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요점(15)

참 교회 3대 표지 : 말씀, 성례, 권징 

        < 1부 > 개혁신앙의 원리들    < 2부 > 개혁신앙의 핵심교리들      
1.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원리      A. 성경론(계시론) 
2. 하나님 중심의 원리      B. 신론(神論) 
3.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      C. 인간론(人間論)
4. 신자의 삶 강조의 원리      D. 기독론(基督論)  
              E. 구원론(救援論)           

     

F. 교회론(敎會論)   
   교회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은혜의 삶을 시작한 이들의 모임이다. 여
기서는 교회의 속성(屬性)과 표지(標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들은(거룩성과 하나 됨의 관계) A.D. 325년에 작성된 니케아 
신경 속에 나오는 “나는 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
다.”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고백 속에서 찾아진다.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속성들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다.

     (1) 하나이며(통일성, Unity)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중보자를 모시고 
있으므로(딤전 2:5), 하나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성령의 하
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엡 4:3) 로마 가
톨릭 교회에서는 범세계적인 조직으로 구성된 교회의 외적 체제로서 
교회의 통일성(catholic)을 말하려 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내적으로(영적으로) 
한 몸인 사실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이 속성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확인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몸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대표자로 온 교회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 
둘째, 생명적 연합 관점에서 온 교회의 생명적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

   전자는 법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언약의 머리로 삼고 있
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됨을 말해준다면 후자는 단순한 법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영적 생명이 교통하는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교회
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자의 의미에서 신자들은 새로운 신분과 지위를 확보한다.(롬 6:1-11) 
그러나 후자의 차원에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행하며(골 2:6,7), 머
리되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이 이뤄지고(골 2:19), 더 나아가서 그
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다.(골 3:1-4)

   이러한 내적(영적) 연합과 통일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
로 말미암아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내
적 통일성이 교회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들과 생활 속에서 온전히 표현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간에 다른 은사들이 주어졌기 때문
에 이 하나 됨이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고전 12:10,28) 인간 지도자들의 
욕심이나 사심 때문에 교회의 하나 됨이 방해되어서도 안 되며 또한 
이러한 하나 됨에 대한 강조 때문에 교회의 사도적 진리나 거룩성이 



무너지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오늘날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운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 됨은 진리 안
에서의 하나 됨이어야 한다.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거룩성이나 사도
성을 간과(看過)하는 속성이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속성들과 조화를 이
루는 속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교회의 사도성(Apostolicity)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사도
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 집의 터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친
다.(엡 2:20) 사도란 그들의 직임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
여받은 자들이며(막 3:14; 갈 1:1),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자들이고(고전 

9:1), 성경의 영감 된 기록에 관여하고(고전 2:13; 살전 4:8), 이적적인 역사들
로 그들의 사역과 메시지가 확증된 자들을 가리킨다.(고후 12:12; 히 2:4)

   교회의 사도성이란 바로 이런 사도들의 복음적 가르침이 교회의 기
초가 됨을 말한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인간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도성을 이해하여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자를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인간 위에 세워지는 것
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다.

     (2) 거룩하고(Holiness)

   교회의 거룩성은 사도성에 기초한다. 사도적 교회로 교회는 사도적 
바른 정통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통일성’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생
명적 연합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는 그분과의 생명적 교통을 통해서 
그 분의 거룩을 교회의 지체들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벧전 

1:15,16)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그 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실생활에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로마 가톨릭과 같은 의식적인 거룩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내적 역사
로 신자의 내면과 성품과 실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거룩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룩을 이뤄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
징(勸懲)도 신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3) 보편적이며(Universality)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의 보편성도 전 세계적인 유형적(외적) 
조직체의 관점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려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
은 의미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가르친다.   
첫째, 주님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보편성을 지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  
      속적 은총은 각 족속과 만방의 백성들에게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  
      이다.(계 5:9; 7:9) 주님도 그의 제자들을 온 세계 만방 가운데로 보  
      내셨던 것이다.(마 28:19)

둘째,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어떠한 방식의 차별성도 거부한다.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든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져있는 공동체인 것이다.(갈 3:28; 골 3:11)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어느 한 지역이나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부
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제약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 교회주
의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이고 세계만방의 족속들을 향한 선교사역을 
간과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우주적 교회로서의 보편성의 관점을 잃지 
않고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표지
   교회의 속성들이 교회의 내적(영적) 특징들이라면 교회의 표지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의 외적 표식(Mark)들을 의미한다. 다소 
이견(異見)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말씀, 성례, 권징을 말한다.

(1) 교회의 3가지 표지들

     1) 순수한 사도적 복음의 선포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복음이 순수하



게 온전히 전파되어야 한다. 교회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충실하게 서있지 못하면 거짓 교회가 될 것이며 사도들이 전한 것 이
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다.(갈 1:8)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됨과 아울러 그 말
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보여 져야 참된 교회일 것이다. 성경말씀의 
궁극적인 권위가 거부된다면 교회의 참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성례의 바른 시행   

   성례들은 그 예식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둔다.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성례
가 시행될 때 그것은 은혜 언약의 약속의 표요 인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성례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그
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임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3) 성경대로의 신실한 권징

   말씀과 성례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권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거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권징(勸懲)을 통해 교회의 참 모습을 세워나가야 한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뤄질 때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이 보존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
추게 되기 때문이다.

   (2) 성례론

   성례(聖禮)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제도로 세례와 성찬이다.
(고전 10:1-4; 12:13) 구약시대 할례 의식과 유월절 예식이 공식적으로 시
행되어온 언약적 예식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할례의식은 세례의식으로 
이어졌고 유월절 예식은 성만찬 예식으로 연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예식을 통해서 언약적 약속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또한 그 약
속의 내용들을 인침으로서 신자들의 법적 신분을 확고히 하게 된다.
     1) 세 례

 세례의 근거

   세례 예식은 주님의 지상 명령에서부터 분명히 주어진 내용이며(마 

28:18), 또한 그 명령은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어왔고 또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확인 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설명 안에서 
확증되고 있다.(고전 10:1-4)

 세례의 중요성   

   세례는 은혜언약의 표로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공동체의 사귐으
로 들어가는 첫 출발의 표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삼위의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표가 된다. 옛 언약 속에서 
할례가 의미했던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
었다. 세례는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인(印) 쳐주는 예식이다.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조들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도
이다. 벨기에 신앙고백은 제34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제28장 4
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도르트(Dort) 신조도 유아세례를 가르친다. 
칼빈도 기독교강요 제4권 16:6,15에서 유아세례를 설명하면서 믿는 부
모들의 유아들은 언약의 자손이므로 그들도 앞으로 구원 받을 언약의 
후사들로 보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좀 더 구체적인 유아세
례의 근거들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첫째, 유아세례의 제도는 언약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의 은혜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약에서의 언약들  
      과 신약의 새 언약 모두는 하나의 동일한 중보자를 가지고 있으  
      며(행 4:12; 10:43; 갈 3:16), 믿음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요구한다.(창    

         15:6; 롬 4:3; 시 32:10)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동일  
      한 언약적 행적 아래서 동일한 영적 축복들을 받아온 것이다.(시  
         32:1; 롬 4:9; 시 51:10)

둘째, 구약시대에 유아들은 언약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 되었고 그  
     특권과 유익들을 공유했다. 그것은 언약갱신을 위한 민족적 의식  



     모임에서 어린아이들도 동석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대하 20:13)  
     여호수아 8:35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전 회  
     중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다.   
셋째, 옛 언약에서 은혜언약의 상징과 인침으로 시행되었던 할례의식은  
     새 언약에서 주님에 의해 세례예식으로 대체되었고 (마 28:19-20; 막  

       16:15,16),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옛 언약  
     에서 유아들이 할례를 받아왔다면 새 언약에서도 동일한 관점에  
     서 언약적 예식으로 유아세례가 시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 받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이다. 성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회심하고 세례 받게 되는 것이며, 유아들은 언약적 관계 속으로 
들어온 부모 안에서 태어났으므로 언약의 표로 세례 받게 되는 것이다.
 유아세례에 대한 반론과 답변

   위와 같은 성경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세례에 대
한 반론들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시대에 활동한 재세례파가 대
표적인 경우이다. 유아들은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
실 유아들에게 있어서 능동적인 믿음이란 적용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므로 그것을 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유아들은 다 구원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세례 받는 근거는 유아에게나 성인에게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의 주권적인 언약이다. 성인들도 그들의 회개나 믿음에 근거하여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약속에 근거
하여 세례 받는 것이다 . 세례란 은혜언약의 표증이고 상징이고 인침이
기 때문이다. 언약의 가족적 단위가 옛 언약에서도 시행되어 왔으므로 
언약에 들어온 부모의 가정의 유아들도 그들이 능동적인 믿음으로 확
인받게 될 때까지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세례 예식과 구원은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세례
와 구원(신앙)은 연관되어 있지만 정밀하게 말해서 세례 예식이 없어

도 신앙은 가능하며 구원도 가능하다. 신앙과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외
적 의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세례자도 믿
음과 회개로 반응하기까지 구원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장성한 후
까지 신앙의 부모가 행했던 서약대로 언약에 신실하게 머물게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유아세례의 영적 유익들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에서 하
나님의 언약백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2) 성 찬

   성찬예식은 구약에서의 유월절 예식에서 의미되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성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
던” 구원 역사의 실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하
고 그분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성찬의 중요성

   첫째, 성찬(聖餐)에서의 잔은 축복의 잔이다.(고전 10:16) 그리스도의 피
와 몸에 참여함으로써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식인 것
이다. 둘째, 그것은 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
제가 이뤄지는 영적 교제의 장이 된다. 셋째, 주의 죽으심이 선포되는 
예식이다.(고전 11:26) 그분의 죽음으로 주어진 복음이 선포되며 그의 죽
음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와 함께 죄에 죽는 죽음에 참여함을 확인하
는 예식이다. 넷째, 기다림의 요소도 있다.(고전 11:26) 이러한 선포는 그
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로마 가톨릭의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ism)은 실제로 떡과 포도주
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變化) 된다고 가르침으로 그들은 매 미사 때
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祭祀)가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임을 강조했다.(히 

10:10-12) 성만찬에서의 주님의 임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개
혁자들이 견해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일치하지는 못했다.



   쯔빙글리의 기념설(記念說)은 떡과 포도주는 단지 표식일 뿐이며 그리
스도의 살과 피와는 실제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단순히 그리스도
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고전 11:25) 성찬에서 중요
한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자신의 행위라고 본 것이다.
   루터의 공재설(共在說)은 성찬식에서 신자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보았다. 외형적으로는 떡과 포도즙으로 남게 되지만 
그 물질적인 요소들과 함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재 하
는 것으로 보았다. 즉 성찬에서 떡은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靈的 臨存說), 칼빈은 성찬에서 신자는 떡과 포도주
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예식 중에 함께 하시는 인
격적인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임
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귀 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찬의 유익

첫째, 성찬을 통해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된다.(고전 10:16) 
둘째, 승귀 하신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종말론적 격차는 성령님의  
      신비한 역사 안에서 극복된다. 
셋째, 구원에 대한 신자의 확신은 영적 혹은 정신적인 것일 뿐만 아니  
      라 성찬의 감각적인 요소들을 통하여도 확인하게 된다.
 성찬 참여자 자격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세례예식과는 달리 성만찬에서는 예수님
과의 교제의 사실을 의식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인식하는 자에게만 참
여자격이 주어진다.(고전 11:27) 그러한 점에서 유아들의 성만찬 참여는 
제한된다.(*) 글쓴 이 / 김광열 교수(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 다음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