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의 구원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시간이 생기기 전에 신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신다. 성경
은 시간이 생기기 전의 어떤 언약도 언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을 허용하시고, 온 인
류를 위한 속죄물로 자기의 아들을 제공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에 따라 걷
든지 혹은 육신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님을 통해 성화시키기 위해 일
하신다.
아들은 또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며, 믿
는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자신의 의(義)와 칭의(稱義)를 주신다.
성령님은 창조 세계와 양심과 복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이끄신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특별한
내적 준비 같은 것은 없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부활을 확증해 주신다. 성
도들은 섬기기 위해 재능을 부여받았다.
죄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고,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만 자신의 믿음을 두려는 자들
은 이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
고, 그리스도 안에 놓이며,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구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받으며, 아버지와 아
들과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 외에도 성도의 신분상의 다른 변화들이 나타난다.
믿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본성을 갖는다. 첫째는 능력이 파괴된 옛 사람과 육신의 몸 안
에 여전히 거하는 죄의 본성이다. 둘째는 이미 이루어진 새 사람인데 이것은 곧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선택하는 그리스도이다. 성도는 구원을 유지하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는 삶을 삶으로써 선한 행위를 생산해 내지만, 육신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 어떤 때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
구원은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
루신 일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거나 그분
을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채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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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주의의 구원
삼위일체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신격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고 구속(救贖)의 언약으로 들
어간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창조를 작정하시고, 타락을 작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
하시고 - 이를 통해 다른 자들은 정죄를 받도록 작정하신다 - 자신의 아들이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속죄를 이루도록 작정하시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작정하신다.
아들은 (1) 선택받는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고 (2) 그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땅에서 율법의
의를 획득하시면서 완벽한 삶을 사신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 모두가 구원에 필요하다).
성령님은 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1) 그 속죄를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
이 믿기 전에 그들을 거듭나게(중생하게) 하시고 (2) 선물로 주어진 믿음을 그들에게 가져와서 그
들이 칭의(稱義)를 얻기 위해 - 중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 복음에 반응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끌림을 받은 ‘선택된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1) 믿기도 전
에 거듭나고(중생하고) (2)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받는데, 이 믿음은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땅
에 사시면서 이룩한 의(義) 즉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의는 칭의를 얻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적인 선택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은혜로 주어진 믿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삶이 모두 필요하다.
선택받은 자는 단 하나의 새로운 본성만 갖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
은 믿음의 선한 행위 속에서 견디면서 인내해야만 한다. 만일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
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겉으로는 성령님에 의해 창조 세계와 양심과 복음을 통해 이끄심을 받지
만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죽어 있고 또한 믿음을 살려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는 ‘그 저
항할 수 없는 은혜’가 없으므로 믿을 수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이며 선택받은 사람들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선택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를 통해 믿기도 전에 구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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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of Biblical Salvation
Explained
The Trinity Father, Son and Spirit, fellowship together within the Godhead before
time began. No pre-time covenant taught in the Bible.
The Father Creates man with ability to make decisions, permits the fall, provides
His Son as atonement for all mankind, elects those who believe the gospel, and
works by the Spirit to sanctify men who have the choice to walk by faith or by the
flesh.
The Son also Creator God, dies as a ransom for all mankind, gives the gift of
salvation, His Godly righteousness and justification to believers by grace.
The Spirit draws all men through Creation, Conscience and the Gospel. There is
no special internal equipping for only some. The indwelling Spirit assures
believers of salvation and resurrection. Believers are gifted for service.
Sinners who believe the gospel, direct their personal faith from their heart to the
death of Christ alone and are then chosen by God 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Those who believe receive grace for salvation, placed in Christ, clothed
with His righteousness, receive the Spirit as a guarantee of redemption, and
fellowship with the Father, Son and Spirit. Many other positional things happen
as well.
Believers have two natures; the old man whose power has been broken and the
sin nature which still resides in the body of flesh. The new man is come; Christ
whom the believer chooses to live in by faith. The believer should produce good
works in keeping with salvation by living out of Christ, but will still sin at times
by living out of the flesh.
Salvation is provided by God for those who believe the gospel changing their
minds about who Christ is and trusting in His work on the cross. Damnation
comes by man's full choice not to believe. Man is fully equipped to believe or
rejec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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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 of Reformed Salvation
Explained
The Trinity Father, Son and Spirit, fellowship together within the Godhead and
enter into the Covenant of Redemption.
The Father decrees man's creation, decrees the fall, elects some to
salvation (thereby reprobating others to damnation), decrees His Son atone for the
sin of the elect only, and decrees the Spirit will apply Christ's atonement to the
elect.
The Son (1) dies as a substitute for the elect and (2) lives a perfect life purchasing
earthly Law-keeping righteousness for the elect.
The Spirit internally, by Irresistible Grace (1) applies the atonement to the elect
causing regeneration before belief and (2) brings them gifted faith so they can
respond to the gospel, not for regeneration, but for justification.
Elect men who have been swept up in the purposes of God, receive Irresistible
Grace (1) receive regeneration before belief and (2) receive gifted faith that enables
belief in the gospel for the acquisition of Jesus' earthly, Law-keeping righteousness
for justification. Therefore Unconditional Election Irresistible Grace, gifted faith,
Jesus' death and His life are necessary components of salvation.
The Elect (saved) Man has one new nature which is Christ's righteousness and is
therefore expected to persevere in good works of faith.
If works aren't visible, the person is not saved.
Non-Elect Men are ostensibly drawn by the Spirit through creation, conscience
and the gospel but can't believe because they are totally depraved, therefore dead,
and without the Irresistible Grace that quickens and enables belief. Damnation is
said to be man's choice, even though they haven't been equipped with Irresistible
Grace to enable them to believe. Their only choice is to reject Christ.
Salvation is said to be God's monergistic work without participation from the
elect. The elect are saved before belief by the cross shed for the elect on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