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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What is sanctification?

A.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1]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2]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3].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1 whereby we are renewed in the whole man after the image of God,2 and 
are enabled more and more to die unto sin, and live unto righteousness.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6.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Wherein is our sanctification begun?

1.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중생과 효력있는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정신)이 먼저 
깨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롭게 되며 모든 은혜의 습관들이 주입된다.
Our sanctification is begun in our regeneration and effectual calling; wherein our minds are first enlightened and 
our wills renewed, and the habits of all graces are infused.

7. 우리의 성화는 어떻게 계속되는가? How is our sanctification carried on?

1. 우리의 성화는 서서히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들을 복주시고 특별히 그의 규례들을 복주셔서 그것들을
통해 그의 영과 은혜의 더 깊은 분량/역사가 전달되게 하신다.
Our sanctification is carried on by degrees, as God does bless his providences, especially his ordinances, through 
them to communicate further measures of his Spirit and grace.

8. 우리의 성화는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Wherein is our sanctification perfected?

1.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영화에서 완성된다. 그 때 우리는 죄와 완전히 상관없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히 
부합하게 된다.
Our sanctification is perfected in our glorification, when we shall be made perfectly free from sin, and fully 
conformable unto the image of God.

9. 성화의 부분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parts of sanctification?

1 겔 Ezek 36: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빌 Phil 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살후 2 Thess 2: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2 고후 2 Cor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엡 Eph 4: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살전 1 Thess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3 겔 Ezek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롬 Rom 6:4, 6, 12-14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고후 2 Cor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벧전 1 Pet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성화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There are two parts of sanctification: 

1. 죽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 죽을 수 있게 된다.
Mortification, whereby we are enabled to die more and more unto sin.

1. 롬 Rom 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2. 살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다.
Vivification, whereby we are enabled to live unto righteousness.

1. 롬 Rom 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