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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bout Baptism 침례에 관해 자주 등장하는 질문과 대답

I really appreciate Dr. Stohry’s sermon about the baptism this morning.
오늘 아침 스토리 박사님의 설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ow I want to answer the 11 questions he mentioned about the baptism.
이제 저는 설교에서 언급된 11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Why did the Lord Jesus get scripturally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주 예수님께
서는 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가?

The answer is very simple according to Matthew 3:15 
대답은 마태복음 3:15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which reads, “And Jesus answering said unto him, Suffer [it to be so] now: for 
thus it becometh us to fulfil all righteousness. Then he suffered him.”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So Jesus was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TO FULFIL ALL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By the way, I will give five supplementary explanations.
그런데, 저는 다섯가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Jesus was sinless; he did not need cleansing.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깨끗
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However, the act of baptism was part of Christ mission in coming to earth. 
하지만, 침례는 행위는 지상에 오셔서 하신 그리스도 사역 중의 일부였습니다.

Jesus was confessing sin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world.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Likewise, he was endorsing John’s ministry of baptism.
이처럼, 그분은 요한의 침례사역을 승인하고 계셨습니다.

2) By submitting to the waters of baptism, Jesus linked himself with those who 
were coming to John and repenting.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연결지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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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as setting an example for all of his followers as well.
그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3) Jesus’ baptism was also part of his preparation for Satan’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예수님의 침례는 또한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이었습니다.

4) Baptism was a foreshadowing of Christ’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그리고 부활의 전조였습니다.

5) And lastly, Jesus was announcing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on earth.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계셨습니다.

2. Does baptism save? 침례가 구원을 가져오는가?

No. Baptism DOES NOT save.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It is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according to 1 Peter 3:21,
베드로전서 3:21절에 따르면,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입니다,

which reads, “The like figure whereunto [even] baptism doth also now save us (not 
the putting away of the filth of the flesh, but the answer of a good conscience 
toward God,)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
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
하는 것이니라.)”

3. What is baptism a picture (or type) of? 침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Baptism is a picture of the Gospel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of Christ) 
according to Romans 6:3-5,
로마서 6:3-5에 따르면, 침례는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which read, “3 Know ye not, that so many of us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
가 알지 못하느냐?

4 Therefore we are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that like as Christ was 
raised up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even so we also should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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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ewness of life.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
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 For if we have been planted together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we shall be 
also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
로 되리라.

4. Does baptism wash away sins? 침례가 죄를 제거합니까?

Baptism does NOT wash away sins. 침례는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THE BLOOD OF JESUS does that when He saves us according to 1 John 1:7b,
요한일서 1:7b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which reads,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th us from all sin.”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5. Who should be baptized?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All born again believers should be baptized. 모든 다시 태어난 신자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Do you love your enemies as Jesus commanded to do? (Matthew 5:44; Luke 6:27)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마태복음 5:44; 누가복음 6:27)

Honestly I don’t think I am able to love my enemies.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owever, it was very very easy for me to obey Jesus’ commandment that is to be 
baptized. 하지만, 침례를 받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제게 아주 아주 쉬운 
일입니다.

6. When should a believer be baptized? 신자는 언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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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liever should be baptized as soon as he/she understands what baptism is (a 
command of the Lord). 신자는 침례가 무엇인지(주님의 명령)를 깨닫는 즉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7. Who is authorized to baptize believers? 누가 신자에게 침례를 줄 권위를 갖는가?

Only the local church is authorized to baptize believers. 오직 지역교회만이 신자에게 
침례를 줄 권위가 있습니다.

Pastors are usually supposed to baptize believers to avoid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보통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통 목사님들이 신자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but brothers in the local church can baptize believers. 하지만 지역교회의 형제들은 신
자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8. Should babies be baptized? 아기들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Babies are not old enough to understand that they are sinners in need of a 
Savior. 아기들은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만큼 자라지 않았습니다.

They should not be baptized. (Acts 8:37) 그들은 침례를 받자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37)

9. If you were baptized as a baby and got saved later in life, should you be 
baptized now? 만일 당신이 유아로서 침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If you were baptized as a baby and are now a believer, you should submit yourself 
to baptism by immersion at IIBC.
만일 당신이 유아로서 침례를 받았고 이제 신자라면, 당신은 IIBC에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
도록 해야 합니다.

10. What is the next step for a believer after baptism? 침례를 받은 후에 신자는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The next step for a believer after baptism is to join the local church. 
침례 후 신자의 다음 단계는 지역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At IIBC you are considered a member immediately after your baptism. 
IIBC에서는 침례를 받는 즉시 교회 멤버로 고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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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n a believer join the church without baptism? 신자는 침례를 받지 않고 교인이 
될 수 있나요?

No. 아닙니다.

Because you are not obeying the Lord by faith by submitting to believer’s baptism.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However, you can have fellowship with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at IIBC,
하지만, 당신은 IIBC에서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and also you can worship God together here at IIBC. 그리고 IIBC에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Finally, I would like to say one thing.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As you know there are many good Christians among Presbyterians, Methodists, 
and etc.
아시는 바와 같이 장로교인, 감리교인 등 가운데에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However, you can be better than they in terms of baptism if you are baptized 
scripturally by immersion. 
하지만, 만일 당신이 성경적으로 물에 잠김으로써 침례를 받는다면, 침례에 관하여는 그들보
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IIBC will schedule a baptismal service in July. 
IBC는 7월 중에 침례예배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I really hope and pray that every believer who has not been baptized scripturally, 
would get baptized next month. 
저는 아직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는 모든 신자들은 다음 달에 침례를 받으시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