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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소요리문답   WSC   96.   주의 성찬의 정의   The Definition of the Lord’s Supper - 4  

Q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What is the Lord’s Supper?

A.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1].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2].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1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21. 이 성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는가? 

Do all that receive this sacrament partake really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with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1) 오직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진정으로 참여하여 새 언약의 유익을 함께 얻는다.
None but worthy receivers do receive and partake really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with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22.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것의 모든 유익을 함께 받는가? 
How do worthy receivers really partake of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with all its benefits?

1) 그들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그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합쳐지는 것처럼 육체적이나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가 그들의 몸에 합쳐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and by conjunction of his real body and blood unto their body, as meat 
and drink are really joined unto them in their eating and drinking thereof: But,

2)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진정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연합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덕과 효력, 열매와 유익이 그들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양분과 은혜 안에서 성장을 얻는다.
It is by faith that Christ’s body and blood are really, but spiritually, joined unto their souls; and the virtue and 
efficacy, the fruits and benefits of his death, are applied by them, whereby they receive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a. 고전 1 Corinthians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23.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성례 안에서 그리고 이 성례에 의하여 영적 양분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공급 받는가? 
How do believers receive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in and by this sacrament?

1 눅 Luke 22:19-20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전 1 Cor 11:23-26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 고전 1 Cor 10:16-17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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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는 자들은 이 성례 안에서 그리고 이 성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적 양분과 은혜 안에서의 성장을 공급 
받는다:
Believers receive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 in and by this sacrament – 

a. 그들이 영적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성장을 방해하는 죄를 죽이고 없애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덕을 얻음으로.
As they draw virtue from Christ’s death, for the crucifying of the flesh, for mortifying and purging away sin, 
which does hinder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b. 주님이 그의 영으로 전달하시는 그의 은혜의 공급을 더하심으로. 그들은 이 은혜를 이 성례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해 사신 것이며, 또한 이 은혜는 이 성례가 인침이
되는 그의 은혜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As the Lord does convey by his Spirit, and they do receive in this sacrament by faith, further supplies of his 
grace, which, by his death, he has purchased for them, and which, in his covenant of grace (whereof this 
sacrament is a seal), he has promised unto them.

24. 주의 성찬의 성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the end of this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의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줌이며,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공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그에 의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증거한다.
The end of this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is the showing forth of Christ’s death, by the receiving of which 
Christians do publicly own, and give testimony of their belief in, and hopes of salvation by, a crucified Lord.

a. 고전 1 Corinthians 11: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