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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What i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A.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1].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is in these words, I am the Lord thy God, which have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ouse of bondage.1

Q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does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teach us?

A.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2]. 
The preface to the ten commandments teaches us that becaues God is the Lord, and our God and Redeemer, therefore 
we are bound to keep all his commandment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설득시키기 위해 서문에는 몇 가지의 이유와 주장이 있는가? 

How many reasons or arguments are there in the preface, to oblige and persuade us to keep all God’s commandments?

1. (십계명의) 서문에는 세 가지 이유 또는 주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설득하고 
있다.
There are in the preface three reasons or arguments, to oblige and persuade us to keep all God’s commandments.

1. 하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주(여호와)니라
Because God is the Lord: I am the Lord.

2.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Because God is our God: I am the Lord thy God.

3.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이다: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Because God is our Redeemer: Which brought the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2.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 내셨다고 할 수 있는가? 
How can God be said to bring his people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now?

1. 하나님께서 그의 옛 백성들을 지상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으로부터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백성들을 영적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마귀와 그들 자신의 정욕에 매여있는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1 출 Ex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Deut 5: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2 눅 Luke 1:74-75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벧전 1 Pet 1:14-19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해 내신다.
As God brought his people of old out of the earthly Egypt, and the bondage of men; so he does now bring his 
people out of the spiritual Egypt, and the bondage they are in unto the devil and their own lusts.

3.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How are w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the Lord?

1.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그가 주님이신 것처럼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그에게 모든 순종을 빚지고 있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자 그의 (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We ar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the Lord; because as he is the Lord, he is our 
Creator and supreme Sovereign, and we owe to him all obedience, as we are his creatures and subjects.

1. 시 Psalm 100:2, 3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2. 렘 Jeremiah 10: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4.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How are w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our God?

1.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언약 안에 놓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하심을 통해 그를 섬겨야 하는 더 큰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셨다.
We ar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our God; because, as our God, he has taken us 
into covenant, and brought us into a special relation to himself, and hereby laid a greater obligation upon us to do 
him service.

1. 신 Deut. 11:1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5.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 
How are w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our Redeemer?

1.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것은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격려를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We are bound and obliged to keep God’s commandments, as he is our Redeemer; because God has redeemed us for
this end, that being free from the slavery of sin and Satan, we might be encouraged and enabled to yield obedience 
unto him.

1. 고전 1 Cor 6:19, 20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 눅 Luke 1:74, 75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