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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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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83 – 죄의 경중 The Relative Weights of Sins

Q83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Are all transgressions of the law equally heinous?

A.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1].
Some sins in themselves, and by reason of several aggravations, are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죄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for sin to be heinous?

1) 죄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에게 모욕적이라는 것이다.
Sins are heinous, as they are grievous and offensive unto God.

2.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악한가? 
Are not all sins heinous unto God?

1) 모든 죄가 하나님께 악한데, 모든 죄가 다 똑같이 악하진 않다. 어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
All sins are heinous unto God, but all sins are not equally heinous; for some sins are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

3. 어떤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한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가? 
How many ways are some sins more heinous in the sight of God than others?

1) 두 가지이다 Two ways.

a. 어떤 죄들은 본질상 더 악하다
Some sins are more heinous in themselves.

b. 어떤 죄들은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얽힌 끝 때문에 더 악하다. 
Some sins are more heinous than others in regard of their several aggravations.

1 겔 Ezek 8:6, 13, 15  6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3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5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마 Matt 11:20-24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요 John 19: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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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죄들이 그 본질상 다른 죄보다 더 악한가? 
What sins are more heinous in themselves than others?

1) 첫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죄들이 둘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죄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간음보다 더
악하고, 신성모독적인 행동은 도둑질보다 더 악하며,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비교적으로 사람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짓은 가장 큰 
죄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짓는 가장 작은 죄는 사람에 대해 짓는 가장 작은 죄보다 더 악하다.
Sins against the first table of the law are more heinous than sins against the second table of the law: thus, idolatry is 
more heinous than adultery, sacrilege is more heinous than theft, blasphemy against God is more heinous than 
speaking evil of our neighbor, and so proportionably the highest sin committed against God more immediately, is 
more heinous than the highest sin committed more immediately against man; and the lowest sin committed 
immediately against God, is more heinous than the lowest sin committed against man.

a. 삼상 1 Samuel 2: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2) 둘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죄들 중 어떤 것들은 같은 둘째 돌판의 법을 어기는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하다: 살인은 
간음보다 악하고, 간음은 도둑질보다 악하고, 도둑질은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같은 종류의 죄라도 행동으로 옮겨진 죄는 본질상 생각과 성향으로만 있는 죄보다 더 악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둘째 돌판의 법들을 어기는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죄들보다 더 큰 불쾌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으며 죄스러운 생각보다 행동에 대해 더 불쾌하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다.
Some sins against the second table of the law are more heinous in themselves than others against the same second 
table; as murder is more heinous than adultery, adultery is more heinous than theft, theft is more heinous than 
coveting your neighbor’s house; and here now may be added, that the same sins of any kind ripened into actions, 
are more heinous in themselves than those sins in the thoughts only and inclinations. This is evident from the 
greater displeasure which God does express in Scripture for some sins than for others, against the second table of 
the law; and for sinful works than for sinful thoughts.

3) 복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은 본질상 율법에 대해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복음에 대해 짓는 죄는 사람에게 
비추어진 가장 큰 빛과 사람에게 보여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죄인이 받을 형벌은 가장 흉악한 이방인이 받을 형벌보다 더 크다.
Sins against the gospel are more heinous of themselves, than sins against the law; sin against the gospel being 
committed against the greatest light that ever did shine upon men, and the greatest love and grace of God that ever 
was shown unto men, and therefore the punishment of gospel-sinners will be greater than the punishment of the 
most notoriously wicked heathens.

a. 마 Matthew 11:20-24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5.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얽힌 끝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aggravations which render some sins more heinous than others?

1) 어떤 죄들을 다른 죄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얽힌 끝은 그 죄들에 동반되는 상황들이다.
The aggravations which render some sins more heinous than others, are the circumstances which do attend them.

6. 첫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first aggravation of sin?

1) 첫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수령, 성직자, 부모, 어른, 그리고 모든 
다스리는 자들의 죄는 같은 종류라도 신하들, 백성들,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다스림 받는 자들이 짓는 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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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악하다. 후자보다 전자가 짓는 죄의 악한 본보기와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The first aggravation of sin is from the persons offending: thus the sins of magistrates, ministers, parents, the aged, 
and all governors, are more heinous in the same kind than the same sins of subjects, people, children, the younger, 
and those that are under government, because of the ill example and ill influence of the sins of the one beyond the 
other.

a. 왕상 1 Kings 14:16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b. 미 Micah 3:5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2) 마찬가지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악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짓는 같은 종류의 죄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 모독을 받고 악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더 완고해지기 
때문이다.
Thus the sins also of professors and God’s people are more heinous than the sins of the wicked and ungodly in the 
same kind, because the name of God is hereby more blasphemed, and the wicked are hereby more hardened in 
their sins.

a. 롬 Romans 2:23, 24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7. 둘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aggravation of sin?

1) 둘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장소이다: 그래서 빛의 땅에서 짓는 죄는 어둠의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The second aggravation of sin is from the place: thus sins committed in a land of light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in a place of darkness.

a. 사 Isaiah 26: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2) 그러므로 큰 구원과 자비의 장소에서 짓는 죄는 다른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Thus sins committed in a place of great deliverance and mercies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in 
another place.

a. 시 Psalm 106:7 ….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3) 마찬가지로 공공 장소에서 짓는 죄는 다른 이들이 유혹되고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사적인 장소에서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Thus also sins committed in a public place, whereby others may be enticed and defiled,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in secret places.

a. 삼하 2 Samuel 16: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8. 셋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hird aggravation of sin?

1) 셋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짓는 죄는 주중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술취함과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에 짓더라도 악하고 끔찍한 죄이다. 하지만 술취함이나 간음이나 또 어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에 범하여졌을 때 더 악하다.
The third aggravation of sin is from the time: thus sins committed on the Sabbath-day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on the week-day. Drunkenness and adultery are heinous and abominable on any da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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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ht of God; but drunkenness or adultery, or any other such sins, are more heinous before God on the Sabbath 
day. 

2)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의 시간 중이나 그 이후에 범하는 죄는 다른 시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Thus sins committed in or after the time of trouble and affliction,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at another time.

a. 대하 2 Chronicles 28:22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b. 사 Isaiah 1: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3)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약속한 후에 짓는 죄는 회개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하기 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또한 경고와 징계를 받은 후에 짓는 죄는 그러한 경고와 징계 전에 짓는 같은 죄보다 더 악하다.
Thus sins committed after repentance and engagements to be the Lord’s,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before repentance and such engagements; so also sins committed after admonitions and censures,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before such admonitions and censures.

9. 넷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the fourth aggravation of sin?

1) 넷째로 죄를 더 악하게 하는 것은 방식/태도이다: 그러므로 알면서 짓는 죄는 모르면서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고집스럽고 대담하게 짓는 죄는 연약하고 병약함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습관적,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돌발적인 감정이나 급한 유혹 때문에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기뻐하며 욕심을 부리며 짓는 죄는 후회하고 
주저하며 짓는 죄보다 더 악하다. 무례하고 자랑하며 짓는 죄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악하고, 
반복되며 오래 지속되는 죄는 한 번이나 가끔 짓지만 회개함으로 끊어지는 죄보다 더 악하다.
The fourth aggravation of sin is from the manner: thus sins against knowledge are more heinous than sins through 
ignorance; sins through willfulness and presumption are more heinous than sins through weakness and infirmity; 
sins through custom and with deliberation are more heinous than sins through sudden passion and the hurry of 
temptation; sins with delight and greediness are more heinous than sins committed with regret and backwardness; 
sins committed impudently and with boasting are more heinous than the same sins committed with shame and 
blushing; sins often repeated and long continued in, are more heinous than sins but once or seldom committed, 
and which are broken off by repen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