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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4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s the preserving the hono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3.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subjects to their magistrates?

1.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subjects to their magistrates, are, 

1. 그들을 높이 우러러 보고 존대하는 것
High estimation and honor of them.

1. 벧전 1 Peter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2. 그리스도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법에 순종하는 것
Subjection to them, obedience unto their laws, so far as they are not contrary to the laws of Christ.

1. 롬 Rom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3. 그들이 받아야 하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것
Ready payment of their dues.

1. 롬 Rom 13: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4. 그들이 위험할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
Defense of them in danger.

1. 삼상 1 Sam 26:15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1 롬 Rom 13:1, 7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엡 Eph 5:21-22, 24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Eph 6:1, 4-5, 9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벧전 1 Pet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5.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다.
Prayer and thanksgiving for th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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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magistrates to their subjects?

1.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magistrates to their subjects, are,

1.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혜와 공의와 너그러움으로 다스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종교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
Government of their subjects under Christ, with wisdom, justice, and clemency, endeavoring above all things 
to promote the interest of religion among them.

1. 대하 2 Chron 1:10 (1: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2. 대하 2 Chron 2:1 (2:1)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 그들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선한 법들을 만들고, 신실한 관리들을 임명하여 그들에게 그 법들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기는 것.
 Making good laws for the benefit of their subjects, and appointing faithful officers, with charge of due 
execution of them.

1. 대하 2 Chron 19:5, 6, 7  5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3. 그들의 백성들 모두의 보편적인 안전을 살피는 것.
Care of the common safety of their subjects.

1. 대하 2 Chron 17:1, 2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4. 백성들 중에 선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보상함으로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저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Encouragement of them that do well, by their example, countenance, and reward, together with 
discouragement and punishment of evil doers.

1. 벧전 1 Pet 2: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낮은 자들이 더 나이가 많고 높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the younger and inferior in gifts and graces, to the aged and superior?



1.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낮은 자들이 나이가 많고 높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younger, and inferior in gifts and graces, to the elder and superior, are, 

1. 그들 앞에서 일어서고, 그들에게 경외함과 존경으로 자리를 드리는 것.
To rise up before them, and give place to them with reverence and respect.

1. 레 Lev 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 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름으로 그들에게 겸손히 순복하는 것.
Humble submission to them, so as to follow their wise counsels.

1. 벧전 1 Pet 5: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3. 그들의 은혜들과 거룩한 언행을 본받는 것이다.
Imitation of them in their graces and holy conversation.

1. 고전 1 Cor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높은 자들이 더 젊고 낮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the aged and superior in gifts and graces, unto the younger and inferior?

1.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높은 자들이 더 젊고 낮은 자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the aged and superior in gifts and graces, unto the younger and inferior, are, 

1. 거룩하고 본받을 만한 언행으로 그들의 나이 많은 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이 가진 은혜의 힘을 내보이는 
것이다.
To adorn their old age, and show forth the power of their grace in a holy and exemplary conversation.

1. 딛 Tit 2:2, 3  2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17.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equals one to another?

1.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equals one to another, are, 

1. 서로와 화목하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면서, 존경함으로 서로를 더 높이는 것.
To live in peace with, and sincere love to one another, preferring each other in honor.

1. 살전 1 Thess 5: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2.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절을 지키고, 서로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To be pitiful, courteous and affable, and ready to promote one another’s good, and to rejoice therein.

1. 벧전 1 Pet 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2. 고전 1 Cor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 롬 Rom 12: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