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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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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101  , 102.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2  

Q101.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What do we pray for in the first petition?

A.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1]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2].
In the first petition, which is, “Hallowed by thy name,” we pray that God would enable us, and others, to glorify him in 
all that whereby he makes himself known;1 and that he would dispose all things to his own glory.2

Q102.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What do we pray for in the second petition?

A.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이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3]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4]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5]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6].
In the second petition, (which is, “Thy kingdom come,”) we pray, That Satan’s kingdom may be destroyed;3 and that the 

1 시 Ps 67:1-3  1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 Ps 99:3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시 Ps 100:3-4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 롬 Rom 11:33-36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계 Rev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3 마 Matt 12:25-28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롬 Rom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일 1 John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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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dom of grace may be advanced,4 ourselves and others brought into it, and kept in it;5 and that the kingdom of glory 
may be hastened.6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2.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part in the Lord’s prayer?

1) The second part in the Lord’s prayer is petitions.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간구이다.

3.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간구가 있는가? 
How many petitions are there in the Lord’s prayer?

1) 주기도문에는 여섯 가지의 간구가 있다.
There are six petitions in the Lord’s prayer.

4.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irst petition in the Lord’s prayer?

1)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다.
The first petition in the Lord’s prayer is in these words, “Hallowed by thy name.”

5.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What is meant by the name of God?

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말하며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 (요리문답 54 번의 답을 참조하라.)
By the name of God is meant, God’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and works, whereby God is pleased to 
make himself known. See the explication of the fifty fourth answer.

4 시 Ps 72:8-11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11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마 Matt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고전 1 Cor 15:24-25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5 시 Ps 119:5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눅 Luke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살후 2 Thess 3:1-5  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 계 Rev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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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hallow God’s name?

1)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며, 
영예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To hallow God’s name, is, to sanctify, honor, and glorify God in all things whereby he makes himself known.

a. 사 Isaiah 8: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b. 시 Psalm 96:8, 9  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7.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What do we pray for in the petition, Hallowed be thy name?

1)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That God would hallow and glorify his own name, by magnifying himself in the world, and by disposing all things 
for his own glory.

a. 삼하 2 Samuel 7:26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b. 시 Psalm 83:16-18  16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18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과, 그의 무한한 뛰어나심과 완전하심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칭호와 속성으로 인해 그를 숭배하고 흠모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그의 예배와 
규례를 지키고 참여하는 것과, 그의 하시는 일 가운에 그를 크게 하고 그의 피조물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진지하고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의 영예와 유익을 우리의 처소와 관계들 안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된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가 다른
이들도 그렇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That God would enable us to hallow and glorify his name, by confessing and forsaking our sins, which rob him of 
his glory; by admiring and adoring him in his glorious titles and attributes, in his infinite excellences and 
perfections; by believing, loving, and obeying his word; by observing and attending upon his worship and 
ordinances; by magnifying him in his works, and making use of his creatures for his glory; by sincere, diligent, 
zealous, and constant endeavors to promote his honor and interest in our places and relations; and that the chief 
design of our thoughts, words, and actions, may be the glory of God, and that he would enable others also thus to 
hallow and glorify his name.

a. 시 Psalm 67:1, 3  1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3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b. 롬 Romans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8.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이 오기를 기도하는가? 
What is meant by the kingdom of God, which, in this petition, we are to pray for the com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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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간구에서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을 의미한다:
By the kingdom of God, which, in this petition, we are to pray for the coming of, in meant -
 
a.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The kingdom of God’s grace here in this world.

i. 눅 Luke 17:21 …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b. 내세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The kingdom of God’s glory in the other world.

i. 고전 1 Corinthians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9.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청원하는가? 
What do we request, in our praying that God’s kingdom of grace may come?

1)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다음을 청원한다:
We request, in our praying that God’s kingdom of grace may come – 

a.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공연한 대적들이 멸망할 것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이 통치권을 가지는, 죄의 모든 능력이 복종될 것,
That the kingdom of Satan, and all the professed enemies of God’s kingdom, may be destroyed; and that all the 
power also of sin in ourselves and others, whereby Satan has dominion, may be subdued.

i. 시 Psalm 68:1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ii. 요일 1 John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b.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보다 세상에서 흥왕하는 것,
In general, that the kingdom of God’s grace might be advanced in the world, above all other kingdoms.

i. 사 Isaiah 2: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c.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효력으로 우리가 회심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과,
In particular, that ourselves and others might be brought into this kingdom of God’s grace, by the power and 
efficacy of God’s work and Spirit in our conversion.

i. 살후 2 Thessalonians 3:1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ii. 행 Acts 26:17, 18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iii. 롬 Romans 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d. (하나님이) 은혜를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은혜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을 청원한다.
That ourselves and others, who are brought already into the kingdom of grace, may be kept in it by 
strengthening and establishing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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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벧전 1 Peter 5: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0.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청원하는가? 
What do we request in praying that the kingdom of God’s glory may come?

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청원한다.
We request, in our praying that the kingdom of God’s glory may come, that his kingdom of glory may be hastened, 
which will appear and be manifested unto the whole world at the second coming and appearance of the Lord Jesus 
to judgment.

a. 계 Revelation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요리문답 54 번

Q54 제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third commandment?

A. 제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s the holy and reverent use of God’s names, titles, attributes, ordinances, Word, and 
works.

54 번의 토론질문
2.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알리시는가? 

By what is it that God does make himself known?

1) 하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알리신다:
God does make himself known,

a. 성경에서 자신에게 주신 특정한 이름을 사용하셔서 
By his names taken particularly, which he has given unto himself in scripture: 

하나님, 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등등.
such as, GOD, LORD, I AM, JEHOVAH, and the like.

i. 신 Deut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ii. 출 Ex 3:13, 14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ii. 출 Ex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b. 그의 칭호로서 By his titles: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방 사람들의 왕; 만국의 왕(KJV: 성도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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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등등.
such as Lord of hosts; Holy One of Israel;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Creator; Preserver of men;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King of nations; the King of saints;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the God of salvation; the Hearer of prayer; and the like.

i. 사 Isa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ii. 사 Isa 60: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iii. 출 Ex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   이삭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iv. 사 Isa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v. 욥 Job 7: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vi. 딤전 1 Tim 6: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vii. 렘 Jer 10: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viii. 계 Rev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ix. 고후 2 Cor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x. 시 Ps 68: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xi. 시 Ps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c. 그의 속성으로서 By his attributes, 

이것은 그의 완전함들과 성질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구별하신다:
which are his perfections and properties, whereby he distinguishes himself from his creatures; 

전능하심, 영원하신, 보이지 않으심, 무한한 지혜, 편재하심, 거룩하심, 불변하심, 자비하심, 사랑 등등.
such as, omnipotency, eternity, invisibility, infinite wisdom, omnipresence, holiness, unchangeableness, 
mercifulness, love, and the like.

i. 계 Rev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ii. 딤전 1 Tim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iii. 시 Ps 147: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iv. 렘 Jer 23: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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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 Ps 99: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vi. 말 Mal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vii. 시 Ps 145: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viii. 요일 1 John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d. 그의 규례들로서 By his ordinances; 

기도, 경청함, 성례 
prayer, hearing, the sacrament.

i. 시 Ps 77:13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KJV: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who is so great a God as our God?)

e. 그의 말씀, 율법, 그리고 복음으로서 By his word, law, and gospel:

i. 시 Ps 138: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f. 그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서 By his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i. 시 Ps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ii. 시 Ps 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iii. 행 Acts 14: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