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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WSC 72 제칠 계명이 금하는 것 What the Seventh Commandment Forbids

Q72 제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제칠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깨끗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The seventh commandment forbids all unchaste thoughts, words, and action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칠 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in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1. 제칠 계명이 금하는 죄는 모든 깨끗지 못함과 부정함이다.
The sin forbidden in the seventh commandment, is, all unchastity and uncleanness.

1. 엡 Eph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2. 모든 깨끗지 못함과 부정한 것은 어떤 영역에서 금지되는가? 
Wherein is all unchastity and uncleanness forbidden?

1. 모든 깨끗지 못함과 부정한 것은 다음의 영역에서 금지된다:
All unchastity and uncleanness is forbidden,

1. 마음의 생각과 욕구의 영역에서.  음탕한 생각과 음란한 정욕과 같은.
In the thoughts and desires of the heart, such as wanton thoughts and lustful desires.

1. 마 Matt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 약 James 1:14, 15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2.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 모든 외설적인 말, 음탕한 노래, 어떤 이들을 향한 유혹하는 말로 그들을 이러한 죄로 
이끄는 것.
In words and speeches, such as all obscene words, lascivious songs, and enticing speeches unto any, to draw 
them to this sin.

1. 엡 Eph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2. 잠 Prov 7:18, 21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3. 행동의 영역에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 자체와 그러한 것으로 이끄는 모든 행동들.
In the actions, and that both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itself, and whatever actions do tend 
thereunto.

1 마 Matt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엡 Eph 5:3-4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3.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which are forbidden?

1.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결혼 관계 밖에서 있는 행위이거나 결혼 관계 안에서 있는 행위이다.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which are forbidden, are either such as are without marriage, or in those 
that are married.

4. 결혼 관계 밖에서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without marriage forbidden?

1. 결혼 관계 밖에서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without marriage forbidden, are,

1. 스스로 더럽힘과 모든 음란한 사정.
Self-pollution, and all lascivious spilling of man’s own seed.

1. 창 Gen 38: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2. 음행과 간음
Fornication and adultery.

1. 갈 Gal 5: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 레 Lev 18:20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하므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3. 근친 상간 Incest.

1. 레 Lev 18:6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 강간과 어떤 사람을 강제로 부정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
Rape, and all forcing of any into the sin of uncleanness.

1. 신 Deut 22: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5. 동성애 Sodomy.

1. 레 Lev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6. 수간 Buggery.

1. 레 Lev 18:23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5. 결혼 관계 안에서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forbidden between those that are married?

1. 결혼 관계 안에서 금지된 깨끗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는 부부 관계를 부적합한 시간에 무절제하게 가지는 모든 
것이다.
The acts of unchastity and uncleanness forbidden between those that are married, are all unseasonable and 
immoderate use of the marriage bed.



1. 레 Lev 18:19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2. 고전 1 Cor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깨끗지 못함과 부정함으로 이끄는 금지된 행동은 무엇인가? 
What are those actions forbidden which do tend to unchastity and uncleanness?

1. 깨끗지 못함과 부정함으로 이끄는 금지된 행동은 다음과 같다:
The actions forbidden which do tend to unchastity and uncleanness, are, 

1. 술취함 Drunkenness.

1. 창 Gen 19:33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 식탐과 게으름 Gluttony and idleness.

1. 겔 Ezek 16:49, 50  49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50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3. 음탕한 몸짓과 의상 Wanton gestures and attires.

1. 사 Isa 3: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2. 잠 Prov 7:10, 13  10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3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4. 경박하고 선정적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거나, 음탕한 책을 읽거나, 깨끗지 못한 그림을 보거나, 정욕을 
일으킬 만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다.
Frequenting light and lewd company, reading lascivious books, beholding unchaste pictures, or doing anything
which may provoke lust.

7. 깨끗지 못함과 부정함, 특히 더욱 심각한 음행과 간음의 행위는 왜 모든 사람이 삼가야 하는가? 
Wherefore ought all to forbear all unchastity, and uncleanness, especially the grosser acts of fornication and adultery?

1. 모든 사람은 깨끗지 못함과 부정함을 삼가야 하는데, 특히 심각한 음행과 간음의 행위는 더욱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ll ought to forbear unchastity and uncleanness, especially the grosser acts of fornication and adultery, 

1.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께 매우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Because fornication and adultery is a sin very offensive and dishonorable unto God.

1. 삼하 2 Sam 11:4, 27  4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7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 음행과 간음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 자신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Because fornication and adultery is very pernicious and hurtful unto themselves that are guilty of ti.



1. 그들의 몸에 대한 죄이며, 그 몸을 더럽히고, 종종 낭비하고 소모시킨다.
It is a sin against their body, which defiles it, and oftentimes wastes and consumes it.

1. 고전 1 Cor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2. 잠 Prov 5:8, 11  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11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2. 그들의 영혼에 대한 죄이며, 그들의 생각을 가리고, 양심을 망치며, 결과로 영혼을 파괴한다.
It is a sin against their soul, which does blind the mind, waste the conscience, and, in the issue, does bring 
destruction upon the soul.

1. 호 Hosea 4:11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2. 잠 Prov 6:32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 그들의 이름을 상하게 하며 더럽힌다.
It wounds and blots the name.

1. 잠 Prov 6:32, 33  32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4. 재산과 부를 낭비한다.
It wastes the estate and substance.

1. 잠 Prov 5: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2. 잠 Prov 6:26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5. 많은 이들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It brings many to an untimely end.

1. 잠 Prov 7:26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3. 음행과 간음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부정을 저지른 상대는 같은 죄책을 지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면, 그의 배우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Because fornication and adultery are injurious to others: the party with whom uncleanness is committed, is 
involved in the same guilt; and if the party be married, it is an injury to the other married re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