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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제이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second commandment?

A. 제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다[1].
The second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or the likeness of any 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ie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1

Q50 제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A. 제이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정하신 종교상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다[2].
The second commandment requires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pure and entire, all such religious worship 
and ordinances as God has appointed in his Word.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이 계명이 요구하는 예배는 제일 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와 어떻게 다른가? 

How does the worship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differ from the worship required in the first 
commandment?

1. 제일 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며, 그것에 의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예배해서는 안된다. 제이 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는 예배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서만 예배하여야 한다.
The worship required in the first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object of worship, whereby we are bound 
to worship the true God, and none else; the worship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eans of worship, whereby we are bound to worship God according to the way and means of his own appointment,
and no other.

1 출 Ex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 Deut. 5:8-10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 신 Deut 12:3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마 Matt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위해 제정하신 방법과 수단은 무엇인가? 
What is the way and means which God has appointed for his worship?

1.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위해 제정하신 방법과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그의 말씀 안에 정하셨다.
The only way and means which God has appointed for his worship, is his ordinances, which he has prescribed in 
his word.

3.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의 백성이 예배의 수단으로 지키도록 제정하신 규례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ordinances which God has appointed in his word, to be the means of worship, and to be observed by his 
people?

1.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의 백성이 예배의 수단으로 지키도록 제정하신 규례들은 다음과 같다:
The ordinances which God has appointed in his word, to be the means of his worship, and to be observed by his 
people, are,

1.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인데, 집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것과, 사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것과, 
은밀히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들이다.
Prayer unto God with thanksgiving, and that publichly in assemblies, privately in families, and secretly in 
closets.

1. 빌 Phil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2. 엡 Eph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3. 눅 Luke 1: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4. 렘 Jer 10:25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KJV: families; 
ESV: peoples)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5. 마 Matt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2.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다. Reading and searching the Scriptures.

1. 행 Acts 15: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2. 요 John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3.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것이다. Preaching and hearing of th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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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 Isa 55: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4.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다. Singing of psalms.

1. 시 Ps 149: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2. 약 James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고 받아 참여하는 것이다.
Administration and receiving of the sacraments, both of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1. 마 Matt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 고전 1 Cor 11:23, 24, 25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6. 금식하는 것이다. Fasting.

1. 눅 Luke 5:35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7.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법과 도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Instructing of children and household in the laws and ways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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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Deut 6:6, 7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3. 엡 Eph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8.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강론하는 것이다.
Conference and discourse of the things of God.

1. 말 Mal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2. 신 Deut 6: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 묵상하는 것이다.  Meditation.

1. 시 Ps 77:12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개역한글: “묵상하며”, KJV: meditate)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2. 딤전 1 Tim 4:15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0. 주께 서원하는 것이다. Vows to the Lord

1. 시 Ps 76:1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11. 합법적으로 부름받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Swearing by the name of the Lord, when lawfully called.

1. 신 Deut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2. 교회의 치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Exercise of church-discipline.

1. 마 Matt 18:15, 16, 17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4. 하나님은 제이 계명에서 그의 규례와 예배의 수단에 대하여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second commandment, in reference to his ordinances and means of worship?
1. God, in the second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to his ordinances and means of worship,

1. 그것들을 받는 것을 요구하신다. The receiving of them.

2.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Observing of them.

3. 그것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하신다. The keeping them pure and entire.

5. 하나님의 규례들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receive God’s ordinances?

1. 하나님의 규례들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들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The receiving of God’s ordinances, implies an approving of them with the mind, and embracement of them with 
the will.

6. 하나님의 규례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observe God’s ordinances?

1. 하나님의 규례들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The observing God’s ordinances, implies a doing what is required in them, a making use of them, and attending 
upon God in them.

7. 하나님의 규례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keep pure and entire God’s ordinances?

1. 하나님의 규례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그 규례들이 변질되거나 
어떤 것이 더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없도록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 keeping pure and entire God’s ordinances, implies a doing what in us lies to preserve the ordinances from 
corruption, not suffering any thing to be added to them, or taken away from them.

1. 신 Deut 12: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8. 제이 계명은 단순히 우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the receiving, observing, and keeping pure and entire all such religious worship and ordinances
as God has appointed, is required in the second commandment, when it does only forbid, Thou shall not make to 
thyself any graven image, etc.?

1. 하나님이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거나 예배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은 다음을 분명히 의미한다:
God’s forbidding the making any graven image, and worshiping it, does clearly imply,

1.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해 반드시 예배되셔야 한다.
That God must be worshiped by some means.



2.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죄이다.
That it is a sin to worship God by graven images.

3.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으신 수단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은 죄이다.
That, by consequence, it is a sin to worship God by the means which he has not appointed.

4.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단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이며, 그 수단(방법)들은 하나님의 
규례들로서, 반드시 받아져야 하고, 순종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That therefore it is a duty to worship God by the means which he has appointed, which being his ordinances, 
they must be received, observed, and kept pure and ent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