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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소요리문답   WSC   94.   세례의 정의   The Definition of Baptism  

Q94 세례가 무엇인가?
What is baptism?

A.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1]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2].
Baptism is a sacrament, wherein the washing with water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1 does signify and seal our ingrafting into Christ and partaking of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our 
engagement to be the Lord’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세례의 외적 표징 또는 요소는 무엇인가? 

What is the outward sign or element in baptism?

1) 세례의 외적 표징 또는 요소는 물이며, 깨끗한 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교황주의자들이 기름, 소금, 또는 침을 
더하는 것은 그 규례를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것이다.
The outward sign or element in baptism is water, and that pure water; so that the addition thereunto of oil, salt, and
spittle, by the Papists in baptism, is an abominable profanation of the ordinance.

a. 행 Acts 10:47 …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b. 히 Hebrews 10:22 …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2. 세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hing signified by water in baptism?

1) 세례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The thing signified by water in baptism, is the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1 마 Matt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 행 Acts 2:38-42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행 Acts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롬 Rom 6:3-4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 Gal 3:26-27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벧전 1 Pet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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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례의 외적 행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outward action in baptism?

1) 세례의 외적 행위는 몸을 물로 씻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는 말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얼굴에 물을 부음으로 
적합하게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부어짐을 상징한다. 또는 얼굴에 물을 뿌림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피뿌림을 상징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피뿌림 받는 것이다.
The outward action in baptism, is washing of the body with water; which is all that the word baptism does signify, 
and which may be fitly done by pouring water upon the face, to represent Christ’s blood poured out for us; or by 
sprinkling water upon the face to represent the blood of sprinkling, with which the heart is sprinkled.

a. 히 Hebrews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4. 세례에서 몸을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성경에서 여럿이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는 세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흙으로 덮인 것처럼 우리도 세례에서 
물에 잠그고 덮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Is it not necessary to dip or plunge the body in the water in baptism, when the Scripture tells us of several that went 
down into the water when they were baptized; and we are to be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and therefore plunged 
and covered with water in baptism, as Christ was covered with earth in the grave?

1) 몸을 물에 담그거나 잠그는 것
It is not necessary that the body should be dipped or plunged all over in baptism: For – 

a. 어떤 사람들이 물에 들어갔다고 기록된 것은 그들이 머리와 귀 위로 담가지거나 잠겼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얼굴에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세례 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받았다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곳들에서는 지나는 사람들이 그들은 고작 발목까지 차는 물이었다 말하고, 그들의 온 몸이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물이 많았다고 하는 애논에 대한 기록은 원문에서는 깊은 물을 
의미하지 않고 많은 개울물을 의미한다. 그것은 얕은 물이며 몸을 잠그기에 적합하지 않다.
When we read of some that went down into the water when they were baptized, we do not read that they were 
dipped or plunged over head and ears; they might be baptized by pouring or sprinkling the water upon their 
faces; yea, in some places where, the Scripture tells us, persons were baptized, travelers tell us they were but 
angle-deep, in which it was impossible they could be plunged all over; and Aenon, where it is said there was 
much water, the original words do not signify deep waters, but many streams, which are known to be shallow, 
and not fit to plunge the body into.

b. 몇몇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갔으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간수와 그의 모든 권속이 밤에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아마도 집으로 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간수가 
어떤 강을 찾아 세례 받기 위해 그 당시 죄수들이었던 사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고 다른 
죄수들은 감옥에 그들만 내버려 두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Though some went down into the water when they were baptized, yet the Scripture does not say that all did so:
but most probably water was brought into the house when the jailer and all his household were baptized in the 
night; and not that he suffered the apostles (then prisoners) to go forth, and that he with them should go out 
with all his household, and leave all the other prisoners alone, to seek some river to be baptized and plunged 
into.

c.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영혼의 죄를 장사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몸을 장사지내는 것이 아니며 물 세례로 몸을 덮는 것이 아니다. 언급된 대로 몸에 물을 붓거나 뿌림 가운데 
세례를 주고 씻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몸 전체를 씻을 수 있음에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얼굴을 씻는 것은 충분하며 특히 우리 중 추운 지방에 사는 아기들을 
강물에 담그는 것은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필요하다고 증명할 수 없다.
The burying with Christ by baptism, does signify the burying of sin in the soul, by the baptism of the Spirit; 
and not the burying of the body, and covering it all over in the baptism of water. There is a baptizing or 
washing, as was said, in pouring or sprinkling water on the body; and as our Savior told Peter, when he would 
have been washed all over by him, that the washing of the feet was sufficient, so the washing of the face is 
sufficient, especially for infants, who, in our colder climates, cannot be plunged in a river without manifest 
hazard of their lives, which none can prove by Scripture to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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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로 몸을 씻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의미하는가? 
What does the washing of the body with water represent and signify?

1)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을 죄에서 씻는 것을 상징하며 의미한다.
The washing of the body with water in baptism does represent and signify the washing of the soul from si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 계 Revelation 1:5 …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Unto him that loved us, and
washed us from our sins in his own blood - KJV)

6.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야 하는가? 
In whose name are persons to be baptized?

1)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Persons are to b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 마 Matthew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7.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이해 되어야 하는가? 
What is to be understood by the baptiz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단순히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고백, 그리고 순종하는 것 안에서 세례 받은 것임이 이해되어야 한다.
By baptizing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is to be understood, not only a 
naming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but a baptizing in the authority, and unto the faith, profession, and 
obedienc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8.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의미되고, 인쳐지고 묶여지는가? 
What are signified, and sealed, and engaged on God’s part, by our being baptized in his name?

1)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통해 다음이 의미되고, 인쳐지고, 묶여진다:
There are signified, and sealed, and engaged on God’s part, by our being baptized in his name – 

a.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심
His ingrafting us into Christ.

b.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만드심
His making us partakers of the benefits of the new covenant.

i. 롬 Romans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9.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합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our ingrafting into Christ?

1) 우리가 그리스도에 접합됨은 우리가 옛 본성으로부터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 분으로부터 우리는 덕을 얻음으로써, 그 안에서 성장하며 그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By our ingrafting into Christ, is meant our being cut off from our old stock of nature, and being joined unto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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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whereby we come to draw virtue from him as our root, that we may grow up in him, and bring forth fruit 
unto h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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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롬 Romans 11: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0. 세례를 통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은혜언약의 유익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which by baptism we are made partakers of?

1) 세례를 통해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은혜언약의 유익은 다음과 같다:
The benefits of the covenant of grace, which by baptism we are made partakers of, are –

a. 가시적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것
Admission into the visible Church.

i. 마 Matthew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
Remission of sins by Christ’s blood.

i. 행 Acts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c.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생하고 성화하는 것
Regeneration and sanctification by Christ’s Spirit.

i. 딛 Titus 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d. 입양됨과 함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는 것
Adoption, together with our union unto Christ.

i. 갈 Galatians 3:26, 27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e.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
Resurrection to everlasting life.

i. 고전 1 Corinthians 15: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ii. 롬 Romans 6:4, 5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1.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편에서 무엇이 인쳐지고 묶여지는가?
What is sealed and engaged on our part, by being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1)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임이 인쳐지고 묶여지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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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our being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is sealed and engaged on our part, that we 
will be the Lord’s: and that – 

a. 온전히; 영혼과 몸이 우리의 힘과 기능과 지체가 주님으로부터 의와 새로운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Wholly; soul and body, with all our powers, faculties, and members, are to be employed by hi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and new obedience. And,

b. 오직 주님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성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버릴 것과,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이러한
주님과 우리 영혼의 대적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을 약속한다.
Only the Lord’s; and therefore we engage to renounce the service of the devil, and the flesh, and the world, and 
to fight under Christ’s banner against these enemies of the Lord and of our souls.

i. 롬 Rom 6:4, 11-13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