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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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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77(2)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2

Q77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2]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1].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man,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1 especially in witness bearing.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8.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가? 

How may we defend our good name?

1)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다음과 같이 지킬 수 있다:
We may defend our good name, 

a. 우리 자신을 거짓 비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 대적의 거짓 고소에 관해 결백함을 입증함으로써.
By clearing ourselves from the false aspersions, and vindicating our innocency against the false accusations of 
our adversaries.

i. 행 Acts 24:10-13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12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b. 때때로 꼭 필요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칭찬하며 말하는데, 매우 조금만 하고, 삼가서, 겸손히, 그리고 마지 
못해 하는데,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 안에 어떤 것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한다.
By speaking sometimes in commendation of ourselves, when there is need only, and that very sparingly, 
modestly, humbly, and unwillingly, always abasing ourselves, giving God all the glory for anything in ourselves
which is praiseworthy.

i. 고후 2 Cor 12: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ii. 고전 1 Cor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 슥 Zech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행 Acts 25: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요삼 3 John 12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2 잠 Prov 14:5, 25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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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가 특히 그들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Who ought especially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good name?

1) 모든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데, 특히 모든 믿는 자와 (참) 종교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주로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과 공공의 신뢰가 맡겨진 사람들이며, 영혼을 돌보는 일이 맡겨진 
목사들이다.
All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own good name, especially all believers and professors of religion: chiefly 
magistrates, and such unto whom public trust is committed; and ministers, unto whom is committed the charge of 
souls.

a. 딛 Titus 2:7-10 7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10. 왜 모든 이들이 그들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Why ought all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own good name?

1) 모든 이들은 그들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All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their own good name,

a.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이들이 주로 추구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들 
자신의 명예를 계획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다.
Because it is for the glory of God, which is the duty of all principally to aim at, and to design their own honor, 
only in subordination hereunto.

i. 마 Matt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ii. 벧전 1 Pet 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b. 명예는 귀한 것이며 사람들을 서로에게 더욱 유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며, 그로 
인해 서로의 공적, 영적 중요성과 유익이 매우 크게 증진된다.
Because a good name is precious, and renders men the more useful, one to another, causing mutual love unto 
and confidence in one another, whereby their mutual concernments and advantage, both civil and spiritual, 
are exceedingly promoted.

i. 전 Eccl 7: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ii. 잠 Prov 22: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11. 제구 계명은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 of us, in reference unto the good name of our neighbor?

1) 제구 계명은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명예처럼 보존하고 증진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 관해서 그렇게 한다.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 of us, in reference unto the good name of our neighbor,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reof as our own, and that both in regard of ourselves, and in regard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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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어떻게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How ought we to maintain and promote our neighbor’s good name, in regard of ourselves?

1)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We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our neighbor’s good name in regard of ourselves,

a. 우리 이웃의 명예를 살피고 그들 안에 있는 가치와 선한 것들에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존경을 표함으로써.
By looking unto, and having a due esteem of the worth, and the good things which are i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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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살전 1 Thess 5: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b. 그들의 명예와 명성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By liking and loving, and desiring, and giving thanks to God for their good name and fame.

i. Rom 1: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c. 그들에 관한 좋은 평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기뻐함으로써.
By a ready receiving a good report concerning them, and rejoicing therein.

i. 요삼 3 John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ii. 고전 1 Cor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d. 그들의 이웃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하고, 중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를 막음으로써.
By deafening the ear against and discouraging tale-bearers, back-biters, slanderers, who speak evil of their 
neighbors.

i. 시 Psalm 15: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ii. 잠 Prov 25:23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e. 그들을 불명예로 노출시키는 그들의 잘못을 슬퍼하고, 그들의 고침을 증진시키는 것과 그들의 평판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노력함으로써 한다.
By grieving at their faults, which expose them unto disgrace, with desires and endeavors to promote their 
amendment, and the recovery of their reputation,

i. 고후 2 Cor 2:4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3. 우리는 다른 이들에 관해 어떻게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How ought we to maintain and promote our neighbor’s good name, in reference unto others?

1) 우리는 다른 이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We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our neighbor’s good name, in reference unto others, 

a.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뒤에서 그들에게 대해 좋게 말하고, 그들의 은사와 
은혜와 선한 것들을 거리낌없이 인정하며, 우리 자신들보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을 더 선호함으로써.
By giving that honor unto them which is their due, speaking well of them behind their backs, freely 
acknowledging their gifts and graces, and good things, and preferring them in honor before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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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벧전 1 Peter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ii. 요삼 3 John 12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iii. 고전 1 Cor 1:4, 5, 7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iv. 롬 Rom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v. 빌 Phil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b. 그들에 대한 어떤 악하고 거짓된 보고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그들의 평판과 명예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무죄를 입증함으로써; 특히 우리가 세상 관리 앞에서 
그들의 결백함을 증언할 때, 진실에 부합하는 만큼, 그렇게 할 것이다.
By defending their reputation and good name, in endeavors to prevent or stop any evil or false report 
concerning them, and to vindicate them so far as we can; especially when we are called before a magistrate to 
bear witness of their innocency, so far as it is consistent with truth.

i. 삼상 1 Sam 22: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c.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들을 불명예로 노출시키게 될 수 있을 때 그들의 잘못과 연약함을 덮음으로써; 그리고 
그들이 죄에 사로잡히고 빠졌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유함 가운데 노력함으로써.
By concealing and covering their faults and infirmities (where we may) with unwillingness expose them unto 
disgrace; and, in the spirit of meekness, endeavoring to restore them when they are overtaken and fallen into 
sin.

i. 벧전 1 Pet 4: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ii. 마 Matt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iii. 갈 Gal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d. 꼭 필요할 때만 다른 이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들의 상태를 고려하며 그들 안에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을 기억함으로써 한다.
By reproving them before others only where there is need, and that with a respect unto their condition, and 
remembrance of what is praiseworthy in them.

i. 마 Matt 18:15, 16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ii. 계 Rev 2:2, 4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