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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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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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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receive the Lord’s supper worthily?

1)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나 가치를 거기에 가지고 오는 것처럼 
공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들을 받을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To receive the Lord’s supper worthily, is not to receive it meritoriously, as if we were to bring any merit or worth of 
our own thereunto; for so none can be worthy of Christ or any of his benefits.

2) 우리는 주의 성찬을 다음과 같은 때에 합당하게 받는다: 우리가 그것에 오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받을 때, 
그리고 주의 식탁에 있을 때에 적합한 태도를 가질 때이다.
We receive the Lord’s supper worthily when we receive it with due preparation before we come to it, and with 
suitable behavior when we are at the table of the Lord.

2.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preparation which is required to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 요구되는 준비는 다음과 같다:
There is required to the worthy receiving of the Lord’s supper – 

a. 상태적 준비.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Habitual preparation, that the persons who receive it be in a state of grace.

b. 실제적 준비. 그들의 은혜들이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
Actual preparation, that their graces be drawn forth into exercise.

3. 합당하게 받기 위해 이렇게 상태적, 실제적 준비를 가지는데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site for the obtaining of this habitual and actual preparation, in order to your worthy receiving?

1) 합당하게 받기 위해 이러한 상태적, 실제적 준비를 가지는데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다.
It is requisite, for the obtaining of this habitual and actual preparation, in order to our worthy receiving, t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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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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ourselves.

a. 고전 1 Corinthians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4. 이 성례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위해 어떤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가? 
Wherein are we to examine ourselves in order to our preparation for this sacrament?

1) 이 성례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위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다음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
We are to examine ourselves, in order to our preparation for this sacrament – 

a. 빵이 상징하는 주의 몸을 분별하는 우리의 지식에 대하여.
In our knowledge to discern the Lord’s bod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bread.

i. 고전 1 Corinthians 11: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b.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그를 섭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덕과 
영적 양분을 얻도록.
In our faith to apply Christ and feed upon him, and so to draw virtue and spiritual nourishment from him. 

i. 고후 2 Corinthians 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c. 우리의 회개와 자기 판단과 우리의 죄들에 대한 경건한 슬픔에 대하여. 이 죄들은 우리 주께 고통을 가지고 
왔다.
In our repentance, self-judging, and godly sorrow for our sins, which have brought sufferings upon our Lord.

i. 고전 1 Corinthians 11: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d.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그는 죽으실 때에 우리를 향해 그러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같은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다.
In our love to Christ, who in his death expressed such love to us; and in our love to one another, who are 
redeemed by the same blood.

e. 복음을 향한 새롭고 진지한 순종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기 전에 반드시 복음에 묶여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할 것을 온전히 결심하여야 한다.
In our new and sincere obedience to the gospel, which we must engage in, and be fully resolved, in the 
strength of the Lord, to perform, before we can worthily receive this sacrament.

i. 고전 1 Corinthians 5:8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5. 이 성례를 위한 준비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What is requisite by way of preparation for this sacrament, besides self-examination?

1) 이 성례를 위한 준비에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살피는 것 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의 임재와 복주심과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affections)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은혜들을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By way of preparation for this sacrament, besides self-examination, there is requisite, prayer to God for his 
presence, blessing, and assistance of his Spirit; and meditation, in order to the exciting of our affections and the 
drawing forth of our graces int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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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Who are they that come to the Lord’s table unworthily?

1)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상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은혜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뿐아니라 영적으로 그를 
섭취할 수도 없다. 그들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없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이 성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교제를 누릴 수도 없다.
Such come to the table of the Lord unworthily, as have no habitual preparation, being in a graceless and Christless 
state; who, having not faith, can neither discern the Lord’s body, nor spiritually feed upon him; who, being without 
repentance, love, and new obedience, can neither bring glory to the Lord, nor enjoy communion with him by 
receiving this sacrament.

2) 또한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않게 오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은혜를 받아 상태적인 준비는 되었으나, 자기
성찰과 기도, 묵상을 통해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신경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규례의 유익을 잃고 만다.
Such also come to the table of the Lord unworthily, who, although they are gracious, and have habitual preparation,
yet take no care, by self-examination, prayer, and meditation, to attain actual preparation, whereby they displease 
God, and lose also the benefit of the 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