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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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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7(2) –   생명에 이르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2  

Q87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What is repentance unto life?

A.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1]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2]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3]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4].
Repentance unto life is a saving grace,1 whereby a sinner, out of a true sense of his sin, and apprehension of the mercy of
God in Christ,2 does, with grief and hatred of his sin, turn from it unto God,3 with full purpose of, and endeavor after, 
new obedience.4

1 행 Acts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딤후 2 Tim 2: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 시 Ps 51:1-4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욜 Joel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눅 Luke 15:7, 10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행 Acts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 렘 Jer 31:18-19  18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눅 Luke 1:16-17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살전 1 Thess 1: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4 대하 2 Chron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 Ps 119:57-64  57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60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1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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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1. 우리는 죄 때문에 울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죄를 원통히 여길 수 없는가? 
May we not truly grieve for sin, though we do not weep for it?

1) 만일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울 수 있는데, 죄 때문에는 울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원통히 
여기는 것의 진정성은 의심할 만하다.
If we can readily weep for other things, and cannot weep for sin, the truth of our grief is very questionable.

2) 눈물이 없이도 죄에 참되고 큰 원통함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눈물이 없고 어떤 일에도 쉽게 울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눈에는 눈물이 많지만 마음에는 슬픔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많은 슬픔이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없을 수 있다.
There may be true and great grief for sin without tears, in them that are of a dry constitution, and are not prone to 
weep upon any account; and as there may be in some many tears in the eye, where there is no grief in the heart, so 
in others there may be much grief in the heart, where there are no tears in the eye.

12. 왜 죄를 원통히 여기는 것이 회개에 필요한가? 
Why is grief for sin needful in repentance?

1) 회개에는 죄를 원통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죄를 떠나도록 더 깊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죄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Grief for sin is needful in repentance, because it further works the heart unto a willingness to leave sin; because 
God doth require it, and hath promised mercy unto such as mourn for sin.

a. 약 James 4: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b. 렘 Jeremiah 31:18-20  18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지므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참된 회개에 요구되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hatred of sin, which is requisite unto true repentance?

1) 죄를 미워하는 것은 참된 회개에 요구되는데, 그것은 죄를 세상에서 가장 미워할 만한 것으로 여겨 마음 속 깊이 
혐오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 자신을 혐오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가장 혐오스럽고 증오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Hatred of sin, which is also requisite unto true repentance, is an inward deep loathing and abhorrence of sin, as the 
most odious thing in the world, which is accompanied with a loathing of ourselves, as being rendered by sin most 
loathsome and abominable in the eyes of God.

a. 겔 Ezekiel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마 Matt 3: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고후 2 Cor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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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왜 죄를 미워하는 것이 참된 회개에 필요한가? 
Why is hatred of sin needful unto true repentance?

1) 죄를 미워하는 것은 참된 회개에 필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미움만큼 죄에 맞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감정은 없기 때문이며, 죄에 대한 슬픔과 원통함이 다 소진되었을 때에는 죄에 대한 미움이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무기를 쥐어 주게 될 것이다.
Hatred of sin is needful unto true repentance, because no affection of the heart will more engage us against sin than
our hatred; and when grief for sin is much spent, hatred of sin will put weapons into our hands to fight against it.

15. 참된 회개의 한 부분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turning from sin which is part of true repentance?

1) 참된 회개의 한 부분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The turning from sin which is a part of true repentance, does consist in two things--

a. 모든 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행보와 대화에 관한 것이다.
In a turning from all gross sins, in regard of our course and conversation.

b. 모든 다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지에 대한 것이다.
In a turning from all other sins, in regard of our hearts and affections.

16.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들이 회개한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가? 
Do such as truly repent of sin never return again unto the practice of the same sins which they have repented of?

1)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행하여 예전처럼 그러한 죄로 물든 삶을 살지는 않는다. 만일 어떤 
이가 회개한 후에 그러한 죄에 물든 삶을 산다면 그들의 회개는 바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징이다.
Such as have truly repented of sin do never return unto the practice of it, so as to live in a course of sin, as they did 
before; and where any, after repentance, do return unto a course of sin, it is an evident sign that their repentance 
was not of the right kind.

2) 어떤 이들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으나, 죄의 유혹에 붙잡히고 놀라게 되어 이미 회개한 같은 죄를 다시 범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죄들 안에 거하지는 않고 다시 일어나 쓰라린 원통함으로 죄를 범한 것에 대해 
통곡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온다. 
Some have truly repented of their sins, although they may be overtaken and surprised by temptations, so as to fall 
into the commission of the same sins which they have repented of, yet they do not lie in them, but get up again, 
and with bitter grief bewail them, and return again unto the Lord.

17. 참된 회개의 다른 부분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Wherein does turning to the Lord (the other part of true repentance) consist?

1)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Turning to the Lord does consist – 

a.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주님께 적용하는 것이며, 
In making application of ourselves unto him for the pardon of sin and his mercy.

i. 시 Psalm 51: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b.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자 가장 선한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In our making choice of him for our God and chief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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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렘 Jeremiah 3:22 ...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ii. 슥 Zechariah 13:9 ...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c. 우리 자신을 그를 순종하는 것에 드리는 것이다.
In our delivering up ourselves unto his obedience.

i. 시 Psalm 119:59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18.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순종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obedience which we must deliver ourselves up unto, in our returning to the Lord?

1)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순종은 복음을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The obedience which we must deliver up ourselves unto, in our returning to the Lord, is the new obedience of the 
gospel.

19.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왜 새로운 순종이라고 불리우는가? 
Why is the obedience of the gospel called new obedience?

1)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새로운 순종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새 언약에 요구되기 때문이며, 영의 새로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본성 또는 은혜와 영적 생명의 새로운 원리이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람의 영혼에
주입되는 것이다.
The obedience of the gospel is called new obedience, because it is required in the new covenant, and because it 
must proceed from newness of spirit, the new nature, or new principle of grace and spiritual life, which is put in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a. 롬 Romans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20. 우리는 이 새로운 순종에 언제 우리 자신을 드리는가? 
When do we deliver up ourselves unto this new obedience?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때에 우리 자신을 이 새로운 순종에 드리게 된다:
We deliver up ourselves unto this new obedience – 

a. 우리가 그것에 대해 굳은 결심과 목적을 가지게 될 때와,
When we have full resolutions and purposes of it.

i. 시 Psalm 119:106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ii. 행 Acts 11: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b. 우리가 그것을 좇아 노력하는 것에 부지런하여 새 순종의 길에 항상 걷게 되고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없게 될 때이다.
When we are diligent in our endeavors after it, that we may constantly walk in the ways of new obedience, 
without offense either to God or man.

i. 눅 Luke 1: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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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행 Acts 24: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21. 참된 회개를 하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순종을 온전히 수행하는가? 
Do all that truly repent fully perform new obedience?

1)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 중에 이생에서 새로운 순종을 어떤 실패나 흠이 없이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종을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슬퍼하고 괴로워 한다.
None that truly repent do here in this life perform new obedience fully, without any failure or defect, but they 
diligently endeavor to do it; and wherein they fall short, it is their grief and trouble.

a. 시 Psalm 38:17, 18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