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81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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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 ACTS가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는 무엇인가?
“신본주의를 하나님의 초월적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창조
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는 사
상”이다.82(롬 11:36, 골 1:17, 시 100:3, 행 17:28) 그리고 강창희교수는 “ACTS의 신본주
의 신학은 내용상 복음주의와 구별할 수 없이 가까우며, 특히 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모두 하
나님의 말씀의 초월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고 주장한
다.83 또한 신본주의는 18, 19세기부터 시작된 “신학은 곧 인간학”이라고 주장하는 인본주
의적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개인주의, 경건주의 전통을 따라서, “신학을 신학되게 하라”
는 명제를 지키자는 보편적인 기독교 신학 사상이라고 정의한다.84
그런데 강창희교수는 신본주의를 견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한 부분이 있
는 데 그것은 신본주의가 그 사고구조에 있어서 “인본주의적 절대주의”와 유사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돈과 “전이(轉移)”의 위험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인본주의”, 또는 “인본주의적 신본주의”의 예가 과거의 교
회사에서나 지금의 교회와 교회 관련단체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인간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신본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신본주의를
믿는 인간이 그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의 무의식적이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신
하여 오만하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문제인 것이다.85
이 모습은 정확하게 작금의 한국교회 혹은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에 통일
후 선교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속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예견
된 미래이다. 그러나 통일 후 북한교회 회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상황은 한국에서
경험하거나 만날 수 있는 담임목회자 혹은 당회장, 선교단체 대표들의 “인본주의적 신본주
의” 혹은 “교주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은 평생을 주체사상으로 살아오면서 “김일
성을 비롯하여 3김부자의 수십년간의 우상화의 과정을 통하여 “수령 종교화”가 진행되어 3
김부자가 이미 절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습이나 세뇌의 과정을 통하
여 인본주의적 절대화가 진행된 것이 아닌, 마치 우리의 모태신앙처럼 나면서부터 그들을
절대자로 알고 태어나고 자라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우상화를 학문적으로 받
쳐줄 세계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론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의 목적에 대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밝혀주고 모든 것
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힘으로
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밝힌 위대한 혁명학설이다.”86
인용문에 언급되었듯이 주체사상은 철저한 인본주의로 인간의 자주성을 넘어 인간이 모
82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 입문』, 203.
83 한상화, 『신본주의 신학 입문』, 34, 137.
84 한철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우리의 신앙』(서울:기독교문사, 1990). 14, 29이하. 강창
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64-65에서 재인용.
85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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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의 주체(주인)가 되며 그것이 진리임을 일깨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혁명을 통해
인간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인 3김부자에 대한 신격화는 기독교보다 더 엄
격한 행동규율을 요구하며 신으로서 절대성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주민(신도)는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근거하여 그 충성도(신앙)을
평가받는다.87 주체사상은 단순히 국가의 통치이념이나 사상을 넘어서 3김부자의 절대화,
신격화한 수령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88 다시말해서 기독교신자가 절대자이신 하나
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감정을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을 비롯한 3김부자에게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신앙화로 인해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시 북
한주민들에게 주어진 심리적 상실감과 공허감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들은 헌법서문에 김일성
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조항을 만들고, 표어를 만들어 평양시내 한 복판에 “영생
탑”을 만들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89”를 새겨서 세워놓

고 있다.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김일성 3부자에 대한 “인본주의적 신본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올바른 북한교회의 회복을 기대하기를 어려운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들이 전
체가 수긍하고 신학적 공관작업을 통하여 준비된 “성경적인 신본주의”가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ACTS는 이에 대하여 “신본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삼고 계속적인 신학공관작업을 진행하
여 왔기에 어느 교단이나 단체보다도 북한의 “인본주의적인 신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교회 회복에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의 극복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
자신이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본주의적 절대화”같은 신본주의의 오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의 여지는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러한 “신본주의의 오용 가능성”은 “복
음주의”가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주의는 신본주의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
스도의 겸비가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적 권위주의로 전이되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복음주의의 인본주의화는 신본주의의 “하나님 중
심성”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90 그러므로 ACTS가 오로지 지향해야할 신본주의는 진정한
성경적 신본주의요 복음주의와 함께 가는 것이다.
복음주의는 1942년 미국복음주의협회(Nation Association of Evangelicals = NAE) 결
성으로 시작된 보수적 개신교 신학-신앙운동“으로 1920년대에 생겨난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생겨난 미국의 정통주의적 근본주의의 퇴조에 이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
다. 복음주의는 다양한 신학과 교단들이 핵심적인 복음진리 아래서 일치하는 운동이다. 예

86 리성준,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1.
87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통일연구원 연구총서』 (서
울: 통일연구원, 2000), 4.
88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12.
89 김정일 사후 2012년 부터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다”로 바뀌었음.
90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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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세계 모든 기독교파를 망라하는 총체적 신앙-신학운동
을 가리키는 것이다.91
“복음주의(Evangelicalism)”란 말은 “복음”(εύαγγέλιον)이란 말에서 왔다. “복음”이란
말을 처음 쓴 것은 신약의 마가인데 그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복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서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롬 1:1-292). 이것은 곧 예수 믿어 구원 얻음을 가르치는
복음진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 중심의 진리라는 것이다.93 한철하박사는 “신학은 하나
님의 말씀의 세부사항(pars)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summa)와 중심(scopos)을 보아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경 전체와 중심은 곧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과 구원을 중시하는 데 있어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는 일치하고 있
다.94
“복음주의 신학 사상이나 신앙운동”을 복음주의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말이 기독교 사
상이나 삶을 가장 원초적이고 포괄적으로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 사상과 운동
이 범교회적이므로 다양성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근본주의가 철저히 보수적이라면,
복음주의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그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는 예수복음 정신에 일치
하는 좀 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95
복음주의는 역사적 원천을 종교개혁, 청교도운동 그리고 17세기의 독일 루터교와 18세
기 영국(웨슬레)의 경건부흥운동에서 찾는데 이 모두 당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신앙운동
이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책임있게 살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는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96 ACTS의 초기설립 기
획안이라 할 수 있는 CATS(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의 신앙진술서97에
도 이런 복음주의 노선을 따라서 교회의 일치 복음이 전파되는 아세아지역의 상황 고려와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오늘의 사회 상황들을 우리가 믿는 창조,타락, 구원의 진리들
에 비추어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텍스트(성경의 가르침)를 통하여 컨텍스트
(현재 상황)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필요하다.98

91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신상길, 정성욱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8, 61. 강창희 69에서 재인용.
92 [로마서12:1-2]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
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93 한철하, 『우리의 신앙』, 33.
94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96-104.
95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신상길, 정성욱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1.
96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72.
97 CATS(Center for Advanced Theological Studies)의 신앙진술서(Statement of Faith)에는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① 성경의 영감과 권위, ② 삼위일체, ③ 그리스도의 양성론,
④ 죄와 이신득의 구원론, 예수 재림, ⑤ 성도의 부활과 영생, ⑥ 성령의 역사, 전도, 사회적 책임, ⑦
교회의 일치, ⑧ 아세아지역 여러 정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교할 책임 등이다.
98 장해경, “ACTS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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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이 복음주의는 신학, 교리적 정체성(내용)에 있어서 대체로 근본주의와 일치하나
보다 지성적이며, 포용적이며, 적용에 있어서 회개, 사랑, 용서의 복음정신을 강조하면서 사
회참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다.99 그런 온건한 자세가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
자세”와 구별된 “복음적 자세”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근본주의에
비해 복음주의는 보다 온건하고 설득적이다.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와 신앙-신학적으로
일치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반대하지만 세상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전하고 적용하는 자세에
있어서 보다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데서 그 차이가 있다. 근본주의는 세상 문화에 대해 전
투적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나 피선교지역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직접적인 복음
선포에 집중하는 반면에, 복음주의는 세상이나 선교지 상황에 대해 동정적 자세를 가지면서
“사랑”의 원칙을 중시한다.1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CTS는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적 신학이 성경 진리를 가장
분명히 밝혀주는 사상이라고 믿고 있으며,101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고 구원얻는
진리” 즉, “중심진리”를 선양하는 일체의 신앙-신학운동이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라는 것이
다.102
본 필자는 앞에서 통일 후 북한에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가 넘어서야할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 첫째는 북한주민의 삶에 녹아있는 주체사상
이요 “인본주의적 신본주의”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 수령에 대한 절대적 신격화인에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대안은 “성경적 신본주의”임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인 경쟁적 선교로 인한 분리주의이다. 북한교회 회복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게
될 대표적이 우려는 해외선교지에서 쉽게 보게 되는 개 교회주의와 개 교단주의로 인한 문
제들이다. 개 교회와 개 교단중심으로 진행되는 무분별하고 원칙없이 진행되는 경쟁적 교회
개척으로 인하여 일부지역 교회 쏠림현상과 교회간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현상, 교단
간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한 충돌 등의 문제들이 북한교회 회복과 부흥에 심각한 장애를
만들게 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또한 앞 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국선
교의 4대 문제점 즉,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성과주의의 선교지 이식, 네비우스(Nevius) 선
교 원리의 불이행, 교단과 선교계의 분열과 과다 경쟁, 문화 이식적인 선교가 그대로 북한
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선교의 병폐는 초교파적 연합과 협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들이다. 또한 신학
적 연합은 교단 혹은 단체 특성상 연합과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음주의는 다양한 신학과 교단들이 핵심적인 복음진리 아래서 일치하는 운
동이기에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교단들도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는 예수복음 정신으로 연합
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통일 후 북한 교회 회복과 함께 진행되어져야 될 사회
적 책임 부분도 선교지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사랑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다.
복음주의가 갖는 이러한 부분이 북한교회 회복을 전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분리주의를
사전에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우산이 될 수 있다. ACTS의 복음주의는 이러한 면
99 George M. Marsden,『근본주의와 미국문화』, 박용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9,
27.
100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27-53.
101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54.
102 강창희, “ACTS의 정체성과 신학교육,”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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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한교회 회복에 있어서 복음주의 안에서 한국교회의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충
분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본 Ⅴ장에서 필자는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
보았다. 첫째 ACTS의 “아세아복음화”와 북한교회 회복에서 ACTS는 “아세아복음화”가 설
립 목표이며 한국교회 전체 파송선교사의 59%를 차지할 만큼 세계선교에 있어서 아세아복
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지를 언급하였고 통일코리아의 성취와 북한복음화가 아
세아복음화로 가는 전도의 문임을 피력하면서 ACTS가 가지고 있는 북한선교의 사명에 대
하여 역설하였다. 둘째로 ACTS 신학과 신학공관 그리고 북한교회 회복에서 ACTS는 태생
적으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 각 교단의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참여
하여 초교파적, 국제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한 복음주의 신학교라는 것이다. 또한
ACTS는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며 공유할 수 있는 “복음신앙
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 즉, “중심진리”로 선명하게 제시하였을 뿐아니라 “신학공관작
업”을 통하여 “중심진리”를 함께 인정하고 공유함으로써 “바른신학운동”을 선도하였다. 이
는 북한교회 회복운동에 있어서 “중심축”과 “토대”가 될 “바른신학”을 세워나갈 준비가 이
미 되어진 신학이 바로 “ACTS신학”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셋째로 ACTS의 교육이념(신본
주의, 복음주의)과 북한교회 회복에서는 통일 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에 있어서 넘어
야할 두 개의 산 즉, 주체사상과 인본주의적 신본주의와 경쟁적 선교로 인한 분리주의의 극
복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주체사상화 되어 3김부자를 향한 신격화를 통해 만들어진 “인본주
의적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경적 신본주의”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며, 경쟁적
선교로 인한 분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학과 교단들이 핵심적인 복음진리 아
래서 일치하는 운동인 복음주의운동을 통하여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들을 연합시키고 협력
하게 하는 마디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ACTS의 교육이념으로 “신본주
의”와 “복음주의”를 심으셔서 이 두 사상으로 훈련받은 일꾼을 배출하는 신학이 되게 만드
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대로 ACTS신학은 북한교회 회복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구심점
과 마디역할을 감당하여 북한복음화와 아세아복음화를 감당할 충분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VI. 나오는 말
필자는 Ⅱ장에서 교회의 정의와 남북교회의 연합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성령에 의하여 결
합되고 주께 속하여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 받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남북
교회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거룩한 연합을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
의 섭리가운데 허락하실 통일코리아를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나
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Ⅲ장에서 남북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노력들에 대하여 논하면서 1) 한인교회와 진보교
회의 노력, 2) 남북교회 교류의 전환점 : 30만 대량탈북사태, 3) 보수교회가 대북지원의 문
을 열다, 4) 무너진 북한교회 재건운동을 펼치다, 5) 무형교회 회복의 일꾼 ‘탈북민’에 대하
여 언급하면서 남북교회의 회복과 연합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북교류의 전환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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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아니라 복음통일의 마중물로서 무형교회 회복의 일꾼이 될 ‘탈북민’에 대하여 논하였다.
Ⅳ장에서는 ‘북한에 교회세우기’를 위하여 붙잡고 가야할 세 가지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첫째로,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원칙’의 정신 계승(북한교회 재건 3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국교회는 통일 후 북녘의 유형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합의한 북한교회 재건 3대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기술하였다. 즉, 연합의 원칙,
단일기독교단의 원칙, 자립의 원칙이다. 먼저, 통일 이후 북녘의 선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경쟁적 선교 경향의 방지와 북한이라는 특수한 선교지에 대한 과열현상과 특정지역의 편
중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조율하여 질서 있게 북녘교회세우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연합된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녘교회 재건에 있어서의 주
체는 연합기구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설립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두 번째로 북녘에서는 교파주의와 교단 간 경쟁이나 다툼이 없도록 단일기독교
단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 초기 네비우스정책을 수용하여 자립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외부(남쪽)의존적인 교회가 아닌 북녘교회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적인 교
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립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둘째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연합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이단 사이비 대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통일이후는 물론 통일 이전부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하여 연합차원에서 공동으
로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 나감으로써 통일 이후 북녘에서는 작금의 남쪽과 같은 이단문
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쪽교회에 미리 보내주신 3만
4천 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참된 진리와 신앙으
로 이끌고 양육하여 이들이 고향에 돌아갔을 때 북녘복음화의 첨병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경쟁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선교지 분할 협의(선교지 분할)를 연합기구 차원에
서 진행해 나가야 함을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은혜롭게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중심이 되
어 장‧감연합공회가 결성됨으로써 선교지 분할협정을 맺고 타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교지를 분할받은 교단에 서로 이양함으로써 불필요한 선교 경쟁을 통한 성공주의, 성과주
의를 피하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통일 이후 북녘선교에서도 연합한
교단들이 북녘 선교지를 분활 협의를 통하여 선교를 진행하되 북녘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가운데 진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Ⅴ장에서는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ACTS의 “아세아복음화”와 북한교회 회복에서 ACTS는 “아세아복음화”가 설립 목
표이며 통일코리아의 성취와 북한복음화가 아세아복음화로 가는 전도의 문임을 피력하면서
ACTS가 가지고 있는 북한선교의 사명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둘째로 ACTS 신학과 신학공관 그리고 북한교회 회복에서 ACTS는 모든 교단과 기관,
단체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며 공유할 수 있는 “복음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
즉, “중심진리”제시와 “신학공관작업”을 통하여 북한교회 회복운동에 있어서 “중심축”과
“토대”가 될 “바른신학”을 세워나갈 준비가 이미 되어진 신학이 바로 “ACTS신학”임을 확
인하여 주었다.
셋째로 ACTS의 교육이념(신본주의, 복음주의)과 북한교회 회복에서는 주체사상과 3김부
자 신격화를 통해 만들어진 “인본주의적 신본주의”를 “성경적 신본주의”로만 무너뜨릴 수
있으며, 경쟁적 선교로 인한 분리주의는 핵심적인 복음진리 아래서 일치하는 운동인 복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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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운동을 통하여 연합하고 협력하게 하는 마디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ACTS의 교육이념으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심으셨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ACTS신학은 북한교회 회복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구심점 과 마디역할을 감당
하여 북한복음화와 아세아복음화를 감당할 충분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쪽은 물론 북한교회도 설립의 주체가 주님이시고 그 교회의 확장과 성장도
주께서 주장하셔야 됨을 겸손히 믿으며, 한국교회가 북한교회 세우기를 위한 마중물 준비를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남북교회가 한 몸이 되어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
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
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복음통일과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통일코리
아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히 본 논문을 통하여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
로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통일을 통한 아세아복음화의 선교전략 개발과 지원에 학교차원의
관심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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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ACTS 신학연구소 소개
http://ti.acts.ac.kr

ACTS 신학연구소 소개
연혁
1984년

ACTS 신학 연구소의 시원인 『ACTS Theological Journal』 1호 발간

1988년

ACTS 신학 연구 방향 제안 논문 한철하 박사의 “The Theological Task of ACTS” 상기 저널 3호에 출판

1993년

3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건설의 과제와 방법론” 제안

1994년

8월 교수 주례 세미나에서 한철하 박사에 의해 “ACTS 신학 공관 운동 제안”
제72회와 제74회 ACTS 이사회는 ‘신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산하에 ‘신학연구원’을

1997년

설치하기로 결의
신학연구원의 업무는 ‘본 대학교의 신학적 입장 명시 및 신학 수립을 위한 연구와 지도’라고 규정
3월 신학연구원 설립. 조직은 원장(한철하)과 부원장(박일철) 외에 4인의 전임연구교수로 구성
(강창희, 최종태, 장해경, 정흥호)

1998년

‘주례신학연구회’(Weekly Study: WS)와 ‘교수세미나’(Faculty Seminar: FS) 시작
‘ACTS 신학공관’ 운동 시작
9월 ‘ACTS 신학공관’ 운동에 ‘신앙운동’을 병행하기 시작

2006년

3월 강창희 교수 원장 선임
5월 학내사태로 인하여 신학연구원 활동 중지
3월 ACTS가 정상화되어 신학연구원 활동 재개

2011년

(원장 강창희, 부원장 장해경, 서기 한상화, 전임연구교수 우심화, 원종천, 정흥호).
‘격주례신학연구회’(Bi-Weekly Study: BWS)와 ‘교수세미나’(FS) 다시 개최
12월 이사회 신학위원회 산하기구였던 신학연구원을 대학의 부설 연구소(‘신학연구소’)로 변경·설치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전임연구교수진 중 우심화 교수 사임과 박응규 교수 선임
9월 장해경 교수 소장 선임과 한상화 교수 부소장 선임과 안경승 교수 전임연구교수 선임
대학의 부설 연구소가 된 신학연구소의 운영규칙을 대학의 규정에 통합시켜 수정·보완하고, 별도의 내규 제정
3월 신학연구위원(구. 전임연구교수) 중 원종천 교수 사임과 조휘 교수 선임 및 서기 겸임
4월 ‘ACTS 신학공관’ 선언문 통과
6월 제1차 ‘ACTS 신학포럼’ 개최 (발표: 장해경 · Saleem Younas · 조권수 · 박종원)

2015년

10월 제2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발표: 안경승·Vemagiri Jeevan Prakash Kumar·문영득 · 박균상)
3월 신학 연구위원 개편

2016년

(소장: 한상화, 서기: 김준수, 전임연구교수: 정흥호, 장해경, 원종천, 이한영)
4월 제3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발표: 한상화 · 이숙경)
10월 제4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발표: 정흥호 · 김영미)
4월 제5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 발표: 박응규 · 조권수)

2017년

11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ACTS 국제 학술대회’ 개최
(주제: 복음과 개혁/ 발표: Frank A. James III · Nelson Jennings)
12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한상화,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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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6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발표: 손신 · 정준희)

2018년

8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박응규, 전임연구위원: 원종천, 정흥호, 이한영, 안경승, 허주)
10월 제7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발표: 금동철 · 김다니엘)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허주. 전임연구위원: 박응규, 이한영, 정홍열, 안경승, 안점식)

2019년

4월 제8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발표: 김규섭 · 허주)
10월 제9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 발표: 이숙경 · 한상화)

2020년

2021년 현재

3월 신학연구위원 개편 (소장: 박응규. 전임연구위원: 이한영, 허주, 한상화, 안점식, 김준수)
10월 제10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 발표: 조휘 · 이한영)
4월 제11차 ‘ACTS 신학포럼’ 개최(주제: ACTS 신학과 북한선교/ 발표: 정지웅 · 조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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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신학포럼 (1차 ~ 현재)
제1차
ACTS
신학포럼
(2015. 6. 8)

논문
논문
논문

장해경. "ACTS 신학공관이란 무엇인가?"
Saleem Younas. "The hatta't as Both Expiatory and Purificatory Offering"
조권수. "어거스틴과 루터의 인간론과 그 결과론적인 칭의론 비교연구"

논문

박종원. "한국 문화를 통해 본 한국 교회 목회 리더십의 문제점과 신학적 고찰을 통한 대안 제시"

논문

안경승. "기독교 상담에서의 칭의와 성화"
Vemagiri Jeevan Prakash Kumar.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in Perspective -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제2차
ACTS
신학포럼
(2015. 10. 26)

논문
논문
논문

Theological Changes and Challenges"
문영득. "기독교의 중심진리로서 성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중심으로"
박균상. "조나단 에드워즈 '성화론'과 ACTS 신학의 기독교 중심 진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화의 필연성과 적용의 관점을 중심으로"

주제 :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

제3차
ACTS

논문

한상화. "'ACTS 신학'의 정체성: '신학공관'과 '기독교 중심진리'"

논문

이숙경. ""구원하는 믿음"의 성격에 비추어 본 기독교교육의 근본 원리 및 과제"

논문

정흥호. "ACTS 선교신학의 본질"

논문

김영미. "해석학적 공동체로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신학포럼

논문
논문

박응규. "ACTS 신학공관과 교회사 연구·해석에의 적용"
조권수.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

(2017. 4. 24)

논평

원종천. "조권수 박사의 논문, "ACTS 신학공관과 루터의 인간론과의 연관성 고찰"에 대한 논평"

논문
논평

Frank A. James III.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원종천. “A Response to ‘Reformation and Rediscovery of the Gospel’”
Frank A. James III.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신학포럼
(2016. 4. 18)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

제4차
ACTS
신학포럼
(2016. 10. 24)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역사신학

제5차
ACTS

주제 : 복음과 개혁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논문

ACTS
국제학술대회

논평

(2017. 11. 13)

논문
논평

Response"
장해경. “A Response to ’ACTS Theological Synopsis: A Histor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Response’”
Nelson Jennings. "ACTS Theological and Pastoral Consult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Quincentennial of the Reformation"
신성욱. "Comments on Dr. Jennings' lecture"

주제 :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사회복지

제6차
ACTS

논문

손신. ""21세기 인류의 살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적용"

논문

정준희. "EMPOWER 기독교 복지사상 연구"

논문
논평

금동철.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
이숙경.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 진리’에 대한 논평"
김다니엘.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학포럼
(2018. 4. 23)

주제 : ACTS 신학과 기독교 문화, 예술
제7차
ACTS
신학포럼

논문

(2018. 10. 15)

논평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
정홍열. “‘Theo-Drama 공연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Resurrectio" 공연 사례 연구’에 대한 논평”

주제 :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제8차
ACTS
신학포럼
(2019. 4. 22)

논문
논평
논문
논평

김규섭.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 - 신앙운동의 의의”
한상화. “김규섭 교수님의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
의”에 대한 논찬”
허주.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이한영.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
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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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

제9차
ACTS

논문

신학포럼
(2019. 10. 14)

제 10 차
ACTS
신학포럼
(2020. 10. 19)
*On-line forum

논문

신학포럼
(2021. 4. 19)
*On-line forum

한상화. “한국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향성에 관하여-학제개혁 제안과 커리큘럼 변혁의
사례-”

주제 : ACTS 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
논문
논평

조휘.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제언”
정성국. “논찬: 조휘, ‘선지서의 여호와의 날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논문

제언’”
이한영.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

논평

허주. “논평: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

주제 : ACTS 신학과 북한선교

제 11 차
ACTS

이숙경. “ACTS 신학 교육에 대한 제고”

논문

정지웅. “ACTS 신학과 북한선교”

논문

조기연.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한 ACTS신학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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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신학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B.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Sheffield University (Ph.D.)
한상화 연구위원 (sang03@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숭전대학교 (B.A.)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M.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D)
안점식 연구위원 (ajs@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서울대학교 (B.A.)
서울대학교대학원 (M.A.)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M.Div.)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D.)
김준수 연구위원 (actskim@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학 교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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