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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3 제오 계명이 무엇인가?
What is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리라” 하신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is,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 your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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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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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이 제오 계명을 행해야 하는 이는 누구인가? 또는 이 계명의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What is the subject of this fifth commandment, or who are the persons of whom the duties of this commandment are 
required?

1. 제오 계명을 행해야 하는 이, 또는 이 계명의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부모 또는 윗사람에게 관련된 이들, 특히 
자녀들과 모든 아랫사람들이며, 또한 포함되는 이들은 그 아랫사람들의 윗사람들이며, 또한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다.
The subject of the fifth commandment, or the persons of whom the duties of this commandment are required, are 
relations, especially children, and all inferiors, in reference to their parents and superiors, and inclusively superiors 
in reference to their inferiors, and equals also in reference one to another.

2. 아랫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해야 하는가? 
Whom are we to understand by inferiors?

1. 아랫사람이란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 하인들, 백성들, 신하들 등, 더 어린 사람이나 은사나 은혜에 있어 더 
약한 사람들이다.
By inferiors we are to understand, not only children, but also wives, servants, people, subjects, the younger and the 
weaker in gifts or graces.

1 출 Ex 20:12. 신 Deut 5:16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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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윗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해야 하는가? 
Whom are we to understand by superiors?

1. 윗사람이란 칭호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아래 가리키는 것은 부모 뿐만 아니라, 또한 남편들, 주인들, 
목사들, 판사(“지역 수령”)들 등, 더 나이가 많은 이들과 은사나 은혜에 있어 더 강한 사람들이다.
By superiors, under the name of father and mother we are to understand, not only parents, but also husbands, 
masters, ministers, magistrates, the aged and stronger in gifts or graces.

4. 동등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해야 하는가? 
Whom are we to understand by equals?

1. 동등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친구들과 모든 지인들인데, 그들 사이에 나이나 지위나 
위치나 존귀함에 있어 큰 거리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By equals we may understand brethren, sisters, kindred, friends, and any acquaintance, between whom there is no 
great distance or difference in regard of age, estate, place, or dignity.

5.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1. 부모들에 대해 자녀들이 행해야 할 의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일반적 원칙 안에 포함된 다음의 
내용들이다:
The duties of children to their parents comprehended in the general precept,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are,
 
1. 내적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Inward honour, reverence, and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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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Lev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 외적으로 경외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Outward reverent carriage and behavior.

1. 잠 Prov 31: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 왕상 1 Kings 2:19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야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3. 그들의 지도에 성실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Diligent hearkening to their instructions.

1. 잠 Prov 4:1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 잠 Prov 5: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4. 그들의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Willing obedience unto all their lawful commands.

1. 엡 Eph 6: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골 Col 3: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5. 온유하고 인내함으로 그들의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고, 그 책망받고 바르게 함 받은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Meek and patient bearing [of] their reproofs and corrections, with amendment of the faults they are reproved 
and corrected for.

1. 히 Heb 12:9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2. 잠 Prov 15:32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6. 그들의 직업, 신분, 결혼,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합당한 조언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Ready following their reasonable counsel, in reference to their calling, station, marriage, and any great affairs 
of their lives.

1. 출 Exod 18: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 삿 Judges 14:2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7.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친절히 대함인데, 잡수실 것을 드리고, 쓰실 것을 공급하고, 연세가 높아지고 부족함과 
가난함에 처하게 되셨을 때 그들의 약해지심을 감당하는 것이다.
Grateful kindness to them, in nourishing them, providing for them, and bearing with their infirmities, when 
aged, and fallen into want and poverty.

1. 룻 Ruth 4:15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2. 창 Gen 47: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3. 잠 Prov 23: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6.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1. 부모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parents to their children, are, 

1. 그들을 부드럽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며, 특히 그들이 갓 태어나 스스로 살 수 없을 때 돌보아야 한다. 특히 
어머니들은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젖을 주어야 한다.
Tender love and care of them, especially when infants and helpless: particularly, mothers ought to give suck to 
their children, if they are able.

1. 사 Isa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2. 그들을 성경의 지식과 종교의 원리들로 훈련하고 주님의 법과 길에 대해 좋은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대로 즉시 지도하여야 한다.
Training them up in the knowledge of the Scriptures, and principles of religion, and giving them good 
instructions in the laws and ways of the Lord, so soon as they are capable of receiv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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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잠 Prov 22: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 딤후 2 Tim 3: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거룩함과, 절제함과, 의로움의 선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Prayer for them, and giving good examples of holiness, temperance, and righteousness unto them.

1. 욥 Job 1: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2. 시 Ps 101:2, 3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4. 어릴 때는 그들이 (부모를) 복종하도록 할 것이나, 주님의 법도에 합하지 않은 것은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Keeping them under subjection while young, yet requiring nothing of them but what is agreeable to the laws of
the Lord.

1. 눅 Luke 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2. 엡 Eph 6: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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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상한 얼굴과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잘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언짢은 얼굴로 대하며, 책망하고, 사랑 
가운데 적절히 바르게 고쳐 주어야 한다.
Encouragement of them by kind looks and speeches, and rewards in well-doing, together with discountenance,
reproof, and loving and seasonable correction of them for evil-doing.

1. 대상 1 Chron 28:20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 잠 Prov 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3. 잠 Prov 29:15, 17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6. 현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 미래에 쓸 것을 저축하여 주는 것이다.
Provision for them of what is needful for the present; as also laying up for them, according to the proportion of
what they have, for the future.

1. 딤전 1 Tim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2. 고후 2 Cor 12:14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7. 그들을 직장과 직업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성장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장 유익할 수 있도록 결혼하게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의 능력과 성향을 참고하고 고려하여 할 것이다.
Disposal of them to trades, callings, and in marriage, when grown up, as may be most for their good; therein 
using no force, but consulting and considering their capacity and inclination.



1. 창 Gen 4:1, 2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 고전 1 Cor 7:36, 38  36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38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또는 “36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혼기가 지날 때까지 붙들어 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그것은 아버지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38. 이와 
같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 일도 잘 하는 일이지만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 하는 일입니다”(새번역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