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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 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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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 첫번째 질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그리고 소요리문답은)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28 성경(혹은 소요리문답)과 무신론자/ 유물론자는 가지고 있는 전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솔찍히 나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어느쪽이 더 동의가 됩니까? 

 

 

 

29 세상이 “그저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내 입장에서 좋은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을때 결과) 

 

 

 

30 질문에 “주된 chief”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1. 옆사람과 함께 소요리문답 1 번을가지고 질문과 답하기를 돌아가며 해봅시다. 

 

 

2. 누가복음 12:16-21 을 같이 읽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의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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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 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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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책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기존의 나의 이해와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종교가 강조하는 권선징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33-

34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매우 당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5 기독교가 내세를 말하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세상일을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직장도 

포기하고, 살림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빠져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된 목적과 그밖에 수단화 시킬수 있는 

작은 목적들을 하나의 범주에 놓고는 우선순위를 비교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택일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자세인 것으로 잘못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식의 사고를 하나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36 사람의 여러가지 다른 목적들과 궁극적인 목적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의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우리 삶을 통하여 (              )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38 2.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마음을 다하여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39 39page 에 그림을 보며, 기독교와 다른종교의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40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왜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41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것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두게 되면, 시험은 단지 시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목적들을, ‘이것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다’라고 상대화할수 있으면, 만약 

그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완전히 좌절하거나 아주 낙심하지 않고 재도전 하거나 또 다른 길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이란 여러 길중의 하나일 수 있으며, 한쪽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또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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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2 문.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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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에서 물어본 것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              )인지이고, 2 문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는 (               )을 물어보는 것이다.  

 

2 문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지시하시는 (        )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      )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                       )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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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규칙(the only rule)이라는 것은 소요리문답의 또다른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 

지십니까? 

 

 

51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와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는 각각 무엇입니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52 – 

53 

지금까지 내용에 비춰볼때, 역사가운데 많은 성인들과, 정말 착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인생의 (         )과 거기에 

도달하는 (           )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2- 53page 의 질문들과 답을 읽고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54 양심과 도덕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양심과 도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55 1 문과 2 문은 전체의 전제이며 이것에 동의가 안되면 더이상 나아갈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동의가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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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 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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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은 (               ), 2 문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        ), 3 문은 그 규칙의 (         )  

 

이 세번째 문답을 통해 소요리문답은 크게 둘로 나뉘어 집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1-38문) -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 

    1) _____(1-3) – 인생의 목적과 성경 

    2) _____(4-12) –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3) _____(13-20) –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 

    4) _____(21-28) –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5) _____(29-36) –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 

    6) _____(37-38) – 사람의 죽음과 부활 

* (1-7: 적합한 것을 넣으세요!) 기독론, 신론, 교회론, 종말론, 인간론, 서론, 구원론  

 

2. ____________________(39-107문) 

    7) _____ 

         a) 율법과 십계명(39-81) 

             ㄱ. 하나님 사랑(45-62) 

             ㄴ. 이웃 사랑(63-81) 

         b) 믿음과 회개(82-87) – 구원론과 연결 

         c) 은혜의 수단(88-107) 

             ㄱ. 은혜의 세가지 수단(88): 말씀, 성례, 기도 

             ㄴ. 말씀에 대해(89-90) 

             ㄷ. 성례에 대해(91-97) 

             ㄹ. 기도에 대해(98-107): 주기도문 

 

믿는 내용과 삶의 실천은 어떤 관계안에 있습니까?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알아야 하고,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그분의 

성품에 감동할수 있고, 그분이 하신일에 감사할수 있으며, (                   ) 따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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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4 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 있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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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1-3 문을 기초로하여 소요리문답의 큰 뼈대를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소요리문답 1 부를 다시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수 있는지 적어봅시다. 

 

 

69-

71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데 who 가 아닌 what 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책에 의하면 이것은 어떤 원리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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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page 에 나온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외워봅시다.  

 

 

74 하나님의 잘못된 관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 

 

2)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념은 어떻게 얻어질수 있습니까?  

 

75 적응계시가 무엇입니까? 

 

 

76 창조전에 하나님은 외로우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가요? 이에대한 정확한 답은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학 정리 –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처럼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을 1.(          )속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한성과 영원성과 불변성처럼 하나님께는 해당되지만 사람에게는 없는 속성을 2.(           )속성이라고 합니다. 

1.(         ) 속성 

    1) 존재(being)        2) 지혜(wisdom)      3) 권능(power) 

    4) 거룩(holiness)    5) 공의(justice)         6) 선함(goodness)      7) 진실(truth) 

2.(           )속성 

    1) 무한성(infinity)     2) 영원성(eternity)  3) 불변성 (un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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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5 문.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신가요?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뿐이십니다. 

WSC 6 문.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 삼 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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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을 찾으며, 만들어 내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을 찾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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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신격(Godhead)”이란 무엇입니까? 

 

“위격(Persons)”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Godhead)은 (                      )이나, 위격(Persons)은 (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               )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고, (                   )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입니다.”  

84-

85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성부 –   

성자 –   

성령 –   

 

“그러나 이러한 역할로 세분이 각자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                                       ),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대하여 

우리가 가져야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떤면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 머리로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만약 삼위일체가 우리 머리로 

시원하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벌써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더이상 하나님이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                                          )은 알아야 합니다.”  

86-

87 

책을 읽고 삼위일체에 잘못된 이해들을 각자의 표현으로 정리해봅시다.  

삼신론 –  

 

단일신론 –  

 

87 페이지를 읽고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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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7 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WSC 8 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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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7 문. 하나님의 작정] 

저자는 “하나님의 작정은, 곧 목적이자 계획이며 실행도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우리의 의논에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됩니까? 

 

“하나님의 작정에는 다른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작정하시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와 지혜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뜻만이 작정의 유일한 동기입니다.”[소요리문답, 삶을읽다, 정요석] 

97-98 “뜻(will)”과 “계획(counsel)”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작정(decrees)”과 “예정(predestination)”은 어떻게 다릅니까? 

 

99-101 “혹시 하나님께서는 거시적인 관점만 정하셨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지만 그 일에 간섭을 하지는 않는 분이 아닐까요?”  

–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      )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       )성을 놓친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는 1)(     )이고 우연의 반대는 2)(      )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1)(      )를 통해 제한하지 않고도 자기 뜻을 이뤄내시어 2)(       )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102-

104 

[8 문. 작정의 실행]  

작정은 시간창조 (    )에 있는 것이고, 실행은 시간창조 (     )에 있는 것입니다. 

[총정리] 

외워 

오시기 

바랍니다. 

 
 

1. 최고 목적은?(what?)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how?) 성경 

3.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믿음) -> 하나님(1-38)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4 문) 

                                                                                                                        하나님의 유일성 (5 문) 

                                                                                                                        삼위일체 하나님 (6 문) 

                                                                                              하나님의 사역     작정 (7-8 문)      – 시간 전 

                                                                                                                        창조 (9-10 문)    - 시간 속 

                                                                                                                        섭리 (11-12 문)  - 시간 속 

                                                하나님 -> 인간(의무) (3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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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9 문.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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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9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7-8 문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그 작정이 역사가운데 펼쳐짐에 있어서(실행)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둘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요한계시록 4:11).” 즉 창조는 하나님의 (        )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      )이 있고 (        )이 

있습니다. 

저자는 창조의 핵심 정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창조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110-

111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에 성경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112-

113 

창조론에 반대되는 철학적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발전된 이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화론과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자의 설명을 듣고 달라진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14-

119 

만물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두가지 해석은 무엇입니까? 

 

첫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대표적 개념으로는 유물론과 관념론이 있습니다. 둘을 이해한대로 설명해보세요. 

유물론 –  

관념론 –  

저자는 유물론과 관념론에 근거한 범신론의 공통된 전제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수있고, 그 

대답은 무엇일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만물의 기원에 대한 두번째 해석은 (                                      )로 창조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창조가 가능한 신은 

(                         )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해석모두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신론적 인생관과 창조론적 인생관은 (                     )이 있는지 없는지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         )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도록 하는 기초적인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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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0 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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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하나님의 창조사역중에 무엇이 가장 핵심입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                     )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                          )로 두시기 위함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     )입니다.  

 

122-

123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           ,           ,            )을 따라 그런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모습이 잘 안보이는 것은 

우리가(                 )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                          )입니다.  

124-

126 

[통치권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야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맡은자, 즉 

(                            )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                              )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귀한것을 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                                 )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보는 인간관과 우리의 인간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126-

127 

[남자와 여자에 대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사실이 중요한데 특별히 (                    )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이 강조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하나님 앞에서 (                         )을 고민해야 합니다. 가정의 목적은 

(                       )이 되어야 합니다.   

128-

133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고민해본적이 있습니까? 

 

 

131page 부터 나온 외계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해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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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1 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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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섭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그때 상황을 보며 대처하는 방식도 아니며, 마치 이미 다 이룬것 

과 같은 (                                    )에 의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8-

139 

섭리의 정의  

1) 보존하신다 – 만드신 분이 보존하는 것이고, 보존할때 (           )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다스리신다 –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직접 (                                              )는 의미입니다. 

섭리의 대상 = (                     ,                    )  

섭리의 방식 – 사람들은 다들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                )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섭리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140-

143 

책에서는 공리주의가 믿는 선, “최대다수, 최대행복”을 소개합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던 선의 기준, 혹은 세상사람들이 

믿는 선의 기준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존은, 너무당연하게 느껴 지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존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원자와 분자를 통해 이해해봅시다. (책을 읽을때 도움을 

드리기위해 그림을 넣었습니다.) 

(보충설명) 보존에 대한 이해 

원자 –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O – 산소) 

“원자핵을 쪼개본 결과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여러개의 전자가 있음” – 핵을 둘러싼 빈공간이 있다! 

분자 –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 (H2O) 

“분자 하나가 유지되는 것은 핵력과 전자기력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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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2 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때, 사람에 대해 무슨 특별한 섭리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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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5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생각해서 행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그때에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섭리란 (                    )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 조건은 (                                     )이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 바로 (                                       )입니다. 

(        )이 핵심이고, (                           )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결과물은 

(                   )입니다.  

146-

147 

1) with 라는 단어(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첫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을때 우리가 집중해야할 중요한 포인트는 (                                                )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에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피조물로서 (                   )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                                                                               ) 그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섭리는 아무것도 부족할것이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서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감격할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148 2) 완전한 순종이란? 

인간에게 순종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종교의 순종은 신과 deal 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곧 (            )입니다. 

 

149 3) 선악과 사건 

선악과에 대한 오해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이해할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149-

150 

4) 사망의 형벌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자는 육체의 죽음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담이 죽지 않는것과 순종의 결과로 받는 영생은 뭐가 다를까요?  

 

151-

155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앞에서 당황하는 친구들에게”라는 글을 잘 읽고 드는 질문이나 생각, 그리고 알게된 것을 

나눠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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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 (13-19 문) 

WSC 13 문(사람의 타락).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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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63 

잘 읽어보고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잘 생각나지 않는 부분은 그부분을 찾아서 다시한번 읽어봅시다. 

 

 

165- 

168 

(                   ) o 영원한 생명 

(                   ) o 죽음  

인간의 타락에 대해 각종 신화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타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묘사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배운 생명의 언약은, 인간이 (                                         )이었는데도 그 시험에 실패한 것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               )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또한 (                            ) 저지른 

죄입니다. 사탄은 (                     )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면 안됩니다. 아담은 우리와 비교할수 없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완벽한 복을 누리던 아담이 그런 죄를 

짓고,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은 (                           )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 짓고도 오래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은 어떤 (        )의 변화가 아니라, (          )이 달라진 것입니다.  

168-

171 

“어떻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              )하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인격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자신을 (                                    )로 만드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을 읽고 느낀것이나, 좋은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WSC 14 문(죄의 정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게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WSC 15 문(죄의 내용).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page STUDY GUIDE 

173 죄가 규정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기준에 어느정도 못 미칠때 죄라고 합니까? 

  

도덕 윤리는 (              )기준이나 이 기준은 (                 )기준입니다.  

174-

175 

 15 문에 나온대로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촛점을 둬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것은 하나님의 작정아래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역사의 지향점이 바로 (           )을 향한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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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람과 죄의 관계” 

타락전의 사람 

(Pre-Fall Man) 

타락후의 사람 

(Post-Fall Man) 

거듭난 사람 

(Reborn Man) 

영화된 사람 

(Glorified Man) 

Able to sin 

Able to not sin 

Able to sin 

Unable to not sin 

Able to sin 

Able to not sin 

Able to not sin 

Unable to sin 

죄를 짓거나  

안짓는 것이 가능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 

 

WCF 9 장: 자유 의지에 관하여 

1. 본성적 자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 자유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과 악을 향해 강요되지도 않고 본성의 어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는다. 

2. 무죄(無罪) 상태에서의 자유 의지 

사람은 그의 무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상태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可變的)이었다. 

3. 죄의 상태에서의 자유 의지 

사람이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 구원에 수반하는 모든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성적 사람은 그 선을 전혀 싫어하며 죄 안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회개하도록 

준비시킬 수 없다.  

4. 은혜의 상태에서의 자유 의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를 

본성적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남아 있는 부패성 때문에 

선한 일을 완전히 원하지 못하고 또한 선한 일만 원하지도 

못하고 악한 일도 원한다.  

5. 영광의 상태에서의 자유 의지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게 또 변함없이 

자유롭게 선만을 행하게 된다.  

 

WCF chapter 9: Of Free Will 

I. God has endued the will of man with that natural 

liberty, that is neither forced, nor, by any absolute 

necessity of nature, determined good, or evil. 

II. Innocence  

Man, in his state of innocency, had freedom, and 

power to will and to do that which was good and well 

pleasing to God; but yet, mutably, so that he might fall 

from it.  

III. Sin 

Man, by his fall into a state of sin, has wholly lost all 

ability of will to any spiritual good accompanying 

salvation: so as, a natural man, being altogether averse 

from that good, and dead in sin, is not able, by his own 

strength, to convert himself, or to prepare himself 

thereunto.  

IV. Grace 

When God converts a sinner, and translates him into 

the state of grace, He frees him from his natural 

bondage under sin; and, by His grace alone, enables 

him freely to will and to do that which is spiritually 

good; yet so, as that by reason of his remaining 

corruption, he does not perfectly, or only, will that 

which is good, but does also will that which is evil.  

V. Glory 

The will of man is made perfectly and immutably free to 

do good alone in the state of glory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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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6 문(죄를 지은 인류).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WSC 17 문.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18 문)와 비참함의 상태(19 문)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WSC 18 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page STUDY GUIDE 

177-

179 

[16 문] 

여러분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죄 지은 것이 우리와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아담의 (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가장 (              )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80-

181 

[17 문] 

아담의 타락이후 인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           )상태와 (            )상태아래 있으므로 사실은 사망의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1 번에 부합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이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182-

185 

[18 문] 

죄는 크게 두가지로 원죄(Original sin)와 자범죄(Actual sins)로 나뉘어집니다. 원죄는 세가지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세가지는 무엇입니까? 각각을 설명해 보세요.  

1) 

2) 

3)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범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를 인정하기 싫어서 죄의 근원이라고 평가하는 

요소들(변명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 문에서는 인간이 복된 인생을 살기위해 알아야하는 것으로 세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가지는 

무엇입니까?  

1)  

2)  

3)  

186 “인간의 타락에 대해 아는 것의 유용성”이라는 글을 읽고 생각나는 점을 나눠봅시다. 

 

 

187-

188 

타락전 아담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와 천사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189-

193 

순자의 성악설과 성경이 말하는 전적타락은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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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19 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page STUDY GUIDE 

195 19 문의 답을 영어로 보면 by 가 붙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통해 비참함의 원인이 설명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비참함의 원인입니까?  

 

 

이로인해 우리는 인간의 (                 )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안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96 비참함의 핵심내용 네가지는 무엇입니까? 

1.  

2.  

3.  

4.  

198 198page 를 잘 읽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적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199-

200 

재난이나 병이나 사고등 어려운 일들은, 성도와 불신자에게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전적타락”과 “완전타락”의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선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선함이 계속 유지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 201page 를 잘 읽고 나는 이런 고민을 한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런적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정리 인간의 상태 = 타락(fall)     죄악됨(sinfulness) = 원죄(아담의 죄책(의의 결핍) + 성품의 오염) + 자범죄 

                                         비참함(misery) =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 모든 비참함 + 죽음 + 영원한 지옥의 고통 

* 죄     죄책(guilt) 

            오염(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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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8. 중보자 그리스도 

WSC 20 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page STUDY GUIDE 

207 이 질문의 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하게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두가지를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두가지는 무엇이며, 그 두 가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08  저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타락에대한 해결책으로 20 문을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해결책을 (            ) 

강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                    ) 주신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는 (                     ) 존재로 영적인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09 저자는 주일성수를 말하면서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 주일을 온전히 쉰다는 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지금 

이 땅의 것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                   )이자 이미 천국백성된 자로서의 실천입니다…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 땅에서의 노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느끼는 (          )에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일성수에 대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해 나눠봅시다.  

 

 

210-

213 

선택과 유기를 읽고(211) 이 교리에 대해서 원래  생각하고 있던 부분과 새롭게 알게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주는가?(212-213) 

 

 

214 214 를 읽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라는 말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봅시다. 

 

 

215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의 변화입니까?  

 

 

중보란 무엇입니까? 

 

216-

219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를통해 알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 중에 일부를 버리셨다,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관점은 왜 잘못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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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은혜언약에서 중요한 점은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선택을 

우리가(             )는 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220-

222 

대부분 전도할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럴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할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223 저자는 무엇을 인정해야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믿고 회개하여 그 길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스토리”로 예수를 믿으면 

무슨 문제에 부딛히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내려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팔목을 붙잡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1. 최고 목적은?(what?)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how?) 성경 

3.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믿음) -> 하나님(1-38)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4 문) 

                                                                                                                        하나님의 유일성 (5 문) 

                                                                                                                        삼위일체 하나님 (6 문) 

                                                                                              하나님의 사역     작정 (7-8 문)      – 시간 전 

                                                                                                                        창조 (9-10 문)    - 시간 속 

                                                                                                                        섭리 (11-12 문)  - 시간 속 

                                                하나님 -> 인간(의무) (39-107)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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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21 문.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영원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page STUDY GUIDE 

227 227page 에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상태변화에 대하여 설명해봅시다.  

 

228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229-

231 

예수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모든것을 성취하신 이후인 지금도 하늘에까지 가셔서 그 인성을 입고 계실까요? 

 

232 저자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체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WSC 22 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page STUDY GUIDE 

236 “참몸과 이성적인 영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셨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사실은 육체로 보였던 것뿐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급한 육체를 입으실 수 있겠나?”라는 

반발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반발의 내용(잘못된 설명)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셨고 “죄는 없으셨다”라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237 237page 에 글을 읽고 나도 이단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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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23 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24 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25 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26 문.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page STUDY GUIDE 

244 직분(Offices) 

그리스도의 세가지 직분인 (           ,           ,           )의 특징은 (             )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직분자들은 이 모든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할수 없었지만 주님은 완벽히 수행하셨습니다.  

지위(상태 : estate)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            )(humiliation)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          )(exaltation)라고 합니다.  

247-

249 

선지자 – 선포자 

선지자는 일종의 하나님의 (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안에 포함되는 

선지자의 핵심 가르침들은, (                 )를 외치고, (                  )를 질책하고, (                )를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예수믿고 거듭났다에서 멈추면 안되는 것입니다.   

251-

253 

제사장 – 화해자 

구약 제사장이 집례하는 제사는 매우 잔혹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끔찍한 (피를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사 행위를 통해, 이걸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하셔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시라는 것을 더더욱 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제사는 다른 종교의 허망한 제사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255-

257 

왕 – 통치자 

성도는 세상 법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자들만 알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통치하실때, 교회안에서는 (사역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세상도 역시 통치하시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처럼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258-

262 

저자는 구약과 신약의 궁극적인 차이 한가지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직접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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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세종대왕등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옛날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읽고 느끼는 점을 나눠봅시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진리는 변함없으며, 그 외에 생각들로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기억해야할것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몇몇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할 이유는 없다.  

263-

265 

대적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자)가 곧 나의 대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절대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작정)가운데 목적을 성취하실때까지 대적자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64-265 페이지를 읽고 느끼는 점을 나눠봅시다. 

 

 

 

 

 1. 최고 목적은?(what?)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how?) 성경 

3.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믿음) -> 하나님(1-38)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4 문) 

                                                                                                                        하나님의 유일성 (5 문) 

                                                                                                                        삼위일체 하나님 (6 문) 

                                                                                              하나님의 사역     작정 (7-8 문)      – 시간 전 

                                                                                                                        창조 (9-10 문)    - 시간 속 

                                                                                                                        섭리 (11-12 문)  - 시간 속 

                                                하나님 -> 인간(의무) (39-107)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21 문)           성육신 (22 문) 

                                                                          구속자로써 일하신 방식 (23 문)      직분     선지자 (24 문) 

                                                                                                                                            제사장 (25 문) 

                                                                                                                                            왕 (26 문) 

                                                                                                                                상태     낮아지신 상태 (27 문) 

                                                                                                                                            높아지신 상태 (28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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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29 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자가 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 

 

page STUDY GUIDE 

289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우리가 얻은 결과, 즉 “중보의 유익”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는 2000 년 전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나와 어떤식으로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291 구속에 참여자(partakers)가 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차려진 밥상을 함께 먹는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292-

293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려면(중보의 유익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by his Holy Spirit 

그 유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9~38 문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구속언약에 의해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데, 각자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294 저자는 성령님을 (에너지라든지 신비한 기운)으로 오해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쓰이는 (자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 문이 잘 설명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십니다.” 

 

296-

299 

296-299 를 잘 읽고, 나도 이전에 이와같이 생각했거나 또는 다르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알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은사주의 교회에 다닐때, 막연하게 생각했던것은,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했음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21 문)    성육신 (22 문) 

                                                                    구속자로써 일하신 방식 (23 문)            직분     선지자 (24 문) 

                                                                                                                                            제사장 (25 문) 

                                                                                                                                            왕 (26 문) 

                                                                                                                                상태     낮아지신 상태 (27 문) 

                                                                                                                                            높아지신 상태 (28 문) 

            - 그 결과는?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됨(29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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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27 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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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저자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 생각하면 보통 슬픔으로 가곤 하지만, 이것이 어느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맥락은 무엇입니까? 

이 낮아지심이 12 문의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가운데 있으며, 20 문의 (은혜언약)가운데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268-

269 

위의 질문과 답을 다시 읽고, 또한 269page 에 인용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 장을 읽고, 주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깊이 묵상해봅시다.  

 

 

 

WSC 28 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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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73 

부활 

주님의 부활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떠한 상태로의 부활입니까? 

죽음에 대한 승리, 육체로의 부활(전인, 영과 육의 부활) 

이 부활 후에 주님이 분명히 증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공공연하게 무엇이라고 외쳐지셨습니까? (행 2:36, 

5:31) 

메시아직, 주와 그리스도, 임금, 구주 

* 고린도전서 15 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274-

275 

승천 

승천하실때 주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 그대로 땅에서 떠나 하늘로 가셨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인성으로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후 승천하시기까지 40 일간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핵심내용은 성경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마태복음 28:18-20 

276, 

279-

280 

우편에 앉아계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께서는 거기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같은 권위),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 이것이 성도가 이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수 있는 이유입니다. 

277 다시오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오실때에는 자신을 어떻게 보이실 것입니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큰 능력과 영광 안에서 정복하시는 왕으로써 온 세상 만민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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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0 문.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page STUDY GUIDE 

303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실때 믿음을 이르키셔서 하시는데, 그 믿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생깁니다. 

이에대하여 우리는 거부할수 없으며, 무조건적으로 반응할수 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데.. 

빛이있으라!) 

304 이를통해 믿음을 가질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뗄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와 붙어버린 것입니다.”  

*303page 에 그림을 다시한번 보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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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효과적이지 않게 됩니다. 효과적 부르심이 되느냐 마느냐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없고 나에게 있게 됩니다. 

“만약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니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되었고, 이 연합은 죽음조차도 갈라놓을수 없는 다시 

끊을수 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수밖에 없습니다.” 

 

310page 를 같이 읽어봅시다.  

 

312-

313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는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 – 전 세계, 전 세대에 걸쳐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임(자녀들 포함),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아래 거함(언약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 전체 택자의 무리, 그 수가 처음부터 단 한명도 변하지 않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보이는 교회는 매우 부족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변함없이 순수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WSC 31 문.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주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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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30 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적용 방식이었다면, 31 문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가장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16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을 네가지로 정리할수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신다 (죄의자각) 

2)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신다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비추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식, 지식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의지조차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4) 우리를 설득하며,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신다.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설득’하신다.)  

소요리문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우리를 설득하십니까? 

설득이란 “충분히 강제로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무수한 

사건을 통하여, 설득하시고, 그리스도를 원하게 하셔서 결국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318-

319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값으로 매길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주십니다. (믿음)역시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자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것은 어떤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입니까? 

1)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도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2) 뭔가를 드려야 그 노력의 대가로 또 다른 무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과 보상의 심리가 

깔려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든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21 문)    성육신 (22 문) 

                                                                    구속자로써 일하신 방식 (23 문)            직분     선지자 (24 문) 

                                                                                                                                            제사장 (25 문) 

                                                                                                                                            왕 (26 문) 

                                                                                                                                상태     낮아지신 상태 (27 문) 

                                                                                                                                            높아지신 상태 (28 문) 

            - 그 결과는?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됨(29 문)  어떻게? 효과적 부르심으로(30 문) 

                                                 효과적 부르심이란?(31 문)  이생에서의 유익은?(32 문) 칭의(33 문) 

                                                                                                                                      양자(34 문) 

                                                                                                                                      성화(35 문) 

                                                                                                                                      이들을 통해 

                                                                                                                                                          받는 유익(36 문)  

죽을때의 유익은?(37 문) 

                                                                                              부활할때의 유익은?(38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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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2 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그것들에 따라 각각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여러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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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329 

이 질문은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받기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요, 

제일먼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이 유익은 이땅에서의 유익과, 죽을때와, 부활할때로 나뉠수 있는데요, 먼저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은 (칭의, 

양자됨, 성화)라는 세가지 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유익입니다. 

이것이 예수믿는자들이 이땅에서 받는 복인 것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복과 일치합니까? (329page 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저자가 지적한것과 같은 다른 복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르게 생각을 고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 그런것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는 로또 좀 

되고, 집값도 좀 오르고, 그런게 복이지~”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바른 기독교 신앙을 붙잡을때 복음의 

탁월성을 알수 있게됩니다. 

 

WSC 33 문. 의롭다 하심(칭의)이란 무엇인가요?  

 의롭다 하심(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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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의를 정의할때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두가지는  

1) 우리 모든 죄를 사면하시는 것, (- 에서 0 로) 

2) 그의 눈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아주시는 것 (0 에서 +로)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것으로 (impute,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한 의’를 보시고 그것을 크게 부각시켜 주시는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쪽에서는 

대책이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의인’이라고 바꿔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유익을 역시 선물인 (믿음)으로 거저받지만, 무가치해서 거저 

받는것이 아니라 측량할수 없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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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4 문. 자녀 삼아주심(양자됨)이란 무엇인가요?  

 자녀 삼아주심(양자됨)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신데,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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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역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즉 택자의 

수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입니다. 오직 이들만 자녀로써의 특권을 갖고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했을 때의 이 특권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1. 최고 목적은?(what?)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어떻게 알수 있습니까?)(how?) 성경 

3.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믿음) -> 하나님(1-38)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4 문) 

                                                                                                                        하나님의 유일성 (5 문) 

                                                                                                                        삼위일체 하나님 (6 문) 

                                                                                              하나님의 사역     작정 (7-8 문)      – 시간 전 

                                                                                                                        창조 (9-10 문)    - 시간 속 

                                                                                                                        섭리 (11-12 문)  - 시간 속 

                                                하나님 -> 인간(의무) (39-107)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21 문)    성육신 (22 문) 

                                                                    구속자로써 일하신 방식 (23 문)            직분     선지자 (24 문) 

                                                                                                                                            제사장 (25 문) 

                                                                                                                                            왕 (26 문) 

                                                                                                                                상태     낮아지신 상태 (27 문) 

                                                                                                                                            높아지신 상태 (28 문) 

            - 그 결과는?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됨(29 문)  어떻게? 효과적 부르심으로(30 문) 

                                                 효과적 부르심이란?(31 문)  이생에서의 유익은?(32 문) 칭의(33 문) 

                                                                                                                                      양자(34 문) 

                                                                                                                                      성화(35 문) 

                                                                                                                                      이들을 통해 

                                                                                                                                                          받는 유익(36 문)  

죽을때의 유익은?(37 문) 

                                                                                              부활할때의 유익은?(38 문) 



27 

WSC 35 문. 거룩하게 하심(성화)이란 무엇인가요?  

 거룩하게 하심(성화)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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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앞의 “칭의”와 “양자됨” 은 (an act) of God’s free grace 였지만, “성화”는 (the work) of God’s free 

grace 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즉, 전자는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을, 후자는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들 (순간적이고 개념적)인데 반해서 성화는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엔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도 ‘일단 통장에 몇억’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그러면서 죄의 추세선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점차 내려가고, 의의 지수는 상승곡선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곡선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때에 나 자신과 남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점점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나눠봅시다.  

 

 

성화의 과정도, 방식도, 결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양자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라고 칭함 받았는데, 성화는 왜 필요할까요? 

성화는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원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성화.. 

 

저자는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각자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343-

344 

“우리가 회개를 해야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회개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성화)에 있어서 회개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구원받을 조건을 따 낸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회개와 다른점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대요리문답 76 문에는 “회개는 그가 자기의 죄를 몹시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회개의 생활, 성화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344page 파란글씨로 나온 대요리문답 

을 잘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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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347 

칭의와 성화의 다른점에 핵심은, (법적인 거룩함의 선언)과 (실제적인 거룩함으로의 과정)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체 우리의 성화는 왜 이모양입니까라는 질문에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힘들게 죄와 싸우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삶은 성도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348-

349 

여기에 나온 질문들을 읽고, 이외에 성화와 관련된 내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다면 나눠봅시다. 

각각 다른 수준의 성화 – 공동체가 필요하다, 로봇이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 

 

350- 

354 

저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자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지만, 내일도 그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믿음이 아닌가?” 

 

그러나 항상 확신이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요리문답 81 문의 답을 읽어보고(353page) 확신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확신을 찾으려할때 우리의 모습들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믿음이 절대로 그런 모습들에 기대거나 

의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지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에서도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근거를 찾아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355-

357 

저자는 “도덕, 선과 진리에 대한 추구, 우리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안정된 지구 환경, 기쁨의 감정등은 

불택자에게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그 자체의 빛과, 보배와 같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불택자에게도 덤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대한 지난 

설교를 생각해볼때 불택자는 (물)세례는 받을수 있으나 (성령)세례는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택자도 

진지한 죄의 자각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훼방죄는 누가 짓는 것입니까?  

불택자. (그들 가운데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보았고, 또 성령께서 어느정도 데 

그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 

357page 마지막에 성령훼방죄에 대한 무서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시는 최후 통첩이며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우리 택자에게는 견책의 

수단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다른 집 아이를 향한 꾸지람으로 표현된 것이며,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수단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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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6 문.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무엇입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이 생에서의 유익들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이 화평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함과, 은혜의 증진과, 거기서 끝가지 견디는 

것입니다. 

 

page STUDY GUIDE 

363-

369 

성령님이 우리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이생의 유익을 적어봅시다. 

-   

-   

-   

-   

-   

 

저자는 이런 유익을 대할때 주의 사항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번째는 (표면에 드러나는 모습)은 실제와 다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보기에는 유익을 누리는것 같아 보이나, 그것이 다른것에서 온 결과일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겉보기에는 유익이 없어보이나, 진정한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과정)이 미미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지금은 완성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끝가지 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저자는 이런 유익을 누리고 있는 성도도 가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마치 헛것 같고, 피곤하다고 느낄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언가 좀더 exciting 한것을 

바라게 되고 답답해 할때가 있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적이 있으시다면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나눠봅시다.  

 

 

 

 

저자는 성도의 삶은 “무엇을 유익으로 삼느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아봤을때 나는 무엇을 

유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속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을 비교하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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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7 문. 믿는자가 죽을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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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 두가지는,  

1) 우리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어 즉시 영광중에 들어간다. 

-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해 싸워왔는데, 결국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 절대 죽은 사람은 이승을 떠돌지 않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2)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안식을 누립니다. 

- 여기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부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374-

381 

죽은 후에도 육신을 잘 보존해야 합니까?  

 

 

375page에 보라색으로 쓰여진 글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특별히 추도예배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장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378-379page 를 읽고, 

크리스천으로써 장례는 어떠해야 할지 정리해봅시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5 문을 읽으시고, 나의 죽음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묵상해봅시다. 그리고 전과 

달라진 생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대요리문답 85 문. 죽음이 죗값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죽음에서 

구함 받지 못합니까? 

답.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해지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의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도 

구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에 그들이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며, 이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Q. Death, being the wages of sin, why are not the righteous delivered from death, seeing all their 

sins are forgiven in Christ? 

A. The righteous shall be delivered from death itself at the last day, and even in death are delivered 

from the sting and curse of it; so that, although they die, yet it is out of God’s love, to free them 

perfectly from sin and misery, and to make them capable of further communion with Christ in 

glory, which they then enter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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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 38 문. 믿는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은 영광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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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켜 주시는 것인데, 필자는 부활한 몸이 어떠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죽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흐르고 부활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하여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필자의 설명은 내가 생각했던 부활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도가 심판날에 경험할 두가지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을 경험하게 될것인데요, 이에대해 잠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게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고, 반대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이 분명하게 드러나 부끄러워하며 심판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며, 

지금 책을 읽고있는 이순간처럼 생생하게 경험할 일인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은 바로 이 성도에게 있을 부활 이후의 일들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활 이후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 부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상상하며 기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저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삼위 하나님 그 분”.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다른상급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이땅에서 상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것을 받으므로 잠시나마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기쁨의 극치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데, 집이나, 차나, 금은 보석이 의미가 있을까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386-

387 

387page 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대해서 나옵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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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의 최고 목적은?(what?)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2.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어떻게 알수 있습니까?)(how?) 성경 

3. 그 성경의 내용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4 문) – 무한,무궁,불변 

                                                믿어야할 것 (1-38)                                           유일하신 하나님 (5 문) 

                                                                                                                        삼위 하나님 (6 문) 

                                                                                              하나님의 사역     작정 (7-8 문)      – 시간 전 

                                                                                                                        창조 (9-10 문)    - 시간 속 

                                                                                                                        섭리 (11-12 문)  - 시간 속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무로 주신것 (39-107) → 소요리문답 2 권 

 

섭리   12 문: 생명의 언약 = 행위언약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 13 문: 범죄 

- 결과    인간의 타락 (죄: 14-16 문)  

타락의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 17-19 문) 

          20 문: 은혜언약 (죄와 비참의 해결) 

             - 누구를 통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21 문)    성육신 (22 문) 

                                                                    구속자로써 일하신 방식 (23 문)            직분     선지자 (24 문) 

                                                                                                                                            제사장 (25 문) 

                                                                                                                                            왕 (26 문) 

                                                                                                                                상태     낮아지신 상태 (27 문) 

                                                                                                                                            높아지신 상태 (28 문) 

            - 그렇게 일하신 결과는?  

성령님에 의해서 적용됨(29 문)  어떻게?  

                                                 효과적 부르심(30-31 문)         그 결과로 누리는                        칭의(33 문) 

이생에서의 유익은?(32 문)   양자(34 문) 

                                                                                                                                          성화(35 문) 

                                                                                                                                          이들을 통해                                                                                                                            
                                                                                                                                                              받는 유익 

(36 문)  

죽을때의 유익은?(37 문) 

                                                                                              부활할때의 유익은?(38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