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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1 제이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the second commandment?

A. 제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1].
The second commandment forbids the worshiping of God by images, or any other way not apppointed in his word.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이 계명이 금하는 첫째 큰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irst great sin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이 금하는 첫째 큰 죄는 우상숭배이다.
The first great sin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is the sin of idolatry.

2. 제일 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는 제이 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와 어떻게 다른가? 
How does the idolatry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differ from the idolatry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일 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예배와 존경을 다른 
이에게 드릴 때 해당되며, 제이 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수단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을 형상에 
의해 예배할 때 해당되는 것이다.
The idolatry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object when we give that worship and 
honor which is due only to God unto another: the idolatry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eans, when we worship God by images.

3.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에 의해 예배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가? 
How many ways may persons be guilty of idolatry in their worshiping of God by images?

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 
Persons are guilty of idolatry in worshiping of God by images,

1. 그들이 가짜 신들을 진짜로 생각하고 형상과 상징들을 사용하여 경배할 때.  바로 이교도들이 주피터, 주노, 
아폴로, 다이아나 등 여러 거짓 신들과 여신들을 형상에 의해 신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경우들이었다.
When they worship feigned and false gods (apprehending them to be true) by images and representations. 
Such was the heathens’ idolatry in worshiping Jupiter, Juno, Apollo, Diana, and other feighned gods and 

1 레 Lev 10:1-2  1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렘 Jer 19:4-5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 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 곳에 채웠음이며 5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골 Col 2:18-23  18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goddesses, by their images, in their idolatrous temples.

2. 그들이 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제이) 계명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늘이나, 땅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나 상징으로 삼아 그것들 안에서 또는 그것들에 의해서 경배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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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When they worship the true God, in or by any image or representation of him, whether it be by anything in 
heaven, or the earth, or the waters, as in the commandment: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ny graven image, 
or the likeness of any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i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erve them.

1. 신 Deut 4:15, 16  15 여호와께서 호렙 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2. 출 Ex 32: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3.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육적인 상상이나 상징을 마음 속에 생각할 때이다. 마치 하나님을 
하늘에 앉아 있는 노인으로 생각하거나 비슷한 상상을 할 때이다.
When they have in their worship carnal imaginations, and representations of God in their minds; as if he were 
an old man sitting in heaven, or the like.

4.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형상을 사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Why may we not make use of images for a help in our worship of God?

1.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셨기 때문이다.
Because God has absolutely forbidden it.

2. 형상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에 방해가 된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낮추어 바라보게 하는 
성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제일 뛰어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무한히 떨어져 계시기에 
죽어 있는 형상으로 그를 대신하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 되고 만다.
Because images are not a real help, but a hindrance of devotion, they tending to lessen God in our esteem, who 
being the living God, and superlatively excellent, and infinitely removed above all his creatures, cannot, without 
great reflection of dishonor upon him, be represented by a dead image.

5. 우리가 형상들을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Is it not lawful to have images or pictures of God by us, so we do not worship them, nor God by them?

1.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림은 가증스러운 것이며 완전히 불법적인 적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상숭배적인 경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images or pictures of God are an abomination, and utterly unlawful, because they do debase God, and may be 
a cause of idolatrous worship.

6.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아니라 사람이신데, 그의 그림을 가지는 것이 합법적이 아닌가? 
Is it not lawful to have pictures of Jesus Christ, he being a man as well as God?

1.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가지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신성은 전혀 그려질 수 없고 이제 영화롭게
된 그의 몸은 현재 있는 그대로가 그려질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예배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형상이나 그림으로 예배하는 것이므로 제이 계명을 분명히 어기는 
것이다.
It is not lawful to have pictures of Jesus Christ, because his divine nature cannot be pictured at all, and because his 
body, as it is now glorified, cannot be pictured as it is; and because, if it do not stir up devotion, it is in vain; if it do 
stir up devotion, it is a worshiping by an image or picture, and so a palpable breach of the second command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