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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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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90.   말씀을 읽고 듣는 법   How to Read and Hear the Word   

Q9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How is the Word to be read and hea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A.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1],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2].
That the Word may become effectual to salvation, we must attend thereunto with diligence, preparation, and prayer,1 
receive it with faith and love, lay it up in our hearts, and practice it in our live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말씀을 듣기 전에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before the hearing of the Wo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unto salvation?

1) 예비함(준비) Preparation.

2) 기도 Prayer.

2.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준비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preparation that is required before the hearing of the Word?

1)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준비는 다음과 같다:
The preparation which is required before the hearing of the Word is – 

a. 우리가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인 하나님의 위엄을 고려하여야 한다.
That we consider the majesty of God, in whose presence we are to appear, and whose word we are to hear.

i. 행 Acts 10:33 (10: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1 신 Deut 6:16ff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19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시 Ps 2:1-2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2 시 Ps 119: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살후 2 Thess 2: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히 Heb 4: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약 James 1:22-25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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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That we examine ourselves, to find out, and lay aside whatever may hinder the saving operation of the 
Word of God upon us.

i. 시 Psalm 26:6 여호와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ii. 약 James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iii. 벧전 1 Peter 2:1, 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prayer which is required before hearing the Word?

1) 말씀을 듣기 전에 요구되는 기도는 개인적인 것과 우리의 가정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도우실 것과, 그 말씀에 복 주실 것과, 그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The prayer which is required before hearing the Word, is prayer in secret, and in our families, for God’s 
assistance of his ministers in preaching the Word to us, and for his blessing the Word, and making it effectual 
to us by his Spirit in our hear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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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to make it effectual unto salvation?

1)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세 가지이다.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unto salvation, three things are required – 

a. 생각함(주의 기울임) Attention.

b. 믿음 Faith.

c. 사랑 Love.

5.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주의 기울임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attention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1)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주의 기울임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구부려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The attention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is a diligent inclining the ear, and bending 
the mind, that we may understand what we read and hear.

a. 잠 Proverbs 2:1-5  1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3

6.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faith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1)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믿음은 다음을 의미한다:
The faith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does imply – 

a. 일반적으로 성경 전체의 신적인 권위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거룩한 사람들이 썼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로 쓰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신 것 외에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In general, a believing assent unto the divine authority of the whole Scripture, that it is indeed the word of 
God; and however it was penned by divers holy men in divers ages, that yet the whole was indited, and 
they wrote nothing but as they were inspired by the Holy Spirit.

i. 살전 1 Thessalonians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ii. 딤후 2 Timothy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iii. 벧후 2 Peter 1: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b.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믿음은 특별히 다음을 의미한다:
The faith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does imply in particular – 

i. 모든 성경 역사의 진실됨과 뛰어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가장 확실한 것이며,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관한 역사가 그러하다.
A believing assent unto the truth and excellency of all Scripture history, as that which most certainly 
was; especially the histor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birth, life,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ii. 모든 성경 예언의 진실됨과 뛰어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으며, 특히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이 심판될 것이라는 예언들을 믿는 것이다.
A believing assent unto the truth and excellency of all Scripture prophecy, as that, so far as it is not yet
fulfilled, which most certainly will be; especially the prophecy concerning the consummation of all 
things, and the general judgment of the world by Jesus Christ at the last day.

iii. 모든 성경 교리의 진실됨과 뛰어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높으며, 가장 이해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믿는 것이며, 특히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인간의 구속에 
대한 교리가 그러하다.
A believing assent unto the truth and excellency of all Scripture doctrine, as that which is most high, 
and most worthy of understanding; especially the doctrine of the Trinity, and Christ’s incarnation, 
and the way of man’s redemption.

iv. 모든 성경의 위협의 진실됨과 의로움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율법 안에 있든지, 복음 안에 
있든지 그러하고, 그 위협들이 가장 엄격히 실행될 때에도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다.
A believing assent unto the truth and righteousness of all Scripture threatenings, whether in the law 
or gospel, and that in the most severe execution of them.

v. 모든 성경의 법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함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성경의 규칙의 완전함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A believing assent unto the holiness, righteousness, and goodness of all Scripture precepts; as also to 
the perfection of the Scripture rule for all things which concern ou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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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모든 성경의 약속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모든 신자들에게 관련된 일반적인 약속들에 대해 
그러하며, 가장 확실하고, 진실되고, 귀하며, 이생에서나 내생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이 
되는 무엇이든지 포함하는 약속들에 대해 그러하다.
A fiducial application of all Scripture promises, so far as they have a general reference unto all 
believers, as most firm, true, precious, and such as contain in them whatever is really for our good 
and happiness, both in this and in the other world.

7.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사랑은 무엇인가? 
What is that love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of God?

1)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요구되는 사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The love which is required in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of God, is love of the Word, because it is the word 
of God.

a. 시 Psalm 119:159, 167  159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67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8.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Wherein should our love to the Word of God show itself?

1)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귀한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김에서 나타나야 한다.
In our high prizing the Word of God above things which are most necessary and precious in the world.

a. 욥 Job 23: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b. 시 Psalm 119: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2) 우리가 말씀을 간절히 원함에서 나타나야 한다.
In our earnest desires after the Word.

a. 시 Psalm 119:20, 131  20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3)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게 함에서 나타나야 한다.
In our delighting ourselves in the Word.

a. 시 Psalm 119:24, 111, 162  24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111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62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9.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것이 효력이 있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after the reading and hearing the Word, that it may become effectual unto salvation?

1)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쌓아 두고 우리의 마음과 기억을 이러한 하늘의 보물의 저장 창고로 만드는 것이다.
That we lay it up in our hearts, making our hearts and memories store-houses of this heavenly treasure.

a. 시 Psalm 119: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 우리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알게 되는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행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That we practice it in our lives, being ready to obey and do whatever we read or hear out of the Word to be our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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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 James 1:22, 25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