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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육서를 통한 십계명 교육
: 루터의 대교리교육서(1529), 칼빈의 교리교육서(1545),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1563),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1647)를 중심으로

정두성
(고현교회)

[초록]

본 논문은 16-17세기 유럽의 개신교회들이 신자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는 특히 루터의 대교리교육서(1529), 칼빈의 교리교육서(1545),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1563),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

(1647)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십계명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각 각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각 교리교육서를 만든 교리

교사들이 이해하는 십계명의 용도가 십계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러한 구조가 십계명 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볼 것이다. 이와 함께 본 논문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리교사들의 이미지가 루터의 대교리교육서, 칼빈의 교리교육서,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에서 각 각 

아버지, 선생님, 변증가, 판사로 나타남을 분석할 뿐 아니라, 교리교

사의 이러한 네 가지 이미지가 결국 목사라는 하나의 교회 직분으로 

모이게 됨을 나타냄으로, 목사가 교리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리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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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필자가 제언하

는 것은 첫째 목사는 네 가지 교리교육서 십계명 교육에서 나타난 

각 이미지들을 잘 참고하여 좋은 교리교사가 되기 위해 항상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교리교육서의 십계명 분석과 설명에서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들’은 결코 이웃의 잘 못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이웃의 선한 행동을 칭찬하는 근거들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루터의 대교리문답, 칼빈의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

크 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루터, 칼빈, 십계명, 교리

교사, 교리교육서 

Ⅰ. 들어가는 말

중세이후 십계명을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예배와 교리교육서

(Catechism)의 위치로 복귀시키는데 그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루터

(1483-1546)일 것이다. 루터는 참회신학에 길들여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시하면서, 고해성사를 통한 죄 값의 탕감에만 

관심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십계명의 참 의미를 설교와 저술을 통해 

말하기 시작했다.1 그는 1522년 『개인기도서』에서 십계명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아픈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의사의 진단, 

약사의 약 처방 그리고 병 나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통해 십계명을 설명했

1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세움북스, 2016), 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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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이 후 대교리교육서(1529)에서도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개인기도서』의 설명 방식에 따라 십계명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설명한다. 루터가 이해한 십계명

의 용도는 칼빈이 이해한 개혁주의 전통의 십계명의 용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예배에서의 적용과 교리교육서 상의 설명 방식에서 개혁주의 전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비해 다소 덜 강조되었던 십계명이 예배와 교리교육에 있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기여한 루터의 업적은 분명히 인정되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루터의 영향으로 16세기 개혁교회들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언급하게 되었

고, 십계명은 실제 예배와 교육에서 점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설명한 루터를 따라 많은 개혁 교회들이 

십계명을 참회의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십계명을 낭송함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사죄가 선언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십계명의 

위치를 사죄의 선언 뒤로 옮긴이가 바로 칼빈(1509-1564)이었다. 그는 

십계명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각했다. 즉, 칼빈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사죄를 선포 받은 자들이 그 감격과 감사를 표현하는 삶의 구체적

인 방식이었다.3 이러한 개념으로 칼빈이 십계명을 예배에 적용하면서 십계

명은 더 이상 우리의 비참을 고백하게 하는 회개의 자료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전과는 다른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징표가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안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십계명에 대한 각 교리교육서들 간의 교리적 차이를 분석하고 

2 Martin Luther, “Personal Prayer Book,” G. K. Wiencke (ed.),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2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14.

3 『기독교 강요』,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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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루터의 대교리교육서,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가 각각 루터교회, 화란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교리적 특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각 교리교육서들이 십계명 설명에 있어서 어떠한 교리적 강조점

을 두었는가에 대한 질문보단, 16-17세기 유럽 개신교 교회의 교리교사들

이 각 교리교육서를 가지고 어떻게 십계명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더욱 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각 교리교육서 속에 나타나는 교리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이뿐 아니라 교리교육서를 통해 교리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계명별로 교리교

육서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 또한 교리적인 차이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각 교리교육서 상에 나타나는 독특한 설명 방법들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결국 본 논문은 십계명교육이라는 한 주제를 16-17세기 

유럽 개신교회들이 각 교리교육서를 통해 어떻게 교회에 적용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21세기 현재 한국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역사적인 통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Ⅱ. 교리교육서들 속의 십계명의 구조

출애굽기 20:1-17과 신명기 5:6-21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칼빈, 

루터, 로마 가톨릭 교회, 유대교가 그 구조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인다. 유대교는 십계명의 서론을 제1계명으로 보고 칼빈이 정리하고 현재 

장로교회가 이해하는 제2계명과 제3계명을 하나로 통합해 제2계명으로 

본다. 비록 서론을 제1계명으로 보지는 않지만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도 

유대교와 같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통합한다.4 그러나 루터와 로마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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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제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웃의 집을 탐내질 말 것’을 제9계

명으로,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과 그 이하를 제10계명으로 

구분한다. 이에 대해 칼빈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경건치 못한 것들’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표현이

지 두 가지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5 이러한 십계명 구조

의 이해에 대한 상의한 견해는 각 교리교육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루터는 그의 대교리교육서(1529) 십계명 설명에서 전통적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칼빈은 자신이 이해하

고 주석한 구조에 따라 문답식 교리교육서(1542/1545)에서 십계명을 설명

한다.6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가 독일의 루터교회와 스위스의 개혁교회

를 통합하는 교리교육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지만, 결국 칼빈주

의적 색체를 강하게 띠는 교리교육서가 되었다는 증거도 바로 이 교리교육

서의 십계명 구조가 루터의 구조가 아닌, 칼빈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7 칼빈주의적 신학을 반영하는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

서의 십계명 구조는 당연히 칼빈이 제시한 구조와 일치한다.8

4 유대교, 로마가톨릭교회, 루터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하나의 계명으로 본 것은 ‘다른 신들’(출20:3)과 ‘어떤 형상’(출20:4-6)을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5 『기독교 강요』, 2.8.12. 
6 칼빈의 십계명 구조는 문답의 형태가 아닌 그의 첫 번째 교리교육서(1437)에서 먼저 분명히 

나타났다. cf. James T.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1, 1523-52,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359-64.
7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89-92.
8 칼빈은 십계명의 명령에 나타나는 ‘외적 행동’뿐 아니라 그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내적이고 

영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해석은 그리스도의 산상수

훈을 통해 가능해 진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재해석해서 풀어주신 

율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적이고 영적인 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부정적인 형태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

을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칼빈의 십계명 해석 방법은 그의 교리교육서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 후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의 십계명 설명에

서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 참고, 『기독교 강요』, 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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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 계명별 십계명 교육 비교

1. 십계명 교육의 서론

루터의 대교리교육서는 초판 서문에 십계명의 10가지 항목을 적어 준 

것 외에는 십계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없이 바로 1계명 설명으로 들어간

다. 반면에 칼빈은 학습자의 선 이해를 돕기 위해 십계명에 관한 개요를 

5문항에 걸쳐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다.9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의 표현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어떠한 

것도 선행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만 선행이라고 가르친다.10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각 계명을 설명하기 전에 총 12문항을 할애하여 십계명에 

관한 서론적인 설명을 한다. 여기에서 이 교리교육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

시는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라고 단정한 후 

십계명의 설명을 이어간다.11 

2.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루터가 이해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이

다.12 그러나 루터는 칼빈이 제2계명으로 분류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9 ‘Calvin’s Catechism(1545)’ in James T.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1, 1523-52,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486. 
10 ‘The Heidelberg Catechism(1963)’ in James T. Dennison, Jr. (ed.), Reformed 

Confessions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in English Translation: Volume 2, 
1552-66,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790-92. 

11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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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제1계명에 포함시켜 이해하고, 이를 설명한다. 루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gods)은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러한 신들은 이미 존재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과 신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13 

루터에게 있어서 제1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하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다른 모든 계명들도 저절로 성취될 것이라 말한다. 칼빈의 교리교

육서에 따르면 교리교사는 먼저 학생에게 첫 계명이 무엇인지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여기서 십계명의 서론을 제1계명 설명에 함께 포함하

여, 하나님 자신이 율법의 권위자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에게 속한 위엄을 그를 

위해서만 간직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것에는 돌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

다.14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거나 하나님 

대신 섬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혹은 그와 나란히 두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것을 고안하고 만들어 소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가르친다.15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칼빈의 

교리교육서와 같이 ‘나 외에’(before me)가 특히 무엇을 가르치는 지를 

설명하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신을 두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노여워하

신 다는 것을 알게 하여,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12 루터의 소교리교육서(1529)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초 교리를 쉽게 가르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대교리교육서는 소교리교육서의 교사

지침서나 목회자의 교리 참고서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문답의 형식이 아니라 주제와 

항목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물론 대교리교육서도 문답식 

교리교육서들처럼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러나 이 번호는 문답의 번호가 아니라 각 주제에 

따라 설명하는 문단의 개수에 순서별로 번호를 매긴 것이다. 즉, 루터는 대교리교육서에서 

제1계명을 총 48개의 문단으로 설명하면서 첫 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번호를 순서별로 

매긴 것이다.
13 루터, 『대교리교육서』, ‘십계명’, 1-3.
14 Calvin’s Catechism(1545), 136-42.
15 Heidelberg Catechism,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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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을 그의 목전에서 하도록 설득하고 

논증하는 역할을 한다.16 

3. 우상을 만들지 말라17

칼빈은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과 가시적이며 파괴될 존재인 피조물과는 

어떠한 닮은 점도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엄을 회손 

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18 칼빈은 이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잘못된 

예배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19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삼, 사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극도의 공포를 주어 그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범죄한 자에게 벌은 삼, 사대까지 이르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

은 그의 엄격하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

다.20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는 명목으로 형상

들이 만들어져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것에 대해, 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설교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21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에서 설명하는 제2계명의 요

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순전하고 흠 없이 지키는 것들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도,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시행하는 것 

등이 있다.22 

16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03-06.
17 루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제1계명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리

교육서에서도 제1계명에서 이 항목을 함께 다루었다.
18 Calvin’s Catechism(1545), 143-46.
19 Calvin’s Catechism(1545), 147-48.
20 Calvin’s Catechism(1545), 158.
21 Heidelberg Catechism,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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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루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사욕을 

위해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3 

이 계명을 대해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의 맹세를 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한다.24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 사용되는데 침묵하며 방관하는 것조차 계명을 어기는 죄에 참여하는 

것이라 가르친다.25 게다가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로 사형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

한다.26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항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호기심으로 파고드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말한다. 이 교리교육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적용하는 것도 계명을 범하는 죄에 속함을 말함으로 학습자들이 계명

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친다.27  

5.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루터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 그것의 구약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날이 어떻게 거룩한 날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준다.28 루터는 하나

22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07-10.
23 루터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을 장신구 정도로 여기는 거짓 설교자들이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을 여화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했다. 참고, 루터, 『대교리교육서』, ‘제1부 십계명’, 54-8.
24 칼빈은 진리를 바로 세우거나 우리들 사이에서 사랑과 조화를 유지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참고, Calvin’s Catechism(1545), 
159-63.

25 Heidelberg Catechism, 99.
26 Heidelberg Catechism, 100.
27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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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기에, 이 날의 절정은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9 칼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념하는 

것 외에도 세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 영적인 쉼, 교회의 통치 지원, 

그리고 종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한다.30 특히 

그는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일을 중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쉼이라고 말한다.31 칼빈은 이 날을 ‘묵상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이 날에 해야 할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이 말씀(doctrine)을 듣고, 공동 

기도에 참여하며,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32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 봉사와 이것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5가지가 요구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성례에 참여하

는 것,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33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매주 첫 날이 된 것을 분명히 지적해준다.34 웨스트민스터 

교리교육서는 이 계명이 특히 가정의 가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졌

고, 이들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의 통솔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35 

6. 네 부모를 공경하라

루터는 부모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부모의 

인품이 아니라 그 지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친

28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78-83.
29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84-86.
30 Calvin’s Catechism(1545), 166-71.
31 Calvin’s Catechism(1545), 172-76.
32 Calvin’s Catechism(1545), 177-79.
33 Heidelberg Catechism, 103.
34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16.
35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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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6 그러면서도 루터는 이 계명 또한 하나님 공경에 종속된 계명임을 

강하게 권면한다.37 루터는 이 계명에서 부모의 위치를 단순한 생육적 관계

를 넘어 보살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시킨다. 

이는 직업상 자신을 고용한 고용인에게도 해당되며, 더 확대되면 세상 정

부38까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39 특히 루터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씀의 사역자에게 두 배의 공경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40 

이와 함께 그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가져야할 섬김의 책임에 대해여

도 함께 권면하다.41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겸손하며 순종

하는 것으로, 부모를 경외하고 도우며,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내용설명을 끝낸다.42 반면에 그는 부모를 공경했을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장수’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43 칼빈도 

루터와 같이 부모의 계념을 권위를 가진 모든 윗사람으로 확장시킨다.44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부모의 권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한다. 첫째는 위 권위에 대하여 공경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가르침과 징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랫사람은 위 권위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친다.45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도 앞의 교리교육서들처럼 

육신의 부모는 물론 하나님께서 가정, 교회, 국가에 권위를 주어 우리 위에 

세우신 이들이 모두 우리의 부모라고 가르친다. 심지어 더 뛰어난 은사(gift)

를 가진 사람들도 부모의 권위를 가진다.46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36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03-08.
37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16.
38 루터는 세상 정부를 가장 넓은 의미의 아버지로 보았다. cf.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50.
39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41-57.
40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58-66.
41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58-78.
42 Calvin’s Catechism(1545), 186.
43 Calvin’s Catechism(1545), 187-93.
44 Calvin’s Catechism(1545), 194-95.
45 Heidelberg Catechism,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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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교리교육서들과는 달리 ‘부모공경’의 문제를 인간 상호 관계의 관점

에서 심도 있게 풀어 설명한다. 즉, 아랫사람의 의무와 윗사람의 책임뿐 

아니라 동등한 사람끼리 서로 지켜야할 의무와 피해야 할 죄까지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47 이는 이전까지의 교회 질서의 핵심이었던 성직자

와 평신도와의 위계구조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아닌가한

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임하신 지위가 갖는 권위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모두 동등한 권위로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상이 교회 내에서 

더욱 편만해 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7. 살인하지 말라

루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공적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이웃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먼저 전제한다.48 

그러면서 살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설명

한다.49 루터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사람 사이의 일에 직접 개입하셔

서 쌍방의 안전을 미리 보장해 주신다고 설명한다.50 칼빈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우리의 

임의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우리의 이웃을 증오하

거나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 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이러한 마음의 죄를 ‘내적 살인’(in-

ward murder)이라고 부른다.51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살인의 대상

을 타인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시켜 설명한다. 즉, 이 계명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며, 자신의 몸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친다. 앞의 두 교리교육서와는 

46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23-24.
47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26-31.
48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81.
49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82.
50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183-87.
51 Calvin’s Catechism(1545), 1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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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이 교리교육서는 ‘살인금지’의 계명이 잘 지켜지기 위해 ‘국가’라는 

외부적 힘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국가는 살인을 막기 위해 ‘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52 이 교리교육서는 이 계명을 좀 더 확대 

적용하여 이웃들이 해악으로 빠지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

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한다.53 

이 계명에서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서가 이전의 다른 교리교육서와 비교

했을 때 나타나는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적인 정의를 

실행, 정당한 전쟁, 정당방위를 위해 행해지는 살인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54

 

8. 간음하지 말라

루터는 모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다 이 계명에 해당한다고 말한다.55 

구체적으로 이 계명은 바른 결혼생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거짓 성직자들

처럼 결혼을 천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가르친다.56 심지어 

루터는 결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에 결혼해서 부부

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성직자의 직무보다 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까

지 평가한다.57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예롭게 결혼 할 수 있도록 성실히 결혼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한다.58 칼빈은 우리의 몸과 영혼(souls)이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며, 우리가 몸과 영혼을 바르게 잘 보존해야 할 것을 

이야기 한다. 그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 바라는 것, 말, 손짓까지도 

52 The Heidelberg Catechism, 105-06.
53 The Heidelberg Catechism, 107.
54 The Westminster Catechism, 135-36.
55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02-05.
56 교황을 따르는 패거리들이 독신 서약 후 비밀리에 행하는 악한 일들이 보여주듯이, 독신을 

옹호하는 수도원의 삶은 결국 죄를 더욱 조장하는 꼴이 된다. 참고,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06-12.
57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19-21.
58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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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순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전인이 불순함으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59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우리가 

혼인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부정도 미워하며 순결하고 단정

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60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행동의 순결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가르친

다.61 

9. 도둑질 하지 말라

루터는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그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의 이득을 위해 

이웃에게 손실을 입히는 모든 거래가 도둑질에 속한다.62 특히 루터는 이 

계명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견실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63 루터

가 이렇게 ‘견실한 정부’를 언급한데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당시 독일의 도덕적 상황이 권면을 통해 해결되기에는 

너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루터가 당시 독일의 모습을 ‘도둑

으로 가득한 거대한 마구간 같다.’64고 표현한 것으로 이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둘째, 루터는 이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자들은 절대 그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여긴 것 같다. 그는 도둑질을 하는 오만한 상인과 노동자들

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로 돈에 푹 빠져 살게 놔두라’

59 Calvin’s Catechism(1545), 202-03.
60 Heidelberg Catechism, 108-09.
61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37-38.
62 ‘도둑질은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만일 모든 

도둑을 교수형에 처한다면 이 세상을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교리교육서에서 루터가 당시 독일 사회의 모습에 관해 묘사한 내용

이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루터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야기 하고 

있다. 참고,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22-24.
63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39.
64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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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절대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에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징벌만 남아있다고 설명한다.65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외부적인 

힘과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공인된 외부의 공권력을 통해 도둑질 하는 

자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가려내고, 재판하여, 그 죄질에 따라 공정한 판결과 

형벌로 다스릴 때 불법적으로 이웃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도둑질을 

방지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루터는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영주와 정부가 무역과 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가난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적 직무를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한 것이다.66

칼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이웃의 재물을 요구하는 

모든 악하고 비양심적인 거래 수단을 모두 도둑질 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단언한다.67 루터처럼 칼빈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라고 설명한다.68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도 앞선 두 교리교육서와 같은 

내용으로 계명을 해석한다.69 그러면서 루터가 대교리교육서에서 언급한 

‘합법적 도둑’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례들을 언급하는데, 눈금을 속여 이웃을 

속이는데 사용되는 저울, 자, 되는 물론 부정품이나 위조 화폐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합법을 가장한 대표적인 도둑으로 고리대금업을 예로 든 

것도 루터의 대교리교육서와 일치한다.70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하나

65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39.
66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48-49.
67 Calvin’s Catechism(1545), 204-05.
68 Calvin’s Catechism(1545), 207.
69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Heidelberg Catechism, 110.
70 루터의 대교리문답은 1529년에 인쇄되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1563년에 인쇄되

었다. 약 35년의 간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리교육서 모두 합법을 가장한 도둑질

의 대표적인 예로 고리대금업을 지목한 것을 보면 루터가 대교리교육서를 만들어 가르치면

서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의 사후까지도 루터가 처음 지적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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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설명함으로 하나님께서 ‘도둑

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와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71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과 신실함과 공정함이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이 계명을 통해 모든 이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정의와 평등의 원칙이 소개된다.72 반면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들은 불법적으로 남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데, 앞 교리교육서들이 언급한 고리대금업은 여전히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유지를 부당하게 사유화하여 사람들을 그 곳에서 내 

쫓는 행위, 물건 값을 올리기 위해 사재기 하는 것, 세상의 재물에 애착을 

두고 그것에 노심초사 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교리교육서도 남의 재산 뿐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한다.73 

1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

루터에 의하면 이 계명은 가난하고 무고한 자들에 대해 거짓증언을 일삼

는 자들을 벌하는 공적 법집행의 내용이다.74 이와 함께 의도적으로 이웃을 

깎아 내리고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은 금한다.75 루터는 공적인 

기관에 고소하여 그 곳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예 침묵하라고 

가르치며, 귀로 들었을 지라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을 ‘거짓 증거’라고 단정한

못하고 여전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Heidelberg 
Catechism, 110. 

71 Heidelberg Catechism, 110. 
72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1.
73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2.
74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55-61.
75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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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6 그러면서도 루터는 이웃을 향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직무를 하는 

자들로 세상 정부, 설교자, 부모가 이에 해당한다. 루터는 이 계명의 본래 

뜻은 악을 죄라 선언하고 징계하기 위함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 

받은 자들은 이 공적 직무를 통해 합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77 칼빈도 루터처럼 이 계명은 허위로 우리의 이웃에 

대해 악담을 해서는 안 되며, 거짓이나 중상모략으로 그들이 재산이나 명예

를 회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78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을 통한 거짓 증거 뿐 아니라 악한 생각까지도 금하신다.79 그러면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허락하는 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우리의 말을 통해 그들이 좋은 평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길 요구하신다고 설명한다.80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도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 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참여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법정에서 정직하게 진실을 

고백하며, 할 수 있는 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고 

설명한다.81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이웃 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까

지 계명이 적용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필요에 따라 변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 뿐 아니라 

이 교리교육서는 좋은 평판이 있는 것들은 배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권면한다.82 반면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의 목록에는 진리를 의도적으로 

76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67-73.
77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74-75.
78 Calvin’s Catechism(1545), 208-09.
79 Calvin’s Catechism(1545), 211.
80 Calvin’s Catechism(1545), 212.
81 Heidelberg Catechsim,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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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하는 것 뿐 아니라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리를 완전히 밝히지 

않는 것, 심지어 때에 맞지 않게 진리를 말함으로 진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가르친다.83

11.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루터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와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적용 대상에 따라 각 각 다른 두 계명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 두 

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라는 공통의 성격으로 묶일 수 있기에 함께 

묶어 설명한다.84 이 두 계명은 특히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해당된다고 루터는 강조한다.85 이 두 계명과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모두 

남의 것을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탈취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분명히 난다. ‘도둑질 하지 말라’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웃

의 재물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 마지막 두 계명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루터는 구분하여 설명한다.86 칼빈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계명들을 통해서는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려 하셨지만, 이 마지

막 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욕망이 있을지라

도 그것을 실제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87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다른 교육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히 이 

계명을 설명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어떠한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며, 둘째는 언제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죄를 미워하고 

82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4.
83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5.
84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92. 
85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93-95.
86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305-10.
87 Calvin’s Catechism, 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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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이다.88 이 계명을 준행함에 있어서 웨스트민

스터 교리교육서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우리의 의무는 바로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형편에 만족하는 자들이 이웃의 

재물이나 아내를 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 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교리교육서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도 우호적인 마음

과 태도를 가져야한다고 가르친다.89 따라서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

므로 이웃의 재물을 시샘할 뿐 아니라 배 아파 하는 것이 우리가 삼가야 

할 죄의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90 

12. 십계명 교육에 덧붙이는 설명들

루터는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의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는 결코 십계명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 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91 루터는 십계명을 다시 요약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이 전체 십계명의 

처음이자 끝이고, 심지어 다른 계명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고리며 내용을 

받쳐주는 기초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출애굽기 20:5-6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 하는데, 심지어 루터는 이 구절이 자신이 자녀교육을 언급하고 강조하

는 이유라고까지  말한다.92 칼빈은 우리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생을 살아가

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해 낼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성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목표해야 할 것에 대한 표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88 Heidelberg Catechism, 113.
89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7.
90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8.
91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310,315-18.
92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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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나아가야 한다고 칼빈은 권면한다.93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십계

명 설교를 통해 첫째,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잘 알게 

되고, 그로인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

고 설명한다.94

웨스턴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3가지 내용을 십계명에 추가하여 설명한

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이 계명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 없을뿐더러, 현세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다.95 두 번째로 이 교리교육서가 십계명 설명에서 부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가 모두 동등하게 가증한 것을 아니라는 것이다. 어떠한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가증한데, 그것은 그 죄 자체가 그러할 수도 있지

만,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요소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먼저 범죄를 

행한 사람에 따라 그 죄가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인데, 연령이 높거나 재능과 지위가 탁월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 된다. 두 번째는 범죄 한 대상에 따른 경우인데, 가장 크게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대항하는 경우이고, 이와 함께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일들은 물론 연약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게다가 공공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도 이 항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른 것인데, 율법에 

명시되어있는 죄를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으로 범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경 속 교리들을 반대하거나 교회 

정치에 순응하지 않는 것, 고의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 자랑삼아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특히 회개한 후 다시 타락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93 Calvin’s Catechism(1545), 229-30.
94 Heidelberg Catechism, 114-15.
95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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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은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른 경우인데, 

이는 주일은 물론 예배 시간과 관련된 것,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행하는 경우, 공개적인 범죄를 통해 다른 

이들을 죄에 오염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96 그리고 이 교리교육서는 십계

명에 대한 설명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로 마무리 한다.97

Ⅳ. 교리교육서 십계명 교육의 비교와 분석

1.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제시하는 방식으

로 발전했다.

루터는 십계명의 성경 본문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려 했다. 

또한 학습자들을 포함한 당시 교회 안 밖의 신자들의 삶을 다소 자세히 

묘사 했다. 심지어 그는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한 비판적 표현도 여과 없이 

교리교육서를 통해 표현했으며, 당시 교회를 향한 자신의 비통한 심정까지

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루터는 이 교리교육서

를 통해 학습자에게 지식적인 교리 내용의 전달 뿐 만 아니라, 감성적 자극을 

통해 도전과 깨달음을 주려고 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것은 그가 이러한 

교수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각성하여 그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해 주길 기대한 것이라는 그의 교육관과 교육목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칼빈은 구체적인 교리의 내용을 잘 정리해 학습자에게 

전달해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도 친절하

게 전달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칼빈의 교리교육 중점사항은 학습자

들에게 교리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칼빈은 

한 계명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앞 질문과 이어지는 질문의 

96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50-51.
97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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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조금씩 연결하여 학습자가 어렵지 않게 질문을 따라가며 서서히 

전체를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교

육서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나(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식으로 십계명을 교육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는 물론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교리교육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단지 

무엇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교사 자신도 함께 행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것임을 학생들 앞에서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의 학습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의 십계명 학습법은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보여주

는 모범을 통한 학습이라 말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는 십계

명의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금해야 할 죄의 목록들로 가르친다. 

앞의 교리교육서들과 비교할 때 이 교리교육서는 십계명을 훈련소의 교관들

이 훈련소 내의 규칙을 지시하는 것처럼 제시한다. 물론 매 목록마다 관련 

성경 구절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주긴 하지만, 각 목록들에 대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다. 의무와 금지의 목록이 

너무나도 명확하여 훈련소 안에서 훈련병들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규율

처럼 여겨진다. 당연히 학생들을 배려하는 교사의 모습은 직접 드러나지 

않고, 교사의 지시사항만 전달되는 모양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터

민트터 대교리교육서는 다른 교육서들에 비해 학습자가 일상생활 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는 분명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2. 율법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설명 방법이 차이가 난다.

율법의 용도에 대한 다른 관점은 교리교육서 상의 십계명 위치에서 바로 

나타난다. 율법을 우리의 죄를 비쳐주는 거울로 강조한 루터는 교리교육서

의 첫 부분에 십계명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량은 대교리교육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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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반면 칼빈은 구속자의 은혜에 대한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의 표시로 십계명을 설명하고자 했기에,98 사도신경(1-130문)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십계명(131-232문)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말

씀, 성례를 설명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1563)와 웨스트민스터 대

교리문답(1647)도 칼빈이 이해한 방식으로 십계명을 설명하는데, 하이델베

르크 교리교육서는 칼빈의 교리교육서의 구조를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를 먼저 제시

한 후(1-11문) 사도신경과 성례(12-85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십계명과 주기도문(86-129문)

을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지를 설명한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서(1647)도 기본적으로 칼빈이 

이해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칼빈이 그의 

교리교육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웨스터민스터 대교리교육서도 첫 문답

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언급한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에

서는 이전의 교리교육서들의 방식과는 달리 사도신경을 교리교육서에 직접 

인용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는다.99 그렇다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교리교육서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 중보자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심판 등을 먼저 다룬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먼저 다룬다. 그리고 이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다루는데, 이때 도덕법의 의미를 설명한 후 십계명을 

다룬다. 그리고 신자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설교), 성례, 기도(주기도

문)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이 교리교육서의 이러한 순서 또한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야할 진정한 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도

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성례, 기도를 

설명하는데, 이는 십계명이 신자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이끄는 통로가 됨을 

98 『기독교 강요』, 2,8,51.
99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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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주관적 적용에서 객관적 규율로 발전한다.

루터가 대교리교육서에서 비교적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설명으로 율법의 

적용을 말했다면 동일한 내용의 설명은 칼빈의 교리교육서,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에 이르면서 점점 구체화되

어 단순한 목록들의 조합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교리교육서 학습자가 

목회자의 추가 설명이나 도움 없이도 율법의 내용을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4. 1인칭 화자 시점으로 십계명을 설명한다.

교리교육서들 중 루터의 대교리교육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1

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십계명을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지만 루터가 

대교리교육서에서 보여주는 1인칭 시점이 교리교사로서 루터 자신을 나타

낸다면,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에서의 화자인 ‘나’는 이 교리교육서의 

내용을 배워 실천하는 학습자가 된다. 물론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화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율법의 실천 주체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루터는 

교리교육서에서 가르치는 주체로서 자신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내

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거듭 말했듯이”, “내 견해로는”, “자 

이제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당신에게 꼭 말해야겠

습니다”, “이제껏 제가 가르쳤던 것”등이 그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

다.100 또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설명에서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장신구정도로 여기

는 거짓 설교자들은 많은 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며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신뢰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매우 드물다며 개탄하는 목소

100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3; 25; 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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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교리교육서에 그대로 표현하기도 했다.101 또한 루터는 남의 재산에 

피해를 가하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을뿐더러 세상의 부러움을 받기까지 하는 경우들이 

팽배한 현실에 심한 자괴감을 표현하기까지 했다. 특히 법률가들이나 변호

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현실을 ‘법은 망보는 자들이 

편이다.’라는 당시 속담을 들어 나타내기도 했으며, 일종의 경건한 자들이라

고 불리는 이들이 이웃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소송에서 합법적 증빙서류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102 반면에 그는 자신이 십계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교리교육서 안에서 하나의 모델로 직접 제시하

기도 했다.103 심지어 루터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과 같은 말투로 권면과 경고를 하기 까지 했다.104 루터는 대교리교육서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교리교육용 교재라기보다는 목회자들을 포함

한 당시 교리교사들의 참고서용으로 썼다. 따라서 그는 그들을 격려할 뿐 

아니라 자극하여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더욱 분발하여 교리교사의 자질을 가지기 기대했

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루터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청자의 

입장에 두고 직접 권면한다는 생각으로 대교리교육서의 문장들을 1인칭 

화자의 입장에서 써 내려 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반해 하이델베르크의 1인칭 화자의 시점은 주로 학습자다. 즉, 학습

자의 고백이다. 이 교리교육서는 1인칭 단수인 ‘나’와 복수인 ‘우리’를 병행

101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77.
102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96-304.
103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77: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주 쉽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104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243-47: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도둑질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아십시오. 도둑질한 만큼 그대로 잃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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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용하지만 교리교육서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우리’의 개념보다는 

주관적인 ‘나’의 입장에서 주로 교리를 풀어나간다.105 이러한 전개 방식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92-115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자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실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이 교리교육서를 

통해 십계명의 내용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문장으로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5.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독특한 이미지가 부각된다.

십계명 설명에 있어서 루터의 대교리교육서에서 비쳐지는 교리교사의 

이미지는 자상한 아버지 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듯이 이 교리교육서를 풀어간다. 이는 부모가 소교리

교육서(1529)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 할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이 교리

교육서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루터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가르치면

서 자신이 수도원에서 보냈던 시간을 헛된 경험으로 묘사한다. 이는 꼭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적인 실수를 기꺼이 드러내면서 자녀에게는 그러한 

실수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또한 이 교리교육서에서 루터

는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훈육하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106 

무엇보다도 루터가 이 교리교육서의 교사로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계명을 거슬러 살아가는 당시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안타까워하는 자신을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여러 표현들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학생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야하는지를 꼼꼼하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의 이미지로 십계명을 가르친다. 칼빈은 처음 교리교육

105 Allen O. Miller and E. Eugene Osterhaven,“Heidelberg Catechism 1563-1963,” 

in Theology Today, Vol. 19, No. 4, (Jan.1963), 538-39. 
106 루터, 『대교리문답』, ‘십계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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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쓸 때 루터처럼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펜을 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제네바 시 의회로부터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교육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교리교육서를 썼다. 이러한 배경이 아마도 이 교리교육서에서 교사

의 이미지가 선생님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칼빈이 

만든 최초의 교리교육서(1537)는 문답의 형태가 아니었다. 칼빈이 3년의 

스트라스부르 사역 이후 다시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전에 만들어 

놓은 교리교육서의 내용을 개정하고, 보완했으며, 형식을 문답식으로 바꿔 

출판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문답식 교리교육서에서 칼빈은 문답자를 

명확히 선생님과 학생으로 표시했다. 즉, 모든 문답이 선생님이 묻고, 학생

이 질문하는 식으로 만들어져서, 실제 학교에서 교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107 이러한 이유로 칼빈의 교리교육서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 있는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십계명 

설명 부분의 143문은 제1계명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계명의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이때 이 교리교육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보자’라

는 말로 시작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습 진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표현으

로 보여 진다. 같은 계명의 설명을 해 나가면서 칼빈은 ‘계속 진행해 볼까?’라

는 말로 150번째 문답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학생을 배려하며 끌어주는 

교사의 마음이 잘 보여 진다. 즉, 이 교리교육서는 학생에게 하나라도 더, 

그리고 더 잘 가르쳐 주려는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에서 나타나는 교리교사는 기독교의 정통교리

를 변호하는 변증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이 교리교육서의 

생성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는 로마 가

톨릭 교회의 반종교개혁운동인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적 반격에 대해 독일 

중심의 루터파 교회와 스위스 중심의 개혁파 교회가 교리적으로 하나의 

107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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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의 교리교육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

다.108 즉, 교리교육서의 존재 목적 자체가 기독교 변증이었기에, 이 교리교

육서에서 교사의 이미지가 변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교사는 이 교리교육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 명료하게 대답하며 가르친다. 간단하고 명료한 

대답을 통해 유사 대답의 가능성을 그 근원부터 차단한다. 또한 다른 방향으

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는 추가 질문을 통해 그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109,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110,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111등이 바로 그런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가 기독교 변증서로서, 그리

고 이 교리교육서의 교사가가 변증가의 이미지로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는 

바로 매 답변 문장에 함께 제공되는 성경 각주일 것이다. 이 교리교육서의 

교사는 십계명의 내용을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각주를 통해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변증가로서의 기독교 교사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를 가르치는 교리교사는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체적인 규범적 목록을 통해 옳은 삶과 

옳지 않는 삶을 평가하는 판사와 같은 이미지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

서가 만들어 진 배경에는 네델란드 교회에서 있었던 칼빈주의에 대한 알미

니안의 교리적 공격에 대한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 유럽 대륙의 개혁주의 

교회가 공인한 벨기에 신앙고백서(1561)와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

108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89-92.
109 Heidelberg Catechism, 98.
110 Heidelberg Catechism, 106.
111 Heidelberg Catechism,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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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가 교회 내에서 출현한 이단의 공격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도르트 공의회(1618-1619)가 열리게 되었고, 영국의 교회 대표들

도 이 모임에 참여하여 그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 작성에 분명 영향을 미쳐 교리적으로 공격받지 

않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의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운 것이다.112 결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원들은 교리교육서의 내용 

그 자체로 교리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규범집을 만들게 

된다. 각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규범집처럼 만들어

진 교리교육서를 가르치는 교사는 올바른 교리를 실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를 가려주는 판사의 이미지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교리교육서에서 나타나는 교리교사의 이미지는 순서별로 아버

지, 선생님, 변증가, 그리고 판사였다. 그런데 이 네 이미지는 하나의 큰 

이미지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다. 목회자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인 아버지, 선생님, 말씀의 변증가, 판사의 이미지 

중 한 가지가 각각 그 시대의 요청과 교리교육서 저자들의 관심과 강조를 

통해 부각 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6. 권징의 기준이 점점 명료해진다. 

교리교육서들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설명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구체화되

고 명료화 되면서 교회 권징의 객관적인 잣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성도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어긋난 행동은 자제시키고 바른 행동은 독려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성도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112 정두성, 『교리교육의 역사』, 19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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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교회의 직원이 ‘천국의 열쇠’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113 물론 루터의 대교리교

육서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설명도 권징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이 후 만들어진 교리교육서들이 그 내용을 더 구체적

이고 명료하게 만들므로 권징을 행하는 교회의 직원 뿐 아니라, 권징의 

대상이 되는 자가 교회의 결정에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율법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이 제시되면서 

교회 모든 회중들 또한 권징의 결정에 대해 그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7. 강해의 요소는 약해지고, 적용의 요소는 강해진다.

루터가 대교리교육서에서 다룬 십계명 설명은 문답식 교육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식이고, 목사가 성도들에

게 십계명을 강해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 교리교육서의 십계명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의 십계명 설교 원고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십계명

의 내용을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풀어내고, 이를 당시의 문화에 대입하고 

적용하여 설명했다. 내용을 전개하면서 권면도 하고, 동시에 책망도 한다. 

근거를 제시하며 내용을 납득시키려하기도 하고,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심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칼빈의 

교리교육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교육서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

서로 옮겨 가면서 교리교육서 상의 십계명 설명은 십계명에 대한 설교식 

접근에서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제시해주는 식으로 접근 방법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 속 십계명의 말씀을 통한 교리 설교의 

형태에서, 십계명 내용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인 신앙 점검표

식으로 그 내용과 형태가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십계명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서 

113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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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리교육서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또한 교리교육서가 

만들어진 당시의 그 문화가운데서 일상생활 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록을 제공해 줌으로써 십계명 적용의 대중성을 더욱 확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와 웨스트민트터 대교리교

육서에서는 루터나 칼빈처럼 직접적으로 십계명의 의미를 풀어서 강해를 

해 주지는 않지만, 십계명 설명 전체에 근거 성경구절을 각주로 달아 설명의 

내용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함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학습자 

스스로가 말씀을 참고하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Ⅴ. 나가는 말 

교리교육서들은 십계명은 두 돌 판에 기록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을 각 각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각 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두 돌 

판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의 시작이며 토대이기에 첫 번째 돌 판이 우위에 

있다는 것도 공통으로 가르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원리로 설명한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이웃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십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교리교육서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루터의 교리교육서에서 출발하

여 웨스터민스터 교리교육서에 이르면서 설명하고 강조하는 내용이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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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십계명의 설명 

방법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중심에서 점점 율법의 내용을 일상생활에

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이는 

십계명의 내용이 실제적인 실천 규약처럼 목록화 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구약의 율법을 우리들의 삶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구체화된 율법의 목록들은 교회 권징의 

명확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성경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권징의 근거가 되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 한다. 그러나 웨스터

민스터 교리교육서의 십계명 해설 방식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웨스트민스

터 교리교육서에서 제공하는 율법 설명의 잣대로 성도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우리는 교리교육서의 목록

을 통해 오히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역설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교육서에 

제시되어 있는 율법의 구체적인 목록들은 성도를 서로 정죄하기 위한 잣대

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교리교육서를 

통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했다거나, 금해야 할 것을 철저히 끊지 못했다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그 요구를 더 채워 나가고, 금지하는 것을 더 

힘써 절제하려는 모습에 서로 격려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십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과 십계명 실천의 대전

제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하는 데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라

는 교리교육서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때 더욱 실천 가능한 제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교리교육서의 학습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정한 교리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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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사의 자질은 목회자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때로

는 루터처럼 아버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칼빈처럼 선생님의 모습으로, 때로

는 하이델베르크 교리교육서의 교사들처럼 기독교 변증가의 모습으로, 그

리고 때로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교육서의 교사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판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진정한 교리교사

는 교리 강의 뿐 아니라 교리를 설교할 수 있어야 하며, 세례와 성찬을 

집례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목사가 아닌 성도들도 교리를 교육을 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교사로서 사역 하는 것이라기보

다는 목사의 교리교사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교리교육서의 십계명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리교사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교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교사의 이미지를 통해 학습자들을 가르

쳤다. 특히 그들은 그들이 직면한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리교

육서들을 직접 만들어서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교리교육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교회가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

고 연구해 볼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교회 

안에 새로운 교리교육서를 필요로 하는 요구의 목소리는 없다. 오히려 지금

껏 만들어지고, 교회가 합법적으로 공인한 교리교육서들을 잘 공부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

게 만들어진 합법적 교리교육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

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다룬 

것처럼 십계명을 가르치는 교리교사의 모습에서 볼 때 교리교사로서 목회자

의 자기 준비와 지속적인 훈련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앞서 언급한 네 개의 교리교육서들이 다 소개 되어 있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가 요구하는 교리교사의 모습이 아버지, 선생님, 변증가, 판사 중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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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이미지를 통합할 수 있는 교리교사로서의 

목회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르고 적절한 교리교사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교리교육서들의 십계명 

교육에 대한 비교 연구는 교리교사로서의 목회자 사역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줄 것임이 분명하다 여겨진다.



193교리교육서를 통한 십계명 교육 / 정두성

[Abstract]

Teaching of Ten Commandments with Catechisms

Du Sung Chung (Gohyun Church)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what and how 

the church leaders in 16th and 17th Century taught in order 

to develop the faith of their church members. Especially it 

is aimed to learn the wisdom of our former church leaders 

through studying, analysing, and comparing four representa-

tive Catechisms ; Luther’s Large Catechism(1529), Calvin’s 

Catechism(1545), Heidelberg Catechism(1563), and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1647). The sta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how the catechists who made each Catechism under-

stood the Ten Commandments including both the use of the 

Law and the way of dividing 10 commandments. Secondly 

when the way of teaching the Ten Commandments is com-

pared, there were particular characteristics in each Catechism 

and there found a certain patten of development of it to some 

extent. Thirdly, it is interesting to imagine the image of cate-

chists shown in each Catechism ; a father in Luther’s Large 

Catechism, a teacher in Calvin’s Catechism, an apologist in 

Heidelberg Catechism, and a judge in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More interestingly, these four images are to be 

gathered into a pastor in a church. In this respect, it can be 

assumed that a pastor as a catechist has to become a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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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acher, an apologist, and a judge depending on his student 

or the situation he faces for the effectiveness of his teaching. 

With the analysing of four Catechisms, three suggestion can 

be provided to the place of teaching the Ten Commendments 

by this article. Firstly, each pastor has to try to develop himself 

as a good catechist like the four images in the four Catechisms. 

Secondly, the lists which were provided in the Catechism as 

both what we have to keep and what we have to avoid should 

not be the standard to pinpoint neighbor’s guilt. It should rath-

er be the evidence to speak well of neighbor’s good deeds. 

Finally, the Ten Commandments must be taught as the way 

to the means of grace. 

Key Words: Luther’s Large Catechism, Calvin’s Catechism, Geneva 

Catechism, Heidelberg Catechism,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Luther, Calvin, Ten Commandments, Catechist, 

Catec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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