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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73, 74(1)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s-1

Q73 제팔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eighth commandment?

A. 제팔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1].
The eigh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steal.1

Q74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A.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2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s the lawful procuring and furthering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팔 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What does the eighth commandment respect?

1.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관한 것이다.
The eighth commandment does respect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

2. 제팔 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he eigh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and others’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그것들을 보존할 것을 요구한다.
The eight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and others’ wealth and outward estate, the 
procuring and preservation thereof.

3.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을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되는가? 
May we use any means for the procuring and preserving of our own and others’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오직 합법적인 수단만 써야 한다.
We must use none but lawful means for the procuring or preserving of our own or others’ wealth or outward estate.

4.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을 어떻게 힘쓸 수 있고 힘써야 하는가? 
How may and ought we to endeavor the procurement and preservation of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힘쓸 수 있고 힘써야 한다:
We may and ought to endeavor the procurement and preservation of our own wealth and outward estate,

1 출 Ex 20:15, 신 Deut 5:19  도둑질 하지 말라

2 레 Lev 25: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엡 Eph 4:28b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빌 Phil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 우리를 위한 합법적이고 적합한 직업(“부르심”)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거함으로써.
By making choice of a lawful and fit calling for us; and therein to abide with God.

1. 창 Gen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2. 창 Gen 4: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 고전 1 Cor 7:20, 24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 정직하고 적당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직업을 
적절하게 돌봄으로써.
By a moderate care in our callings, to provide such things of this world’s good things for ourselves, as are 
honest and decent and useful for us.

1. 잠 Prov 31:16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2. 롬 Rom 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3. 우리의 직업의 일을 관리함에 있어 사려를 분별함과 신중함으로 제일 유리하게 함으로써.
By prudence and discretion in the managing of the affairs of our callings to the best advantage.

1. 시 Ps 112: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KJV: discretion)로 행하리로다

2. 잠 Prov 2:11 근신(KJV: discretion)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4. 근검절약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적당히 하고, 아무 것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육신적인 욕심과 
욕구의 사치스럽고 비싼 갈망함은 자신에게 부인한다.
By frugality, in decent sparing and unnecessary expenses, wasting nothing, and denying ourselves the 
extravagant and costly cravings of our carnal desires and appetites.

1. 잠 Prov 21:20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2. 요 John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3. 딛 Titus 2: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5. 우리의 직업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By diligence and laboriousness in our callings.

1. 잠 Prov 10: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2. 잠 Prov 13:11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3. 엡 Eph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6. 우리 노력에 주님이 복 주시기를 구하고 세상에서 쓸 것을 구하기 위한 수단을 사용할 때 그에게 
의지함으로써.
By seeking unto the Lord for his blessing upon endeavors, and dependence upon him in the use of means for 
temporal provisions.



1. 잠 Prov 10: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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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벧전 1 Pet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좋은 것들을 기쁘게 사용하고 다른 이들이 필요한 대로 기꺼이 
나누어 줌으로써.
By a cheerful use of the good things which God gives us ourselves, so far as we have need, and a ready 
distribution to the necessity of others.

1. 잠 Prov 11:24, 25  2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8. 우리에게 속하는 것들을 (타인이) 불법적으로 빼앗으려 하거나 빼앗을 때, 그것을 지키고 다시 찾는 일에 
적절하게 노력하여 우리의 것을 구함으로써.
By seeking our due, in a moderate endeavor to keep or recover that which does of right belong unto us, when 
wrongfully sought or detained from us.

5. 마태복음 5 장 40 절에서 우리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린도전서 6 장 7 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였는데(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 자신의 것을 다시 
찾고 지키기 위해 사람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가? 
Is it lawful in the sight of God, to make use of the laws of men, to recover or defend that which is our own, when it is 
said by our Savior, Matt 5:40, If any man will sue thee at the law, and take away thy coat, let him have they cloak also. 
And by the apostle, 1 Cor 6:7, Now, therefore, there is utterly a fault among you, because ye go to law one with another: 
why do ye not rather take wrong? why do ye not rather suffer yourselves to be defrauded?

1. 성경의 이 두 군데 말씀 모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법을 사용하는 자체를 어느 경우든지 완전히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either of these places of scripture do absolutely forbid the making use of the law at all, or at any time, for the 
defense or recovery of our right.

2. 우리 구주께서 다툼을 옹호하기 보다 금하시고, 옷이나 겉옷 같은 작은 것들은 너무 큰 손해 없이 내어 주고 
우리의 어떠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이 우리에게 더 큰 일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법에 따라 권리를 찾지 말고, 그더러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을 다 빼앗도록 하라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진실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악인들이 곧바로 그들의 모든 생계수단을 빼앗아 가고 망쳐 놓을 것이다.
That of our Savior does forbid contention, and rather than to uphold it, to part with some of our right, such as a 
coat or a cloak, or any such smaller goods, which without much prejudice we might spare; but it does not hence 
follow, if another should wrong us in a greater matter, and seek to undo us, that we ought to let him take all which 
we have in the world, without seeking our right by the laws under which we live: for if this were so, all sincere 
Christians would quickly be robbed and spoiled by the wicked, among whom they live, of all their livelihood.

3. 바울 사도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교도이자 불신자인 재판관들 앞에서 서로를 대항하여 법에 소송하여 그들이 
고백하는 기독교에 추문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금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잘못에 대한 이견을 화해하고 
다른 어떤 것을 손해 보더라도 복음에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를 지키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되는 것은 작은 일에 관해 
법에 소송하며 싸우는 것, 특히 추문/스캔들의 경우에 법에 호소하는 것이 불필요한데도 사용하는 것이다.
That of the apostle does forbid Christians going to law one with another before the heathen and infidel magistrates,
which was a scandal to the Christian religion, which they did profess; and he tells them, they ought rather make up 
their differences about wrong and right among themselves, and to suffer wrong rather than to do anything to the 
prejudice of the gospel; but this does not prohibit Christians, in a Christian commonwealth, to defend or recover 
their own by law; yet so much is forbidden in these places, namely, the contending at law about small matters, 



especially in case of scandal, and the using the law at all, if there be not necessity.

4.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는데 세상의 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의 집행을 위해 재판관들을 세우신 것을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에게 그 법들이 유익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재판관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법들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법적인 
율법에 적절하며,  그러한 구약의 재판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법을 사용할 수 있다.
That it is lawful in the sight of God, to make use of the laws of men for defense or recovery of our right, is evident 
from God’s appointment of a magistracy to execute those laws, who would be of no use, might we not have the 
benefit of the laws; and because those laws are suitable to the judicial laws of God’s own appointment, which the 
children of Israel might make use of for the defense and recovery of their right, and by the same reason Christians 
may do so t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