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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WSC 75(1) 제팔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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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무엇을 금하는가? 

What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as a hindrance of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다음을 금한다: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 as a hindrance of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우리의 재물을 식탐, 술취함, 음탕한 친구들, 오락 등에 낭비하고 과도하게 써 버리는 것.
Prodigality and lavish spending of our substance, in gluttony, drunkenness, lewd company, gaming and the 
like.

1. 눅 Luke 15: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2. 잠 Prov 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3. 잠 Prov 21: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4. 잠 Prov 28: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 크게 불확실한 것들에 경솔하게 모든 것을 다 모험하는 것인데, 성급하게 보증 서는 것, 또는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우리의 직업을 어떤 모습으로든 조심성 없이 운영하는 것.
Imprudence in venturing out all upon great uncertainties, rash engaging in suretyship, or anywise indiscreet 
management of our callings, to our detriment.

1. 잠 Prov 28: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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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Prov 22:26, 27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 만일 갚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3. 우리의 특정한 직업에 대해 나태함과 게으르게 소홀히 함이다. 
Idleness and slothful neglect of the duties of our particular callings.

1. 잠 Prov 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 자기를 즐겨 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 잠 Prov 24:30-34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31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33 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34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2.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무엇을 과도한 것으로 여기며 금하는가? 
What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in the excess, in reference unto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과도한 것으로 여기며 금한다: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 in the excess, in reference unto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탐심: 재산을 얻는데 걱정하며 신경쓰는 것, 부자가 되는데 과도하게 욕심내는 것, 또는 무리하게 일을 하여 
몸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위한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Covetousness, in getting an estate with carking cares, inordinate desires to be rich, or with immoderate labor, 
so as to waste the body, and to exclude time for religious du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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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1 Cor 7: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 눅 Luke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4. 딤전 1 Tim 6:9, 10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5. 전 Eccl 4: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2. 탐심: 세상의 좋은 것을 얻고도 사용할 마음은 없이 가지고만 있는 것.
Covetousness, in keeping what we have gotten of the good things of the world, without a heart to make use of 
them.

1. 전 Eccl 6:1, 2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 불법적인 계약을 맺는 것: 성물(거룩한 것), 성령의 은사, 죄 용서,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교회의 허가 및 제도,
교회의 성직, 영혼을 돌보는 직무들을 매매하는 것.
Unlawful contracts, such as simony in the sale of holy things, the gifts of the Holy Ghost, pardons of sin, and 



dispensations unto it, church-livings, and the charge of souls.

1. 행 Acts 8: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4. 공공의 정의를 뇌물을 받고 파는 것.
Bribery in the sale of public justice.

1. 출 Exod 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2. 사 Isa 1: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5. 불법적인 술법, 점치는 것, 우상 만들기, 그리고 다른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Unlawful arts, fortune-telling, figure-casting, and making use of any unwarrantable ways for the getting of 
money.

1. 사 Isa 47:10, 13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3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2. 행 Acts 19: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3. 행 Acts 19: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3. 제팔 계명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금하는가? 
What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in reference unto others which are in want?

1. 제팔 계명은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과 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금한다.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 in reference unto others which are in want, a withholding relief from them, and
stopping the ear against their cry.

1. 잠 Prov 21: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2. 신 Deut 15: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4. 제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금하는가? 
What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in reference unto all men?

1. 제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어떤 모양이든지 불공정함과 불의함이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질 때 금하는데, 
다음의 경우들과 같다: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s, in reference to all men, any kind of injustice and unrighteousness, in any of our 
dealings with them; such as,

1.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을 앎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것. 또는 그들의
물품의 가치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그들이 그 물품들을 팔아야 하는 필요를 악용하여 매우 싼 값을 
주는 것.



Defrauding others in our buying, when we discommend that which we know to be good, or take an advantage 
of others’ ignorance of the worth of their commodities, or their necessity of selling them so as to give a great 
under-rate for them.

1. 잠 Prov 20:14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2. 레 Lev 25: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2.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 다른 이들을 속이는 것: 너무 아닌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며 이것은 
매우 좋은 물건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파는 것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물건에 대해 불합리한 가격을 받는 것; 
물건을 팔 때 속이는 추와 되를 사용하여 그들을 기만하는 것.
Defrauding others in selling, when we praise that which we sell, and against our consciences say, It is excellent 
good, though we know it to be stark naught; and when we take an unreasonable price for our commodities; or 
when we cozen them, in the sale of goods, by false weights and measures.

1. 살전 1 Thess 4: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2. 신 Deut 25:13-15  13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 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3. 잠 Prov 11: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4. 미 Micah 6:10, 11  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3. 제팔 계명은 특히 서로로부터 도둑질하는 것을 분명히 금지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출 20:15)
Especially the eighth commandment does directly forbid stealing one from another; Thou shalt not steal.

1. 레 Lev 19:1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5. 제팔 계명은 어떤 도둑질을 금하는가? 
What stealing does the eight commandment forbid?

1. 제팔 계명은 모든 도둑질을 금하는데, 가정 안에서 하는 도둑질이나 가정 밖에서 하는 도둑질을 금한다.

6. 제팔 계명은 가정 안에서 어떤 도둑질을 금하는가? 
What stealing within the family does the eighth commandment forbid?

1. 제팔 계명은 가정 안에서 다음과 같은 도둑질을 금한다:
The eighth commandment does forbid within the family,

1. 하인들이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의 주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낭비하거나 잘못 다루는 
것.
Servants stealing and purloining, as also anywise wasting and wronging their masters in their goods or estates.

1. 딛 Titus 2:9, 10  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2. 눅 Luke 16:1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도둑질하고 강도같이 빼앗는 것이다.
Children’s stealing and robbing their parents.

1. 잠 Prov 28:24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2. 잠 Prov 19:26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