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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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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ir death?

A.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1]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2]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3]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4].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made perfect in holiness,1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2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to Christ,3 do rest in their graves till the resurrection.4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8.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몸에 관련해서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enefit of believers at their death, in regard of their bodies?

1. 신자들의 몸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비록 죽음이 잠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몸으로부터 분리시켜도, 죽음은 그리스도를 영혼이나 몸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의 위격적 또는 신적 인격적 연합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의 신성은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과 
땅의 무덤에 있는 그의 몸 둘 다에게 연합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죽을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신비적으로 연합된 것 역시 여전히 남게 되어,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과 영광 중에 연합되어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그들의 몸들도 또한, 무덤에서 썩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되어 있게 된다.
The bodies of believers at their death are still united unto Christ; for though death does for a while separate their 
souls from their bodies, yet death cannot separate Christ from either: but as when Christ died, his hypostatical or 
personal union still remained, his divine nature being united both to his soul in heaven, and to his body in the 
tomb on earth; so when believers die, their mystical union unto Christ still remains, and Christ is united both unto 
their souls with him in glory, and to their bodies, which are his members, even when they are rotting in the grave.

1. 고전 1 Cor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 살전 1 Thess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2. 신자들의 몸은 그들의 무덤에서,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부활 때까지 안식하게 된다.
The bodies of believers do rest in their graves, as in beds, until the resurretion.

1. 사 Isaiah 57:2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9.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resurrection here spoken of?

1.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피조 세상의 시작부터 모든 시대에 살았던, 모든 죽은 자들의 마지막, 그리고 일반적인 
부활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먼저 의인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악인이 부활할 것이다.
The resurrection here spoken of, is the last and general resurrection of all the dead that have lived in all ages, from 

1 히 Heb 12: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 눅 Luke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후 2 Cor 5:6, 8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 Phil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3 살전 1 Thess 4: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 단 Dan 12: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요 John 5:28-29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 Acts 24: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which will be first of the righteous, and then of the wicked at the last day.

1. 요 John 5:28, 29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 살전 1 Thess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0. 그러한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there shall be such a general resurrection?

1.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계시로부터 부인할 수 없도록 증명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그러므로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면, 또한 무한히 진실되시고 그의 말씀에서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을 계시하였다면, 일반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고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무한히 진실되시며 그의 말씀에서 그가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을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일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의 오류의 근거는 그들이 이 교리의 
두 가지 큰 기반을 몰랐던 것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이다.
It may be undeniably proved from the power of God, and the revelation of the word. If God be of infinite power, 
and therefore can raise all the dead; and infinitely true, and in his word has revealed that he will raise all the dead, 
then there shall be a general resurrection: but God is infinitely powerful, and can raise all the dead; and infinitely 
true, and in his word has revealed that he will raise all the dead, therefore there shall be a general resurrection. The 
ground of the Sadducees’ error, who denied the resurrection, was their ignorance in these two great foundations of 
this doctrine, namely, the power of God, and the Scriptures. 

1. 막 Mark 12: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11.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이전 생전에 가졌던 몸과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가? 
Shall the dead be raised with the same bodies which they had when alive before?

1. 죽은 자들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The dead shall be raised with the same bodies.

1. 욥 Job 19:26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or 육체를 지닌 채) 하나님을 보리라

12. 죽은 자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the dead shall be raised with the same body?

1. 왜냐하면 죽은 자가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부활이라 불리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Because, if the dead were not raised with the same body, it could in no proper sense be called a resurrection, but a 
new creation.

2. 왜냐하면 첫 번째 몸은 의의 도구이거나 죄의 도구였는데, 그러므로 그 (같은 몸이) 또한 상을 받거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Because the first body was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or sin, and therefore shall share in the reward or 
punishment.

13. 몸들이 부활할 때 지금의 몸과 다르지 않겠는가? 
Will not the bodies, when they are raised, differ from what they are now?

1. 부활하는 몸은 지금의 몸과 그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The bodies which shall be raised, will not differ from what they are now, in regard of their substance and essence; 
but they will exceedingly differ in regard of their qualities.



14. 비신자들이 죽을 때 신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Wherein do unbelievers differ from believers at their death?

1. 신자들의 몸은 죽을 때에 무덤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비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거기서 
그들은 마귀들과 다른 저주받은 영혼들과 함께 있으며 공포와 비통함으로 가득차게 되고,  큰 심판의 날까지 
거기에서 암흑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된다.
The bodie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shut up in the prison of the grave; and the souls of unbelievers are shut 
down in the prison of hell, where they are filled with horror and anguish in the company of devils and other 
damned spirits, and there reserved in chains of darkness until the judgment of the great day.

1. 벧전 1 Pet 3:19, 20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 벧후 2 Pet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