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계명을 변경한 어거스틴  

아프리카 출생의 어거스틴(Augus n of Hippo, AD 354-430)은 카톨릭 주교로서 당시 이단과의 논쟁에서 

교회론과 성례론을 정리하였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원죄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삼위

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임을 강조함으로써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 많

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1) 세례를 통한 죄 씻음,  2) 연옥교리,  3) 죽은 자를 위한 기도,  4) 순교 자체로 죄사함 받

음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리의 기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초대교회부터 지정되어 온 출애굽기 20:1-17의 십계명도 변경하였는데 아래 

도표와 같다.  개신교의 제1계명을 삭제하고 개신교의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9, 10으로 하였다. 

1세기 초대교회부터 실행되어 오던 십계명을 5세기에 와서 어거스틴이 이처럼 변경한 것이 지금 로

마 카톨릭의 십계명이다. 

한편, 1세기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20:1-6의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이 땅

에 전개될 실제 사건으로 믿었으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여 전천년설이라고 하였

다.   그런데 5세기에 와서 어거스틴은 그 천년왕국이 영적인 것이며 상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무

천년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는 현재 무천년설 견해를 선호하는 크리스

챤들은 요한계시록에 증거된 말세적 징조들에 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계1:3에서 요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강조하셨지만 교인들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본다. 

 

출애굽기 20장  개신교 십계명 
어거스틴의  

카톨릭 십계명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제1계명  

 4-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 . .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 . . 제2계명 제1계명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 . .   제3계명 제2계명 

 8-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 . .  제4계명 제3계명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 . . .  제5계명 제4계명 

 13절, 살인하지 말찌니라 제6계명 제5계명 

 14절,  간음하지 말찌니라 제7계명 제6계명 

 15절,  도적질 하지 말찌니라 제8계명 제7계명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제9계명 제8계명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 . .  제10계명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제9계명 

         . . . .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 . . .  제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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