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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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외적인 수단   The Outward Means  

Q88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What are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A.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외적,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1].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benefits of redemption, are his ordinances, 
especially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ll which are made effectual to the elect for salvation.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무엇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모든 외적, 보통 방법을 포함하는가? 

What do comprehend all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1) 주님의 규례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모든 외적, 보통 방법을 포함한다.
The ordinances of the Lord do comprehend all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2. 주님의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are meant by the ordinances of the Lord?

1) 주님의 규례들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와 구원의 방법(수단)들인데 이것들은 주님이 오직 그의 말씀에서만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
By the ordinances of the Lord are meant those means of grace and salvation which are of the Lord’s institution, 
which he has appointed and commanded in his Word, and no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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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고전 1 Corinthians 11:1, 2, 23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3.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사람만이 제정한 어떤 규례도 사용해서는 안되는가? 
May we not make use of any ordinances which are of men’s appointment only, in order to salvation?

1)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사람만이 제정한 어떤 규례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고 모욕적인 
자의적 숭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례들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 위에 주님의 
복을 얻거나 그것을 통해 어떤 규례의 어떤 참된 유익을 받을 것도 타당하게 기대할 수 없다.
We ought not to make use of any ordinances which are of men’s appointment only, in order unto salvation, because 
this is will-worship, which is both vain and offensive; and we cannot groundedly expect the blessing of the Lord 
upon, or to receive any true benefit of any ordinances, but by those alone which are of his own appointment only.

1 마 Matt 28:18-20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행 Acts 2:41-42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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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골 Colossians 2:20, 22, 23  20 너희가 ...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 …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b. 마 Matthew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4. 규례들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보통 방법이라고 불리는가? 
Why are the ordinances called the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1) 규례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는 보통 방법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이러한 규례들에 온전히 제한하거나 묶어 두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떤 이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본성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수 있다. 바울의 경우에는 하늘로부터 온 빛과 목소리에 의해 회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례들이 회심과 구원을 이루는 가장 통상적인 길이자 방법이며,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어떤 유익이라도 전해질 것이라고는 타당한 근거에 의해 기대할 수 없다
The ordinances are called the ordinary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because the Lord has not wholly limited and bound up himself unto his ordinances; for he can in an extraordinary 
way bring some out of a state of nature into a state of grace; as Paul, who was converted by a light and a voice from 
heaven: but the ordinances are the most usual way and means of conversion and salvation, without the use of 
which we cannot, upon good ground, expect that any benefit of redemption should be communicated to us.

5. 주님이 제정하신 으뜸가는 규례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hief ordinances of the Lord’s appointment?

1) 주님이 제정하신 으뜸가는 규례들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The chief ordinances of the Lord’s appointment are the Word, sacraments, and prayer.

a. 행 Acts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6. 규례들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
To whom are the ordinances made effectual for salvation?

1) 규례들은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게 된다. The ordinances are made effectual for salvation to the
elect only.

a. 행 Acts 2:46, 47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KJV: such
as should be saved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b. 행 Acts 13: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