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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adoption?

A.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1]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2].
Adoption is an act of God’s free grace,1 whereby we are received into the number, and have a right to all the privileges, 
of the sons of God.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가?

How many ways may we be said to be the children of God?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We are the children of God,

1. 중생함으로 그렇고 By regeneration.

2. 입양됨으로 그렇다. By adoption, 

그 입양됨에 있어서는 다음 경우들과 구분된다 whereby we differ,

1. 그리스도와 다르다. 그는 영원한 낳으심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From Christ, who is God’s son by eternal generation;

2. 천사들과 다르다. 그들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From the angels who are God’s sons by creation.

2.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for men to adopt children?

1. 사람들은 자녀를 입양할 때 전혀 낯선 사람을 들이거나 자신들이 낳은 자녀가 아닌 이들을 그들의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로 여긴다; 그에 따라 그들을 자신들의 친자식처럼 돌본다.
Men adopt children when they take strangers, or such as are none of their own children, into their families and 
account them their children; and accordingly do take care for them as if they were their own.

3. 하나님께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for God to adopt children?

1. 하나님은 자녀를 입양할 때 낯선 사람들인 동시에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을 그의 가정으로 들이시며, 그 
가족의 수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God does adopt children when he takes them which are strangers, and by nature children of wrath, into his family, 
and receives them into the number, and gives them a right to all the privileges of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1. 엡 Eph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 고후 2 Cor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1 요일 1 John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요 John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롬 Rom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