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소요리문답 WSC 64(3)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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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4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s the preserving the hono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9.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servants to their masters?

1. 종들이 그들의 주인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servants to their masters, are, 

1. 그들의 주인들에 대해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존경하는 것
Honour of their masters in their heart, speech, and behavior.

1. 말 Mal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 딤전 1 Tim 6:1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그들을 성실함과 자원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Service of them with diligence, willingness, fear and out of obedience unto Christ.

1. 엡 Eph 6:5-7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3. 그들에게 맡겨진 재산이나 다른 모든 신뢰에 대해 신실하게 행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에 
힘쓰는 것
Faithfulness to them in their estate, and any trust committed to them, with endeavors to please them well in all
things.

1 롬 Rom 13:1, 7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엡 Eph 5:21-22, 24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Eph 6:1, 4-5, 9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벧전 1 Pet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 딛 Titus 2:9-10  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4. 책망을 받거나 매를 맞을 때 온유하며 인내하되, 정당하게 책망 받을 때 뿐 아니라 무고할 때도 인내하는 
것이다.
Meekness and patience under reproof and strokes, and that not only when they do deserve them, but also 
when they are innocent.

1. 벧전 1 Pet 2:18-20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0.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masters to their servants?

1. 주인들이 그들의 종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masters to their servants, are, 

1. 그들의 종들을 인도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지혜와 온화함으로 하고, 그들의 성실하고 자원하는 섬김을 
받으며, 모든 잘못 하나하나에 항상 위협하지 말 것은 그들 자신이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며 많은 잘못이 
덮어져야 함을 기억하기 때문임.
Wisdom and gentleness in their guidance and government of their servants, and acceptance of their diligence 
and willingness in their service, not threatening for every fault, remembering that they also are servants to 
Christ, and have many faults to be 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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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들을 위해 편리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Provision of convenient and sufficient food for them.

1. 잠 Prov 27: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3. 그들의 품삯의 전체를 주며, 약속한 시간에 주는 것.
Payment of their wages in full, and at the promised time.

1. 골 Col 4: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신 Deut 24:14-15  14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4. 죄를 지을 때 책망하고 어떤 잘못은 말로만 고치지 않는 것. 
Reproof of them for sin, and correction of them with more than words for some faults

1. 잠 Prov 29:19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5. 하나님의 도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매일 
시간을 허락하고, 모든 죄, 특히 주일을 지키지 않는 죄로부터 가능한 한 그들을 제재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도록 권면하고 설득하며, 그 일들을 함에 있어 본을 보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Instruction of them in the ways of God; worshiping God with them; allowance of time every day for 
worshiping God by themselves; restraining them as much as they can from every sin, especially from external 
breach of the Sabbath; exhortation and persuasion of them unto the obedience and service of the Lord, and 



therein to be both examples unto, and companions with them.

1. 창 Gen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 수 Josh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3. 행 Acts 10: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1.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the people to their ministers?

1. 교인들이 그들의 목사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people to their ministers, are, 

1.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높이 생각하고 깊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
High estimation of them, and endeared love to them, for their work’s sake.

1. 살전 1 Thess 5:12, 13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2. 갈 Gal 4:14, 15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2.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집행하는 다른 규례들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Diligent attendance upon the Word preached, and other ordinances administered by th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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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사들이 성경에서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말씀들로서 책망의 말씀을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견디고, 
명령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권징에 순복하는 것.
Meek and patient suffering the word of reproof, and ready obedience unto the word of command, which 
ministers shall from the scriptures make known unto them, together with submission unto the discipline 
entrusted with them by the Lord.

1. 약 James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 히 Heb 13: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4. 그들이 세상에서 쓸 것을 공급하는 것 Communicating to them of their temporals.

1. 고전 1 Cor 9: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2. 갈 Gal 6: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5.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Prayer for them.

1. 롬 Rom 15: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2. 살전 1 Thess 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6. (목사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듣지 않고, 증거가 없이는 아무 것도 믿지 않으며 불경건한 세상과 많은 거짓 
형제들과 썩은 마음의 위선자들에 대항하며 막을 것은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여 (목사들에게) 흠을 내려 
함이니, 그 목적은 교인들이 목사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고, 그들의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되거나 불경한 삶을 살도록 굳어지게 하려 함이다.
Shutting their ear against reproaches and slanders, believing nothing without proof; and standing up in their 
defense against an ungodly world, and many false brethren, and rotten-hearted hypocrites, who are made use 
of by the devil to cast dirt upon them, that thereby people, receiving prejudices against them, might be kept 
either from hearing them, or receiving benefit by their doctrine, and so either drawn to ways of error, or 
hardened in ways of profaneness.

1. 딤전 1 Tim 5: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12. 목사들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ministers to their people?
1. The duties of ministers to their people, are, 

1. 그들의 영혼을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Dear and tender love to their souls.

1. 살전 1 Thess 2:7, 8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2. 그들에게 성실히, 진정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규례들을 집행하는 것.
Diligent, sincere, and frequent preaching of the word unto them, with administration of all ordinances.

1. 살전 1 Thess 2:3, 4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2. 딤후 2 Tim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들을 살피는 것
Watchfulness over them, with willingness and cheerfulness.

1. 벧전 1 Pet 5: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4.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Prayer for them, and praise for the grace of God which is in them. 

1. 엡 Eph 1:15:16 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5. 그들에게 목사들 자신이 거룩함과 선행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Showing themselves an example of holiness and good works unto them.



1. 딛 Titus 2: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2. 딤전 1 Tim 4: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