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전도”는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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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

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고 명령

하고 있다. 이 소고는 함께 더불어 전도하는 교회공동체전도가 신학적으로 가능한 지 살

펴보기 위하여, 이 성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한다. 먼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

게 하여” 란 전반부의 말씀에서 신학적 함의를 발견하기 위해 우선 “공동체”와 “전도”의 

두 모티브를 통합할 것이다. 첫째 부분은 조직신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두 모티브가 

공동체전도의 기초를 형성해 가는가를 간단히 보일 것이다. “공동체”와 “전도”의 두 모

티브를 조직신학에서 아주 간단히 각각 살펴보며, 이어서 “공동체 전도”의 한 주제로 6

가지 범주 (신론, 인간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에서 간단히 통합할 것이다. 

이는 “함께 전도”의 기본적 조직신학을 구축하여, 그 근거를 신학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된다.1 둘째 부분은 특별히 교회론에서 이 두 모티브의 통합이 어떻게 전도에 신선한 통

찰을 주는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자연스런 논리로 전

도의 주체인 교회공동체를 조직신학에서 발견하게 된다. 아울러 이 소고는 교회공동체

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로 하여금 기독교신앙을 체험케 하기 위해 전시해야 

하는 “착한 행실” 이 무엇인지를 거론할 것이다.  

공동체적 사고와 전도의 신학적 함의: 조직신학적 시각  

여섯 가지 범주의 조직신학에서 “공동체” 아이디어는 중심적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공동체로서 서로 조화롭게 상호작용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심지어 천상에서도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도록 창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

                                                 
1
 성경적 또는 성서신학적 토대는 아래 논문의 2장을 보라. Kyongsu John Min, “‘Light of the World’ 

Evangelism through Church Community: Its Design with Biblical, Theological, and Contextual Foundation” (DMin 
dissertation,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eminary , 2014 (Ann Arbor: ProQuest/UMI. (Publication No. 36179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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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함께 있기 위해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 성령은 개인

적으로나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속

적인 임재를 촉진시킨다. 예수님의 완료된 업적과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에 의해, 하나님

은 진실로 믿는 자들 사이에 함께 한다. 게다가, 교회 또는 교회공동체는 새하늘과 새땅

의 거대한 비전으로 절정에 다다른다. 계시록 21:9-21 은 새예루살렘을 실제적이고 완

전한 천상의 공동체로 웅변적으로 기술한다. 그 도시에서 새로운 질서의 사람들이 평화

롭게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궁극적 신적 디자인을 완성하며 그의 백성

들과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전도” 란 개념도 조직신학의 신론부터 종말론에까지 핵심적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흐른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전도

자이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그들의 죄가 그들을 타락시켰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의 토대를 마련하셨다. 전도를 시작하시고 격려하며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신앙인공동체들인 교회들은 구원을 위한 주체들이다. 교회들은 

사랑과 돌봄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력한 구현을 제공한다. 전도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에 도달될 때 그 목표를 완료한다. 

공동체와 전도의 두 모티브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조직신학의 범주하에 성

경의 윤곽을 그릴 수 있다. 그리하여 교회공동체전도 또한 조직신학적 토대를 획득한다. 

기독교 신론에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에서 전시된대로 사회

적 삼위일체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는 또한 궁극적 전도자이시다. 복음의 심장: 전도

의 종합계획 배후의 신학 The Heart of the Gospel: The Theology behind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에서 로버트 E. 콜맨은 “전도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는 전도자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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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라고 단언한다.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흐른다. 그가 발명하셨고, 점차적으로 

드러내셨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하심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루셨다. 그리고 지금 그 

분은 그 구원을 그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심령에 적용시킨다.  

인간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자신의 신적 성품을 사

람들이 반영토록, 사람들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

들, 환경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때 (다른 말로, 그들이 “공동체” 로 살 때), 하나님의 본

성을 보이게 된다. 여하튼, 인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실패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

설하는 일에도 실패한다. 죄란 하나님의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사는 의무에 실패하는 것

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남을 이용하거나,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도록 허용한다. 이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서

로에서부터, 그들의 환경으로부터, 심지어 자신들로부터 분리되도록 조장한다. 사람들은 

죄에 노예가 된 자신들을 발견하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선고를 받아 

서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전도를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타락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없는 상황을 자신 스스로는 고칠 수 없다. 

기독론에서, 예수님은 참 신일 뿐 아니라 참 사람이다 (골 2:9). 그는 말씀이 육신

이 된 사람이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 (마 1:23; 18:20; 요 

1:14). 미로슬라브 볼프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믿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약속되지 않

고, 오히려 전체 회중에게 약속되고, 이 회중을 통해 개인에게 약속된다”3 라고 적절하게 

지적한다. 마이클 그린은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2 Robert E. Coleman, The Heart of the Gospel: The Theology behind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Grand 

Rapids, MI: Baker Books, 2011), 13. 

 
3 Miroslav Volf, After Our Likeness: The Church as the Image of the Trinit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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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공동체의 사람이었다. 친밀한 세 제자와의 공동체, 열 두 제자와

의 공동체, ... 한편으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다른 한편으로는 야이로와 

삭개오와 바리새인 시몬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집에서 당신은 예수를 발견한다. 당

신은 군중들 속에서 그를 발견한다. 당신은 새언약으로 함께 묶는 새로운 공동체

를 설립하는 그를 발견한다.4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은 소외, 정죄, 노예화와 타락과 같은 죄의 결

과들을 화해, 속죄, 구속과 대속으로 제거한다.5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

해, 예수님은 구원의 토대를 세운다. 그는 사후의 삶에서 처할 영원한 멸망 (요 15:1-8; 

히 5:9) 으로부터는 물론, 현세에서의 사람들의 연약함에서부터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성령론에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3 인격으로서 완성자이다. 그는 교회

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공동체의 교제를 위한 사역에 집중한다. 그는 신자들의 

중생과 칭의, 해방과 힘실어 주기에 영향을 미치며, 사람들을 신앙공동체에 통합시킨다. 

그리스도인들을 회심시킨 후, 성령은 그들을 또한 성화시키고, 영원한 천상 공동체에 속

하도록 영화시킨다. 전도를 시작하고 격려하고 힘주는 분은 성령이시다.6 나아가, 성령은 

은사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며, 그들이 성품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속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도록 그들을 도움으로, 신자들의 전도수준을 진작시킨다.  

교회론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속성은 교회의 삼위일체적 성품에 반영된다 

(요 17:21; 고전 12:4-6; 엡 4:4-6).7 교회는 성령을 통한 관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교제중심적인 공동체로서 참가한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된다.8 그들은 성령이 관계속으

                                                 
4 Michael Green, Evangelism through the Local Church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2), 222. 

 
5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의는 아래 책들과 그 번역서들인 하나님의 비전 과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을 참고하라. Stanley J. Grenz, Created for Community: Connecting Christian Belief 

with Christian Living (Wheaton, IL: Victor Books, 1996), 131-148 and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1994), 326-348. 
 
6 Green, 320. 

 
7 Volf, 195. 

 
8 Grenz, Created for Community,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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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께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연합하게 한 사람들이다.9 하나님은 교회

를, 현재에서 하나님의 미래의 통치를 인정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부

른다 (벧전 2:9).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교인들을 활력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엮음

은 물론, 성령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적인 교통에 있어 필수적이다. 교회들은 비신

자들이 교회공동체들 안에 자리잡은 진리를 보고 인식한 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

고 화해하고 참여하기를 암묵적으로 요청한다. 사실 전도는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지원

적인 교제로 끌어들이는 교회공동체들로부터 시작될 때 효과적이다. 교회공동체들 안에

서 기독교 신앙을 전시함으로써, 교회는 전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종말론에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나 부패나 질병이나 죽음이 더 이상 존

재치 않는 영원한 집인 새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계 21:9-21). 공동체의 충만

함 또한 새하늘과 새땅에서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호간과 환경과의 교제를 통해 영원

한 집을 특성지을 것이다 (21:3; 22:3-5). 이와 대조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영원한 신

적 공동체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소외와 고독 속에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할 것이다 (20:14).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23 절) 유대인의 유산

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전도의 목적은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에 이를 때 완성될 것이다 (롬 11:25-26). 그리스도의 재림때, 예수는 종말

론적 이스라엘인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광 중에 불러 모을 것이다 (살전 4:16-17). 

공동체적 사고와 전도의 신학적 함의: 교회론적 시각  

전도주체로서의 교회공동체 

로버트 웨버는 고대-미래 전도: 교회를 신앙조성 공동체로 만들기 Ancient-Future 

Evangelism: Making Your Church a Faith-Forming Community 에서 교회에 관한 두 가지 진

리를 주장한다. 첫째, 전도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삶을 사는 방식을 통해 

                                                 
9 Grenz, Created for Community, 2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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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둘째, 교회들은 신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체들이다. 웨버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첫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자신을 대한다. 교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나 사람들의 총체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신비한 방법으로 

연결하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경험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의 삶은 그 

자체로 전도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전도는 교회가 전달하는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 의해 말씀이 구현되고 살아지는 방식을 통해서도 발생할 것이다. 

둘째, 진실로 성령이 교회를 창조한다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 교제안으로 이끌어진다. ...영성은 일차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거주지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를 

증거하는 하나님 음성의 도구이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에 손닿을 수 있는 곳이다.10 

 

웨버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증인들로 부름받은 별세계 공동체들로 

정의한다.11 전도의 기본적 주체는 공동적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 이다. 실질적으로, 

작은 불빛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참빛을 세상에 보다 더 밝게 비추기 위해 하나의 큰 

불빛으로 모인다. 웨버는 “3 세기 중엽 카르타고의 키프리언주교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표현했듯이, 교회는 우리들이 

잉태되어지고 태어나지는 자궁”12  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유하는 교회 

공동체들이야말로 영적 생명을 생산하는 진정한 주체들이다. 고든 피 또한 교회 

공동체들 바깥에서는 구원이 없기에 교회들이 절대필수적이라는 키프리언주교와 

견해를 같이 한다.13 이같이 위에서 보여준 대로, 교회지도자들이 “공동체”와 “전도”를 

교회론에서 통합할 때, 교회들은 논리적으로 전도적 실천들을 포함하는 전도 

공동체들이 되는 것이다. 사실, 교회지도자들이 모든 기독교 전도활동들을 교회론에 

뿌리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10 Robert Webber, Ancient-Future Evangelism: Making Your Church a Faith-Forming Community (Grand 

Rapids: Baker Books, 2003), 155. 

 
11 Ibid., 159. 

 
12 Ibid., 160. 
 
13 Gordon D. Fee,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Peabody, MA: Hendrickson, 199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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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스톤은 교회공동체를 통한 전도의 탁월한 신학과 실천 모델을 

기독교왕국 후의 전도: 기독교인 증거의 신학과 실천 Evangelism after Christendom: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Christian Witness 에서소개하고 있다. 그의 근본 테마는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도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14  그는 또한 “모든 기독교 

전도는 근본적으로 교회론에 뿌리박혀 있다. 교회는 전도전략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도 말해질 수 있다. 교회가 바로 전도전략이다”15 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전도는 분명하고, 확인가능하며,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협력적이고, 의도적인 모든 

기독교 실천의 내재적인 특질이다.16 교회공동체로의 초대로서, 전도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죽음, 부활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서식케 하고, 구현하고, 

말하고, 또 다시 말한다.  

스톤은 교회야말로 “궁극적 목적은 물론 그 목적을 받쳐주는 중간 목적들을 향해, 

규범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안내되는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공동 체질”17 을 제공하는 

전도 공동체라고 제안한다. 나아가 그는 “실천이기도 하고 그 실천을 형성하기도 하는, 

공동체의 ‘정치학’과 ‘경제학’을 살펴보며, 전도실천에 의해 서식하는 교회적 공동체의 

독특한 형태들을”18  설명한다. 스톤은 “세례와 성찬, 예배, 선포, 환대, 용서와 같은 

실천들이 이 정치학과 경제학을 구현하며, 그로 말미암아 전도를 ‘자리잡게 하고’ 그 

전도가 핵심적 교회실천으로 수행되는 맥락을 형성하게 한다”19 고 덧붙힌다. 스톤은 

                                                 
14 Bryan Stone, Evangelism after Christendom: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Christian Witness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7), 15. 

 
15 Ibid. 

 
16 Ibid., 48. 
 
17 Ibid., 173. 

 
18 Ibid. 

 
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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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교회적 핵심실천으로 “식탁친교”를 꼽는다. 이유는 “교회론과 전도를 

연결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연결고리가 아마 없을 것이다. 식탁친교는 

그리스도인들을 독특한 사람들이 되도록 제정하고, 동시에 나머지 다른 세계로 

초대하기”20  때문이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나누고, 만나고, 섬기는 등의 

보이는 실천들에 사람들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여 전도한다.  

확실히 교회공동체는 전도의 주체요, 신앙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전략의 이중적 구현이다. 스톤은 교회공동체들이 “회심으로의 

전도적 초대를 제안하는 독특한 맥락”21  을 제공하며, “신실한 전도실천은 ‘성도들’과 

더불어 ‘성인다움’이 배양되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 맥락 (에클레시아) 또한 

요구한다” 22  고 주장한다. 스톤은 “신앙공동체 그 자체가 전도자란 점은,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실용적 전략일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복음과 제공되는 초대에도 

내재적인 본질”23 이라고 결론짓는다. 

기독교 신앙의 전시로서의 착한 행실 

마태복음 5 장 16 절의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산상수훈에 이어 

바로 언급되기 때문에 팔복과 무관할 수 없다. 해그너는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요구, 즉 제자도의 핵심에 관한 진술서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님 나라’ 윤리이다” 24  라고 

논평한다. 데이비드 L. 터너는 “팔복에서 강조된 은혜를 유발하는 특성들은 생명력있는 

                                                 
20 Stone, 200-201. 

 
21 Ibid., 43. 

 
22 Ibid., 45. 

 
23 Ibid., 257. 
 
24 Donald A. Hagner, Matthew 1-13, Word Biblical Commentary 33A (Dallas, TX: Word Books, 199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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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착한 행실들이다”25 라고 쓰고 있다. 프랜스 역시 “착한 행실”은 팔복에서 피력된 

특질들을, 특히 생명의 “의로움”을 전달한다고 같은 견해를 보인다. 26  물론, 성구에 

쓰여진 “착한 행실”은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노숙자 구제와 같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회사업들을 지칭하지 않는다.  

한편 계시록에 “옳은 행실” 이란 구절이 등장한다. 19 장 8 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계시록 21 장 2 절의 

신부의 옷의 일부분으로서 신부의 장신구는 물론 새예루살렘의 장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형성한다. 서신들에서 바울은 반복하여 성화된 삶을 빛과 연관하여 말한다: (1)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롬 13:12), (2)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3)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 2:15). 이를 보면 “옳은 행실”이란 용어와 “착한 행실”이란 용어를 서로 

연관지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 5:9) 고 말한다. 바울에 따르면, 빛은 세가지 

중요한 특질들을—선함, 의로움, 그리고 신실함—생산한다. 어쨌든 신앙인의 삶에서 

세가지 특질들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착한 

행실”을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 활동으로 간주함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앤드류 T. 

                                                 
25 David L. Turner, Matthew,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155.  

 
26 R. T. France, The Book of Matthew,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7),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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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은 “이 세가지 덕목들이 범위에 있어 매우 일반적이라 사실상 모든 기독교인의 삶을 

의미할 수 있다”27 고 논평한다. 

이처럼 “착한 행실”이 모든 신실한 신앙활동이란 의미에서, 신실한 전도는 

복음을 따르기 위해 특별한 경로를 필요로 한다. 증거: 조직신학 Witness: Systematic 

Theology 에서 제임스 맥클렌돈은 복음에 단순히 접근만 함은 충분치 않기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안에서 할당된 몫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28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증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항상 선교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만 소유”29 되야함을 언급한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사이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향기 (고후 2:15) 로서 

현존함을 통해 전도한다. 바울이 예시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공동체는,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추천서”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웃들에게 신앙을 알림으로 전도한다 (고후 3:1-3). 한마디로, 교회공동체들은 

이웃들을 공동교제에 초대하고, 공동체가 보여주는 기독교신앙의 다양한 전시들을 

그들로 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전도를 한다.  

결   론 

이 글은 어떻게 “공동체”와 “전도”의 두 개념이 조직신학의 6 개 분야들에서 

일관성있게 통합되는지를 간략히 보여주며, “함께 전도”하는 교회공동체전도에 

기초적인 조직신학적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이 글은 상기 두 개념의 교회론에서의 

결합을 보여주며, 교회들이 논리적으로 전도공동체들이 됨을 간단히 입증했다. 

교회공동체들은 그 자체로 전도실천을 포함한다. 달리 말하면, 신실한 전도실천은 

                                                 
27 Andrew T. Lincoln, Ephesians, Word Biblical Commentary 42 (Dallas, TX: Word Books, 1990), 328. 

 
28 James Wm. McClendon, Jr., Witness: Systematic Theology, vol. 3 (Nashville, TN: Abington Press, 2000), 

357. 
 
29 Ibi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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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교회론에 뿌리를 두기에 교회공동체들은 전도의 주체들이다. 

교회공동체들은 하나님 말씀의 구현이며 전도적 거주지이다. 한편 이 글은 “착한 

행실”이란 성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며, “착한 행실”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전시(display) 임을 제시하고, 이 성구가 기독교 신앙 활동들과 세상 활동들을 구별하는 

용어임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착한 행실”은 예수 이름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회봉사를 

포함하지만, 세상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가난구제나 고아원 활동 등, 기독교 신앙과 

무관한 사회사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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