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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교회의 속성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교회의 속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교회

의 속성 네가지,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

고: 교회, 에드머니 클라우니) 

1. 교회의 사도성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도

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1) 예수님의 열 두 사도를 부르셨다. (눅 6:13; 마 10:2)

(2) 그리스도의 사도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었다. (마 10:40; 요 20:21-23). 

 

(3) 예수님께선 베드로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세우셨다. (마 16:18) 

(4) 성경의 권위를 양보하는 것은 사도적 기초를 파괴하는 일이다.

(5) 교회의 사도적 부르심: 지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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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회의 거룩성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

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고전 1:2) 바울은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선언합니다. 

(1)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거룩함 

(2)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 19:2)

(3)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 6:5) 

(4) 제사법: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그림자

(5) 칭의와 거룩 

(6) 선언인 동시에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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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교회의 속성

(7) 기쁨의 특권이자 구원의 목적

3. 교회의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적 증거의 기초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아

버지와 하나이듯이, 한 양떼를 모으시는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

나입니다 (요 10:16; 엡 4:5).

(1) 한 성부와 한 성자에 한 성령 (엡 4:4)

(2)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할 것 

(3) 같은 신앙 고백

(4) 같은 비전과 사명

(5) 교회의 통일성은 다양성이 부재 된 획일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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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의 보편성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

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하나이니라(갈 3:27-28)” 기본적으로 교회의 보편성이란 부르심 받은 자들에

게 차별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를 말합니다.

(1) 보편성이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진다. “유

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원을 받으리라”(롬 10:12-13)

 ▶ 카톨릭의 보편성(편재성)의 이해와 범신론

(2) 보편성은 교파를 너머 하나로 나아가게 하며, 인종, 문화, 언어, 신분을 초월

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