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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WSC 75(2) 제팔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2

Q75 제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A. 제팔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의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1].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 whatsoever does, or may, unjustly hinder our own, or our neighbor’s, wealth or 
outward estate.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제팔 계명은 가정 밖에서 어떤 도둑질을 금하는가? 

What stealing without the family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1. 제팔 계명은 가정 밖에서 공적과 사적인 모든 도둑질을 금한다.
The eighth commandment does forbid without the family, all theft, both public and private.

8. 제팔 계명이 금하는 공적인 도둑질은 무엇인가? 
Which is the public theft which the eighth commandment does forbid?

1. 제팔 계명이 금하는 공적인 도둑질은 다음과 같다:
The public theft which the eight commandment does forbid, is, 

1. 신성 모독. 어떤 이가 폭력적으로 또는 속임수를 써서 신성한 용도로 헌신된 그 어떤 것을 빼앗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게 하는 것. 또는 성직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이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
Sacrilege, which is, when any do either violently or fraudulently take away, or alienate anything that has been 
dedicated to sacred uses; or when sacred persons, without just cause, are taken off from their employments.

1. 롬 Rom 2: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 잠 Prov 20:25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3. 말 Mal 3:8, 9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 잠 Prov 28:19ff  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4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엡 Eph 4:28a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살후 2 Thess 3: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딤전 1 Tim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2. 공적인 금고를 강도질하는 것, 또는 어떤 모습으로든 국가에 잘못하고 국가의 것을 사취하는 것인데, 국가의 
정당한 자유와 특권을 빼앗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 공적인 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인 강도질은 
함부로 땅을 차지하여 울타리를 치는 것, 모든 물건을 다 사버리는 것, 사전에 물건들을 사거나 빼돌리거나 
가격을 올리도록 조작하여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독점하여 파는 것이나 그 외에 
유사한 것들이 있다.
Robbing public treasuries, or any way wronging and defrauding the Commonwealth, by taking away its just 
liberties and privileges, and by doing a public detriment for private advantage sake, among which public 
robberies may be numbered, enclosures, engrossings, forestallings, monopolies, and the like.

9. 제팔 계명이 가정 밖에서 금하는 사적인 도둑질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rivate theft which the eighth commandment does forbid without the family?

1. 제팔 계명이 가정 밖에서 금하는 사적인 도둑질은 다음과 같다:
The private theft which the eighth commandment does forbid without the family, is,

1. 노예로 보내거나 팔기 위해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
Man-stealing, or woman-stealing, or stealing of children, that they may be sent or sold for slaves.

1. 딤전 1 Tim 1:9, 10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2. 출 Exod 21: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 바다에서나 육지에서 돈이나, 가축이나, 또는 다른 어떤 물건을 강탈하는 것이다.
Robbery, either by land or sea, either of money, cattle, or any goods.

1. 삿 Judges 9:25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2. 요 John 18: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3. 욥 Job 5:5 그가 추수한 것은 주린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목마른 사람 또는 강도)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10. 제팔 계명에 무엇이 더 포함되어 금지되는가?
What further is inclusively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1. 제팔 계명에는 다음이 더 포함되어 금지된다:
There is further inclusively forbidden in the eighth commandment, 

1. 도둑들과 짝하여 그들이 훔친 물건을 받거나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
All partaking with thieves in receiving stolen goods, or otherwise.

1. 잠 Prov 1: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2. 잠 Prov 29: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3. 시 Psalm 50: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2. 길을 벗어나거나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Detaining that which is strayed or lost.

1. 신 Deut 22:1, 3  1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3. 우리의 약속에 거짓을 말하고 신실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신뢰하여 맡겨진 것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
Falsehood and unfaithfulness in our promises, and in regard of anything committed to our trust.

1. 요 John 12: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4. 우리에게 빚진 것을 내놓으라고 불쌍히 여김이나 인내함이 없이 심하게 요구하는 것.
Rigorous requiring what is owed to us, without compassion or forbearance.

1. 마 Matt 18:28-30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5. 우리 이웃의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 전당 잡힌 것을 가혹하게 붙잡고 있는 것.
Cruel keeping the pledge, when it is the means of our neighbor’s living.

1. 출 Exod 22:26, 27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6. 주어야 하는 것, 특히 하인들과 일꾼들의 삯과 봉급을 움켜쥐고 주지 않는 모든 행위.
All withholding that which is due, especially the wages and hire of servants and laborers.

1. 시 Psalm 37:21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 레 Lev 19: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7. 옛 지계석을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유권을 속여 빼앗으려 
하는 것.
Removing the ancient land-marks, or otherwise seeking to defraud others of the just title which they have to 
their estates.

1. 잠 Prov 22:28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8. 착취하는 것과 모든 압제, 특히 가난한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Extortion and all oppression, especially of the poor and afflicted.

1. 잠 Prov 22:22, 23  22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 암 Amos 8:4, 7  4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7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9. 고리대금업과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
Usury, and taking increase merely for loan.



1. 출 Exod 22: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 겔 Ezek 18:8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11. 우리는 왜 모든 형태의 도둑질과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하여 우리 자신을 부요하게 만드려는 노력을 삼가야 하는가?
Why should we forbear all manner of theft, and endeavors to enrich ourselves by the wronging of others?

1. 우리는 모든 형태의 도둑질과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하여 우리 자신을 부요하게 만드려는 노력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금하신 것이며, 마음에 쓰여진 본성의 법에 합당한 것이며, 또한 
도둑질과 잘못함으로 얻어진 재물은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함이며, 이생이 아니라면 반드시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도둑질과 불의함의 죄책이 있는 자들을 따라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We ought to forbear all manner of theft, and endeavors to enrich ourselves by the wronging of others, because it is 
the express prohibition of God written in the word, and most agreeable to the law of nature written upon the heart; 
as also, because the riches got by theft and wrong, are accompanied with God’s curse; and if not here, besure God’s 
vengeance will overtake such persons as are guilty of theft and unrighteousness, in the other world.

1. 슥 Zec 5:3, 4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 렘 Jer 17: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3. 약 James 5:1, 3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3 …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12. 우리는 제팔 계명에서 금지되는 죄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How may we be kept from the sins forbidden in this eighth commandment?

1. 우리는 제팔 계명에서 금지되는 죄를 피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을 통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죽임으로
할 수 있고,  위의 것에 대한 마음을 더 가짐으로 할 수 있고, 공의를 사랑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특별한 
섭리를 믿음으로 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며 함으로써 할 수 있다.
We may be kept from the sins forbidden in this eighth commandment, by mortified affections to the world through
Christ’s death and spirit; by raised affections to the things above; by a love of justice, by prayer, by faith in God’s 
promises and special providence, in making all needful provision without this sin for h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