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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022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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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리문답 WSC 76, 77(1)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1

Q76 제구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ninth commandment?

A. 제구 계명은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1].
The ni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1

Q77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A. 제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3]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2].
The ninth commandment requires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of truth between man and man, and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2 especially in witness bearing.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이 제구 계명은 제육, 칠, 팔 계명과 어떻게 다른가? 

Wherein does this ninth commandment differ from the sixth, seventh and eighth commandments?

1) 이 제구 계명은 제육, 칠, 팔 계명과 다음과 같이 다르다. 제육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생명에 대한 
것이고, 제칠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에 대한 것이며, 제팔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재산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구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에 대한 것이다.
This ninth commandment does differ from the sixth, seventh, and eighth commandments, in that the six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ur neighbor’s life; the seven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the eigh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ur neighbor’s wealth and outward 
estate: but this nin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ur neighbor’s good name.

2. 제구 계명에서는 무엇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가? 
What is more generally required in the ninth commandment?

1) 제구 계명은 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The ninth commandment does more generally require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truth between man and 
man.

3. 우리는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을 보존하며 증진시켜야 하는가? 
How ought we to maintain and promote truth between man and man?

1 출 Ex 20:16. 신 Deut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2 슥 Zech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행 Acts 25: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요삼 3 John 12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3 잠 Prov 14:5, 25  5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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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리를 보존하며 증진시켜야 하는데,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고 
마음으로부터 말함으로 하여야 한다.
We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truth between man and man, by speaking the very truth to, and of one another,
and that from the heart.

a. 슥 Zech 8: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b. 엡 Eph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c. 시 Psalm 15:1, 2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4. 제구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명예에 대해 더 특별히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the ninth commandment more particularly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and others’ good name?

1) 제구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명예에 대해 더 특별히 그것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증인 서는 일에서 그러하다. 
The ninth commandment does more particularly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and others’ good name, the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reof, especially in witness-bearing.

5.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어떻게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하는가? 
How ought we to maintain and promote our own good name?

1)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We ought to maintain and promote our good name, by deserving it and defending it.

6. 우리는 어떻게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가? 
How may we deserve a good name?

1)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누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명예를 누릴 자격을 얻을 수도 있는데, 
선함으로써,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Although we can deserve nothing in the sight of God, yet we may deserve a good name in the sight of men, by 
being good, and by doing good.

7.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여야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What is that which we may be, and do, that we may deserve a good name among them?

1)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내적인 자세와 의지적인 성향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혜롭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공의롭고, 의롭고, (술에서) 깨어 있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은혜롭고 덕스러워야 하며, 우리의 대화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것에 
부합하여, 항상 칭찬 받을 만하고 명예로운 일을 하여야 한다.
That we may deserve a good name among men, we must be holy, humble, harmless, wise, loving, patient, meek, 
just, righteous, sober, chaste, true, honest, and every way gracious and virtuous, as to our inward dispositions and 
affections: our conversations also, and actions must be correspondent, doing always those things which be praise-
worthy, and of good report.

a. 벧전 1 Pet 3:15, 16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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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빌 Phil 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c. 전 Eccl 8:1 …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d. 골 Col 3: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e. 빌 Phil 4:8, 9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