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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9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How are w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1].
We are made partakers of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the effectual application of it to us by his Holy Spirit.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우리의 구속은 누가 사셨는가? 

By whom was our redemption purchased?
1. 우리의 구속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셨다.

Our redemption was purchased for us by the blood of Christ.
1. 히 Heb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 우리의 구속은 누가 적용하셨는가? 
By whom is our redemption applied?
1. 우리의 구속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있게 역사하심으로 적용되었다.

Our redemption is applied by the Holy Spirit, in his effectual operation upon us.
1. 딛 Titus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Q30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How does the Spirit apply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A.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2] 또 효력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3].
The Spirit applies to us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by working faith in us,2 and thereby uniting us to Christ in 
our effectual calling.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그 안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Whence is it that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is applied to us, or that we have an interest therein?

1 딛 Titus 3:4-7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 롬 Rom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전 1 Cor 2:12-16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엡 Eph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빌 Phil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 요 John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전 1 Cor 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엡 Eph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의 효력있는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가 그에게 
연합함이다.
We have an interest in the redemption purchased by Christ, through our union to him in our effectual calling.
1. 고전 1 Cor 1: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2. 롬 Rom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무엇인가? 
What is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us?
1.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가 된 것이다.

The union between Christ and us, is that whereby Christ and we are joined together, and made one.
1. 고전 1 Cor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3.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연합되는가? 
Whence is it that we are united unto Christ?
1.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데 We are united unto Christ,

1.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에 의해서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스도에게 합하게 하신다.
By the Spirit on God’s part, whereby he draws us, and joins us unto Christ.
1. 요 John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2. 우리 편에서는 믿음에 의해서인데,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고 그를 붙잡게 된다.

By faith on our part, whereby we come unto Christ, and lay hold on him.
1. 요 John 6: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 엡 Eph 3: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4.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인가? 
Is faith from ourselves, or from God?
1.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의 성령의 역사이다.

Though faith be our act, yet it is God’s gift, and the work of his Spirit.
1. 엡 Eph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 골 Col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