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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WSC 74(2)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s-2

Q74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eighth commandment?

A. 제팔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이다[1].
The eighth commandment requires the lawful procuring and furthering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6.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것을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How ought we to endeavor the procurement and furtherance of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1. 우리는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일반적으로 공공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신보다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적인 부와 유익을 구하여야 
한다.
We ought to endeavor the procurement and preservation of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in general, by 
a public spirit, in seeking the good of the commonwealth above our own, and seeking others’ private wealth and 
advantages, as well as our own.

1. 고전 1 Cor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7.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is our duty in reference unto such as are poor and in want?

1.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에 따라 빌려주고 값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공급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여야 한다.
Our duty unto such as are poor and in want, is to relieve them, according to our ability and their necessity, by 
lending and giving freely unto them for their supply and help, especially if they be of the household of faith.

1. 레 Lev 25: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2. 갈 Gal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3. 롬 Rom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4. 마 Matt 5: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 약 James 2:15, 16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 레 Lev 25: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엡 Eph 4:28b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빌 Phil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6. 요일 1 John 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8. 모든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is our duty towards all, in reference unto their wealth and outward estate?

1. 모든 사람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의무는 친절함과 공의이다.
Our duty towards all, in reference unto their wealth and outward estate, is kindness and justice.

9.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우리의 친절함이 보여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Wherein should our kindness show itself in reference unto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1.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한 우리의 친절함은 그것들을 증진시키도록 사랑을 베푸는 어떤 역할도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보여져야 한다.
Our kindness in reference unto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should show itself in our readiness unto 
any offices of love, which may promote and further it.

1. 갈 Gal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10.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지켜져야 하는 공의의 규칙은 무엇인가? 
What is the rule of justice to be observed in reference unto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1.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에 대해 지켜져야 하는 공의의 규칙은 다른 이들에게 적합한 만큼,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대하라는 것이다.
The rule of justice to be observed in reference unto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thers, is, to do unto others as 
it is fit, and as we would that others should do unto us.

1. 마 Matt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1.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공의를 보여야 하는가? 
Wherein must we show our justice in our dealings with others?

1. 우리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공의를 보여야 한다:
We must show justice in our dealings with others,

1. 다른 이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실하고 진지함으로써.
In our truth and sincerity in all our concerns with others.

1. 시 Ps 15: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2. 고후 2 Cor 1: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2. 우리의 모든 합법적 언약과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고 우리를 신뢰하여 부탁한 어떤 임무도 수행함으로써.
In our faithfulness to fulfill all our lawful covenants and promises, and to discharge whatever trust is 
committed unto us.

1. 시 Ps 15: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2. 고후 1 Cor 4: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우리가 사고 팔 때에,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가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받음으로써.
In our buying and selling, giving a just price for those things that we buy, and taking a reasonable rate for such 
things as we sell.

1. 레 Lev 25: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4. 모든 이에게 그가 받아야 할 것을 줌으로써.
In paying every one his dues.

1. 롬 Rom 13:7, 8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2. 잠 Prov 3:27, 28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5. 우리에게 맡겨진 저당물이나, 우리가 발견한 다른 이들의 물건이나, 훔치거나 속여서 얻은 그 어떤 것이든 
다시 (주인에게) 회복시킴으로써 공의를 보여야 한다.
In restoring the pledge which is left with us, or goods of others which are found by us, or anything that is 
gotten by stealth or fraud.

1. 레 Lev 6:4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2. 겔 Ezek 18:7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 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3. 눅 Luke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