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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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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9, 100.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1  

Q99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인가?
What rule has God given for our direction in prayer?

A.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1]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 하는 것이다[2].
The whole Word of God is of use to direct us in prayer;1 but the special rule of direction is that form of prayer which 
Christ taught his disciples, commonly called the Lord’s Prayer.2

Q100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What does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teach us?

A.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는 자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6]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5]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3] 든든한 마음으로[4]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친 것이다[7].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which i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teaches us to draw near to God with all holy 
reverence3 and confidence,4 as children to a father,5 able and ready to help us;6 and that we should pray with and for 
other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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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마 Matt 6:9-13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 시 Ps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4 엡 Eph 3: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5 마 Matt 7:9-12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Cf. 눅 Luke 11:11-13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롬 Rom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6 엡 Eph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7 엡 Eph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딤전 1 Tim 2:1-2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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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일반적으로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What is generally useful for our direction in prayer?

1)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도하며, 기도에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 차고 넘친다.
The whole Word of God is generally useful for our direction, as it contains plenty of matter for prayer, guides us to 
the manner of it, and abounds with variety of expressions which most fitly may be used in it.

2. 우리의 기도를 위해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pecial rule for our direction in prayer?

1) 우리의 기도를 위해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으로써 보통
주기도문이라 불린다. “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The special rule for our direction in prayer is that form of prayer which Christ taught his disciples, commonly 
called The Lord’s prayer.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y thy 
name,” etc.

3. 주기도문에는 몇 부분이 있는가? 
How many parts are there in the Lord’s prayer?

1) 주기도문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첫 말씀(서문)과 기도(청원, 간구)와 마지막 말씀(결론)이다.
There are three parts in the Lord’s prayer; the preface, the petitions, and the conclusion.

4. 주기도문 자체의 서문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itself?

1) 주기도문 자체의 서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다.
The preface of the Lord’s prayer itself, is in these words,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5. 서문의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What do the words, “Our Father” in the preface, teach us?

1)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충족되심과 우리를 돕기에 준비되심에 대한 확신과, 또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 가지는 것 
같은 바램과 사랑과 기쁨 등 자녀가 가지는 애착으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친다.
To draw near unto God with confidence, both of his all-sufficiency and his readiness to help us; as also with a filial 
affection of desire, love, and delight, as children to a Father.

a. 롬 Romans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b. 엡 Ephesians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c. 마 Matthew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2)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공동의 아버지가 되시므로,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To pray to God with and for others, he being a common Father unto all hi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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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엡 Ephesians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6. 우리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는가? 
Are we to pray unto God only for the saints and such as are his children?

1) 우리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 그 안에 있는 위정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며, 우리의 친구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한다.
We must pray unto God, not only for the saints and his children, but also for all men: we must pray, not only for 
the Church in general, but also for the nation wherein we live for magistrates, and for ministers; and not only for 
our friends, but also for our enemies.

a. 시 Psalm 122:6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b. 딤전 1 Timothy 2: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마 Matthew 5: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7.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What do these words, “Which art in heaven,” teach us?

1)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모든 거룩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와 그 분 사이에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These words, “Which are in heaven,” teach us to draw near unto God with all holy reverence, because of our great 
distance, God being not our earthly Father, but 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a. 전 Ecclesiastes 5: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