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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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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6.   주의 성찬의 정의   The Definition of the Lord’s Supper - 2  

Q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What is the Lord’s Supper?

A.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1].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2].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1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2. 주의 성찬의 성례에서 외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outward actions in this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1) 이 주의 성찬의 성례에서 외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The outward actions in this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 

a. (집행하는) 목사는 성례의 요소를 축복하며, 제정하는 말씀을 읽으며 구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한다. 또한 빵을 들어 나누고,  잔을 들며, 우리 구주께서 이 성례를 처음 제정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읽고 빵과 포도주를 회중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On the minister’s part, are, his blessing the elements, and setting them apart for this sacramental use by 
reading the words of the institution, with thanksgiving, and prayer unto God for his blessing; his taking the 
bread, and breaking it; his taking the cup, and distributing both the bread and wine unto the people, in the 
words of our Savior, when he first did institute the sacrament.

b. 회중의 외적 행위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On the part of the people, the outward actions are, their taking the bread and wine, and eating the one and 
drinking the other.

13. 이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What are signified and represented by the bread and wine in this sacrament?

1) 이 성례에서 빵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다.
By the bread and wine in this sacrament are signified and represented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a. 고전 1 Corinthians 11:24, 25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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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26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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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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 성례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화체하여 바뀌지 않는가? 우리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Is not the bread in this sacrament transubstantiated and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when our Savior tells his 
disciples expressly, “This is my body”?

1) 이 성례에서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화체하여 바뀌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이며 
상징일 뿐이다.
The bread in this sacrament is not transubstantiated and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but is only a sign and 
representation of Christ’s body.

15.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the bread in this sacrament is not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1)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주장으로 증명될 수 있다.
That the bread in this sacrament is not turned unto the real body of Christ, may be proved by divers arguments.

a. 주장 1. 감각적으로 보나 이성적으로 보나 빵이 구별된 후에 그 전에 있던 대로 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Arg. 1. It is evident, both unto sense and reason, that the bread, after consecration, remains bread as it was 
before.

i. 감각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빵의 수량이나 크기가 그대로 있고, 빵의 모양도 그대로이고, 빵이 위치한
공간과 장소도 그대로이며, 빵의 색깔, 맛, 냄새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성례의 빵은 (성례 중에) 
구별될 때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고 빵 그대로 있다는 것처럼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에 없다.
It is evident unto sense, the quantity or bigness of bread remains, the figure of bread remains, the locality 
or place of bread remains, the color, taste, and smell of bread remain; and nothing in the world is more 
evident unto sense than the bread in the sacrament, no alteration in the least, unto the sense, being made 
by its consecration.

ii. 이성적으로 볼 때도 분명한 것은 빵이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없으며 그것의 성질(accidents)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물은 그 본질(substance)을 
잃었고 그 색과 맛과 냄새와 다른 성질들(accidents)도 없어졌다. 그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포도주의 
색과 맛과 냄새와 포도주의 본질(substance)을 가졌다. 하지만 성례에서는 빵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다른 색이나 맛이나 모양이나 어떤 다른 성질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볼 때 빵의 본질 외에는
다른 본질이 있지 않다. 성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빵의 성질로 입혀서 그의 몸이 빵의 모양과 맛과 
색을 가진다고 말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은 불쾌하고 못나게 되며 그의 (현재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비천하게 하여 빵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빵의 성질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빵의 본질이 사라지고 그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그 자리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빵의 성질이 주체(subject)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이성적으로 가장 말도 안되고 
모순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빵의) 색과 맛과 모양을 감지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러한
색과 맛과 모양을 가질 수 없다. 그 자리에 이러한 성질들을 가진 다른 본질이 없다면, 이러한 색과 맛과 
모양을 가진 본질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하얀 색을 띠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달콤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의 덩어리가 있고 조각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것이다. 이성적으로 볼 때 빵의 본질도 그대로 남고 빵의 성질들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분명하다.
It is evident unto reason that the bread cannot be turned unto another substance, and the accidents not to 
be at all changed or altered. When our Savior turned water into wine, the water, as it lost its substance, so 
also it lost its color, taste, smell, and other accidents; and the wine made of water, had the color, taste, and 
smell of wine, as well as the substance of wine: but in the sacrament there is no other color, taste, figure, or
any accident, out of bread; and therefore, in reason, there is no other substance but of bread. In the 
sacrament we must either clothe the body of Christ with the accidents of bread, and say that his body 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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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figure, taste, and color, as the bread is, which would render him ill-favored, ill-shapen, and debase 
his body (so glorious now in heaven) into the likeness of bread, which is such an absurd blasphemy that 
none will affirm; or else, if the accidents of bread cannot be attributed unto Christ’s body, and yet the 
substance of bread be gone and the substance of Christ’s body come into its room, then the accidents of 
bread do exist without a subject, which is most absurd and contradictory to reason. We perceive by our 
senses such a color, taste, and figure: it cannot be the body of Christ that is of such a color, taste, and 
figure; and if there be no other substance in the room that has these accidents, hence it follows, that it is 
nothing which has this color, taste, and figure; and that in the sacrament, there is a white nothing, a sweet 
nothing, a loaf of nothing, a piece of nothing, which is a ridiculous absurdity. Nothing is more evident 
unto reason, than that the substance of the bread remains unchanged, while the accidents remain 
unchanged.

b. 주장 2.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면, 모든 성례들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수가 많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조각들이 모두 하나이고 같은 몸이라고 해야 한다.
Arg. 2. If the bread in this sacrament be turned unto the real body of Christ, then either there are so many 
bodies of Christ as there are pieces of bread eaten in all sacraments, or else they are all one and the same body.

i. 모든 성례들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몸의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수천 개, 수백만 개의 몸을 가진 괴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느 
목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되거나 하나님은 빵이 
구별되는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셋째로, 이것은 그리스도는 한 분 뿐이라는 
유일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로, 한 몸 외에 다른 그리스도의 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몸이 될 
수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 될 수 없다. 다섯째로 그가 하늘에 가지고 계신 몸 외의 모든 몸들은 
영혼이 없을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기에 전혀 효력이 없거나 성례에서 섭취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생명이나 은혜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성례에서 사람들이 먹는 빵 조각만큼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 수는 없다.
It cannot be that there should be so many bodies of Christ as there are pieces of bread eaten in all 
sacraments; because, first, Christ would then be a monster with many thousands, yea, millions of bodies. 
Secondly, It would lie in the power of any minister to make as many bodies of Christ as he pleased, or that 
God should be bound to work a miracle every time the bread is consecrated. Thirdly, this cannot consist 
with Christ’s unity. Fourthly, none of Christ’s bodies, but one, would be the body which was born of the 
Virgin Mary, and that died upon the cross. Fifthly, all these bodies, but the one he has in heaven, would be
without a soul, and so altogether insufficient to save the soul, or to confer any spiritual life or grace by the 
feeding upon them in the sacrament. Therefore it cannot be that there should be so many bodies of Christ 
as there are pieces of bread eaten in all sacraments.

ii. 또한 성례의 빵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같은 몸이 될 수도 없다. 만일 그렇다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은 보여지는 동시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된다: 하늘에서는 보여지고 성례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된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같은 몸은 동시에 여러 다른 장소에 존재하게 된다. 하늘과 
땅의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이자 같은 몸이 
수천 개의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성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것이 없는 곳에 그것이 있다고 하며 그것이 있는 곳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말도 안되는 모순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은 성례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성례 가운데 
있다면 하늘에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한 곳과 또 다른 장소에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무한하여서 여러 다른 장소에
함께 존재할 수도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의 몸은 더이상 몸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있고 성례에는 
있지 않다.
Neither can it be one and the same body of Christ which the bread in the sacrament is turned into: for 
then it would follow, first, That Christ’s body is both visible and invisible: visible in heaven, and invisible 
in the sacrament. Secondly, That one and the same body of Christ is present in divers places at the same 
time, in heaven and in divers places of the earth; and to say that one and the same body, which is 
circumscribed by one place, is at the same time present in a thousand other places, is abhorrent unto all 
reason: and it is in effect to say It is where it is not, and is not where it is, which is an absurd contradiction.
If Christ’s body be in heaven, it is not in the sacrament; if it be in the sacrament, it is not in heaven. 
Christ’s body is not divided, and so by parts in one place and in another at the same time; neith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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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s body infinite, and so present in divers places together, as God is present; for then his body would 
cease to be a body: therefore Christ’s body cannot be in divers places together; therefore, being in heaven, 
it is not present in the sacrament.

c. 주장 3.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뀐다면, (사람이) 그것을 먹은 후에는 그것은 하늘로 
돌아가거나 (하지만 그것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아니면 그것을 먹은 사람과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몸의 본질로 변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악하다면, 이 같은 
몸들이 부활할 때 그것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은 시궁창으로 
빠져 부패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의 화체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해야 한다.
Arg. 3. If the bread in the sacrament be turned unto the real body of Christ, then, after the eating of it, either it 
returns to heaven (which it cannot do, because it is there already), or else it remains with them that eat it; and 
if so, then Christ’s body in part would be turned into the substance of our bodies; and if we are wicked, when 
these same bodies are raised, it would be tormented for ever in hell; part also of Christ’s body would go into 
the draught, and be subject to corruption; either of which to affirm is most horribly blasphemous: therefore 
the Popish tenet of transubstantiation is to be abominated by all Christians.

d. 주장 4. 이 성례의 빵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면, 성례의 본질(nature)과 목적(end)이 파괴될 
것이다. 성례의 본질은 표징이며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둘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성례는 그것의 표징이자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면 그것이 거기 있는 것이 된다.
Arg. 4. If the bread in this sacrament were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both the nature and end of the 
sacrament would be destroyed. The nature of the sacrament is to be a sign, the end of it is to be a remembrance
of Christ; both which suppose Christ's body to be absent, which this sacrament is a sign and remembrance of: 
whereas, if the bread were turned unto Christ’s body, it would be present.

e. 주장 5. 이 성례에서 섭취되는 것은 빵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라고 하지 그리스도의 이 몸을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6-
28). 이 성례에서 섭취되는 것이 빵이라면 그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지 않는다.
Arg. 5. It is bread which is eaten in this sacrament, and not the body of Christ; and so it is termed by the 
apostle. “As often as ye eat this bread;” not this body of Christ. “Whosoever shall eat this bread unworthily,” 
etc.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at bread.” – 1 Corinthians 11:26, 28. And if it be bread 
which is eaten in this sacrament, surely the bread is not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