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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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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0(2) – 제십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s-2

Q80 제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tenth commandment?

A. 제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1]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2].
The tenth commanded requires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1 with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5. 제십 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neighbor?

1. 제십 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하여 그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요구한다.
The tenth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neighbor,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s him, and all that is his.

6. 우리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Wherein does this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s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 consist?

1. 우리 이웃과 그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은 다음과 같다.
This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s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 does consist - 

1. 우리의 이웃과 그의 잘됨을 위한 우리의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는 재난과 고통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In our affections of love, desire, and delight, towards and in our neighbor, and his welfare; together with grief 

1 시 Ps 34:1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빌 Phil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딤전 1 Tim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히 Heb 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 눅 Luke 15:6, 9, 11-32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9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0 …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5 맏아들은… 28 …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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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Phil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

and sorrow with and for our neighbor’s evil and sufferings.

1. 롬 Rom 12:10, 15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2. 히 Heb 13: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2. 우리 이웃을 향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준비된 자세와 습관적인 성향이다.
In a ready disposition and habitual inclination unto these affections towards our neighbor.

7. 우리 이웃을 향해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How may we attain such affections and dispositions towards our neighbor?

1. 우리 이웃을 향해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다음과 같이 가질 수 있다:
We may attain such affections and dispositions towards our neighbor - 

1.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짐 받음으로써.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으로 사랑하도록 지으심 받고 그 
율법을 행하도록 성향 하게 됨으로써.
By getting the law of God written in our hearts, whereby we are wrought unto a love of the law, and to an 
inclination to do it.

1. 히 Heb 8: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2. 우리의 마음이 주로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함으로써.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로운 마음들을 가지도록 
성향 하게 한다.
By getting our affections chiefly set upon God, which will incline unto any right affections one towards 
another.

1. 요일 1 John 5:1, 3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은 마음이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참되게 사랑하도록 한다.
By faith in Jesus Christ, which works the heart both to a true love to God and towards one another.

1. 갈 Gal 5: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4.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본받음으로써이다.
By looking unto, and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Christ.

1. 엡 Eph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