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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 제오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forbids the neglecting of, or doing anything against the honor and duty which belongs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6.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servants against their masters?

1.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servants against their masters, are,

1. 그들의 합법적이며 적절한 명령을 불순종하거나 마지 못해 순종하는 것, 또는 눈가림으로만 하여 그들의 
등이 돌려졌을 때는 그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것.
Disobedience unto their lawful and fit commands, or unwilling obedience; or eye-service of them only, 
neglecting their business when their backs are turned.

1. 골 Col 3:22, 23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 그들을 비난하는 말들을 하거나, 어떤 종류이든 그들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진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Dishonoring them, by reviling speeches to them, reproachful speeches of them, or by any kind of rude and 
saucy behavior before them.

3. 그들에게 거짓말 하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가식적으로 대하는 것;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것.
Lying, or anywise dissembling with them; wronging, or anywise defrauding of them in their estates.

1. 시 Psalm 101:7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4. 그들이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이유 없이 불평하는 것, 인내심이 없는 것, 화내는 것, 불만족하는 것, 무례히 
화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망하는데 말대답하는 것.
Repining at their provisions without cause, impatience, anger, discontent, surliness, and answering again when
reproved for their faults.

1. 딛 Titus 2: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5. 그들로부터 아무 가르침도 받지 않는 것. 가정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졸면서 참석하는 것이다.
Receiving no instruction from them; withdrawment from, or negligent and sleepy attendance upon family-

1 마 Matt 15:4-6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롬 Rom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worship.

7.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masters against their servants?

1.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masters against their servants, are, 

1. 그들에게 그 자체로서 죄인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도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
Requiring and commanding them to do anything which is in itself sinful, or encouraging of them by their 
example so to do.

1. 사 Isaiah 37:4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의 말을 전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2. 그들의 시간은 전부 주인들을 위해서만 쓰도록 요구하고 그들이 충분히 쉴 시간을 주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따로 사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
Requiring their whole time for themselves, and not allowing them sufficient for the refreshment of nature, and 
daily secret worship of God.

3. 그들을 향해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심하게 다루고, 계속해서 나무라고 위협하며, 그들이 주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족하며, 그들의 잘못을 너무 적극적으로 따지며 너무 자주 
질책하는 것.
Proud imperious carriage towards them, and ruling over them with severity, and continual childing and 
threatenings, discontent and dissatisfaction with all their willing endeavours to do them service, too eager 
insisting upon, and too frequent upbraiding them with their faults.

1. 엡 Eph 6: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그들이 먹어야 하는 식물이나, 그들이 아플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인색하게 조금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삯을 주지 않는 것.
Niggardly pinching, and withholding from them ther convenient food, or things needful for them when they 
are sick, as also keeping back from them their due wages.

1. 약 James 5: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Neglect of their souls, and of family-worship with them.

1. 렘 Jer 10: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8.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people against their ministers?

1.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people against their ministers, are,

1. 그들을 행동이나 말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 그들을 비방하거나 증거 없이 비방하고,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든 하늘로부터 교인들에게 보내어진 사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우러러 보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
Hatred and persecution of them, either with the hand or tongue, making slanders, or taking them up without 
proof, and no wise esteeming and honoring of them as ministers of Christ, and ambassadors sent from heaven 



unto them.

1. 요삼 3 John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2. 고후 2 Cor 10: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3. 눅 Luke 10: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2. 귀가 가려워서 그들을 듣지 않거나, 들을 때 마음이 없이 듣는 것,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을 슬프게 
하는데, 불신함, 마음의 완고함, 열매 없음, 자신들 중 분쟁함, 확고함이 없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목사들이 그들 
가운데 설교하는 복음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삶과 행동을 하는 것.
Forbearing to hear them through an itching ear, slightness of spirit in hearing, and anywise grieving of them 
by their unbelief, hardness of heart, unfruitfulness, divisions among themselves, unsteadfastness and 
unsuitable conversation unto the gospel which their ministers do preach among them.

1. 딤후 2 Tim 4:3, 4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 막 Mark 3: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3. 고후 2 Cor 2:4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3.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여야 할 복종과 순종을 거부하고, 마땅한 쓸 것을 공급하지 않거나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의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가지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Restraining prayer for them, denial of required submission and obedience unto them, withholding due 
maintenance from them, or anywise neglecting the duties required of people to their ministers.

9.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ministers against their people?

1.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ministers against their people, are,

1. 그들의 영혼을 향한 진지하고 부드러운 사랑은 부족하고, 그들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들로부터
세상적인 유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
Want of sincere and tender love to their souls, seeking more to receive earthly gain from them, than to do any 
good unto them.

1. 고후 2 Cor 12: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2. 사 Isa 56:10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2. 그들을 위한 기도나 공부를 소홀히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
Negligence in their prayer and studies for them, and in their preaching the word to them
1. 딤전 1 Tim 4:13, 14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3. 그들을 살펴 보지 않는 것, 그들과 대화하는 내용에 교인들에게 유익함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들의 교리와 
신앙고백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인해 잊거나 불신하게 하는 것.



Unwatchfulness over them, unprofitableness in their discourse among them, unsuitableness of converstation 
unto their doctrine and profession, unteaching that by their lives, which they teach in their pulpits.

4. 그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더럽히고 그들의 교인들의 생각을 잘못된 견해로 오염시키는 것이다.
Corrupting the word they preach, and infecting the minds of their people with erroneous opinions.

1. 고후 2 Cor 2: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0.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subjects against their magistrates?

1.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subjects against their magistrates, are, 

1. 그들에 대해 반역하여, 그들을 전복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구하는 것들.
Rebellion against them, and any treasonable seeking their overthrow and ruin.

1. 잠 Prov 17: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2. 그들의 선하고 의로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Unsubjection and disobedience unto their good and righteous laws.

1. 롬 Rom 13: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3. 그들을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 대신 그들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것.
Neglecting of prayer for them, and instead thereof, speaking evil of them.

1. 벧후 2 Pet 2:10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4. 그들을 매도하고 그들 앞에서 불경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
Reviling speeches unto them, and irreverent behavior before them.

1. 출 Exod 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 삼하 2 Sam 24:20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5.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을 속여 빼앗는 것이다.
Denial of their just dues, and any wise defrauding of them.

1. 롬 Rom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1.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magistrates against their subjects?

1. 다스리는 자들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The sins of magistrates against their subjects, are, 

1.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법을 만드는 것.
Making laws which are contrary to the laws of God.

1. 단 Dan 6:12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2. 그들을 다스릴 때 압제하고, 독재하고, 잔인하게 하는 것.
Oppression, tyranny, and cruelty in their government.

1. 잠 Prov 28:15, 16  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16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3. 백성들의 공공의 유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
Seeking their own interest, rather than the interest of the commonwealth.

4.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언짢게 보고 좌절시키는 것,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조장하고 선호하는 것.
Discountenance and discouragment of the good and righteous, together with encouragement and preferment 
of the wicked and unrighteous.

5. 하나님의 법에 자신들이 불복하는 것, 그리고 악한 본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같이 행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Unsubjection to the laws of God themselves, and, by their evil example, encouraging others to do the like.

1. 시 Psalm 12:8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