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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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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3.   신약의 성례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Q93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Which are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1] 성찬이다[2].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are, baptism,1 and the Lord’s Supper.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교회에서 어느 때에라도 신약의 성례 외에 다른 성례가 있었는가? 

Were there ever any other sacraments used in the Church besides those of the New Testament?

1)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성례들이 사용되었으며 신약 시대의 성례는 아니었다.
Formerly, under the Old Testament, there were other sacraments of use amongst the Jews, and not those of the 
New Testament.

2.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쓰였던 보통의 성례는 무엇이었는가? 
What were the ordinary sacraments of common use among the Jews under the Old Testament?

1) 구약의 유대인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쓰였던 보통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취소되고 폐지되었으며 복음 아래 교회에서는 더이상 쓰여서는 안된다.
The ordinary sacraments of common use amongst the Jews under the Old Testament, were circumcision and the 
passover; which, since the coming of Christ, are abrogated and abolished, and are no more to be used in the 
Church under the gospel.

3. 복음 아래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신약의 성례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acraments, then, of the New Testament, which are to be used in the Church under the gospel?

1) 복음 아래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신약의 유일한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할례 
대신 쓰이며 입교를 위한 것이요, 성찬은 자주 받는 것으로 유월절 대신 쓰이며 양식을 공급받기 위함이다.
The only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which are to be used in the Church under the gospel, ar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 baptism, which is to be received but once, instead of circumcision, for initiation; and the Lord’s
supper, which is to be received often, instead of the passover, for nutrition.

4. 신약의 성례의 수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doctrine of the Papists concerning the number of the sacraments of the New Testament?

1) 성례의 수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교리는 신약 아래에 일곱의 성례가 있다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성체)에 견진
(입교), 고해, 성품(신품/성직자 안수), 혼인, 병자(종부)성사를 추가한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혼인과 안수) 
사용되어야 하나 그중 어느 것도 미신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그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성례로 
제정하셨다는 증거가 없고, 그중 어느 것도 은혜언약의 인침이 아니며, 그러므로 성례가 될 수 없고 단지 
교황주의자들의 덧붙임일 뿐이다. 그로 인해 그들이 형상 숭배하는 것에 반대되는 제 이 계명을 십계명에서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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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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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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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제도에 그렇게 더하거나 빼는 것은 교황주의적인 
공의회들의 그 어떤 파문 당함과 저주 받는 것도다 더욱 심각한 저주 아래 놓인다.
The doctrine of the Papists concerning the number of the sacraments is, that there are seven sacraments under the 
New Testament. Unto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hey add confirmation, penance, ordination, marriage, and 
extreme unction: which, though some of them are to be used, namely, marriage and ordination, yet none of them 
in their superstitious way; none of them have the stamp of divine institution, to be used as sacraments; none of 
them are seals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therefore they are no sacraments, but Popish additions, whereby they 
would seem to make amends for their taking away the second commandment out of the decalogue, as contrary to 
their image-worship; whereas both such as add and such as take away from God’s laws and institutions are under a 
severer curse than any of the anathemas and cursed of the the Popish councils.

a. 계 Revelation 22:18, 19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