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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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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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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교황주의자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대로, 천사들과 동정녀 마리아와 다른 성자들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기도하여, 적어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그들의 관심을 높이면 안 되는가? 
May we not make use of the name of angels, and the Virgin Mary, and other saints, in prayer, directing our prayers unto
them to help us, at least to improve their interest in heaven for us, as the Papists do teach and practise?

1)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우상숭배이다. 하나님만이 이것과 또한 모든 다른 종교적 예배에 대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에게는 물론이고 어떤 성자들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It is idolatry to direct our prayers unto any creature, God being the alone object of this and all other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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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orship; therefore we ought not to direct our prayers unto angels (who have refused worship), much less unto any 
saints.

a. 골 Colossians 2:18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b. 계 Revelation 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2) 우리를 위한 하늘의 중보자와 대언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른 어떤 천사나 성자를 
우리의 대언자로 삼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이다.
There is but one Mediator and Intercessor in heaven for us, namely, the Lord Jesus Christ, and it is an affront to 
him to make use of any angels or saints as our intercessors.

a. 딤전 1 Timothy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b. 요일 1 John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 우리에게는 천사나 성자에게나, 천사나 성자에 의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 성경의 그 어떤 명령이나 예나 약속도
없다. 
We have neither precept nor example in Scripture for, nor any promise unto any prayers which we shall make 
either unto or by either angels or saints.

4)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성자(saint)라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상태를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응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지 
못하며 우리를 위해 특별한 대언을 해 줄 수도 없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 이사야 63:16.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교황주의자들의 교리와 
실천은 허용할 수 없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The chiefest saints in heaven are ignorant of our condition on earth; neither can they, where they are, hear, much 
less give answer unto our prayers, and therefore are unfit to be the object of our prayers, or to make particular 
intercession for us. “Doubtless thou art our Father, though Abraham be ignorant of us, and Israel acknowledge us 
not.” – Isaiah 63:16. Therefore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the Papists herein is both unallowable andabominable.

11.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 ? 
How must we pray unto God, that our prayers may be acceptable unto him, and answered by him?

1)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여야 한다:
That our prayers may be acceptable unto God, and answered by him, we must pr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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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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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진정으로 With sincerity. 

i. 히 Hebrews 10: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b. 겸손함으로 With humility.

i. 시 Psalm 10:17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c. 믿음으로 With faith.

i. 약 James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d. 열정적으로 With fervency.

i. 약 James 5:16 의인의 간구(KJV: the effectual fervent prayer)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e. 인내함으로 With perseverance.

i. 눅 Luke 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12.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Can we ourselves pray thus acceptably unto God?

1)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도록 기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
We cannot of ourselves pray thus acceptably unto God, without the Spirit of God to help our infirmities, and to 
teach us both for what and how to pray.

a. 롬 Romans 8:26, 27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13. 하나님은 그에게 올려진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가? 
Does God accept and answer all the prayers that are offered unto him?

1)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기도를 받거나 응답하지 않으신다.
God does not accept and answer the prayers of the wicked.

a. 잠 Proverb 15: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들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드리는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God does not accept the prayers of his own people when they regard iniquity in their hearts.

a. 시 Psalm 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3)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거나, 또는 그것에 상응하거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God does accept the prayers of his people which are offered up unto him in the name of Christ, and by the help of 
the Spirit, and which are for things agreeable unto his will; so that he either gives the things unto them which they 
pray for, or else something that is equivalent or better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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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도의 둘째 부분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part of prayer?

1) 기도의 둘째 부분은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죄 용서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움에 대한 청원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The second part of prayer is confession of our sins, with which our petitions for pardon and supply of our wants 
should be introduced.

15. 기도 중에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What sins should we make confession of in prayer?

1) 기도 중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거스린 우리의 원죄와 본죄에 대해 고백해야 하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과 삶으로 지은 죄, 그리고 그것들이 악화된 죄를 고백해야
한다. 더불어 그것들로 인한 현세적, 영적, 그리고 영원적인 정죄와 형벌을 인정해야 한다.
In prayer, we should make confession of our original and actual sins against law and gospel; of omission and 
commission, in thought and heart, of lip and life, with aggravations of them; acknowledging withal our desert of 
temporal, spiritual, and eternal judgments and punishments for them.

a. 시 Psalm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b. 시 Psalm 51:4, 5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16.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How ought we in prayer to confess our sins?

1)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겸손히, 온전히,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슬퍼하고 미워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들로 다시 돌아가 행하지 않으려는 온전한 목적과 온전한 결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
We ought in prayer to confess our sins humbly, fully, freely, with grief for them, and hatred of them, with full 
purpose and full resolution, in the strength of the Lord, not to return again to the practice of them.

17. 기도의 셋째 부분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hird part of prayer?

1) 기도의 셋째 부분은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현세적, 영적 자비와 내세에 주실 생명과 행복의 약속을 감사하며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존경과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모든 종류의 합당한 감정으로 인정해야 한다.
The third part of prayer is, thankful acknowledgment of God’s mercies, temporal and spiritual, here, and the 
promises of life and happiness in the other world; which we ought to acknowledge with admiration, faith, love, joy, 
and all kind of suitable affections.

a. 빌 Philippians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