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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2 제이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A. 제이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시며[1]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2]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3].
The reasons annexed to the second commandment, are, God’s sovereignty over us,1 his propriety in us,2 and the zeal he 
has to his own worship.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이 계명에 부가된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irst reason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에 부가된 첫째 이유는 “나… 여호와는”이라는 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주재가 되심이다.
The first reason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is God’s sovereignty over us in these words, I the Lord.

2. 이 첫째 이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orce of this first reason?

1. 이 첫째 이유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주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방법을 위한 법을 
만드실 권한은 가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 속한 자로서 충성을 맹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의 법과 규례를 지켜야 마땅하고 그가 그의 말씀에 정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예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The force of this first reason is, because God is the great sovereign King over us, and has the sole, or only authority 
to make laws for the way of his worship; therefore we ought, by virtue of our allegiance, as we are his subjects, to 
observe his laws and ordinances, and to worship him no other way than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1. 시 Ps 95:2-3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3. 제이 계명에 부가된 둘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reason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에 부가된 둘째 이유는 “너의 하나님”리라는 말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심이다.
The second reason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is God’s propriety in us, in these words, Thy God; I the
Lord thy God.

1 시 Ps 95:2-3, 6-7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3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 Ps 96:9-10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10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2 출 Ex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 Ps 45: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사 Isa 54:5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3 출 Ex 34:14
고전 1 Cor 10:22



4. 이 둘째 이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orce of this second reason?

1. 이 둘째 이유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정하심에 가까이 해야 하며, 특히 마음을 
그로부터 멀게 하는 우상숭배와 미신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e force of this second reason is, That because we belong unto the Lord, therefore we ought to keep close unto 
him and his appointments, and take heed especially of idolatry and superstition, which do alienate the heart from 
him.

1. 시 Ps 95:6, 7  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2. 시 Ps 106:19, 21  19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21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5. 제이 계명에 부가된 셋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third reason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1.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가지시는 열정은 그의 질투하심인데, 그것을 통해, 당신 자신에 대한 예배와 
제정하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것들로부터 떠나 자신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 
심히 언짢아 하신다: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The zeal which God has to his own worship, is his jealousy, whereby, out of love to his own worship and 
institutions, he is highly offended with those that turn aside from them unto their own inventions: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1. 출 Ex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6.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가지시는 열정과 질투하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Wherein does this zeal and jealousy of God for his own worship show itself?

1.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예배를 위해 가지시는 열정과 질투하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The zeal and jealousy of God for his own worship does show itself, 

1. 이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자손 삼사 대까지 벌하실 것을 
위협하심으로써: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In his accounting the breakers of this commandment, those that hate him, and threatening to punish them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2. 이 계명을 지키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천 대까지 은혜를 약속하심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In his esteeming the keepers of this commandment, such as love him, and promising mercies unto thousands 
of them;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7.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 안에서,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들에게 보응하실 수 있는가? 
How can God, in justice, visit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ir children?

1. 만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데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죄로 인해 그 
(자녀들을) 벌하지 않으신다.
If the children do not walk in the steps of the same sins with their parents, God does not punish them for their sins.

1. 겔 Ezek 18:14, 17  14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7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2. 하나님이 그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자녀들에게 보응하신다면, 그것은 그 자녀들이 같은 죄악을 범하여 그 분량을 
채울 때이며, 그들에게 내리시는 처벌은 가장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다.
If God does visit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ir children, it is when the children are guilty of the same 
iniquity, and so fill up the measure, and the punishment of them is most equal and righteous.

1. 겔 Ezek 18:25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