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19 

 

Lesson 11: 열번째 계명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출애굽기 20:17           드보라 포      4/4/19 

 

 열번째 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1.  카돌릭 교리는 십계명의 ‘둘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를 

없애고 열째 계명을 둘로 만들어 열계명를 채웠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가 아홉째고,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가 열째입니다. 아래 구절을 적고 열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0:17 -   

 
 

2.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열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열개의 계명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출애굽기 34:28 하 

        

       신명기 4:13    

        

       신명기 10:4   

 
  

3.  십계명에서 이 열번째 계명 보다 더 자주 죄를 짓는 계명이 없습니다.  열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지 나열해 보십시오.  

  
  

4.  죄악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악의 싹이 튼다는 것을 이 계명이 보여 줍니다. 

로마서 7:7 - 8 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17 - 22 절을 읽으십시오. 

5.  예수님께서 21 절에 “젊은 관원” 에게 말씀하시길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는 것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적용됩니다.  

6.  아래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열번째 계명이 적용되는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5   

  



    욥기 1:21, 22   

 
     

7.  영어 ‘desire’ 은 한국어로 ‘사모’  ‘소망, 또는 ‘탐심’ 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desire ‘사모하다’ 라는 말은 

중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가르치는 것을 ‘사모’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때 어떤 자세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이며 이기적인 마음인지 구별하여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모’ (desire) –  

      
 

     이기적인 ‘사모’ (desire) -  

 
  

 8.   다른 계명에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계명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열번째 계명 역시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균형있는 소망 (desire) 을 가질 수  없고 사모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렘 13:23; 롬 8:7, 8 

 
  
 
 

열번째 계명의 ‘높이’ 

9. 이 계명은 아주 높은 수준의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은 완전하고 높아서 

죄인은 어느 누구라도  이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표준을 이렇게 높게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법을 주셨을까요? 

 
   
 
  

 10. 십계명 중에 제일 끝에 있는 열번째 계명은 가장 작은 계명이어서 이것을 범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                  ) 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을 때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               )과 섭리를 (             ) 못하고 모든 것을 (             )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  이 세상의 것들에 (               ) 하는 마음은 열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                ) 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번째 계명의 ‘넓이’  

11. 우리는 매일 매일 이 탐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 없이 매일 매일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냅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악한 마음을  로마서 7 장 24 절에서 어떻게 결론 지었습니까?      



 12.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 5, 6 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8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의 넓이를 이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대답을 설명하십시오. 

 
 

 

열번째 계명의 ‘깊이’  

13.  출애굽기 20:18 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의 환경이었습니다.  “ 뭇 백성이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27:10 – 27 을 읽으십시오. 

14.  열두 번 이나 제사장이 저주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래 구절들을 적고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신명기 27:26    

       

       신명기 28:20   

 

       십계명이 주는 메시지:   

 
  

15.  하나님께서 세우신 표준은 우리에게 너무 높고 넓고 깊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이 표준을 완성 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업적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입혀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왜 아닙니까? 

        테이블에서 나눠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