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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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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9 –   말씀   The Word  

Q89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to salvation?

A.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하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효력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The Spirit of God makes the reading, but especially the preaching of the Word, and effectual means of convincing and 
converting sinners, and of building them up in holiness and comfort, through faith, unto salvation.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효력이 있는 주님의 규례 또는 정하심은 무엇인가? 

What is the ordinance or appointment of the Lord, in reference unto the Word, that it may be effectual unto salvation?

1)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효력이 있는 주님의 규례 또는 정하심은 다음과 같다:
The ordinance or appointment of the Lord, in reference unto the Word, that it may be effectual unto salvation, is – 

a.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다.
That we read the Word.

i. 신 Deuteronomy 17: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ii. 요 John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b.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That we hear the Word preached.

i. 사 Isaiah 55: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ii. 고전 1 Corinthians 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 느 Neh 8:8-9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행 Acts 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롬 Rom 10:14-17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딤후 2 Tim 3:15-17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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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가?
How is the Word made effectual unto salvation?

1)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데, 먼저 죄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은 다음을 위한 
수단이다:
The Word is made effectual unto salvation, First in reference unto sinners and ungodly, as the Word is a mean – 

a. 그들로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 후회하게 한다.
To convince them of sin, and to affect them with remorse for it.

i. 고전 1 Corinthians 14:24, 25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ii. 히 Hebrews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iii. 행 Acts 2: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b. 그들을 죄로부터 회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게 연합하게 한다.
To convert them from sin, and join them into Christ and his people.

i. 시 Psalm 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ii. 행 Acts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iii. 행 Acts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iv. 행 Acts 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v. 엡 Ephesians 4:11-13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3.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거룩함 안에 세우는가? 
How does the Word build up the saints in holiness?

1)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성도를 거룩함 안에 세운다:
The Word does build up the saints in holiness – 

a.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깝게 만들고 그들 안에서 모든 은혜가 자라게 하는 수단이다.
As it is a mean to work them into a greater conformity unto the image of God, and to cause an increase of 
every grace in them.

i. 고후 2 Corinthians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ii. 벧전 1 Peter 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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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점점 더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갖추게 한다.
As it does reprove, correct, instruct in righteousness, and thereby perfect them more and more, and fit them 
for good works.

i. 2 Timothy 3:16, 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c. 영혼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점점 더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수단이다. 
As it is a mean of pulling down strongholds in the soul, and more and more subduing all thoughts and 
affections unto the obedience of Christ.

i. 고후 2 Corinthians 10:4, 5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d. 성도들을 마귀의 유혹과 자신의 부패함에 대적하도록 강건하게 하는 수단이다.
As it is a mean to strengthen the saints against the temptations of the devil and the corruptions of their own 
hearts.

i. 엡 Ephesians 6:13, 17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ii. 마 Matthew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iii. 시 Psalm 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e.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들과 도에 세우고 오류와 유혹에 대적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는 수단이다.
As it is a mean to establish the saints in the truths and ways of God, and to strengthen them against error and 
seduction.

i. 롬 Romans 16:25-27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ii. 엡 Ephesians 4: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위로 안에 세우는가? 
How does the Word build up the saints in comfort?

1) 말씀은 성도를 다음과 같이 위로 안에 세운다:
The Word does build up the saints in comfort – 

a. 용서와 영생의 약속들 같이 가장 뛰어난 위로의 근거들을 알리고 밝히 보여준다.
As it does reveal and hold forth the chiefest grounds of comfort, such as the promises of pardon and eternal 
life.

i. 사 Isaiah 40:1, 2  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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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요일 1 John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b. 성령의 가장 달콤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영혼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As it is the means of conveying to the soul the most sweet and unutterable joy of the Holy Spirit.

i. 살전 1 Thessalonians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5. 말씀이 그 자체에 있는 어떤 덕이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Is the Word effectual unto salvation by any virtue or power in itself?

1) 말씀 자체에 있는 어떤 덕이나 능력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게 한다.
The Word is not effectual unto salvation by any virtue or power in itself, but by the operation of the Spirit of God, 
in and by the Word.

a. 고후 2 Corinthians 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있게 역사하는가? 
How does the Word work effectually unto salvation?

1) 말씀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있게 역사한다.
The Word does work effectually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a. 살전 1 Thessalonians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b. 롬 Romans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