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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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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2.   성례의 정의   The Definition of a Sacrament  

Q92 성례가 무엇인가?
What is a sacrament?

A.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1]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써 표시하여 인쳐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2].
A sacrament is a holy ordinance instituted by Christ,1 wherein, by sensible signs,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ware represented, sealed, and applied unto believer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성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is the proper signification of the word sacrament?

1) 성례라는 단어가 옛날에 쓰였던 원래 의미는 군대의 맹세인데, 그것을 통해 장군은 자신이 그의 병사들에게 
신실할 것을 약속하며, 병사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장군에게 신실한 관계를 맺었다.
The proper signification of the word sacrament, as it was of old used, is a military oath, whereby the general did 
oblige himself to be faithful unto his soldiers, and the soldiers did engage themselves to be faithful unto their 
general.

2. 성경 어느 곳에도 성례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례가  성례라고 불리는가? 
Why are any of Christ’s ordinances called sacraments, when we do not find the word sacrament used in any place of the 
Holy Scriptures?

1 마 Matt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Matt 26:26-28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Mark 14:22-25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Luke 22:19-20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전 1 Cor 1:22-26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 갈 Gal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전 1 Cor 10:16-17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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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처럼 성례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성례와 삼위일체와 
다른 말들이 가리키는 것들은 성경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lthough the word sacrament be not used in the Scripture, any more than the word Trinity, yet, because the things 
signified by Sacrament and Trinity, and other words, are in the Scriptures, therefore we may lawfully make use of 
such words.

3. 성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hing signified by the word sacrament?

1) 성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인침인데 그것에 의해 주님이 자신을 묶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에게 
진실하며 신실하도록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다.
The thing signified by the word sacrament is a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whereby as the Lord does oblige 
himself to fulfill the promise of the covenant unto us; so, by our receiving this seal, we oblige ourselves to be the 
Lord’s, and to be true and faithful unto him.

4.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규례인가? 
Whose ordinance is the sacrament which we are to make use of?

1)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성례는 사람이 제정하고 정한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며, 교회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규례들과 성례들을 정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The sacrament which we are to make use of is an ordinance, not of man’s institution and appointment, but a holy 
ordinance of Christ’s institution and appointment, who, being the only King of the Church, has alone authority to 
appoint holy ordinances and sacraments.

5. 성례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가? 
How many parts are there in a sacrament?

1) 성례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There are two parts in a sacrament – 

a. 외형적인, “깨닫는(알게 하는) 표”들과
The outward sensible signs.

b. 표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
The things signified by the signs.

6. 성례의 알게 하는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은 어떻게 다른가? 
How do the sensible signs and the things signified, in a sacrament, differ?

1) 성례의 알게 하는 표들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알게 하는 표는 이해와 믿음의 대상이며
외형적인 표로 표시된다. 
The sensible signs and the things signified, in a sacrament, do differ, as the sensible signs are an object of the 
understanding and faith, being represented by the outward signs.

7. 성례의 알게 하는 표는 어떤 표들인가? 
What kind of signs are the sensible signs in a sacrament?

1) 성례의 알게 하는 표들은 새벽이 다가오는 날의 표이거나 연기가 불의 표인 것처럼 자연적인 표가 아니다. 
그것들은 임의로 정해진 표들이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표들이다.
The sensible signs in a sacrament are not natural signs, as the dawn of the morning is a sign of the approach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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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 s smoke is a sign of fire; but they are arbitrary signs, and by the appointment, not of men, but of Jesus Christ.

2) 그것들은 단순히 의미하거나 표시하는 표가 아니라 더불어 보여 주며, 전달하며, 적용하는 표들이다. 약속에 대한 
인침 또는 유언장으로서, 그것을 약속하고 유언하는 이의 뜻을 의미하며 그 안에 약속되고 묶여진 것들에 대한 
권리를 보여 주며, 전달하며, 확인하며, 적용한다. 목사가 성례의 의식에서 표들과 외형적인 요소들을 베풀 때, 
주님은 그 의미되는 것들을 합당하게 받는 이들에게 베푸시고 전달하신다.
They are not bare signifying or representing signs, but withal exhibiting, conveying, and applying signs; as a seal 
unto a bond, or last will and testament, does both signify the will of him whose bond or last will and testament it is,
and does exhibit and convey, confirm and apply, a right unto the things promised and engaged therein. When the 
minister does give forth the signs or outward elements, in the sacramental actions, the Lord does give forth and 
convey the things signified unto the worthy receivers.

8. 성례의 외형적인, 알게 하는 표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things signified by the outward sensible signs in a sacrament?

1) 성례의 외형적인, 알게 하는 표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이다.
The things signified by the outward sensible signs in a sacrament, are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9.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에 대한 성례의 용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use of a sacrament, in reference unto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1)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에 대한 성례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The use of a sacrament, in reference unto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is – 

a.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To represent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i. 창 Genesis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b.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To seal and apply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i. 롬 Romans 4: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누구에게 표시하여 인쳐 적용하는가? 
To whom does a sacrament represent, seal, and apply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1)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표시하고 인쳐 적용할 때 그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만 한다. 믿음은 영혼의 눈으로서, 성례 안에 표시된 것들을 인식하고, 믿음은 또한 영혼의 
손으로서, 성례 안에 인쳐지고 보여진 것들을 받게 한다.
A sacrament does represent, seal, and apply Christ, and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not unto all that partake 
thereof, but unto believers only; faith being the eye of the soul, to discern the things represented, and the hand of 
the soul, to receive the things sealed and exhibited in the sacra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