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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6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What are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1] 양심의 화평한 것과[2]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3] 은혜의 증가함과[4] 끝까지 참는 
것이다[5].
The benefits which in this life do accompany or flow from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assurance of 
God’s love,1 peace of conscience,2 joy in the Holy Spirit,3 increase of grace,4 and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5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칭의, 입양, 성화된 사람들에게 속한 유익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How many sorts of benefits are there which do belong to those which are justified, adopted and sanctified?

1. 칭의, 입양, 성화된 사람들에게 속한 유익은 세 종류가 있다: 1. 금생의 유익. 2. 죽을 때의 유익. 3. 부활할 때의 유익
There are three sorts of benefits which do belong unto those which are justified, adopted and sanctified; namely, 1. 
Benefits in this life. 2. Benefits at death. 3. Benefits at the resurrection.

2. 칭의, 입양, 성화된 이들에게 속한 금생의 유익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benefits which belong to justified, adopted and sanctified persons in this life?

1. 칭의 받은 이들에게 속한 금생의 유익은 다섯 가지이다: 1.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2. 양심의 화평한 
것과, 3.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4. 은혜의 증가함과, 5.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The benefits which belong to justified persons in this life, are five: 1. Assurance of God’s love. 2. Peace of 
conscience. 3 Joy in the Holy Spirit. 4. Increase of grace. 5. Perseverance in grace to the end.

1. 롬 Rom 5:1,2,5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2. 빌 Phil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 칭의, 입양, 성화를 보고 느낌과 함께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benefits that do 
accompany and flow from the sight and sense of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1. 칭의, 입양, 성화를 보고 느낌과 함께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의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이다.
The benefits which do accompany and flow from the sight and sense of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are assurance of God’s love, peace of conscience, joy in the Holy Spirit.

1 롬 Rom 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2 롬 Rom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 롬 Rom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4 벧후 2 Pet 3: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5 빌 Phil 1: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4. 칭의나 성화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유익 중 어느 것이라도 얻을 수 없는가? May not any unjustified and 
unsanctified persons attain any of these benefits?

1. 칭의 받지 못한 사람도 몇몇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넘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확신은 아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안정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된 화평이며 참된 영적 화평이 아니다. 그들은 육신적이며 
근거없는 영적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건강한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성령의 기쁨은 아니다. 그러한 유익은 오직 
참으로 칭의, 입양, 성화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Unjustified persons may some of them have a presumptuous confidence of God’s love, but not real assurance; they 
may have a carnal security, and false peace, but no true spiritual peace; they may have a carnal joy, ungrounded 
spiritual joy, but no sound spiritual and heavenly joy of the Holy Spirit; these benefits are given only unto such as 
are truly justified, adopted and sanctified.

5. 칭의, 입양, 성화 받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에서 나오는가?Whence is it that all that are 
justified, adopted, and sanctified, do not attain these benefits?
1. 모든 사람이 칭의, 입양, 성화를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의심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화평 대신 고통을 경험하며 성령의 기쁨 대신 
영적 슬픔을 느낀다.
Because all have not a sight and sense of their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but are under doubts, and 
therefore fear that God does hate them, and not love them; therefore they have troubles of conscience instead of 
peace, and sorrow in spirit instead of the joy of the Holy Spirit.

6.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그의 칭의와 입양의 확실한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How may a child of God get a sure 
evidence of his justification and adoption?

1.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칭의와 입양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그의 성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A child of God may get a sure evidence of his justification and adoption by his sanctification.

7. 성화의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 What is a sure evidence of sanctification?

1. 성화의 확실한 증거는 은혜의 증가함이다.
A sure evidence of sanctification is increase of gr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