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7/17/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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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2 –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s-2

Q82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Is any man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 of God?

A.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써 범한다.
No mere man, since the fall, is able in this lif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does daily break them 
in thought, word, and deed.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1.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항상, 가장 작은 것도 어김이 없이, 자세와 성향과 
생각과 마음과 말과 대화 중에 지키는 것이다.
To keep perfectly the commandments of God, is to keep all the commandments of God, and at all times, without 
the least breach of them, in regard of disposition, inclination, thought, affection, word, or conversation.

2.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Was ever any man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1.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첫 창조 때 능력을 부여 받아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그 조건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보통 사람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
Before the fall, the first man, Adam, was able perfectly to keep God's commandments, he having power given unto 
him in the first creation, to fulfil the condition of the first covenant of works, which required perfect obedience; but
since the fall no mere man is able to do this.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셨는가? 
Was not the Lord Jesus Christ able perfectly t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실 수 있었고 지키셨다. 하지만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
분 안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셨다.
The Lord Jesus Christ was both able and also did perfectly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but he was not a mere 
man, being both God and man in one person.

1. 히 Heb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2. 롬 Rom 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 창 Gen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롬 Rom 3:9ff, 23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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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는가? 
Shall ever any mere man be able perfectly to keep God’s commandments?

1. 성도는 보통 사람들인데, 금생에서는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 받는다.
The saints, who are mere men, though not in this life, yet hereafter in heaven they shall be made perfect 
themselves, and be enabled perfectly to obey God in whatsoever it is that he shall require of them. 

1. 히 Hebrews 12:22-23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5.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가? 
Do not the saints on earth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1.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지만 완전히 지키지는 못한다.
The saints on earth d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sincerely, but not perfectly:

1. 고후 2 Corinthians 1: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2. 시 Psalm 130: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6. 금생에서 완전함을 이루는 성도는 없는가? 
Do no saints attain perfection here in this life?

1. 모든 성도는 완전함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높은 정도까지 나갈 수 있다.
All saints ought to endeavor after perfection, and that they may attain higher and higher degrees thereof. 

1. 마 Matthew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 이 땅의 어떤 성도도 절대적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어떤 죄도 없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였다.
No saints on earth ever did attain absolute perfection, so as to obey God in all things, at all times, without any sin. 

7. 금생에서 어느 성도도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How do you prove that no saints ever did attain perfection in this life?

1. 금생에서 어느 성도도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증명할 수 있다.
That no saints did ever attain perfection in this life may be proved-- 

1. 성도 중 가장 뛰어난 사람도, 금생에서는 부분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죄성과 오염의 잔재를 가지고 있어서 
성령과 그들 안에 새롭게 된 부분에 반항하고 전쟁한다.
Because the best of saints, in this life, are renewed but in part, and have remainders of flesh and corruption, 
which do rebel and war against the Spirit and renewed part in them. 

1. 갈 Galatians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반대를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Because the Scripture tells us expressly that none are without sin; and that such are deceivers of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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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ke God a liar, that affirm the contrary. 

1. 전 Ecclesiastes 7: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 왕상 1 Kings 8:46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3. 약 James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4. 요일 1 John 1:8, 10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3.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다.
Because the Scripture has recorded the sins of the most holy that ever lived. 

1.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위장한 것.
Abraham's dissimulation concerning his wife. 

1. 창 Gen 20:2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 이삭이 비슷하게 위장한 것.
The like dissimulation of Issac

1. 창 Gen 26: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3.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
Jacob's lie to his father. 

1. 창 Genesis 27:24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4.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 것.
Joseph's swearing by the life of Pharaoh. 

1. 창 Genesis 42: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5. 모세가 망령되이 말한 것.
Moses' unadvised speech. 

1. 시 Psalm 106:33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6. 성경은 노아가 술 취한 것과 롯이 근친상간한 것과 다윗이 살인하고 간음한 것과 욥과 예레미야가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과 베드로가 자기 주인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것과
그 후에 유대인들 앞에서 위장한 것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을 기록하였다.
The Scripture recorded Noah's drunkenness; Lot's incest; David's murder and adultery; Job's and 
Jeremiah's impatience, and cursing their birth-day; Peter's denial of his Master with oaths and curses, and 
his dissimulation afterwards before the Jews; Paul and Barnabas' co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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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들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큰 분량의 은혜를 가졌던 
이러한 사람들도 완전하거나 죄가 없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금생에서는 그 어떤 성도도 
절대적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And if such persons as these,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had as great a measure of grace as 
any whom we read of, either in the Scriptures or any history, were not perfect, without sin, we may safely 
conclude that no saints, in this life, have ever attained unto absolute perfection.

8.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요일 3:9)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성도가 금생에서 죄가 없다면 그들은 완전한 
것이 아닌가? 
Does not the Scripture tell us, “Whosoever is born of God does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s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1 John 3:9) And if the saints are without sin in their life, are they not perfect?

1. 만일 이 성구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한 
사람은 아무도 죄를 한 번돋 짓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중생한 사람들이, 앞에서 
보여진 대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는 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증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이 성구의 의미일 수는 없다.
If the sense of this place should be, that such as are born of God do not commit sin at all, then no regenerate 
persons which are born of God would ever be found committing sin; but the Scripture doth record the sins of 
many regenerate persons, as hath been shown, and experience doth evidence the same, that such as are born of 
God commit sin; and therefore that cannot be the meaning of the place, that such as are born of God do not 
commit sin at all. 

2.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Such as are born of God do not commit sin; that is, 

1. 그들은 그들의 의지가 완전히 동의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다. 그들의 의지는 부분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며 새롭게 된 만큼 죄를 반대한다. 어떤 때에는 유혹의 힘과 폭력으로 인해 제압 당하지만 말이다.
They do not commit sin with the full consent of their will, which is in part renewed; and which, so far as it is 
renewed, doth oppose sin, though sometimes it may be overpowered by the strength and violence of 
temptation. 

2. 그들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삶의 행로를 걷지 않는다.
They do not live in a course of sin, as the unregenerate do. 

3.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They do not commit sin unto death. 

1. 요일 1 John 5:17,18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9. 하나님 자신이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시지 않는가? (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히스기야는 
병 중에 주님께 그가 완전하였음을 기도하지 않는가? (왕하 20:3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바울도 자신과 다른 
이들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금생에서 성도가 
완전함을 왜 이루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 
Does not God himself testify concerning Job that he was a perfect man? (Job 1:8 And the LORD said unto Satan, Hast 
th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in the earth, a perfect and an upright man, one that feareth 
God, and escheweth evil?) Does not Hezekiah also plead his perfection with the Lord when he was sick? (2 Kings 20:3 I 
beseech thee, O LORD, remember now how I have walked before thee in truth and with a perfect heart, and have done 
that which is good in thy sight. And Hezekiah wept sore.) And does not Paul also assert himself, and other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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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perfect? (Phil 3:15 Let us therefore, as many as be perfect, be thus minded： and if in any thing ye be otherwise 
minded, God shall reveal even this unto you.) And how, then, is perfection unattainable by the saints in this life?

1.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돌리는 완전함은 절대적인 완전함이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를 증명하는 위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이다. 그것은 진심을 의미하며 그것은 
복음적인 완전함이거나, 가장 높은 경우에도 절대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이다.
This perfection which is ascribed unto the saints in the Scripture, is not to be understood of absolute perfection 
and freedom from all sin, for the reasons already given, which prove the contrary; but it is to be understood of 
sincerity, which is evangelical perfection, or at the farthest, of comparative perfection, not an absolute perfection. 

2.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여야 한다. “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는 것은 그가 심히 온전하여 
완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완전함은 그의 정직함과 진실됨에 있었다. 욥이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였던 것은 후에 그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죄로부터 보여진다: (욥 3:3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리고 그 후에 정죄함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욥 34:37 …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Thus we are to understand the perfection which God testifies of Job. "Hast thou considered my servant Job, that 
there is none like him in the earth, a perfect man" that is, so perfect as he is, "a perfect and upright man." His 
perfection did consist in his uprightness and sincerity; and that Job was not absolutely perfect doth appear from his
sin a little after, in his cursing his birthday. "Let the day perish wherein I was born." --Job 3:3. And after he is 
charged with sin. "He multiplieth his words against God." --Job 34:37. 

3. 히스기야의 호소하는 완전함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그의 진심됨일 뿐이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성경은 그 후에 그의 죄를 기록한다. 그가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한다. 대하 
32:25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So also Hezekiah's perfection, which he pleads, was no more than his sincerity. "Remember I have walked before 
thee in truth, and with a perfect heart." And the Scripture does note his sin a little after, which is a clear evidence 
that he was not absolutely perfect. "But Hezekiah rendered not again according to the benefit done unto him; for 
his heart was lifted up: therefore wrath was upon him, and upon Judah and Jerusalem." --2Chronicles 32:25. 

4. 바울이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것을 주장하는 같은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고백한다. (빌 3:12, 13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그가 15 절에서 말하는 그가 이루었던 완전함은
복음적인 온전함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가 이루지 못한 완전함은 절대적인 완전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생에서는 그 어떤 성도도 절대적인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절대적인 
완전함을 가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크기에 대한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다.
In the same place where the apostle Paul does assert himself and other Christians to be perfect, he does 
acknowledge that he was not perfect. "Not as though I had already attained, either were already perfect; but I follow
after, if that I may apprehend that for which also I am apprehended of Christ Jesus. Brethren, I count not myself to 
have apprehended," etc. --Philippians 3:12,13. Therefore the perfection which he had attained, which he speaks of 
verse 15, is to be understood of evangelical perfection; the perfection which he had not attained, is to be 
understood of absolute perfection. It is evident, therefore, that no saints do attain absolute perfection in this life; 
and such as do pretend unto it, it is through their ignorance of themselves and of God, and the extent of God's law. 

10.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자손들은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가? 
Do all the children of men, and the saints themselves, break the commandments of God in this life?

1. 성도들 자신들과,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더욱,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긴다.
The saints themselves, and much more such as are no saints, do daily break the commandments of God in thought,
word, and deed.

1. 창 Genesis 8:21 …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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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 James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 요 John 3:19 …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1. 모든 죄의 생각은, 악한 언행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가? 
Are all thoughts of sin breaches of God’s commandments, when they are without evil words or actions?

1. 악한 언행이 없는 모든 죄의 생각은 악한 성향과 욕구와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All thoughts of sin are breaches of God's commandments, without evil words or actions, when they are 
accompanied with evil inclinations, desires, and affections. 

1. 마 Matthew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 마 Matthew 15: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2. 금생에서 성도는 죄스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보호 받지 않는가? 
May not the saints in this life be kept from sinful thoughts, words, and actions?

1. 금생의 성도는 모든 죄스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뛰어난 성도도 남아있는 
죄성의 오염 때문에 매일 연약함과 결함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The saints in this life cannot be wholly free from all sinful thoughts, words, and actions, because all, even the best 
of saints, through remaining corruption, are subject to daily infirmities and defects. 

2. 금생의 성도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중대한 죄와 어느 죄든지 그 다스리는 힘으로부터 보호 받는다.
The saints in this life may be kept from all gross sins of thoughts, words, and deeds, and they are kept from the 
reigning power of any sin. 

13. 성도는 어떻게 중대한 죄에서 보호 받고, 어느 죄든지 그 다스리는 힘으로부터 보호 받는가? 
How are the saints kept from gross sins, and the reigning power of any sin?

1. 성도는 중대한 죄와 어느 죄든지 그 다스리는 힘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보호 받는다:
The saints are kept from gross sins and the reigning power of any sin-- 

1.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으로써.
By the reigning of Christ in their hearts. 

2.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를 죽임으로써.
The mortification of sin in the root of it through the Spirit. 

3. 생각 속에서 죄를 경계함으로써.
By watchfulness against sin in the thoughts. 

4. 죄의 기회를 피하고 그로 향한 유혹을 저항함으로써.
By avoiding occasion of sin, and resisting temptations unto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