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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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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님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입양하실 때. 사람들이 입양하는 자녀들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 어떤 이유가 

있는가? 
Is there any motive in any of the children of men, to induce God to adopt them, as there is in those that are adopted by 
men?

1. (양자로 삼아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입양하시는 그 어떤 이들을 입양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고 성향하게
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운 자격이나, 그 어떤 최소한의 것도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입양하신다.
There is neither beauty, nor any lovely qualification, nor any thing in the least, to move and incline God to adopt 
any whom he doth adopt, but it is an act only of his free grace an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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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람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가? 
Are all the children of men the adopted children of God?

1.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입양된다.
No: only such persons are adopted as do believe in Christ.

1. 요 John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 갈 Gal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6.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권리를 가지는 특권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ose privileges which the adopted children of God have a right unto?

1.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리를 가지는 특권들은 
The privileges which the adopted children of God have a right unto are,

1. 현세적, 영적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보호하심과
God’s fatherly protection of them from temporal and spiritual evils.

1. 시 Psalm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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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공급하심과
God’s fatherly provision of all needful things, both for their soul and body.

1. 시 Psalm 34: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 그들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바로 잡으심과 
God’s fatherly correction of them.

1. 히 Heb 12:6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4.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과
God’s audience and return to their prayers.

1. 요일 1 John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5. 하늘 나라의 기업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이다.
A sure title to the inheritance of the kingdom of heave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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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