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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편집자 주> 근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신

천지의 정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천지 대구집회를 통해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의

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린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했다. 이에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어떤 교리로 무장하여 정통 교회를 공격하는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와 함께 계속 연재되는 글을 통해 신천지 대처법도 소개할 예정

이다. 또한 신천지를 다루면서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 J.M.S. 등 한국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여러 이단들도 연재하여 다룰 예정이다.

신천지의 정체

① 이만희와 김남희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에서 태어났다. 17세 때 서울 성동구 금호동  

   에 기거하며 건축업을 하던 중, 전도사에게 이끌  

   려 경복궁 앞 천막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고향  

   에 내려가 풍각장로교회에 출석하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있다가 이탈하여 1967년 장막성전1)을 이끌던 유  

                이만희                 재열의 집회에 참석한 후 그를 따르게 된다. 이후 

재산을 빼앗기고 사기를 당했다며 이탈한다.  

 1971년 9월, 유재열과 신도 김창도를 고소해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1978년에는 장막성전

에서 '솔로몬'(영명)으로 통하던 백만봉을 추종하며 '솔로몬 창조 교회' 12사도 중 한 명으로 

있었다. 이후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경기도 안양에 신천지 중앙교회를 설립했다. 초

기에는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을 각각 '두 증인', '모세와 아론' 으로 지칭하며 이만희가 

설교를, 홍종효가 예배의 사회와 기도를 맡아 교회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1987년 사소한 

문제로 결별했다. 

  홍종효는 자신만이 '진짜 예수' 

라고 주장하며 서울 홍제동에 증

거장막성전을 세워 활동하다가 사

망했다. 이만희는 과거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답습했다. '피로 세운 

새언약' 이라고 하여 자신의 피를 

뽑아 새 언약(새 언약서 뒷면에는 

피로 그은 십자가가 있다)을 맺

고, 이를 통해 영적 새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이 된다며 추종자들에               이만희 김남희의 ‘천국혼인잔치’

1) 장막성전은 교주 유재열을 정점으로 한 신흥종교로 1966년에 과천 막계리에 본부를 두었다,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은 이 교회에서 갈라져 형성된 신흥종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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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령장'을 나눠주었다. 이만희는 스스로를 '보혜사', '이긴 자'라 칭한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육체로 영생불사하는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

  이만희에게 집중되었던 신천지에 김남회가 등장했다. 김남희는 천주교 신자였다. 서울과 

계룡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김남희는 2004년 경 신천지에 포교 당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

동에 위치한 압구정 신학원 건물을 마련하고 압구정 신학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포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남희는 신천지 위장봉사  

  단체 '만남'의 대표 자리에까  

  지 올라 신천지 내부에서 막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2012년 9월 16일에 열린 제6  

  회 하늘문화예술체전에서 이  

  만희와 김남희는 왕복을 입  

  고 왕관을 쓴 채 카퍼레이드  

  를 벌였다. 이만희는 설교 도  

  중 김남희를 “영적배필"이  

            김남희가 폭로한 이만희와의 혼인사진       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희      

                                                          는 자연스럽게 이만희의 후계

자로 점쳐지기 시작하는 동시에 두 사람의 내연관계 의혹이 일었다.

  경기도 가평 모처에 있는 김남희 소유의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알

려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남희는 IWPG, She Can 등 사회 진출과 정치권 접근을 위한 

위장 단체를 만들어 마리아 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만희는 2017년 11월 5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김남희가 우상을 만들었다", "마귀의 신을 받았다"며 김남희를 배도

자로 폄하하고 퇴출시켰다.

  한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실세', '2인자', '사모님'으로 불렸던 김남희 씨(전 

IWPG 대표)가 유튜브에 출연해,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와 결혼한 과정과 재산 사기 행각을 

폭로했다. 20여 년간 신천지에서 활동하다 2006년 탈퇴해 이단·사이비 전문가가 된 신현욱 

소장(구리이단상담소장) 이후 처음 나온 최고위급 관계자의 폭로다.

  김남희 씨는 지난 2월 16일, 유튜브 '존존TV'와의 인터뷰에서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는 결국 돈 문제로 이만희와 결별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법정에

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예정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