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2021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소요리문답 The Shorter Catechisms 51(2) – 제이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s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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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1 제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the second commandment?

A. 제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1].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s the worshiping of God by images, or any other way not appointed in his word.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제이 계명을 범하는 둘째 큰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great sin against this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을 범하는 둘째 큰 죄는 미신이다.
The second great sin against this second commandment, is superstition.

8. 제이 계명이 금하는 미신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uperstition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이 금하는 미신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정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사람이 고안한 것을 더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의적 
숭배이며 사도가 정죄한 것이다.
The superstition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is the worshiping of God in any other way, or by any 
other means, than what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and thus adding human inventions unto God’s institutions, 
which is will-worship, and condemned by the apostle. 

1. 골 Col 2:20, 23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9.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추가할 수 없는가? 
May nothing be added in the worship of God, but what is prescribed in the word of God?

1 레 Lev 10:1-2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렘 Jer 19:4-5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5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골 Col 2:18-23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1.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거나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만 헛된 예배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예배하는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Nothing may be added in the worship of God, as parts of worship, but what is prescribed or appointed in the word 
of God: because without divine institution, it is but vain worship, neither pleasing to God, nor profitable unto them
that worship.

1. 마 Matt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사람의 둔한 마음을 더 헌신되도록 깨우기 위한, 중요한 의식들은 허용될 수 없는가? 
Are not significant ceremonies allowable, that the dull minds of men may be quickened unto the more devotion?

1.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직접 정하신 의식도 (이제는) 적법하지 않으며, 더욱이 예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정한 의식들도 더욱 그렇다.
The ceremonies which God himself did appoint under the law, are not lawful, much less the ceremonies of men’s 
appointment, which are parts of worship.

2. 중요한, 교훈하는 의식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참된 예배의 부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중요한 교훈하는 의식들은 거짓 예배에 속하거나, 그 예배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만큼 타락한 예배가 될 
것이다.
Significant teaching ceremonies, were they appointed by God, would be the parts of true worship; therefore such 
significant teaching ceremonies as are not appointed by God, are parts of false worship, or of worship so far 
corrupted as they are used.

3. 하나님의 복 주심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는 교훈하는 의식들의 중요성은 어떤 은혜를 전달하고 
부여하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고 효과가 없게 된다. 
The significancy of teaching ceremonies without God’s institution, which carries with it God’s blessing, is 
insignificant and ineffectual, to convey and confer any grace.

11. 교회는 고전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명령에 의거해 품위와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의식들을 정할 수 없는가? 
May not the church, by virtue of that command, 1 Cor 14:40,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appoint 
ceremonies for decency and order’s sake?

1. 교회는 이 명령에 의거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품위 없거나 무질서 한 것들이 없도록 주의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거행되도록 시간이나 장소의 편의나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정할 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들이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말은 교회가 예배에 어떤 새로운 부분을 소개하고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교훈하는 의식들은 그런 것에 속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품위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상숭배적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The church may and ought, by virtue of this command, see that there be no indecency and disorder in the worship 
of God; that is, they may order, that things appointed by God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in reference to 
conveniency of time and place, and the like, which the word of God does virtually include in appointing worship 
itself, which without such circumstances, cannot be performed: but here is no liberty given unto the church, to 
introduce and appoint new parts of worship, as significant teaching ceremonies are proved to be; neither may such 
things be called decent in God’s worship, which the idolatrous Church of Rome use without any warrant from the 
word of God.

12.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로마 교회의 우상숭배와 미신은 무엇인가? 
What is the idolatry and superstition of the Church of Rome in the worship of God?



1.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는 우상숭배와 미신은 다음과 같다: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며 성례 앞에서 우상숭배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우상숭배적으로 
예배하는 것;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의 그림과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제단 앞에서 동쪽을 향해 우상숭배적으로 
절하는 것; 우상숭배적으로 천사들과 성자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집례자가 피가 없이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우상숭배적인 금식과 육적인 것을 사순절 때 절제하는 것; 그들의 우상숭배적인 성일들; 
그들의 사제들이 입는 미신적인 중백의(surplice); 세례 때 크림과 기름과 (사제의) 침을 물에 더하고 십자가로 
사인하는 것; 종(bell)을 세례하는 것; 묵주 위에 기도하는 것; 그 외에 수많은 우상숭배적인 관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명하는 바가 전혀 없다.
The idolatry and superstition of the Church of Rome in the worship of God, is their idolatrous kneeling at the 
sacrament, asserting that the bread is turne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their idolatrous worshiping of Christ by 
the crucifix; their idolatrous pictures and images of God which they bow before; their idolatrous bowing at the 
altars, and towards the east; their idolatrous praying to angels and saints, especially to the Virgin Mary; their 
offering up the unbloody sacrifice of the host; their superstitious fastings, and abstaining from flesh in Lent; their 
superstitious holy-days; their superstitious priest’s surplice; their adding cream, oil, and spittle to the water, and 
signing with the cross in baptism; their baptising of bells; their praying upon beads; and many more superstitious 
customs, for which there is not the least command in scripture.

13.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이 계명을 더 범하고 죄짓게 되겠는가? 
How may we further offend and sin against the second commandment?

1. 우리는 제이 계명을 범하고 죄짓는 것은 우상숭배와 미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제정하심에 따른 참된 
예배를 위해 열정적이지 않고, 말씀의 패턴에 따라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예배의 개혁을 
힘쓰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이 예배의 수단으로 정하신 규례들 중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함에 
게으르거나, 특히 경멸하고, 반대할 때 제이 계명을 범하고 죄짓는 것이 된다.
We offend and sin against the second commandment, not only by idolatry and superstition, but also when we are 
not zealous for pure worship, according to God’s institution, not endeavoring what in us lies, in our places, the 
reformation of worship, according to the pattern in the word; as also when we disuse and neglect, especially when 
we contemn, and oppose any of those ordinances which God has appointed to be the means of worship.

1. 요 John 2: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2. 히 Heb 10: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 마 Matt 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4. 살전 1 Thess 2: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5. 행 Acts 13:44, 45, 46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