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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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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5.   세례의 대상   The Subjects of Baptism  

Q95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To whom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A.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1],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2].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베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till they profess their faith in Christ, and 
obedience to him;1 but the infants of such as are 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are to be baptized.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가? 

Is baptism to be administered unto all?

1)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져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인침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Baptism is not to be administered unto all, nor to any that are out of the visible Church, because they, being out of 
the covenant, have no right unto the seals of the covenant.

a. 엡 Ephesians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세례 받을 수 없는가? 
May not heathens and infidels be baptized?

1 행 Acts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Acts 8:12, 36, 38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행 Acts 18: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2 창 Gen 17:7, 9-11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행 Acts 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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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Acts 16:32-33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골 Col 2:11-12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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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은 계속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교회 밖에 있으므로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일 
그들에게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결심을 고백하면, 그들은 그로 인해
교회 안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 세례의 규례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그 규례는 그들에게 부인되면
안 된다.
Heathens and infidels, who are without the Church whilst they continue infidels, ought not to be baptized; but if, 
up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unto them, they repent and believe, and make profession of their faith and 
resolution of obedience, they are thereby virtually within the Church, and then have a right to this ordinance of 
baptism, and it ought not to be denied unto them.

a. 막 Mark 16:15, 16  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3. 유아들은 세례 받을 수 없는가? 
May not infants be baptized?

1) 이교도들과 불신자들의 유아들은, 그러한 동안에는, 아무도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언약 밖에 있기 때문이다.
No infants of heathens and infidels, whilst such, may be baptized, because both parents and children are out of the 
covenant.

2) 가시적 교회의 회원인 크리스천 또는 믿음을 가진 부모의 유아들은 세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The infants of Christians or believing parents, being visible Church members, may and ought to be baptized.

4. 가시적 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the infants of such as are visible Church members, may and ought to be baptized?

1) 가시적 교회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함은 증명될 수 있는데, 그들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언약의 약속이 그들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인침도 그들에게 속하게 된다.
That the infants of such as are visible Church members may and ought to be baptized may be proved, because they 
are in covenant; and the promise of the covenant belonging unto them, this seal of the covenant does belong to 
them also.

a. 행 Acts 2: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2) 어느 누구든지 언약의 약속에 때문에 인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은 
그들이 유아일 때에 할례의 인침을 받았다. 언약의 약속이 둘 다에게 맺어졌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믿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아들도 세례의 인침을 받는 것은 약속이 둘 다에게 맺어졌기 때문이다.
It is upon account of the promise of the covenant that any have the seal; hence it was that not only Abraham, but all
his seed, whilst in their infancy, received the seal of circumcision, because the promise of the covenant was made to
both; and by the same reason, not only believing parents, but also their infants, are to receive the seal of baptism, 
the promise being made to both. 

a. 창 Genesis 17:7, 10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5. 율법 아래 유대인들의 유아들은 은혜 언약의 약속과 인침인 할례를 가졌으며 그것을 통하여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복음 아래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은 은혜 언약의 약속을 가졌고 그들은 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세례의 인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because the infants of the Jews, under the law, had the promise and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namely, circumcision, whereby they were admitted to be visible Church members; therefore, that the infants of 
Christians, under the gospel, have the promise of the covenant of grace, and ought to have the seal of baptism, to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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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to be visible Church members also?

1)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기 때문이다. (창 17: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모든 신자들과 함께 신약에서 
갱신된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갱신된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유아들이 
포함되었다면, 복음 아래의 유아들도 포함된다.
That the infants of Christians have the promise of the covenant of grace made with Abraham is evident, because 
that covenant was an everlasting covenant. (Genesis 17:7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offspring after you throughout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to be God to you and to your 
offspring after you.); which covenant Christ is the Mediator of:, and it is renewed in the New Testament with all 
believers, and that as fully as under the law: and, therefore, if the infants under the law were included, the infants 
under the gospel are included too.

2) 율법 아래 교회 회원인 유아들의 특권은 복음 아래 크리스천들의 유아들에게도 속한다. 그것은 이유의 
동등성이나 그것에 대한 권리의 평등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 특권은 복음 아래에서 취소되거나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이다.
That the privilege of infants (being made Church members) under the law, does belong to the infants of Christians 
under the gospel, besides the parity of reason for it, and equality of right unto it, is evident, because this privilege 
was never repealed and taken away under the gospel.

6. 복음 아래에서 가시적 교회 회원이 되는 유아의 특권을 빼앗긴 적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the privilege of infants being made visible Church members under the gospel was never taken 
away?

1)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는 유아들의 특권이 복음 아래에서 빼앗긴 적이 없음은 분명하다.
That the privilege of infants being made visible Church members was never taken away under the gospel is evident 
– 
a. 왜냐하면 만일 이 특권이 취소되었다면 성경에 취소되었다는 어떤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특권을 취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
Because, if this privilege were repealed, we would have some notice of its repeal in the Scripture; but we have 
no notice or signification of God’s will to repeal this privilege throughout the whole book of God.

b.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특권들을 빼앗거나 제한하기 위해 오시지 않고 오히려 넓히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 누가, 성경적 근거에 의해, 그리스도의 뜻이 유대인들의 교회의 유아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지만 크리스천 
교회의 유아들은 이교도나 불신자들처럼 제외되는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Because Christ did not come to take away or straiten the privileges of the Church, but to enlarge them; and 
who can, upon Scripture grounds, imagine that it was the will of Christ that the infants of the Jewish Church 
should be Church members, but the infants of the Christian Church should be shut out like heathens and 
infidels?

c. 성경은 분명하게 크리스천의 유아들이 거룩하다고 한다: 고전 7:14 “...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고 할례로 인해 
그들이 가시적 교회 회원으로 만들어졌다면, 크리스천의 유아들도 크리스천들처럼 거룩하다 불린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거룩한 것이다. 세례로 인해 (그 유아들이) 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이다.
Because the Scripture is express, that the infants of Christians are holy: 1 Corinthians 7:14 … Otherwise your 
children would be unclean, but as it is, they are holy. As the Jews are called in Scripture a holy nation, because 
by circumcision they were made visible Church members; so the infants of Christians, as well as themselves, 
are called holy; that is, federally holy, as they are by baptism made visible Church members.

7. 세례가 가시적 교회의 회원들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baptism does make 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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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례가 복음 아래에서 가시적 교회의 회원들을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입문이자 가입의 성례이기 때문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세례를 통해 그의 교회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하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 세례를 주고..” (마 28:19); 또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입시키고
라는 뜻이다. 헬라어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을 뜻한다.
That baptism does make 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under the gospel is evident, because it is the sacrament of 
initiation and admission into the Church, by which our Savior gave his disciples commission to admit persons into 
his Church. “Go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etc. (Matthew 28:19); or, make and admit disciples, as the 
Greek word signifies disciple them.

8.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먼저 가르침을 받고 믿어서 적어도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가? 모든 유아들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세례의 특권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가?
But does not Christ first require that people should be taught and believe, at least make a profession of their faith, 
before they be baptized; and therefore, all infants being incapable of being taught, and making profession of their faith, 
are they not hereby excluded from the privilege of baptism?

1)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는 것을 요구하시고 실제로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교도들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게 하셨다. 하지만 가시적 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없다.
That which our Savior required of teaching, and an actual profession of faith, before baptism, is to be understood of
the heathen nations, unto whom he sent his apostles to preach, who, without this, were not to be baptized; but 
there is not the same reason concerning the infants of such as are themselves members of the visible Church.

2) 교회 회원의 유아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실제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은 세례의 특권으로부터 제외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없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일할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지만 세례 받을 수 있다.
The infants of Church members being incapable of being taught and making an actual profession of faith, does no 
more exclude them the privilege of baptism than their being incapable of working does exclude them the liberty of 
eating, when the command is express, “If any work not, neither shall he eat.” – 2 Thessalonians 3:10. 
Notwithstanding which command, infants being incapable of working, yet they may eat; and so infants, being 
incapable of professing their faith, may be baptized.

3) 유아들은 사람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신앙을 실제로 고백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로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천국이 이런 사람(어린 아이)의 것이니라” (마 19:14). 그리고 유아기 중에 
죽는 모든 유아가 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 누가 말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이 언약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세례의 인침도 받을 수 있다.
Infants, though they are incapable of being taught by men, and making an actual profession of their faith, yet they 
are capable of the grace of the covenant, by the secret work of the Spirit; “for of such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 will say that all infants, dying in their infancy, are damned, as they must be, if they are incapable of the grace 
of the covenant? and if they be capable of the grace of the covenant, they are capable of this seal of baptism.

9.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명령이나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유아들이 어떻게 세례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How can infants have right to baptism, when we do not find, throughout the whole New Testament, either precept or 
example for their baptism?

1) 세례의 규례는 그 본질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구주께서 드러내어 제정하셨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간에 집행되어야 하는지까지 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시간에 대해서는 성경의 귀결에 의해 분명히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ordinance of baptism, as to the substance of it, is expressly appointed by our Savior in the New Testament; but 
it is not needful that the circumstance of the time of its administration should be appointed too, when the time 
may be so clearly deduced by Scripture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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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성경에 여자가 주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칙이나 예를 문자적으로 찾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여자도 주만찬에 참여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교회의 회원이며 실제로 은혜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주만찬에 참여할 권리도 가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We do not find, in the Scripture, any precept or example in the very words, that women shall partake of the Lord’s 
supper; yet we believe that they did partake of the Lord’s supper in Scripture time; and, they being Church 
members, and believers capable of the actual exercise of grace, have an undoubted right unto that sacrament.

3) 우리는 크리스천의 유아들은 교회 회원이 될 권리가 있음을 성경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례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성경의 어느 곳도 이 특권을 취소하지 않는다.
We have proved from Scripture, that Christian infants have a right to be Church members, and therefore they have 
a right to baptism, which admits them thereunto, and that there is no Scripture repeal of this privilege.

4)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유아들이 어릴 때에 세례 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성숙하게 자라나고 그들의 
믿음을 실제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의 규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나 그렇게 했다는 예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성경적인 규칙이나 예가 없는 것을 하겠는가?
We have no precept or example concerning the infants of such as were baptized themselves, that they should be, or 
that any of them were, kept unbaptized from their infancy, until they were grown up unto years of maturity, and 
did make an actual profession of their faith, and then did receive the ordinance of baptism; and why, then, will any 
do this which they have no Scripture precept nor example for?

5) 어떤 성경의 기록 중에는 신자들의 유아들도 유아기에 세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 전체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러한 가정의 유아들이 제외되었다는 말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데서도 제외시키지 않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그 규례에서 제외시켜야 한단 말인가?
There is great probability that the infants of believers, in some recorded cases of Scripture, were baptized in their 
infancy. Where whole households were baptized together, it is not said that the infants in such houses were 
excluded; and why, then, should we exclude infants from the ordinance, whom God has nowhere exclu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