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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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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8.    기도의 정의   The Definition of Prayer - 1  

Q98 기도가 무엇인가?
What is prayer?

A.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3]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1]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2] 죄를 자복하며
[4]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5].
Prayer is an offering up of our desire unto God,1 for things agreeable to his will,2 in the name of Christ,3 with confession

1 시 Ps. 10: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시 Ps. 62: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 Matt. 7:7-8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2 요일 1 John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3 요 John 16:23-24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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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ur sins,4 and thankful acknowledgment of his mercies.5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기도에는 몇 부분이 있는가? 
How many part are there in prayer?

1) 기도에는 세 부분이 있다 – 간구, 고백, 감사. 그러나 가장 적합한 것은 간구이다.
There are three parts in prayer -- petition, confession, and thanksgiving; but most properly, prayer doth consist in 
petition.

4 시 Ps. 32:5-6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단 Dan 9:4-19  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8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요일 1 John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5 시 Ps. 103:1-5  1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 Ps. 136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6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7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8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9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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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간구가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인가? 
What kind of petition is prayer unto God?

1)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그 앞에서 마음을 쏟는 것이다.
The petition of the lips, without the desire of the heart, may be accounted prayer by men, but it is not acceptable 
prayer unto God, which is an offering up of the desires unto him, and pouring forth of the heart before him. 

a. 시 Psalm 62: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3.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Unto whom are we to direct our prayers?

1)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We are to direct our prayers to God only.

a. 시 Psalm 5:2, 3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4. 우리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가? 
Why are we to direct our prayers only unto God?

1)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We are to direct our prayers only unto God – 

a.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종교적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Because prayer is a part of religious worship, and God is the only object of religious worship.

i. 마 Matthew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b. 하나님만이 모든 곳에 계셔서 그의 백성을 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Because God only is everywhere present to see his people, and to hear their prayers. 

i. 시 Psalm 34:15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c.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며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Because God only can answer our prayers by fulfilling our desires, and giving the things which we pray for and
stand in need of.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7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8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9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빌 Phil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

i. 시 Psalm 145:18, 19  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5. 어떠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For what things may we pray unto God?

1) 어떤 죄악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We may not pray for the fulfilling of any sinful desires. 

a. 약 James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만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We may and ought to pray unto God only for such things as are agreeable unto his will. 

a. 요일 1 John 5: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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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things agreeable unto God’s will which we may pray for?

1)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모두 합당한 것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장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영원한 작정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뜻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죄의 용서, 그의 은혜의 공급, 현세에서의  영적 
삶과 힘,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 영적이고 영원한 악으로부터의 구원 등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세의 좋은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에서 명확히 또는 포함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The things which we may pray for, are not all things which are agreeable unto his secret will; for thus all things 
which come to pass, even the worst of sins which are committed, are agreeable unto God's secret counsel and 
eternal determination; but all things which are agreeable unto God's revealed will in his Word, we may pray for; 
such as the pardon of our sins, the supplies of his grace, spiritual life and strength here, eternal life and glory 
hereafter, deliverance from spiritual and eternal evils; also whatever temporal good things we stand in need of, and 
all those things which either expressly or inclusively he hath promised in his covenant unto us. 

7.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가? 
In whose name ought we to pray unto God?

1)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We ought to pray unto God onl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 요 John 14:13, 14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8.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pray unto God in the name of Christ?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 끝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입술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감을 허락받는 것과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들으심을 얻고 은혜로운 응답받을 것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To pray unto God in the name of Christ, is not barely to mention the name of Christ with our lips in the 
conclusion, or any part of our prayers; but it is by faith to mention his name, depending upon Christ alon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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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ttance and access unto God in prayer, for acceptance, audience, and a gracious return unto our prayers. 

a. 엡 Ephesians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9.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가? 
Why must we pray unto God in the name of Christ?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그토록 무한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며, 그토록 무한히 공의롭고 의로우신데, 우리는 그토록 비거룩하며 죄로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는 가장 
뛰어날 때에도 그토록 불완전하며, 더럽히는 것과 그토록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중재하심과, 
그의 공로의 달콤한 향기가 우리의 기도들과 섞여짐으로 우리 기도들의 불쾌한 맛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가지고 계신 특권(interests)을 사용하여,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심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 들여질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전혀 들으시지 않기 때문이다.
We must pray unto God in the name of Christ, because God being so infinitely holy and jealous, so infinitely just 
and righteous, and we being so unholy and sinful, and our prayers at best so imperfect, and so mingled with 
defilement, that neither our persons would find acceptance, nor our prayers any audience with God, without the 
name and mediation of Christ, and the mixture of the sweet incense of his merits with our prayers, to take away the
ill savour of them, and the using of his interest with the Father, upon his account alone, to give an answer unto 
them. 

a. 계 Revelation 8:3, 4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