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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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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1(2) –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Tenth Commandment Requires-2

Q81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tenth commandment?

A. 제십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1]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2].
The tenth commandment forbids all discontentment with our own estate,1 envying or grieving at the good of our 
neighbor, and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우리는 왜 서로를 시기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가? 

Why ought we to forbear envying one another?

1)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We ought to forbear envying one another – 

a. 이 죄는 하나님께 매우 모욕적이며, 그의 선하심에 큰 불명예를 반영하기 때문에.
Because this sin is very offensive unto God, reflecting great dishonor upon his goodness.

i. 마 Matt 20: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b. 이 죄는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를 마귀와 같이 만들기 때문에. 마귀는 시기하는 영이다.
Because this sin is promoted by and makes us like the devil, that envious spirit.

i. 요 John 8:44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c. 시기하는 이 죄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며 많은 다툼과 논쟁,  많은 악함과 피해를 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다.
Because this sin of envy is heart-murder, and the spring of much strife and contention, and of much evil and 
mischief, which we shall be ready to do unto those whom we envy.

i. 약 James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d. 시기하는 이 죄는 우리 자신에게 매우 해롭기 때문에.
Because this sin of envy is very injurious unto ourselves – 

i. 우리 몸에: (시기하는 것은 우리 몸을) 낭비하게 하고 썩어지게 하며, 시기함이 팽배한 곳에 많은 병과 
질병의 근본이 된다.
To our bodies: it causes a wasting and decay, and is the foundation of many distempers and diseases, 

1 고전 1 Cor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약 James 3:14-16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2 갈 Gal 5: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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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here it does pre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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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우리 영혼에: (시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무를 행함에 맞지 않게 
한다. 
To our souls: it puts our souls out of frame, and unfits us for the duties of God’s worship.

◦ 벧전 1 Peter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iii. 몸과 영혼 둘 다에게: 이러한 죄는, 회개하고 죽이지 않으면,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서 파멸되게 한다.
To both body and soul: being such a sin as, without repentance, and the mortification of it, will destroy 
both body and soul in hell.

8. 우리는 어떻게 시기하는 죄로부터 구함을 받을 수 있는가? 
How may we be delivered from the sin of envy?

1) 우리는 시기하는 죄로부터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구함을 받을 수 있다:
We may be delivered from the sin of envy –

a.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슬퍼함으로써.
By conviction of its evil, and hearty grief for it.

b. 믿음으로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 죄로부터 씻음 받음으로써.
By application of the blood of Christ through faith, for the cleansing of our hearts from it.

i. 요일 1 John 1:7 …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c. 우리 이웃을 향해 다정한 사랑과 너그러움을 보임으로써.
By cordial love and charity towards our neighbor.

i. 고전 1 Cor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d.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이 죄는 오직 성령을 통해 죽임 당하고 복종될 수 있다.
By the indwelling of the Spirit, through whom alone this sin can be mortified and subdued.

i. 롬 Romans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9. 제십 계명이 금하는 세 번째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third sin which the tenth commandment does forbid?

1) 제십 계명이 금하는 세 번째 죄는 이웃이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The third sin which the tenth commandment does forbid, is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wards anything
that is our neighbor’s.

a. 골 Colossians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불의한 감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10. 이 계명에서 금지되는 특별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은 무엇인가? 
What special inordinate motion and affection is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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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계명에서 금지되는 특별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은 우리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인데, 그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또는 무엇이든지 그의 소유를 탐내는 것이다.
The special inordinate motion and affection which is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is coveting that which is our
neighbor’s, either his house, or wife, or man-servant, or made-servant, or ox, or ass, or anything that is his.

11. 우리는 우리 이웃의 것을 왜 아무 것도 탐내면 안 되는가? 
Why ought we not to covet anything which is our neighbor’s?

1) 우리가 우리 이웃의 것을 아무 것도 탐내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We ought not to covet anything which is our neighbor’s –

a.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기 때문에.
Because God has directly forbidden it.

b. 우리 이웃의 것 중 어느 것이라도 탐내는 것은 우리 이웃에게 무자비하고 불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Because it is both uncharitableness and injustice towards our neighbor, to covet anything that is his.

c.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불의하게 원하면 우리 자신의 것이 주는 안락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Because we lose the comfort of that which is our own, by coveting and inordinately desiring that which is 
another’s.

12. 이 제십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실제로 탐하는 것만 금하는가? 
Does this tenth commandment forbid only the actual coveting that which is another’s?

1) 제십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실제로 탐하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끄는 모든 습관적인 성향과, 
이것으로 향하는 영혼의 모든 불의한 움직임을 금한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가 동의하는 것에 앞서는 것이며 
원죄의 한 부분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 원죄로 인해 보편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하였다.
The tenth commandment does not only forbid the actual coveting that which is another’s, but also all habitual 
inclinations hereunto, and all those inordinate motions of the spirit this way which do precede the consent of the 
will, which is part of original sin, with which human nature is universally polluted and depra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