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2021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 소요리문답 The Shorter Catechisms 47, 48 – 제일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First Commandment Forb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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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7 제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A. 제일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신을[2]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1] 우리의 하나님으로[3]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4].
The first commandment forbids the denying,1 or not worshiping and glorifying, the true God as God,2 and our God;3 
and the giving of that worship and glory to any other, which is due to him alone.4

Q48 제일 계명 중에 “나 외에” 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are we specially taught by these words, before me, in the first commandment?

A. 제일 계명 중에 나 외에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5].
These words, before me, in the first commandment teach us, that God, who sees all things, takes notice of, and is much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5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일 계명이 금하는 가장 중요한 죄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chief sin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1. 제일 계명이 금하는 가장 중요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The chief sin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are,

1. 무신론 Atheism.
2. 불경함 Profaneness.

1 시 Ps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롬 Rom 1:20-21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3 시 Ps 81:10-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4 겔 Ezek 8:16-18  16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7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롬 Rom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5 신 Deut 30:17-18  17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시 Ps 44:20-21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21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겔 Ezek 8:1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3. 우상숭배 Idolatry.

2. 무신론은 무엇인가? What is Atheism?

1. 무신론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갖지 않는 것이다. 
Atheism is the denying, or not having a God.

1. 시 Ps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엡 Eph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3. 이 계명에서 금지된 불경함은 무엇인가? 
What is the profaneness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1. 이 계명에서 금지된 불경함은 참 신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The profaneness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is the not worshiping and glorifying the true God, as God and 
our God.

4. 이 불경함은 하나님을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Wherein does this profaneness, in regard of God’s worship and honor, appear?

1. 하나님을 예배함과 공경함에 있어서 불경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rofaneness, in regard of God’s worship and honor, does appear,

1.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에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질 때 
When persons do not know God, or have misapprenhensions of him.

1. 렘 Jer 4: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 시 Ps 50: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2.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 
When persons are forgetful of God.

1. 렘 Jer 2:32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3.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자신들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원하거나, 육적인 무기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거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할 때;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애정을 주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떼어낼 때
When persons hate God, or love themselves, or anything else, more than God, desire creatures more than God,
trust in arms of flesh more than God, delight in objects of sense more than God; when persons set any 
affections upon any thing in the world more than God, and take off the heart, in whole or in part, from God.

1. 롬 Rom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2. 요일 1 John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3. 골 Col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4. 사람들이 내적이나 외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일을 빠뜨리거나 소홀히 
할 때.
When persons omit or neglect to give that worship and glory which is due unto God, either with the inward or
outward man.

1. 사 Isa 43: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5. 제일 계명이 금지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인가? 
What is that idolatry which i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1. 제일 계명이 금지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예배와 영광을 어떤 다른 것에 바치는 것이다.
The idolatry which is forbidden in the first commandment, is the giving that worship and glory unto any other, 
which is due unto God alone.

1. 롬 Rom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6. 제일 계명이 금지하는 우상숭배는 몇 가지로 범할 수 있는가? 
How many ways may persons be guilty of the idolatry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1. 사람들은 이 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를 다음과 같이 범할 수 있다.
Persons may be guilty of the idolatry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1. 외적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으로써;  이교의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성자들을 예배할 때처럼.
By having and worshiping other gods besides the true God, with the outward man; as when persons worship 
the heathenish gods, or angels, or saints.

2. 내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공경과 존경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드림으로써. 이것은 마음의 
우상숭배이다.
By giving that honor and respect to any thing in the world, which is due only unto God, with the inward man, 
which is heart-idolatry.

1. 골 Col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7.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God sees all things?

1.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그의 이해가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t does appear that God sees all things, because God is every where present, and is infinite in understanding.

1. 렘 Jer 23: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 시 Ps 147: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8. 하나님은 왜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 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가? 
Why does God take such notice of, and is so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1.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큰 모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신다.
Because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is a great affront unto the holy and jealous eye of God, who will not give 



his glory to another.

1. 시 Ps 44:20, 21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21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 사 Isa 42: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