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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0: 아홉쩨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16       김 쥬디   3/28/19 

 

제 9 계명의 의미 

1. 출애굽기 20:16 을 읽으십시오. “거짓 증거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계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와 현재를 비교해보세요) 

 

 

 

I. “거짓 증거”가 내포하는 의미:  비방, 참소, 악담 을 금하라 

2. “거짓 증거”는 비방,참소,악담 이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다음 구절들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 출애굽기 23:1, 7   

 

 나) 시편 101:5   

 

 다) 잠언 10:18   

  

 라) 로마서 3:8   

 

 마) 골로새서 3:8   

 

 

II. “거짓 증거”가 내포하는 의미:  험담을 금하라 

3.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이웃에게 해로운 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구절들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 레위기 19:16   

 

       나) 잠언 11:13   

  

       다) 고린도전서 13:6   

 

 라) 잠언 20:19   

 



 마) 잠언 12:16   

 

 바) 베드로전서 2:1   

  

4. 당신은 소문과 거짓말을 퍼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험담을  

하려고하면 당신은 험담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으십니까?   

  

 

 

5. “거짓 증거”에는 아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아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 잠언 26:28 

 

 나) 잠언 29:5 

 

 다) 시편 12:3 

 

 

III. “거짓 증거”가 내포하는 의미:  명예를 보호하라 

6.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는 모든 사람의 (당신을 포함한) 명예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본인의 명예를 보호하십니까?    

방어가 필요하다면, “책망 받을 것이 없게” 어떻게 방어하십니까?   

 

 

 

 7. 다음 구절들을 통해 어떻게 명예를 보호할수 있을까요?  

 

 가) 베드로전서 4:8   

 

 나) 사무엘상 22:14  

 

 다) 잠언 17:9   

 

IV. “거짓 증거”가 내포하는 의미:  거짓말 하지말라 

8. 진실을 말해야하는 의무: 

      가) 레위기 19:11   



       나) 사무엘상 15:29    

 

 다) 골로새서 3:9   

 

 라) 잠언 14:5   

 

  마) 요한 1 서 2:21   

 

 바) 잠언 19:5        

 

  사) 잠언 6:16-17   

 

 

9. 당신은 이웃에 대하여 좋은 소식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 듣기를 

즐겨하십니까? 만약, 그 이웃이 당신과 사이가 좋지않다면 어떠십니까? 

 

 

10. 당신이 이웃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나눌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 하십니까? 그리고 그 정보가 

이웃에게 끼칠 영향을 생각 하십니까?  당신이 고의로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이 계명을 

범한일을 생각해보시고 나눠 주십시오.  

 

 

 

11.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와 결심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