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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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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7.   성찬을 받을 자격   The Requirement for Receiving the Lord’s Supper - 2  

Q97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What is required for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A.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 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써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1].
It is required of them that would worthily partake of the Lord’s Supper, that they examine themselves of their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of their faith to feed upon him, of their repentance, love, and new obedience; lest,
coming unworthily, they eat and drink judgment to themselve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만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는 일과 다른 의무에 힘써서 마음을 준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것같이 느껴질 때, 그들이 주의 식탁에 나아온다면 그들은 합당하지 않게 받는 사람들인가? 
If such as are gracious do take pains in self-examination, and other duties, to get their hearts prepared, and yet they are 
still out of frame, would they not be unworthy receivers, should they come to the Lord’s table?

1)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는 일과 다른 의무에 힘써서 자신들의 마음을 준비하였다면, 그들이 성찬을 
받을 수 없을 것같이 느껴져도, 그들은 주의 식탁에 나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규례 안에서 
그 규례에 의하여 그들을 성찬을 받을 수 있을만한 상태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성찬 
받는 것을 지각이 있고, 마음이 녹아지며, 따뜻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그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의 진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질 것이다.
When such as are gracious do, by self-examination and other duties, endeavor to get their hears prepared, though 
they be out of frame, they ought to come to the Lord’s table, because God may bring them unto frame in and by the
ordinance; however, they must wait there, and attend upon God out of obedience, when they cannot do it with 
sensible, melting, warm, and delightful affection, and their sincerity through Christ will be accepted.

8.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의심되고 두렵다면, 주의 식탁에 나아올 수 있는가? 
When we doubt and fear whether we be truly gracious, may we come to the Lord’s table?

1)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를 갈급해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 식탁에 나아올 수 있고 나아와야 한다. 자신들을 주님과의 언약 속에 내어 드리겠다는 결심과 함께 나아와야
한다. 이 성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올 수 
없다면, 확신을 얻기 위해 나아올 수 있다.
We may and ought to come to the Lord’s table although under doubts and fears, if we have a sense of our need of, 
and hungering desires after, Jesus Christ, together with resolutions to give up ourselves in covenant to the Lord this
sacrament being a mean of getting evidences of God’s love; and when we cannot come with assurance, we may 
come for assurance.

9.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주의 식탁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What must be our behavior at the table of the Lord, that we may be worthy receivers?

1)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식탁에 임하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 몸의 외적인 모습과 우리 
마음의 내적인 자세가 겸손하며 경건하여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성찬의 외적 요소과 행위들을 진지하게 

1 고전 1 Cor 11:27-32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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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야 하며, 그 규례에서 의미되고, 상징되고, 보여지는 것들을 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묵상하여야 한다. 그 죽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의 원인인 
우리의 죄를 슬퍼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으로 사신 유익들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며, 그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써 온전히 활성화 된 언약과 신약의 약속들을 적용하며,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으로부터 
영양분과 모든 필요한 영적 공급을 얻으며,  그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가장 사모하는 사랑과 또한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함께 
섞어야 한다.
That we may be worthy receivers, our behavior at the table of the Lord must be humble and reverent, as to the 
outward gestures of our bodies and inward frame of our hearts. We must seriously mind the outward elements and 
actions, looking chiefly to the things signified, represented, and exhibited in the ordinance. We must meditate upon
Christ’ death, so disgraceful and painful, for us – grieving for our sins, the cause of it – hungering and thirsting 
after him, and the benefits purchased by his death – applying the promises of the covenant and New Testament, 
which is of full force through the death of the Testator – drawing nourishment and all needful spiritual supplies 
from him, in whom all fulness does dwell – rejoicing in his love – giving thanks for his grace – renewing our 
covenant – and mingling all especially with faith and most endeared love to the Lord, and with love in him one to 
another.

10.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후에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 
What is required of worthy receivers after they come from the table of the Lord?

1)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 주의 식탁에 참여한 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성공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제대로 성찬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고통을 감내한 후, 그 규례의 
유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장래의 성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만났고 마음이 넓어지고 달콤하게 상쾌해졌다면, 그들은 그러한 도움과 넓혀 주심에 대해 매우 
감사하여야 하며, 그들이 경험한 달콤한 상쾌함을 그들의 영혼에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더욱 많은 덕을 얻기 위해 힘써서 세상과 육신을 못박아야 하며, 사탄과 죄와 육신적인 안전함에 대해 깨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이 맹세한 것들을 수행하기에 조심하며 그들이 새롭게 한 언약을 지켜야 한다.
It is required of worthy receivers, after they come from the table of the Lord, that they examine themselves as to 
their carriage and success. If they have not met with God, and have been out of frame, that they inquire into the 
cause, mourn for their defects, be earnest for a pardon, and, by after pains, labor to get the benefit of the ordinance,
and withal, endeavor to mend for the future. If they have met with God, and been enlarged and sweetly refreshed, 
they must be very thankful for assistances and enlargements, labor to retain the sweet relish they have had still 
upon their spirits – they must endeavor to draw more and more virtue from Christ, for the crucifying of the world 
and the flesh – they must be very watchful against Satan, sin, and carnal security – they must be careful to perform 
their vows, and keep the covenant which they have renewed.

11.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in of unworthy receiving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죄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주의 몸과 피에
모욕과 치욕을 가져다 주는 죄를 짓는다는 것이다. 
The sin of unworthy receiving the Lord’s supper is, that such ar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that is, 
they are guilty of an affront and indignity which they offer to the Lord’s body and blood.

a.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12.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의 위험은 무엇인가? 
What is the danger of our unworthy receiving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받는 것의 위험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받음으로 주님을 도발하고, 우리 자신에게 현세적, 영적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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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nger of our unworthy receiving the Lord’s supper, is the eating and drinking judgment to ourselves; that is, 
provoking the Lord, by our unworthy receiving, to inflict temporal, spiritual, and eternal judgments upon us.

a.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29-30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