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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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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1.   성례의 효력   The Efficacy of the Sacraments  

Q91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How do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A.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1].
The sacraments becom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not from any virtue in them, or in him that does administer them,
but only by the blessing of Christ, and the working of his Spirit in them that by faith receive them.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성례가, 부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지 않는가? 

How, negatively, are the sacraments not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1) 성례는, 부정적으로, The sacraments, negatively – 

a. 그 자체로는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전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그것을 그저 받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를 가지지 못하며 복음의 구원에 분깃을
가지지 못한 많은 이들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참여하기 때문이다.
Are not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by virtue in themselves, to confer grace and salvation upon all the 
receivers, and by the work done, or bare receiving of them; for many may and do partake of the sacraments 
who are without true grace, and have no share in the salvation of the gospel.

i. 행 Acts 8:13, 20, 21, 23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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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성례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의 의도나 또는 그들 안의 어떤 덕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아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이들이 가장 거룩한 목사들이라고 할찌라도 그들 안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성례를 
집행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규례를 행함으로 어떤 이에게 은혜를 주거나 구원을 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The sacraments are not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through the intention of, or by any virtue in them that do 
administer them, there being no power in the most holy ministers themselves to give grace and to bring 
salvation unto any by their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or any other ordinance.

i. 고전 1 Corinthians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1 고전 1 Cor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참조 Cf. 고전 1 Cor 1:12-17  12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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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례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How, positively, are the sacraments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1) 성례는 긍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된다:
The sacraments positively are effectual means of salvation – 

a.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재로 인함이며,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및 다른 규례들과 함께 한다.
By the blessing and presence of Christ, which do accompany the sacraments and other ordinances of his own 
institution.

i. 마 Matthew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ii. 마 Matthew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b. 그리스도의 축복과 임재의 효과이자 증거인 성령의 역사로 인함이며,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덕과 효력을 그의 성례와 규례들에 넣으시는 것이며, 그러한 것이 없이는 그 성례와 규례들은 온전히 죽은 
것이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이다.
By the working of the Spirit (the effect and evidence of Christ’s blessing and presence), whereby Christ does 
put life, and virtue, and efficacy into his sacraments and ordinances, without which they would be wholly 
dead, and altogether ineffectual.

i. 고전 1 Corinthians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3.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 안에 성례를 통하여 효력 있게 구원을 얻게 역사하시는가?
In whom does the Spirit by the sacraments work effectually unto salvation?

1) 성령께서는 성례를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신다.
The Spirit by the sacraments does not work effectually unto the salvation of all that receive them, but of all that by 
faith receive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