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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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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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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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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주의 성찬에서 가장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는가? 

How many things are most considerable in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에서 가장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여덟 가지가 있다:
There are eight things most considerable in the Lord’s supper –
 
a. 그것의 본질 The nature of it.

b. 그것의 저자 The author of it.

c. 외적 요소와 행위들 The outward elements and actions.

d. 내적 신비 또는 의미되는 것들 The internal mysteries, or the things signified.

e. 그것의 대상, 또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The subject of it, or the persons that have right to receive it.

f. 그것이 받야져야 하는 방법 The manner how it is to be received.

g. 그것의 유익들 The benefits of it.

h. 그것의 목적 The end of it.

2. 주의 성찬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What is the Lord’s upper as to the nature it?

1) 주의 성찬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성례이며 인침인데, 그 안에서 세례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무가 갱신되고 확인된다.
The Lord’s supper, as to the nature of it, is a sacrament and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wherein the mutual 
obligations, both on God’s part and on our part, which are made in baptism, are renewed and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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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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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 성찬의 저자는 누구신가? 
Who is the author of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은 성례인데,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정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다.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not of man’s invention, but our Lord Jesus Christ is the author of it; and it is of his
appointment and institution.

a. 고전 1 Corinthians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4. 주 예수께서 언제 이 만찬의 성례를 제정하고 정하셨는가? 
When did the Lord Jesus institute and appoint this sacrament of his supper?

1) 주 예수께서는 그의 만찬의 성례를 그가 배반 당하시던 같은 밤에 제정하시고 정하셨다.
The Lord Jesus did institute and appoint this sacrament of his supper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a. 고전 1 Corinthians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 밤이었던 이유는 그 성례가 유월절을 이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었고, 그 밤이 예수께서 배신 당하시던 같은 밤인
것은 그것이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It was at night, because it was to succeed and come in the room of the passover: it was the sam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because it was to be a commemoration of his death.

5.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례를 밤에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구주께서도 밤에 처음 제정하시고 집행하셨으며 
사도들도 밤에 처음 받지 않았는가? 
Are not Christians bound to receive this sacrament at night, when our Savior did first institute and administer it, and 
the apostles did first receive it at night?

1) 만일 이 성례를 밤에 받았던 본을 따라야 한다면, 다른 것도 따라야 할 것이다: 성찬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처럼 
다락방에서 받아야 하며, 열두 명만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들이 밤에 성찬을 받았던 모습 그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그 때 유월절을 먹어야 했다. 사실 성찬을 받는 시간은 상관 없는 것이지만, 정오가 성찬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시간으로 보여진다. 그 때 몸과 마음이 보통 가장 덜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며 성찬을 받기에 
가장 좋은 마음 자세를 취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며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We are no more bound from this example to receive this sacrament at night, than we are bound to receive it in an 
upper room, and but twelve in company, which was the practice in the first institution. We have not the same 
reason for receiving it at night as the apostles had, who were then to eat the passover before: and although the time 
of receiving it be an indifferent thing, yet the noon (the time when our Savior gave up the ghost) seems to be the 
most suitable time for the receiving of it; especially since at that time both body and mind are ordinarily in the best
disposition for receiving it with the greatest activity, and the least faintness and weariness.

6. 이 성례는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In what posture should the sacrament be received?

1) 음식을 먹는 자세가 가장 단정해 보이고 불경건하지 않아 보인다. 식사 시간에 그리스도 자신도 함께 하셨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집행하셨다.
The table posture seems to be the most decent, and not to be esteemed irreverent, when Christ himself was present 
and did so administer it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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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 성찬의 성례는 누구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가? 
By whom is the sacrament of the Lord’ supper to be administered?

1) 주의 성찬의 성례는 또 다른 성례인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규칙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의 직분으로 
부름 받고 세워진 사람들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러한 사람들만 천국의 넓은 
인치심을 나타내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as also the other of baptism, is to be administered by none but such as are the 
ministers of Jesus Christ, called and installed in this office, according to the Scripture rule: such are Christ's 
ambassadors; and none but such have authority to exhibit or apply the broad seals of the kingdom of heaven.

8. 주의 성찬의 외적 표지와 요소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outward signs and elements in the Lord’s supper?

1) 주의 성찬의 외적 표지와 요소는 빵과 포도주이다.
The outward signs and elements in the Lord’s supper are bread and wine.

9. 주의 성찬에는 어떤 빵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What bread is to be used in the Lord’s supper?

1) 교황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얇은 제병이 아니라 보통 빵이 사용될 것이며 흰 빵이 가장 단정하다.
Ordinary bread is to be used, and not wafers, after the manner of the Papists; and it is most decent that it be white 
bread.

10. 주의 성찬에는 어떤 포도주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What wine is to be used in the Lord’s supper?

1) 모든 종류의 포도주가 주의 성찬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마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어떤 종류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짙은 빨간색이나 옅은 빨간색 포도주가 가장 
합당해 보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생동감 있게 상징한다.
Any kind of wine may be used in the Lord’s supper. We read that Christ drank of the fruit of the vine with his 
disciples, but what sort of wine is not said; yet it seems most suitable, and most lively to represent the blood of 
Christ, when the wine is of a red color, such as tent or claret wine.

11. 주의 성찬을 받는 모든 이가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는가? 
May and ought all that receive the Lord’s supper to receive it in both elements, the bread and the wine too?

1) 주의 성찬을 받는 모든 이는 빵과 포도주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례를 받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는 지시를 볼 때 분명하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잔과 빵을 함께 다루며 성찬을 받는 모든 이에게 속한 것으로 가르친다.
All that receive the Lord’s supper may and ought to receive it in both elements, the bread and also the wine. This is 
evident from the directions which the apostle does give unto the Corinthians in general about the receiving this 
sacrament, wherein he joins the cup and the bread together, as belonging to all that did rece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