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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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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79, 80 – 제십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s

Q79 제십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tenth commandment?

A. 제십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나귀나 네 이웃에게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1].
The tenth commanded is,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thing that is your neighbor’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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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십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2]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3].
The tenth commanded requires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2 with a right and charitable frame of spirit 
toward our neighbor, and all that is his.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십 계명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to ourselves?

1) 제십 계명은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히 여길 것을 요구한다.
The tenth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to ourselves, full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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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 Ex 20:17. 신 Deut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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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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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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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Wherein does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consist?

1)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신 것에 대해 자유로이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현재의 상태를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며 가장 적절한 것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Contentment with our own condition does consist in our free acquiescence and complacency with God’s disposal 
of us, whereby we like our present condition, as best, and most fit for us.

3. 우리에게 재물이 많고 이생의 좋은 것으로 넘쳐 나는 풍족한 처지일 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겠는가? 
How may we attain contentment in a prosperous condition, when we abound in wealth and the good things of this life?

1)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이 많고 이생의 좋은 것으로 넘쳐 나는 풍족한 처지일 때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
We may attain contentment in a prosperous condition, and when we abound in wealth and the good things in life - 

a. 이러한 것 중 어떤 것에라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너무 바라지 않음으로써.
By not setting our hearts too much on, nor expecting too much from, any of these things.

i. 시 Ps 62: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ii. 눅 Luke 12:15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b.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을 하나님과 위에 있는 것에 두고,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기려고 함으로써.
By placing our chief happiness in God and things above; and chiefly seeking to enjoy God in the good things 
which we have.

i. 시 Ps 16:5, 6  5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c. 다른 이들의 필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By readiness to distribute to the necessities of others, which is accompanied with God’s love and blessing, who 
gives the greatest comfort in these things unto such.

i. 고후 2 Cor 9:7, 8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d. 기도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만족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질 수록 우리의 욕심은 더 커질 것이며, 우리는 더 적게 만족할 것이다.
By prayer, and seeking to God through Christ for this grace of contentment, without which the more we have 
in the world, the more our desires after increase will be enlarged, and the less we shall be satisfied.

4.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함이 많고, 고통 받는 처지일 때 어떻게 만족함을 가지겠는가? 
How may we attain contentment in a low, necessitous and afflic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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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비천하고, 부족함이 많고, 고통 받는 처지일 때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만족함을 가질 수 있다:
We may attain contentment in a low, necessitous, and afflicted condition - 

a. 참된 경건함을 가짐으로써. 참된 경건함을 가질 때만 참된 만족을 함께 가질 수 있다.
By attaining true godliness, unto which alone true contentment is ann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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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하나님이 우리를 배정하시며, 어떤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베푸신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By being fully persuaded of, and seriously and understandingly eyeing the wise and good hand of God’s 
providence in his disposal of us, and bringing any affliction upon us.

i. 욥 Job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ii. 시 Ps 39:9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iii. 시 Ps 119: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c.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분을 가지고 신뢰함으로써.
By getting an interest, and trusting in God’s promise, to cause all things, even the worst things that can befall 
us, to work together for our good.

i. 롬 Rom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d. 겸손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낌으로써.
By humility, and a deep sense of our undeservings and ill-deserving at God’s hands for our sins.

i. 창 Gen 32: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ii. 단 Dan 9: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e. 세상에서 낮아지고 우리보더 더 고통을 받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보다 낫게 여기며 봄으로써.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세상이 감당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지낼 곳이 확실히 
없었으며, 그 중 많은 이들이 가난하고 괴롭힘 받고 고통 받았다.
By looking to others better than ourselves, who have been lower in the world, and more afflicted than we have 
been. Our Savior had not where to lay his head; and those of whom the world was not worthy had no certain 
dwelling place in the world, and many of them destitute, afflicted, and tormented.

f. 영적 부요함에 더욱 풍성하도록 일할 수록, 이 세상의 것을 덜 가지게 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이 땅의 유업이 없고 우리의 하늘의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고 살면, 그로 인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부요한 사람들이 되고 외적인 고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내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By laboring so much the more to abound in spiritual riches, the less we have of temporal; and if we have no 
earthly inheritance to secure our right unto, living by faith upon our heavenly inheritance; hereby the poorest 
sometimes become the richest, and those that have most outward trouble have most inward joy.

i. 약 James 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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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살전 1 Thess 1: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g.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생각함으로써.
By considering how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that we can carry nothing with us out of it.

i. 욥 Job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ii. 딤전 1 Tim 6:7, 8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h. 그리스도께 나아가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형편이든지 이러한 은혜를 사용하는 힘을 
그로부터 얻음으로써 할 수 있다.
By going to Christ to teach us the lesson of universal contentment, and fetching strength from him to exercise 
this grace in every condition.

i. 빌 Phil 4:11-13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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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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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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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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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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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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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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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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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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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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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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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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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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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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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