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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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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81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1]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2].
The tenth commandment forbids all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1 envying or grieving at the good of our 
neighbor, and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십 계명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1) 제십 계명에 금지된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re - 

a. 우리 처지를 부족히 여기는(불만을 가지는) 모든 것
All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b. 우리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는 모든 것
All envying the good of our neighbor.

c.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불의한 행동과 감정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wards anything that is his.

2.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부족히 여김(불만을 가짐)은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는가? 
Wherein does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show itself?

1)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우리 현재의 상태를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가 
투덜거리고 푸념하는 것이며, 짜증내고 조바심치는 것이며, 우리 상태 때문에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안식하거나 조용히 있지 못하는 것이다.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does show itself in our not liking, or not being well pleased with our own 
present condition, in our murmuring and repining, in our vexing and fretting, in our quarreling and complaining 
of our condition, and taking no rest nor quiet therein.

a. 왕상 1 Kings 21:3, 4  3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1 고전 1 Cor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약 James 3:14-16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2 갈 Gal 5: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골 Col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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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에 Esther 5:11, 13  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c. 고전 1 Cor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3.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Whence does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arise?

1)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다음에서 나온다: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does arise - 

a.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태의 모든 특정한 
상황들을 정리하시고 최선을 위해 정리하신다고 약속하였다.
From our not believing or not trusting the providence of God, who orders every particular circumstance of 
our estate and condition, and has promised to order it for the best.

i. 마 Matt 10:29-31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b. 마치 우리 스스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과대 평가하고,  마치 우리같이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놓여져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From pride and overvaluing ourselves, as if we had some desert of our own, and such high thoughts, as if it 
were fit that such worthy persons as we are should be in a better condition than that wherein God has placed 
us.

c. 자신을 과다하게 사랑하는 육적인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은 만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으면 짜증내고 슬퍼하며 불안해 한다.
From a carnal heart, filled with inordinate self-love; which, if God’s providence does not gratify with full 
provisions for the flesh, it does vex and grieve, and is disquieted.

d.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마음을 주고, 원하고, 기대함으로부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되면 
과도하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함으로 큰 불만을 가지게 된다.
From inordinate affections unto, and expectations of and from, these outward things, which causes inordinate 
grief and trouble in the loss of these things, and great discontent in the disappointment of what we expected of
them, and from them.

4.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How may we be cured of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1) 우리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우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용서함과 치유를 받고, 전에 지시받은 대로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참된 만족을 얻음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
We may be cured of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 by mourning for it, and application of ourselves unto the 
Lord Jesus Christ for pardon and healing; and by the diligent use of the means before directed, for the attainment 
of the grace of true contentment.

5. 제십 계명에서 금지된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sin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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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십 계명에서 금지된 두 번째 죄는 시기함이다.
The second sin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is envy.

a. 갈 Gal 5: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 시기함은 무엇인가? 
What is envy?

1) 시기함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슬퍼하는 것인데, 지적 능력의 부분과 재능이나, 몸의 힘과 아름다움이나, 
재물과 외형적인 풍성함이나, 존경과 공경을 받음이나, 또는 어떤 다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다.
Envy is a grief at another’s good, when the parts and gifts of the mind, or strength and beauty of the body, or the 
wealth and outward prosperity, or the esteem and honor, or any good things which another has, more than 
ourselves, is a grief or trouble unto us.

a. 시 Ps 112:9, 10  9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b. 느 Ne h 2:1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