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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리문답은 미국 정통장로교회

(OPC)에서 만든 어린이를 위한 요리

문답(Catechism for Young Children)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웨스트민

스터 소요리문답의 입문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부모들은 이 책자를 사용하

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

시킬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성경 

이야기와 더불어 자녀들의 신앙교육

에 유익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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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 밖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

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모

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자신의 광을 위해서입니다. 

4.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명령하

신 것을 행함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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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6. 하나 이상의 하나님들이 계십

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십니

다.

7. 이 한 분 하나님께서는 몇 인

격으로 계십니까?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8. 그들이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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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

까?

하나님께서는 이시며 그에게

는 사람과 같은 몸이 없으십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

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

다.

11.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

습니까?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우리

를 보십니다. 

12.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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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십니까?

예, 아무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13.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

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거

룩한 뜻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14.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

까?

성경에서만 배웁니다. 

15. 누가 성경을 썼습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거룩한 



- 7 -

사람들이 썼습니다. 

16. 누가 우리의 처음 조상입니

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17. 우리의 처음 조상은 무엇으

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을 흙으

로 만드셨고 하와를 아담의 몸으

로 만드셨습니다.

18.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

게 몸 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을 수 

없는 혼들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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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여러분에게는 몸뿐 아니라 

영혼도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 죽을 수 없는 

혼도 있습니다. 

20.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

문에 압니다. 

21.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상태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22. 언약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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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약속입니다. 

23.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무슨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24. 아담은 행위 언약으로 말미

암아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했습

니다. 

25.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담이 그에게 순종하면 생명으

로 상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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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에서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벌

주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27.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켰습

니까? 

아니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

었습니다.

28.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

거나 범한 것입니다. 

29.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

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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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

지 못하거나 원하시는 행동을 하

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30.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것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한 것

을 말합니다. 

31. 우리의 처음 조상의 죄가 무

엇이었습니까?

금지된 과일을 먹은 것입니다.

32. 누가 그들을 이 죄에 빠지게 

유혹하였는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 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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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과일을 아담에게 주었습니

다.

33. 우리의 처음 조상이 죄를 지

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거룩하고 행복한 대신에 

죄악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34.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자신

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까?

아니오, 그는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 습니다.

35.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불행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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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

는 죄악된 성질을 무어라고 부릅

니까?

원죄라고 부릅니다.

37. 모든 죄는 무엇을 받아야 합

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38. 누구든지 이 죄악된 성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무

어라고 부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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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40. 누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41. 누구든지 행위 언약으로 구

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42. 왜 아무도 행위 언약으로 구

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어겼고 그것

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3.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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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셨습니

다.

44. 은혜 언약은 무엇에 근거합

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근거합니다.

45.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들의 죄의 형벌을 받

으신 것입니다. 

4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는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으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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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아니오, 그는 거룩하시고 악과 

더러움이 없으셨습니다.

47.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성질을 지

닌 상태로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

으셨습니다. 

48. 속죄라는 말이 무엇을 뜻합

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

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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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합니다.

49.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혜 

언약에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

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

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50.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

하시고 마치 죄를 한번도 지은 적

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

다. 

51.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

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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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행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입니다. 

52.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대신

하여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

니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대신하여 하셨습니다.

53.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과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54.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종류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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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누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오직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

을 얻을 것입니다.

56.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며 그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

워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57.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

입니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의지

하는 것입니다.

58.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힘

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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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선한 것

을 행할 수 없습니다.

59.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의 도

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위해 우리

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60.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900년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61.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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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실 구주를 믿음으로 받았습니

다.

62.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

게 나타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들을 드림

으로 나타내었습니다.

63. 이러한 제물들은 무엇을 나

타냅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할 하나님

의 어린양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64.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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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분들

을 가지고 계십니다.

65.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입

니다.

66.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

자이십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67.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

장이십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

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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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68.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이

십니까?

그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69. 여러분은 왜 선지자이신 그

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70. 여러분은 왜 제사장이신 그

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입

니다. 

71. 여러분은 왜 왕이신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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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입

니다.

72.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몇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까?

열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73. 열 가지 명령을 흔히 무어라

고 부릅니까?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74. 처음 네 가지 명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

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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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나머지 여섯 가지 명령은 무

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76.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입니

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

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77.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

까?

우리의 모든 친구들이 이웃입니

다.

78.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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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

까?

예,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

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

셨습니다. 

79.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쾌

하게 여기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인하

여 매일 분노하십니다.

80.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81. 제1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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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칩니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칩

니다.

82.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

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

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

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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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83. 제2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가르

칩니다.

84.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녕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85. 제3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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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그의 이름과 말씀과 행위

를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86.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

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

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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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룩하게 하 느니라”입니다. 

87. 제4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

르칩니다.

88.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어느 날입니까?

한 주간의 첫날 곧 주일(主日)이

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89. 왜 그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

니까?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

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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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안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

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그에

게 예배드리고, 친구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91.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

라”입니다.

92. 제5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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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

니다.

93.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94. 제6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고 화난 마음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95.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96. 제7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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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칩니까?

우리의 마음과 말와 행동을 깨끗

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97.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

라”입니다.

98. 제8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99.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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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9계명은 우리에게 무엇

을 가르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101.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

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

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입니

다.

102. 제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

을 가르칩니까?

남의 것을 더 가지려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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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몫으로 만족하라고 가르칩

니다. 

103. 누구든지 이 열 가지 계명

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담이 죄에 떨어진 이후, 아무

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

고 또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104.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유

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주고 구주의 필요성을 보

여줍니다. 

105.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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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신 것들을 그에게 구하는 것

입니다. 

106.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

도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해야 합니다.

10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기도’를 주셨습니다. 

108. ‘주기도’를 암송해 보십시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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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

세와 광이 아버지께 원히 있

사옵나이다. 아멘.”

109. 주기도에는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까?

여섯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110.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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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소서”입니다. 

111. 첫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모든 사

람들에 의해 존귀하게 되기를 기

도합니다. 

112.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까?

“나라이 임하옵소서”입니다.

113. 두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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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

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믿고 순종

하기를 기도합니다. 

114.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115. 세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듯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16. 네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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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117. 네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혼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

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18. 다섯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

여 주옵소서”입니다.

119. 다섯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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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

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용서

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0. 여섯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

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

니다. 

121. 여섯 번째 소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22.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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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3.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124. 누가 이 성례들을 정하셨습

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습

니다.

125.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들

을 정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시

고 그들을 위로하고 굳세게 하시

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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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세례에서는 어떤 상징이 사

용됩니까?

물로 씻는 것이 사용됩니다. 

127.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상징합니다.

128.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

례를 받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

로 받습니다. 

129. 누가 세례를 받을 것입니

까?

믿는 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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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0. 왜 갓난아이들이 세례를 받

아야 합니까?

그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고 구주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31.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

들을 좋아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는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

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

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

기 때문입니다. 

132. 여러분의 세례는 여러분에

게 어떤 의무를 지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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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의

무를 지웁니다. 

133. 성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

하며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것입니다. 

134. 떡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하신 그리스

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135. 포도즙은 무엇을 나타냅니

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그리

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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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

까?

오직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

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자들만입니다. 

137.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계속 계

셨습니까?

아니오, 그는 죽으신 지 삼일 만

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138.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에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 계시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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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까?

예,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140.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됩

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들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141. 죽은 자들의 몸은 다시 살

아날 것입니까?

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

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142. 악인들은 심판 날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 48 -

그들은 지옥에 던지울 것입니다. 

143. 지옥이 무엇입니까?

무섭고 끝없는 고통의 장소입니

다. 

144. 의인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

까?

그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145. 천국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원히 주와 함께 있을 

광스럽고 복된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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