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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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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4, 85 – 죄의 보응을 피하는 길 The Ways to Escape the Recompense for Sin

Q84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What does every sin deserve?

A.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1].
Every sin deserves God’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1

Q85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What does God require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A.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2]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
(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3].
To escape the wrath and curse of God, due to us for sin, God requires of us faith in Jesus Christ, repentance unto life,2 
with the diligent use of all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God’s wrath and curse, which every sin does deserve?

1)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모든 죄가 받아야 마땅한 보응인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시는 모든 형벌이다.
By God’s wrath and curse, which every sin does deserve, are meant all those punishments which God in his wrath 
has threatened to inflict upon sinners for their sins.

2.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내리겠다고 위협하신 형벌은 무엇인가? 
What are those punishments which God in his wrath has threatened to inflict upon sinners for their sins?

1 마 Matt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갈 Gal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엡 Eph 5: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약 James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2 막 Mark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행 Acts 20: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3 행 Acts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고전 1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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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Col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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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내리시겠다고 위협하신 형벌은 금생에서는 여기서 받는 
모든 현세적, 영적 심판이고 내생에서는 지옥의 형벌인데 문답 19 번의 답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The punishments which God in his wrath has threatened to inflict upon sinners for their sins, are either in this life, 
such as all temporal and spiritual judgments here; or in the life which is to come, such as the punishment of hell; of 
both which we have seen before in the explication of the nineteenth answer.

2) 소요리문답 WSC Q19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What is the misery of that estate whereinto man fell?

A.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에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All mankind by their fall lost communion with God, are under his wrath and curse, and so made liable to all the 
miseries in this life, to death itself, and to the pains of hell forever.

3. 모든 죄가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가? 
Does every sin deserve God’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1) 모든 죄는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무한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지은 것이며, 그의 공의는 무한한 보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죄인들이 
어떤 현세적 형벌을 피한다면, 그들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으며, 그것만이 오직 만족시키는 형벌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신 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말이다.
Every sin does deserve God’s wrath and curse, both in this life and that which is to come, because every sin is 
committed against an infinitely holy and righteous God, and his justice does require infinite satisfaction; and if 
some sinners do escape some temporal punishments, they cannot escape the eternal punishment of hell, which is 
the only satisfying punishment, unless they have an interest in the satisfaction made by Christ.

a. 갈 Galatians 3: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b. 마 Matthew 25: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는가?
How many things does God require of us to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1)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God requires three things of u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due to us for sin – 

a.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Faith in Jesus Christ.

b.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Repentance unto life.

c.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The diligent use of all the outward means whereby Christ communicates to us the benefits of redemption.

5.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Why does God require of us faith in Jesus Christ,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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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전가하시는 의에 분깃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God requires of us faith in Jesus Christ to escape his wrath and curse, because by faith in Jesus Christ we have an 
interest in Jesus Christ and his imputed righteousness, and the promise he has made of remission and salvation 
unto us.

a. 빌 Philippians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b. 행 Acts 10: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c. 엡 Ephesians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6.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Why does God require of us repentance unto life,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1)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은 믿음에 동반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God requires of us repentance unto life,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because the promise of 
forgiveness of sin is made to repentance, as a concomitant of faith; and it is not for God’s honor to pardon and save 
any that go on still in their trespasses.

a. 행 Acts 3:19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낫게 한 후 선포한 내용 중에 한 
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b. 행 Acts 20:21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중에 한 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7.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왜 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시는가? 
Why does God require of us the diligent use of all outward means, that we may escape his wrath and curse?

1)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 모든 외적 방편을 힘써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방편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으나, 방편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후에는 
구속과 구원의 유익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God does require of us the diligent use of all outward means to escape his wrath and curse, because although God 
could save without means, yet it is his will to appoint means, which, having his institution, we cannot expect the 
benefits of redemption and salvation should be communicated to us any other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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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행 Acts 8: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