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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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69 제육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Sixth Commandment Forbids

Q69 제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sixth commandment?

A. 제육 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1].
The sixth commandment forbids the taking away of our own life, or the life of our neighbor unjustly, and whatsoever 
tends thereunto.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육 계명은 누구를 살인하는 것을 금하는가? 

Whom does the sixth commandment forbid us to kill?

1. 제육 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살인하는 것을 금한다.
The sixth commandment forbids us to kill either ourselves or others.

2.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부터 금지 받는가? 
How are we forbidden to kill ourselves or others?

1.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 받는다. 
We are forbidden to kill ourselves or others, either directly, by taking away our own or others life; or indirectly, by 
doing anything that tends thereunto.

3.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우리를 고문과 수치를 
사용하여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때에도 불법인가? 카토와 다른 이교도들이 자신을 죽인 것이나,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칼에 엎드러졌던 사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Is it unlawful upon any account to kill ourselves, as when hereby we shall prevent others from putting us to death with 
torture and disgrace; as Cato and other Heathens, who slew themselves; and Saul, who fell upon his own sword, that he 
might not be slain and abused by the uncircumcised Philistines?

1.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It is unlawful in any case to kill ourselves.

1. 행 Acts 16:27, 28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 이교도들은 어떤 경우들에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 용감한 영웅적 행위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신다.
Although the Heathens counted it a virtue, and the part of a brave heroic spirit, in some cases to kill themselves; yet
the law of God allows no such thing, but recounts such persons as self-murderers.

3.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로 인해 죽은 것은 사울의 죄였다. 우리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죄 가운데 죽을 바에는 다른 이들로부터 학대와 고문을 받도록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

1 창 Gen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 Matt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일 1 John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It was Saul’s sin to die in that act of self-murder; and we ought rather to submit ourselves to any abuses and tortures
of others, which is their sin, than to lay violent hands on ourselves, and so die in a sin which there is no time nor 
place for repenting of afterwards.

4. 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Is it possible for them that kill themselves to be saved, when there can be no repenting afterwards for this sin?

1.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죽음의 상처를 입히고도 죽기 전에 회개하여 구원 받을 수 
있다.
It is possible for some to give themselves their death’s wound, and yet repent before they die, and be saved, 
although this be very rare.

2.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함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으나, 평소의 믿음과 회개의 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It is possible that some who are children of God, may in a frenzy (Satan taking advantage to inject temptations 
hereunto) kill themselves, and yet, through habitual faith and repentance, attain to salvation.

5.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때가 있는가? 
Is it lawful in any case to kill others?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다:
It is lawful to kill others,

1. 공적인 법의 공의로운 판결을 집행할 때, 특히 살인자들에게 집행할 때.
In the execution of the just sentence of the public laws, especially on such as have been murderers.

1. 민 Numbers 35:30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2. 합법적인 전쟁에서.
In lawful war.

1. 렘 Jer 48:10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3. 꼭 필요한 자기 방어의 경우이다.
In necessary self-defense.

1. 출 Exod 22: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6. 결투를 통해 서로를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가? 
Is it lawful to fight and kill one another in a duel?

1. 사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외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투를 피할 수 없도록 습격 받을 때이며, 그 
때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를 공격하는 적을 싸우고 죽일 수 있다.
It is unlawful to fight a private duel, except a man be set upon by another, and he cannot avoid it; then it is lawful 
for a man, in his own defense, to fight and slay his enemy that assaults him.

2. 공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한 명의 적군이 군대 앞에서 도전할 때 적법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그를 죽이는 것이 잘 한 것이었을 때가 한 예이다.
It is lawful to fight a public duel, if a single enemy, at the head of an army, do make a challenge, and it may be the 
means to prevent the effusion of more blood; as David did well to fight with, and kill Goliath.

7.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May we not be guilty of the murder of ourselves or others, any other way than by directly taking our own or others’ 



lives?

1. 우리는 다음의 경우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
We may be guilty of the murder of ourselves or others indirectly, by doing anything that tends to take away our 
own or others’ lives, as, 

1. 생명을 유지하는 때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제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음식, 음료, 
수면, 옷, 약, 필요한 오락 등의 것들이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성향이나 사탄이 유혹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면 자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탐내는 마음을 가지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극심한 필요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By neglecting, or withholding the lawful and necessary means for the preservation of life; such as meat, drink, 
sleep, clothes, physic, needful recreations, and the like: when we forbear to make use of the necessary 
preservatives of life ourselves, either through a pinching humor, or Satan’s temptations, that we have no right 
to them, and thereby hasten our end, we are guilty of self-murder: when we deny the necessaries of life to 
others in extreme want, through covetousness, and want of pity, we are guilty of their murder.

2. 과식하거나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것, 심한 염려, 시기, 과도한 슬픔, 또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거나 생기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것을 함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게 한다.
By excess in eating, drinking, carking care, envy, immoderate sorrow, or doing anything which may break and 
debilitate, or take off the vigor of our minds, and which may breed distempers in our bodies; this tends to self-
murder.

1. 눅 Luke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2. 잠 Prov 14:30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 잠 Prov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3. 미움, 악한 분노, 악한 의도, 격렬한 말, 압제, 특히 때리고, 상처 입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살인이다.
By hatred, sinful anger, malice, bitter speeches, oppression; especially by striking, wounding, and anywise 
hurting the bodies of others; this tends to the taking away the lives of others, and is murder in God’s account.

1. 요일 1 John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2. 마 Matt 5:21, 22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3. 갈 Gal 5: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4. 잠 Prov 12:18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5. 겔 Ezek 22:7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