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해(2000년) 12월 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목사)는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씨를 이단으로 공

식 규정했다. 한기총은 소위 '성령수술', '생수치료' 등 김씨의 행위에 대해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전혀 지지 

받을 수 없는 이단 사상"이라며,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씨에 대해서는 이미 예장통합, 예장합동, 예장고신 등 주요 교단에서 '비성경적' 내지는 '이

단'으로 규정한 바가 있다. 본 호에서는 할렐루야기도원 김계화 씨에 대한 한기총의 연구보고서 전량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포천군 송우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은 원장인 김계화 씨가 1980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 국

내는 물론 국외(LA, 샌프란시스코, 일본, 뉴질랜드 등)에까지 100여 개의 교회 및 기도원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렐루야 기도원은 김계화 씨가 만들어 낸 소위 '성령수술'이란 것과 '생수치료'를 이용하여 온갖 병은 물론 불치병

과 난치병을 고친다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음과 같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1. 김계화 씨가 만든 '성령수술'은 비성경적이다 

김계화 씨는 자신의 손톱으로 환자의 환부를 긁어 떨어진 살점과 그곳으로부터 흘러 응고된 핏덩어리를 가리켜 암

덩어리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의 손에서 불이 나가 빠져나온 것이라고 하며 이를 '성령수술'이라고 한다(<꺼지지 않

는 불>, p.108). 

김씨는 자신의 손을 사도행전 19:11의 '바울의 손'에 비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성령수술을 이사야 1:25의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라는 말씀으로 비유하

며, 자신의 손에는 희한한 능력이 부여되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 병이 치료된다는 것이며(<외길가게  하소

서>, p153), 이 신유은사는 지금껏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특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외길가게  하소서>, p153). 

그러나 이사야 1:25의 말씀은 암덩어리를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제거한다는 뜻이

다. 그리고 사도행전 19:11의 나타나는 사도인 '바울의 손'과 '김씨의 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김계화 씨가 주장하는 생수치료는 비성경적이다 

김계화가 주장하는 생수란 하나님께서 김씨에게 "우물을 파라"는 음성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얻었다는 

샘물을 가리키는데(<외길가게 하소서>, 84쪽), 이 물을 '능력의 생수', '구원의 생수'라고도 하며 전국은 물론 외국

까지 운반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기도원 물이 능력의 생수가 된 것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병에서 놓임 받으리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꺼지지 않는 불, 191쪽), "지금부터 생수로 역사하리라! 이 물은 복음을 위하여 주는 물이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회개의 영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영을 받으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된 

것이다(<외길가게 하소서>, 87쪽). 그리고 김씨는 주장하기를 이단자 박태선 씨(천부교의 교주)의 생수 역사도 하

나님이 주신 은사였는데 그 은사와 생수가 이제 자기에게 옮겨진 것이라고 하였다(<꺼지지 않는 불>, 192쪽, 녹

음테이프).  그러나 김씨가 주장하는 생수 교리는 그 물을 먹음으로 회개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으로, 그 물은 곧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교리이다. 

 

 

3. 김계화 씨의 계시론은 비성경적이다 

 (1) 김계화 입의 말은 곧 말씀이라고 한다. 

김계화 원장이 하는 '말'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한다. 김씨의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곧 '말씀'이요, 김씨의 입에서 나간 말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병이 낫는 것이라고 한다(외길

가게 하소서, 46쪽). 김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씀이 육화(肉化)'되는 것이라고 하며(<외길가게 하

소서>, 159쪽), 자신의 속에 '말씀'이 계셔 은사를 행하는 것처럼 생수도 그냥 물이지만 그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해서 변하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또 '능력의 생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꺼지지 않는 불>, 195쪽). 김씨가 "참외

와 수박이 썩어질지어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날이 새기 전에 참외와 수박이 물이 되어버리고(<꺼지지 않은 불>, 

83쪽), 자신이 기도하여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처럼 주장한다(<꺼지지 않은 불>, 257-258쪽).  

(2) 김씨는 자신의 환상이나 환청 등을 계시라고 주장한다. 

김씨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 제목까지 정해 주셨다고 하며(<외길가게 하소서>, 51쪽) 봉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용돈(월급)의 구체적인 액수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하며(<꺼지지 않는 불>, 104쪽), "하나님의 일

은 환상과 계시로 주시는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한다(<꺼지지 않는 불>, 258쪽).  김씨의 계시관을 따르면 김씨

의 말은 '말씀'으로 곧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되어 이는 이단자들의 전형적인 계시관에 속하는 것으로 비

성경적인 것이다. 

 “말씀이 육화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언어이다(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김계화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육화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

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화되어 말씀하신 것을 자기도 행하기 때문이다.  (VOAM 편집자 주) 

 김계화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과 환상으로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 반대되는 주장이다.   왜냐

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처럼 음성, 환상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

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한다(히1:1-2).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시고 마감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들, 즉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교리와 복음을 다 기록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인 사도요한에게 요한계

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즉, 말세에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에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 . 제하여 버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일 그 예언

의 말씀에 보태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주실 것이고,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려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다 (계

22:18-19)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주지 않으신다.  신.구약 성경으로 계시가 마감되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미혹의 영은 마지막 때에 특별계시를 주장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미혹한다(마24:24, 마7:22-23) (VOAM 편집자 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4:10에서 주시겠다고 하신 “생수”는  곧 “구원의 

생수”이며 보내실 “성령”을 가리킨다.  그런데 김계화는 하나님의 지시

로 판 우물의 생수가 바로 “구원의 생수”라며, 그 물을 마시면 회개의 영, 

(즉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  김계화는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구원의 생

수(즉 성령)”을 준다며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  (VOAM 편집자 주) 



4. 김계화 씨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다 

김씨는 주의 천사가 자신을 안마해 준다고 하고(<꺼지지 않는 불>, 158-159쪽), 김씨가 우는 것은 실제로는 성령

님이 자신의 안에서 우는 것이라고 하며(<외길가게 하소서>, 130쪽), 또 김씨가 자는 사이 곁에서 옷자락을 잡고 

자다가 병이 나은 일이 있다고 주장한다(<꺼지지 않는 불>, 115쪽). 또한 자기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을 뻔 하다

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매년 '응답의 날'이라는 '축제'를 열고 있으며, 매일 밤 10시에는 김씨를 위한 기도의 시

간을 가지게 하고 있다(<외길 가게 하소서>, 147-150쪽, 녹화테이프).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는 김씨를 '어머니'라 

하여 '만세삼창'을 하고 있으며(녹화테이프), 김씨는 봉사자들을 '아이들' 또는 '애들'이라고 부르며(<꺼지지 않는 

불>, 101, 131, 132, 149, 153쪽), 심지어 매년 정초가 되면 백원짜리 동전에 "하나님이 주신 세배돈"이란 문구가 

인쇄된 하얀 스티커를 붙여 나누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들은 김씨가 신격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는 주장이요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김씨는 신학

교에서 3일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행세를 하는 것이나, 무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 등의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를 볼 때 그의 신격화는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5. 연구 결론 

김계화 씨는 예장 통합측과(1993년도), 예장 합동측과(1996년), 예장 고신측등에서 비성경적 사상을 가진 자 내지 

이단으로 규정된 바가 있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김씨의 성령수술과 생수치료는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전

혀 지지 받을 수 없는 이단 사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다. 그럼으로 한국교회는 성도들로 김계화 씨의 할

렐루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그의 성령수술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간 <교회와신앙> 2001년 1월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생수”는 곧 “구원의 생수”이며 나중에 보내실 “성령”을 예수님이 비유

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김계화는 자기가 만든 “구원의 생수”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누어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세상에 오게 

하셨다.  곧 “말씀의 육화”로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김계화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제 구원사역에 적용되므로 

그 말이 곧 “말씀의 육화”라고 주장한다.   김계화는 교묘하게 자신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았다.  

 김계화의 위 주장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본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미혹의 영,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미혹의 영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만큼(마24:24)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활동한다(고후11:14).  광명한 천사가 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 모두들 쉽게 속아넘어간다(마24:24, 마7:22

-23).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몹시 주리고 지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대꾸하시니 마귀는 물러갔다.  이 시대에도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

적해야 할것이다. (VOAM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