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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고자 문답집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 세대에게 중요한 진
리들을 전달할 것 입니다. 

이 책자는 135개의 질문과 대답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독자을 염두에 두고 씌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언어로 쉽게 번역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질문
에는 답이 뒤따릅니다.  대답에는 해당 성경 구절이 적혀있습
니다. 각 성경구절에는 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 창세기). 각 책의 이름 다음에는 장이 표시되어 있습
니다 (예시: 2장). 장 다음에는 절 또는 여러 절들이 표시되
어 있습니다 (예시: 3절). 따라서 창세기 2장 3절은 (창세기 

2:3)과 같이 표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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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답들은 줄임말들이 포함 됩니다 (예: 문 4). 이 작문 형태는 영국 위클리프 

협회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분명하게 내용들을 이해하
도록 돕고자 구두의 내용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리 문답책들은 이 책의 기초를 제공해 주었습니
다:

• Hayes Town Chapel Evangelical Church, 

Middlesex, England에서 출판한 젊은이들을 위
한 교리 문답 

• Reformed Baptist Church of Grand Rapids, 

Michigan에서 출판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문
답

• Vic Lockman, Ramona, California에서 만화를 

곁들여 출판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
• Word of Truth Publishing, Canton, Georgia 

에서 출판한 Spurgeon 교리 문답 

• Simpson Publishing Company, Boonton, 

New Jersey에서 출판한 침례교판의 소요리 문
답

• Bob Jones University Press, Greenville, 

South Carolina에서 출판한 교리 문답
• 출판자 미상의 Christ My Only Comfort:  The 

Heidelberg for Baptists



제 1 장
하나님, 사람 그리고 죄*

1 번에서 33 번까지의 질문들

 

제 2 장
구원*

34 번에서 66 번까지의 질문들

 

제 3 장
십계명

67 번에서 94 번까지의 질문들

 

제 4 장
주*기도문

95 번에서 112 번까지의 질문들

 

제 5 장
교회*

113 번에서 127 번까지의 질문들

 

제 6 장
종말

128 번에서 135 번까지의 질문들
 

* 표시의 단어는 책자 뒤편 목록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 장
하나님, 사람 그리고 죄* (GOD, MAN AND SIN*) 

 

문 1 누가 당신을 만드셨습니까? (Who made you?)

답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e.)
창세기 1:26,27; 창세기 2:7 

문 2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What else did 
God make?) 

답 하나님께서는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all 
things.) 
창세기 1:31; 시편 33:6-9; 골로새서 1:16,17

 
문 3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만물들을 만드셨습니까? (Why 
did God make you and all things?)

답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e and all things for His own 
glory*.)
시편 19:1; 이사야 43:7; 고린도전서 10:31

 
문 4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give glory* to God?)

답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I give glory* to God when I love 
Him. And when I do what He tells me to do.)
마태복음 5:16; 요한복음 14:21; 요한일서 5:3 

  
문 5 왜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까? (Why 
should you give glory* to God?)

답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만드셨고 돌보아주시기 때문입니
다. (Because He made me and takes care of me.)
시편 145:9; 베드로전서 5:7; 요한계시록 4:11

 
문 6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How many gods are 
there?)

답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There is only one God.)
신명기 6:4; 이사야 45:5; 예레미야 10:10

 
문 7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몇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In 
how many persons does this one God exist?)

답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십니다. (God exists in three 
persons.)
마태복음 3:16,17; 요한복음 5:23; 요한복음 10:30; 요한복음 

5:26

 
문 8 그분들은 누구십니까? (Who are they?)

답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28:19; 고린도후서 13:14; 베드로전서 1:2

문 9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What is God?)

답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육체를 갖고 있
지 않습니다. (God is a spirit*. He does not have a body like 
men.)
요한복음 4:24; 고린도후서 3:17; 디모데전서 1:17

 
문 10 하나님은 존재로서 시작이 있었습니까? (Did God 
have a beginning?)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으며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
다. (No, God has always been and God will always be.)
출애굽기 3:14; 시편 90:2; 이사야 40:28

 
문 11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Does God change?)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No, God is 
always the same.)
시편 102:26,27; 말라기 3:6; 히브리서 13:8 

 
문 12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God?)

답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God is everywhere.) 
시편 139:7-12; 예레미야 23:23,24; 사도행전 17:27,28

 
문 13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Can you see 
God?)

답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나 저를 보고 계십니다. (No, I cannot see God, but He 
always sees me.)
요한복음 1:18; 디모데전서 1:17; 잠언 5:21

 

문 14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까? (Does God know all 
things?)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께 아무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Yes, God knows all things. 
We cannot hide anything from God.)
사무엘상 2:3; 잠언 15:3; 히브리서 4:13

 
문 15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Can God do 
all things?)

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든 거룩한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Yes, God can do every holy thing that 
He desires.)
이사야 46:9,10; 다니엘 4:34,35; 에베소서 1:11

 
문 16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까? (Where do we learn how to love and obey 
God?)

답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God has shown us how to 
love and obey Him in His Word, the Bible.)
시편 119:104,105; 요한복음 20:30,31; 디모데후서 3:15



  
문 17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Bible teach us?)

답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사람에 대한 진실
을 가르칩니다. (The Bible teaches us the truth about God 
and the truth about man.)
시편 119:159,160; 요한복음 17:17; 디모데후서 3:16,17            

 
문 18 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Who wrote the Bible?)

답 성령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했습
니다. (Holy men who were taught by the Holy Spirit*.)
베드로후서 1:20,21; 베드로후서 3:15,16

 
문 19 누가 우리의 첫 조상입니까? (Who were our first 
parents?)

답 아담과 이브입니다. (Adam and Eve.)
창세기 3:20; 창세기 5:1,2

 
문 20 무엇으로 우리의 첫 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Of what 
were our first parents made?)

답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
님께서 아담의 몸으로부터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God made 
the body of Adam out of the dust in the ground. God made 
Eve from the body of Adam.)
창세기 2:7,21-23; 창세기 3:19; 시편 103:14

 
문 21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과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How were Adam and Eve different from 
everything else that God had made?)

답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
다. (God made Adam and Eve in His own image.)
창세기 1:26,27

문 22 우리는 어떻게 아담과 이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How can we see God’s image in Adam and 
Eve?)

답 그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옳은 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을 즐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대
화할 수 있었습니다. (They could understand what is true. 
They could love what is right. They could enjoy what is 
beautiful. They could do what pleases God. They could talk 
with God and each other.)
출애굽기 33:11; 시편 147:10,11; 빌립보서 4:8; 골로새서 

3:9,10; 에베소서 4:23,24 

문 23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육체 외에 무엇을 주셨
습니까? (What did God give Adam and Eve other than 
bodies?)



답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절대 죽지 않는 영혼*을 주셨습니
다. (God gave them souls* that can never die.)
창세기 2:7; 전도서 12:7

 

문 24 당신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a soul* as well as a body?) 

답 그렇습니다. 저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
니다. (Yes, I have a soul* that can never die.)
스가랴 12:1; 마가복음 8:36,37; 사도행전 7:59; 고린도후서 

5:8

 
문 25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어떠했
습니까? (What were Adam and Eve like when God made 
them?) 

답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했습니다. (God made them holy 
and happy.)
창세기 1:26-28; 시편 8:4-8; 에베소서 4:24

 
문 26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
까? (What did God require of Adam and Eve?)

답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길 요구하셨
습니다. (God required them to obey Him completely.)
창세기 2:15-17

 
문 27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까 그리고 거룩
하고 행복하게 남아 있었습니까? (Did Adam and Eve obey 
God and remain holy and happy?)

답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No, they did not obey. 
They chose to sin* against God.)
창세기 3:6-8

문 28 죄*란 무엇입니까? (What is sin*?) 

답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Sin* is when we 
do not do what God tells us. And also when we do what God 
forbids.)
로마서 1:29-32; 야고보서 2:10,11; 야고보서 4:17; 요한일서 

3:4

 
문 29 모든 죄*가 마땅히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every sin* deserve?)

답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게 됩니다. (Every 
sin* deserves the anger and punishment of God.)
신명기 27:26; 로마서 1:18; 로마서 6:23; 에베소서 5:6

 
문 30 우리의 첫 조상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the sin* of our first parents?)

답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과일을 먹었습
니다. (They ate the fruit that God told them not to eat.)



창세기 2:16,17; 창세기 3:6

 
문 31 누가 그들을 죄*짓도록 유혹하였습니까? (Who 
tempted them to sin*?)

답 마귀*가 이브를 유혹했고 이브는 그 과일을 아담에게 주
었습니다. (The Devil* tempted Eve and she gave the fruit to 
Adam.)
창세기 3:1-5; 요한복음 8:44; 고린도후서 11:3

 
문 32 우리의 첫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무
슨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까? (What happened to our first 
parents when they did not obey God?)

답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게 되었습
니다. 대신에 그들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no longer holy and happy. Instead, they became 
sinful* and ashamed.)
창세기 3:16,17; 로마서 3:10-12

 
문 33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When Adam did not obey God, 
what happened to all people?)

답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Because Adam did not 
obey God, all people are born sinful*.)
시편 51:5; 로마서 5:18-19; 고린도전서 15:21,22

제 2 장
구원* (SALVATION*) 

 
문 34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슬픔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Did God leave people sinful* and sad?)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No, 
God chose to rescue them. God sent them a Saviour*.)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3:16,17; 요한일서 4:14

 
문 35 누가 구원자*입니까? (Who is the Saviour*?)

답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
다. (The only Saviour* of sinners* is the Lord* Jesus Christ.)
누가복음 2:11; 사도행전 4:12; 디모데전서 1:15

 
문 36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Who is Jesus 
Christ?)

답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eternal* Son of God.)
요한복음 1:1,14,18; 요한복음 3:16,18; 갈라디아서 4:4;     골
로새서 1:13-20; 히브리서 1:1-3; 1 John 5:20



문 37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셨습니
까? (Was Jesus Christ both God and man?)

답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Yes, Jesus was fully God and He 
was fully man.)
요한복음 1:1-3, 14; 빌립보서 2:5-11; 골로새서 2:9; 히브리서 

2:14-18

문 38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What work did Jesus the Saviour* do?)

답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며 죄인*들을 위한 

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He obeyed God in every way 
and He took the punishment for sinful* people.)
로마서 8:3,4; 갈라디아서 4:4,5; 히브리서 9:14,15

 
문 39 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Why did Jesus die?)

답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
노를 거두셨습니다. (Jesus put away God’s anger by dying in 
the place of sinful* people.)
마가복음 10:45; 고린도후서 5:19-21; 갈라디아서 3:13

 
문 40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
통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까? (How could the eternal* Son of 
God suffer in the place of sinful* people?)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Jesus, 
the Son of God, became a man.)
요한복음 1:14; 갈라디아서 4:4,5; 골로새서 2:9

 
문 41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How did 
the Son of God become a man?)

답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He was 
born of the virgin* Mary.)
이사야 7:14; 마태복음 1:18-21

 

문 42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What kind of life did Jesus Christ live on earth?)

답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A simple and humble 
life.)
마태복음 8:20; 마태복음 11:28-30; 고린도후서 8:9; 고린도후
서 10:1

 
문 4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Did the Lord* Jesus Christ ever sin*?)

답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셨습니다. (No, He was 
holy and pure.)
요한복음 8:29; 고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7:26; 베드로전서 

2:21-23

 
문 44 그리스도는 어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What kind of 



death did Christ die?)

답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
다. (Christ died a painful death on the cross*.)
누가복음 23:33; 갈라디아서 3:13; 빌립보서 2:8

 
문 45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후 무덤에 머무셨습니까? (Did 
Christ remain in the grave after He died?)

답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삼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
습니다. (No, Christ rose from death on the third day.)
누가복음 24:1-3,6; 로마서 4:25; 고린도전서 15:4,17,18

 
문 46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누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Who will God rescue from the result of their sin*?)

답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God will rescue those who 
repent* of sin*. And who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사도행전 2:38,39; 사도행전 16:30,31; 사도행전 20:21

 
문 47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repent*?)

답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나의 죄로부터 돌아
서는 것 입니다. (To repent* is to be sorry for my sin*. And to 
turn from my sin* because it offends God.)
고린도후서 7:9-11; 데살로니가전서 1:9,10; 누가복음 19:8-10

 
문 48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
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lieve or to have faith* in Christ?)

답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

합니다. (To have faith* in Christ is to believe in Jesus. We 
trust* only in Him for salvation*.)
요한복음 14:6; 사도행전 4:12; 디모데전서 2:5; 요한일서 

5:11,12

 
문 49 당신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Can you repent* and believe in Christ by your 
own power?)

답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No, I must have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예레미야 13:23; 요한복음 3:5,6; 요한복음 6:44; 고린도전서 

2:11-14

 
문 50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Who is the Holy Spirit*?)

답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셨습
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위로자 이시며 동반자이시며 인도
자 이십니다. (The Holy Spirit* is God.  God the Father and 
God the Son sent the Holy Spirit* to show the world its sin*. 



He is a Comfort, a Companion and a Guide to those who 
believe.)
요한복음 16:7,8,12-15; 로마서 8:14-16; 고린도전서 6:19

 
문 51 어디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듣게 됩니
까? (Where do people hear the truth about Christ?

답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In the good news that offers a 
Saviour* to all people.)
마가복음 1:1; 사도행전 15:7; 로마서 1:16,17

 
문 52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
십니까? (What has Jesus our Saviour* become to us?)

답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Jesus Christ is our Prophet*, our 
Priest and our King.)
마태복음 13:57; 요한복음 18:37; 히브리서 1:1-3; 히브리서 

5:5,6; 요한계시록 1:5

 
문 53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십니까? (How 
is Jesus Christ a Prophet*?)

답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우리
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He teaches us 
everything that God desires.)
신명기 18:18; 요한복음 1:18; 요한복음 4:25; 사도행전 3:22; 

요한일서 5:20

 
문 54 왜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Why do we need Christ as a Prophet*?)

답 왜냐하면 우리가 무지하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are ignorant and we do not listen.)  
마태복음 11:25-27; 요한복음 17: 25,26; 고린도전서 2:14-16

 
문 55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십니까? (How is 
Jesus Christ a Priest?)

답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
신 말씀해 주십니다. (He died in our place and He speaks to 
God for us.)
시편 110:4; 히브리서 4:14-16; 히브리서 7:24,25; 요한일서 

2:1,2

 
문 56 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Why do we need Christ as a Priest?)

답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are guilty.) 
잠언 20:9; 전도서 7:20; 로마서 3:21-23

 
문 57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까? (How is Jesus 
Christ a King?)

답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He rules 



over us and He defends us.)
시편 2:6-9; 에베소서 Ephesians 1:19-23; 요한계시록 15:3,4

 

문 58 왜 우리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까? 
(Why do we need Christ as a King?)

답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are 
weak.)
고린도후서 12:9; 빌립보서 4:13; 골로새서 1:11

 
문 59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축복들*을 받게 

됩니까? (What blessings* do we receive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고 선
언하십니다. (God forgives* us and He declares us to be 
righteo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로써 그분의 가족으로 받
아주십니다. (God receives us into His family as His own dear 
children.)

하나님께서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God makes us holy in heart and in behaviour.) 

하나님께서 부활* 시에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God makes us perfect in body and 
soul* at the resurrection*.)
로마서 5:18; 갈라디아서 4:4-6; 에베소서 1:5; 히브리서 

10:10-14

 
문 60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
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What 
word do we use to speak of God forgiving us and declaring 
that we are righteous*?)

답 우리는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Justification* is the word that we use. God forgives us. And 
He declares that we are righteous*.)
로마서 3:23,24; 로마서 8:33; 갈라디아서 2:16

 
문 61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를 그분 자신의 가족으로 받
아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
합니까? (What word do we use to speak of God receiving us 
into His family as His own dear children?)

답 우리는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들이요 원수들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Adoption* is 
the word that we use. We were strangers to God and God’s 
enemies, but now God has called us His own dear children.)
요한복음 1:12; 로마서 8:15-17; 갈라디아서 4:6

 
문 62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What word do we use to describe how God makes us holy in 



heart and in behaviour?)

답 우리는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Sanctification* is the word that we use. God is making us 
holy in heart and in behaviour.)
에베소서 4:24; 골로새서 3:9,10; 데살로니가전서 5:23

 
문 63 부활* 시에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What word do we use to speak of when God 
makes us perfect in body and soul* at the resurrection*?)

답 우리는 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 시에 육체와 영혼*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
니다. (Glorification* is the word that we use. God makes us 
perfect in body and soul* at the resurrection*.)
고린도전서 15:42-44; 요한일서 3:2; 유다서 24

문 64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들*을 저의 선한 일에 대한 댓
가로 저에게 주십니까? (Does God give me these blessings* 
because I have earned them by my good behaviour?)

답 아닙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으며, 제 노력으
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 로 

이런 축복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No, God gives me these blessings* because of His grace*. I 
do not deserve them and I cannot earn them.)
이사야 64:6; 에베소서 2:8,9; 디도서 3:4-7

 
문 65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race* of 
God?)

답 하나님의 은혜*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요 선하심입니다. (The grace* of 
God is His love and goodness to us when we do not deserve 
it.)
출애굽기 34:6; 에베소서 1:7,8; 고린도후서 8:9

 
문 66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서 

이 축복들*을 언젠가 제거하실 것입니까? (Will God ever 
remove these blessings* from those who truly repent* and 
believe?)

답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
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No, Jesus will never leave 
those who trust* Him for salvation*.)
요한복음 10:27-30; 로마서 8:38,39; 빌립보서 1:6;  베드로전
서 1:3-5 

제 3 장
십계명 (TEN COMMANDS)



 
문 67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개의 계명들을 주셨습니까? 
(How many commands did God give to Moses?)

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열 개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God gave ten commands to Moses.)
출애굽기 34:27,28; 신명기 10:4

 
문 68 그 열 개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se ten 
commands?)

답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Do not put any other gods ahead of me.)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도 말
라.
(Do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nor worship* it.)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Do not 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a wrong way.)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Remember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네 부모를 공경*하라. 
(Give honour* to your father and mother.)

살인하지 말라. (Do not murder anyone.)

간음*하지 말라. (Do not commit adultery*.)

도적질하지 말라. (Do not steal.)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Do not tell lies against your neighbour.)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Do not desire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ur.)
출애굽기 20:3-17

 

문 69 처음 네 개의 계명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 
the first four commands teach?)

답 처음 네 개의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
칩니다. (The first four commands teach our duty to God.)
신명기 10:12,13; 신명기 27:9-10

 
문 70 마지막 여섯 개의 계명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 the last six commands teach?)

답 마지막 여섯 개의 계명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
무를 가르칩니다. (The last six commands teach our duty to 
other people.)
신명기 10:19; 스가랴 8:17; 로마서 13:9,10

 

문 71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um of the 
ten commands?)

답 저는 저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저의 이웃
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I must love God with all 
my heart and I must love my neighbour as myself.)
레위기 19:18; 신명기 6:5; 신명기 11:1; 마태복음 22:36-39

 
문 72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Who is my neighbour?)



답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 (Anyone who 
needs help is my neighbour.)
야고보서 2:8,9; 누가복음 6:35

 
문 73 제 일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rst 
command?)

답 제 일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입
니다. (The first command is: Do not put any other gods 
ahead of me.)
출애굽기 20:3; 이사야 45:5,6

문 74 제 일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first 
command teach?)

답 제 일 계명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The first command teaches us to worship* God 
only.)
시편 44:20,21; 마태복음 4:10; 요한계시록 22:8,9

 
문 75 제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econd 
command?)

답 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
을 경배*하지도 말라’ 입니다. (The second command is: Do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nor worship* it.)
출애굽기 20:4-6; 신명기 5:8-10

 
문 76 제 이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second command teach?)

답 제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들이나 형상들을 경
배*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The second command 
teaches us to worship* God in a proper way. And we must not 
worship* objects or images.)
이사야 44:10,11; 이사야 46:5-9; 사도행전 17:29

 

문 77 제 삼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hird 
command?)

답 제 삼 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컫지 말라’ 입니다. (The third command is: Do not 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a wrong way.)
출애굽기 20:7; 신명기 5:11

 
문 78 제 삼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third command teach?)

답 제 삼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공
경*하라고 가르칩니다. (The third command teaches us to 

give honour* to God’s name and to His words.) 
이사야 8:13; 시편 138:2; 요한계시록 15:3,4

 
문 79 제 사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ourth 
command?)



답 제 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입니
다. (The fourth command is: Remember to keep the 
Sabbath* day holy.)
출애굽기 20:8-11; 신명기 5:12-15

문 80 제 사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fourth command teach?)

답 제 사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
다. 우리는 노동과 휴식, 직업과 예배*에 적합한 양의 시간을 

분배해야 합니다. (The fourth command teaches us to give 
honour* to God. We must give the right amount of time to 
labour and rest, work and worship*.)
출애굽기 16:23; 이사야 58:13,14

문 81 제 오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fth 
command?)

답 제 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The fifth 
command is: Give honour* to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출애굽기 20:12; 신명기 5:16

 
문 82 제 오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fifth 
command teach?)

답 제 오 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라
고 가르칩니다. (The fifth command teaches us to love and to 
obey our parents.)
잠언 1:8; 에베소서 6:1-3; 골로새서 3:20

 
문 83 제 육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ixth 
command?)

답 제 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입니다. (The sixth 
command is: Do not murder anyone.)
출애굽기 20:13; 신명기 5:17

 
문 84 제 육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sixth command teach?)

답 제 육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The sixth command 
teaches us that we must not hurt or hate other people.)
마태복음 5:21,22; 요한일서 3:15

 
문 85 제 칠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eventh 
command?)

답 제 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The seventh 
command is: Do not commit adultery*.)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문 86 제 칠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seventh command teach?)

답 제 칠 계명은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는 성관
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



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순결해야 합니다. (The seventh 
command teaches us that we must not have sex with anyone 
who is not our own husband or wife. We must be pure in what 
we think, say and do.)
마태복음 5:27,28; 에베소서 5:3,4

 
문 87 제 팔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ighth 
command?)

답 제 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입니다. (The eighth 
command is: Do not steal.)
출애굽기 20:15; 신명기 5:19

 
문 88 제 팔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eighth command teach?)

답 제 팔 계명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른 사람의 소유물을 취해서는 안됩니다. (The eighth 
command teaches us to be honest. We must not take the 
things that belong to other people.)
출애굽기 23:4; 잠언 21:6,7; 에베소서 4:28

 
문 89 제 구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ninth 
command?)

답 제 구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입니
다. (The ninth command is: Do not tell lies against your 
neighbour.)
출애굽기 20:16; 신명기 5:20

 
문 90 제 구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ninth command teach?)

답 제 구 계명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The 
ninth command teaches us to tell the truth.)
시편 15:1-3; 잠언 12:17; 고린도전서 13:6

 
문 91 제 십 계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enth 
command?)

답 제 십 계명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입니다. 
(The tenth command is: Do not desire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ur.)
출애굽기 20:17; 신명기 5:21

 
문 92 제 십 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the 
tenth command teach?)

답 제 십 계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칩
니다. (The tenth command teaches us to be content with 
what we have.)
빌립보서 4:11; 디모데전서 6:6; 히브리서 13:5

 
문 93 누구든지 이 계명들을 모든 면에서 다 지킬 수 있습니
까? (Can any man keep these commands in every way?)

답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무도 하



나님의 계명들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Adam 
disobeyed God. Since that time no mere man has been able 
to completely keep God’s commands.)
전도서 7:20; 로마서 3:23; 야고보서 2:10

 
문 94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Of 
what use are the ten commands to us?)

답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They 
teach us our duty. And they show us our need of a Saviour*.)
전도서 12:13; 로마서 3:20; 디모데전서 1:8,9

제 4 장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문 95 기도란 무엇입니까? (What is prayer?)

답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
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간구합니다. (Prayer is 
when we talk to God. We thank Him for His goodness. We 
confess our sin*. We ask for things that please Him.)
마태복음 6:6; 빌립보서 4:6; 요한일서 5:14

 

문 96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In whose 
name should we pray?)

답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We 
should pray only in the name of Jesus.)
요한복음 14:13-14; 요한복음 16:23

  
문 97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
엇을 주셨습니까? (What did Jesus give us in order to teach 
us to pray?)

답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Jesus gave 
us the Lord’s* Prayer.
마태복음 6:9-15; 누가복음 11:2-4

 
문 98 주*기도문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rd’s* 
Prayer?)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
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
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Our Father in heaven*,
May we give honour* to your name.
May your Kingdom* come.



May what you want to happen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Just as we also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Help us not to sin* when we are tempted.
Protect us from the evil* one.)
마태복음 6:9-13 

 
문 99 주*기도문에는 몇 개의 간구가 있습니까? (How many 
requests are in the Lord’s* Prayer?)

답 여섯 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There are six requests.)

 
문 100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rst 
request?)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May we give 
honour* to your name.")
마태복음 6:9; 누가복음 11:2

문 101 우리는 첫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rst request?)

답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all people will praise God’s name.)
시편 8:1; 시편 72:18,19; 시편 113:1-3

 
문 102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econd 
request?)

답 “나라*이 임하옵시며” ("May your Kingdom* come.")
마태복음 Matthew 6:10; 누가복음 11:2

 
문 103 우리는 두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second request?)

답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all people in the 
world will hear and believe the good news. We pray that they 
will obey Jesus as Lord*.)
사도행전 8:12; 사도행전 28:30,31; 요한계시록 11:15

문 104 세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third 
request?)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 ("May what you want to happen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마태복음 6:10

 
문 105 우리는 세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third request?)

답 우리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people on earth may serve God as the angels* do in 
heaven*.)
시편 103:19-22; 시편 143:10 

 
문 106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ourth 
request?)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마태복음 6:11; 누가복음 11:3

 
문 107 우리는 네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fourth request?)

답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God will give 
us all things that we need for our bodies.)
시편 145:15,16; 잠언 30:8,9; 마태복음 6:31-33

 
문 108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fth 
request?)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our sins*, just as we 
also have forgiven* those who sin* against us.")
마태복음 6:12; 누가복음 11:4

 
문 109 우리는 다섯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fth request?)

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
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God 
will forgive*our sins*. And we pray that God will help us to 
forgive* those who have hurt us.)
시편 51:2,3; 마태복음 5:23,24; 에베소서 4:32

 
문 110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sixth 
request?)

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소서.” ("Help us not to sin* when we are tempted. Protect us 
from the evil* one.")
마태복음 6:13; 누가복음 11:4

 
문 111 우리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What do we pray for in the sixth request?)

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합
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니
다. (We pray that God will keep us from sin*. And protect us 
from evil*.)
시편 119:11; 고린도전서 10:13; 디모데후서 4:18

   
문 112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What does 



prayer teach us?)

답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철
저히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Prayer teaches us that 
we must trust* God completely for His help.)
에베소서 6:18; 빌립보서 4:6; 히브리서 4:16

 

제 5 장
교회* (THE CHURCH) 

문 113 우주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universal 
Church*?)

답 우주적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성자 그리
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The universal Church* consists of all of God’s people. The 
Church* is the family of God the Father. It is the body of 
Christ the Son. It is the place where the Holy Spirit* lives.
고린도전서 12:27; 에베소서 3:15; 에베소서 5:23; 골로새서 

1:24; 히브리서 2:11

 
문 114 지역교회*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cal 
church*?)

답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
다.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
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The local church* 
is a group of people that follow Jesus Christ. They meet 
together. They study the Word of God. They baptize* 
believers* and eat the Lord’s Supper. They obey the teaching 
of Christ.)
마태복음 28:19,20; 사도행전 2:41,42; 사도행전 8:36-39; 사
도행전 14:23; 로마서 6:1-5; 고린도전서 11:23-26; 디도서 

1:5                           

 
문 115 누가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주셨습니까? (Who 
gav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o the church*?)

답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Lord* Jesus Christ.)
마태복음 26:26-29; 마태복음 28:19

 
문 116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와 성찬을 교회*에 주셨습
니까? (Why did Jesus Christ giv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o the church*?)

답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께 속해있음을 보
여주시기 위해 이 성례들을 주셨습니다. 이 성례들의 행위들
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Jesus Christ gave these to show that His people 
belong to Him. These acts remind them of what He has 



done.)
마태복음 28:19; 로마서 6:1-5; 고린도전서 11:23-26

 
문 117 세례*는 무엇입니까? (What is Baptism*?)

답 세례*시 교회* 지도자는 사람을 잠시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세례
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In 
Baptism* the church* leader puts a person under water for a 
moment. Then the person is brought up out of the water. This 
is don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마태복음 3:6,16; 마가복음 1:5; 사도행전 8:12

 
문 118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Who can be 
baptized*?)

답 세례*는 오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만 주
어집니다.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Baptism* is only for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It is for those who believe in Christ for salvation*.)
사도행전 2:38,39; 사도행전 8:36,37; 사도행전 16:30-33

 
문 119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Baptism* 
mean?)

답 세례*는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연합되었다는 표입니다. (Baptism* is 
a sign of the believer’s* unity with Christ when He died, was 

buried and was raised from the dead.) 
사도행전 16:30-33; 로마서 6:3-5; 골로새서 2:12

 
문 120 성찬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rd’s* Supper?)

답 성찬식에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 성례를 행합
니다. (At the Lord’s* Supper we eat bread and drink the cup. 
We do this to remember the pain and death of Jesus Christ.)
마가복음 14:22-24; 고린도전서 11:23-29

문 121 빵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What does the bread 
mean?)

답 떼어진 빵은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
리의 죄*때문에 죽으셨습니다. (The broken bread speaks 
about the broken body of Christ. He died because of our 
sins*.)
마태복음 26:26; 고린도전서 11:24

 
문 122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the cup 
mean?)

답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The cup speaks about the blood 
of Christ. He bled for our salvation*.)
마태복음 26:27,28; 고린도전서 11:25



 
문 123 누가 성찬을 먹어야 합니까? (Who should eat the 
Lord’s* Supper?)

답 성찬은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
니다. 이 예식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The Lord’s Supper is only for those who 
repent* of their sins*. It is for those who believe in Christ for 
salvation*.)
고린도전서 10:16,17; 고린도전서 11:18,20,28,29

 
문 124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그분의 교회*에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was Christ’s last 
command on earth to His Church*?)

답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
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So you must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 them to 
obey everything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you can be 
sure that I am always with you, to the very end.")
마태복음 28:18-20

문 125 주*일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Lord’s* Day?)

답 주*일이란 한 주의 첫 째 날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은 그날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The Lord’s* Day is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early Christians gathered to 
worship* on that day.)
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요한계시록 1:10

 
문 126 왜 주*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Why is it called 
the Lord’s* Day?)

답 왜냐하면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 하셨기 

때문입니다. (Because on that day Christ rose from the 
dead.)
마태복음 28:1; 누가복음 24:1-6; 요한복음 20:1

 
문 127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가장 바르게 보내
는 것입니까? (How may we best spend the Lord’s* day?)

답 우리의 직업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때 주*일을 가장 올바
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We best spend the 
Lord’s* Day when we rest from our employment. On that day 
we should worship* God and do good for other people.)

시편 27:4; 로마서 12:9-13; 골로새서 3:16 



제 6 장
종말 (LAST THINGS) 

 
문 128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Christ 
now?)

답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
니다. (Christ is now in heaven*, at the right side of God the 
Father.)
마가복음 16:19; 사도행전 5:31; 로마서 8:34

 
문 129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까? (Will Christ 
come to this earth again?)

답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의 심판자가 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Yes, He will come 
to be the judge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t the last day.)
마태복음 25:31,32; 데살로니가후서 1:7-9; 디모데후서 4:1

 
문 130 죽음의 순간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
까? (What happens to the righteous* at death?)

답 의인들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영혼*은 주님*

과 함께 하기 위해 그분께로 갑니다. (The bodies of the 
righteous* return to the dust. Their souls* go to be with the 
Lord*.) 
창세기 3:19; 전도서 12:7; 고린도후서 5:8

 
문 131 죽음의 순간에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to wicked people at death?)

답 악인들은 형벌 가운데 고통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
판하러 오시는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십니다. (The wicked 
people suffer punishment. God keeps them for the day He 
comes to judge.)
누가복음 16:23,24; 요한복음 5:28,29; 베드로후서 2:9

문 132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Will the dead 
be raised to life again?)

답 그렇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됩니다. (Yes, all the dead shall be raised when 

Christ comes again.) 
다니엘 12:2; 요한복음 5:28,29; 사도행전 24:14,15

 
문 133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날에 악한 사람들에 무
슨 일이 일어납니까? (What will happen to the wicked people 
in the day God comes to judge?)

답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God 
will send them into hell*.)
마태복음 Matthew 25:41; 누가복음 Luke 12:5; 요한계시록 

20:12-15

문 134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hell*?)



답 지옥*이란 형벌이 결코 그치지 않는 끔찍스러운 장소입니
다. (Hell* is a terrible place where punishment never ends.)
마태복음 25:46; 마가복음 9:47,48; 누가복음 16:23-26

문 135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What 
will happen to the righteous* people?)

답 의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들
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The 
righteous* people will live happily with Christ. They will live for 
ever i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이사야 66:22,23; 베드로후서 3:13; 요한계시록 21:2-4

 

용어 목록

간음 (Adultery)

간음이란 당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배/예배 (Worship)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을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공경*과 [공경 참조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
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해
야 할 바입니다.

공경 (Honour)

어떤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하여 좋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

교회 (Church)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
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나눕니다. 그들은 그리스
도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구원 (Salvation)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들과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
해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의 인생의 악한 일들과 죄
의 결과들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구원자 (Saviour)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놓
고 우리가 행한 나쁜 일들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로부터 구원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정녀 (Virgin)

동정녀란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마귀 (Devil)

마귀란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 중 

가장 사악한 존재입니다. [천사 참조요]

믿음 (Faith)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
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심
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실재 하신다
고 아는 것입니다.

부활 (Resurrection)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입니다.

사단 (Satan)

사단은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단*은 악한 천사*들 중
에 최고로 사악한 존재입니다 [천사 참조요]. 

삼위일체 (Trinity)

삼위일체는 우리가 세 인격으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
님(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말하
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선지자 (Prophet)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오래 전에 하
나님을 위하여 말했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 (Holy Spirit)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 참조요].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
입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돕
는 영으로도 불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지만 우리처럼 인
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참조요]. 그분은 세상에 있



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무도 성령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살아계시
며 또한 그들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일
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신
뢰*할 때 이 변화를 일으키시길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질 때까지 우
리 안에 이 변화를 계속 일으켜 가십니다.

세례/세례 주다 (Baptism/Baptize)

교회* 지도자는 사람을 잠시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리고 그 사람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무덤에 두었습
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신뢰 (Trust)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나 어
떤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

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 참조요].

신자 (Believer)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Cross)

십자가란 함께 붙여놓은 두 개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생
활하셨을 당시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묶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식일 (Sabbath)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휴식의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했던 유대인들
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양자 (Adoption)

양자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법
적인 행위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의 자녀로 양육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방인이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영 (Spirit)

영이란 육신을 갖고 있지도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



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리고 선
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는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영
혼*은 때때로 사람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영혼 참조요].

영광 (Glory)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위대한 왕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아름
답고 위대하게 받드는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Eternal)

항상 있어왔고 항상 계속 존재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
작과 끝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 (Soul)

영혼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존재하는 사람의 한 부분입
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그
들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때때로 사람의 영
*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 참조요].

영화 (Glorification)

영화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때에 주시
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모든 죄*

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가 몸과 영혼*에 입
힌 피해로부터 자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화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 지에 대해서 의도
하신 대로 다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왕국 (Kingdom)

왕국은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하
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용서하다 (Forgive)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행하는 

나쁜 일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상 (Idol)

우상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
든 물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상
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인물이나 물건의 그
림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입니다. 우상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유대인 (Jew)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로



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Grace)

은혜란 우리가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관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해주심과 도우심이 바
로 그 은혜입니다. 

의로운 (Righteous)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입
니다. 의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
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신 때
에는 그 사람을 정결한 자로 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친구
이지 원수가 아닙니다. 

제자 (Disciple)

제자란 어떤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
다. 제자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께서 가
르치시는 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죄지은 (Sin/ Sinful)

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행하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
을 따르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는 

일들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주님 (Lord)

주님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
분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며 모든 것들의 통치자라는 것입니
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께 사용하는 이름
입니다. 

지옥 (Hell)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놓으
신 곳입니다. 지옥은 사후에 악한 사람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
입니다.

천국 (Heaven)

천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
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미래 처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
이 항상 행복할 것이며 고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그곳에 사시며 통치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사후에 가게 될 장소입니다.

천사 (Angel)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종입니
다. 천사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에 관한 선한 일들을 말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천사는 하
나님의 가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합니다. 악
한 천사는 마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축복 (Blessings)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선한 일들입니
다.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그분께 우
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
는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칭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
과 바른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이 

일을 하십니다. 

회개 (Repent)

회개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
신이 했었던 나쁜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