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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
What is justification?

A.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2]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3]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4]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들려 주심인데[5]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6].
Justifica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1 wherein he pardons all our sins,2 and accepts us as righteous in his sight,3 only
for the righteousness of Christ’s imputed to us,4 receive by faith alone.5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우리의 칭의를 위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righteousness of Christ, which is imputed to us for our justification?

1.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인데,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고난, 특히 그의 죽음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하는 수동적 순종과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hich is imputed to us for our justification, is his whole obedience to the law in our stead, and that 
both his passive obedience in all his sufferings, especially in his death, whereby we have the pardon of all our sins

1. 엡 Eph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능동적 순종이다.
and his active obedience also, whereby we are accepted as righteous in God’s sight.

1. 롬 Rom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8.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적용할 수 있는가? 
Whereby do we receive and apply this righteousness of Christ?

1.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적용한다. 
We receive and apply this righteousness of Christ by faith.

1. 롬 Rom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9.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부분적이라도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닌가? 
Are we justified by faith only, and not by works, at least in part?

1.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 받고, 행위로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의롭게 칭함 받지 않는다.
We are justified only by faith, and neither in whole nor in part by works.

1. 갈 Gal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1 롬 Rom 3: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 롬 Rom 4:6-8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후 2 Cor 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3 고후 2 Cor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4 롬 Rom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롬 Rom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5 갈 Gal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 Phil 3: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0. 그렇다면 약 2:24 에서는 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는가? 
How is it then said, James 2:24, Ye see then how that by works a man is justified, and not by faith only?

1.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서신에서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많은 논지로 증명한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서신을 썼기 때문에 이 (칭의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는다.
The apostle Paul does plainly and positively affirm, and by many arguments prove justification by faith, without works, in his 
epistles to the Romans and the Galatians; and be sure the apostle James, being inspired by the same Spirit in writing his epistle, 
does not really contradict this doctrine.

2.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함 받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이 행함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The apostle James does not in this chapter treat of the justification of our faith in the sight of God, but of the justification of our 
faith in the sight of men; and thus he does assert that justification is by works.
1. 약 Jam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