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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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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자들이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은 몇 종류인가? 

How manifold are the benefits of believers at their death?

1. 신자들이 죽을 때에 받는 유익은 두 종류이다
The benefits of believers at their death are twofold,

1. 그들의 영혼에 관한 유익들과 In regard of their souls.

2. 그들의 몸에 관한 유익들이다. In regard of their bodies.

2.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에 관하여 받는 유익은 무엇인가? 
What is the benefit of believers at their death, in regard of their souls?

1. 신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의 영혼들은 The souls of believers at their death,

1.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Are made perfect in holiness.

1. 히 Heb 12: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They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1. 빌 Phil 1: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3. 신자의 영혼이 죽을 때에 가질 완전한 거룩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Wherein does consist the perfect holiness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shall have at their death?

1. 신자들의 영혼들이 죽을 때에 가질 완전한 거룩함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The perfect holiness of believers’ souls at their death does con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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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죄의 때와 오염으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그리고 죄에 대해 끌리는 그 어떤 성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
In their perfect freedom from the stain and pollution, from the being, or any inclination unto sin.

1. 계 Rev 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바르게 된 것과 그리스도의 형상에 온전히 닮음으로 구성된다.
In their perfect rectitude of soul, and full conformity unto the image of Christ.

1. 엡 Eph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4.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에 즉시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glory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at death do immediately pass into?

1. 신자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즉시 다음에 들어가게 된다.
The souls of believers at death do immediately pass into,

1. 영광스러운 장소로 A glorious place.

2. 영광스러운 무리로 A glorious company.

3.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A glorious state.

5.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에 즉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소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glorious place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at death do immediately pass into?

1. 신자들의 영혼이 즉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장소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의 집이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처소가 있다.
The glorious place which believers’ souls do immediately pass into, is their Father’s house in heaven, where there 
are mansions prepared for them by Christ.

1. 요 John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6.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에 즉시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glorious company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do immediately pass into?

1. 신자들의 영혼들이 즉시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무리는 하나님과 영광 중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며, 
천사들과 함께 하고 영광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영혼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The glorious company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do immediately pass into, is the company of God and Christ in 
his glory, as also the company of angels, and the souls of other saints in their glory.

1. 고후 2 Cor 5:6-8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2. 히 Heb 12:22-24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7. 신자들의 영혼이 죽을 때에 즉시 놓여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태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glorious state which the 
souls of believers at death do immediately pass into?



1. 신자들의 영혼들이 죽을 때에 즉시 놓여지게 될 영광스러운 상태는 복된 안식의 상태이다.
The glorous state of the souls of believers immediately after their death, is a state of blessed rest.

1. 히 Heb 4: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2. 계 Rev 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