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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3 제삼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third commandment?

A. 제삼 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1].
The third commandment is,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takes his name in vain.1

Q54 제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third commandment?

A. 제삼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2] 속성과[3] 규례와[4] 말씀과[5] 행사를[6]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다.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s the holy and reverent use of God’s names, titles,2 attributes,3 ordinances,4 Word,5 and 
works.6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understand by the name of God which we are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to take in vain?

1. 우리가 이 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e name of God which we are forbidden in this commandment to take in vain, is to be taken generally and 
comprehensively for any thing whereby God makes himself known.

1 출 Ex 20:7. 신 Deut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2 신 Deut 1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시 Ps 29: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마 Matt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3 대상 1 Chron 29:10-13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계 Rev 15:3-4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4 행 Acts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전 1 Cor 11:27-28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5 시 Ps 138: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계 Rev 22:18-19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6 시 Ps 107:21-22  2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계 Rev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알리시는가? 
By what is it that God does make himself known?

1. 하나님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알리신다:
God does make himself known,

1. 성경에서 자신에게 주신 특정한 이름을 사용하셔서 
By his names taken particularly, which he has given unto himself in scripture: 

하나님, 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등등.
such as, GOD, LORD, I AM, JEHOVAH, and the like.

1. 신 Deut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2. 출 Ex 3:13, 14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3. 출 Ex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2. 그의 칭호로서 By his titles: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조하신 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방 사람들의 왕; 만국의 왕(KJV: 성도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 등등.
such as Lord of hosts; Holy One of Israel;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Creator; Preserver of men;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King of nations; the King of saints;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the God of salvation; the Hearer of prayer; and the like.

1. 사 Isa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2. 사 Isa 60:14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3. 출 Ex 3: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   이삭의 하나님  ,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4. 사 Isa 40: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5. 욥 Job 7:20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과녁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6. 딤전 1 Tim 6: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7. 렘 Jer 10:7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 계 Rev 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9. 고후 2 Cor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10. 시 Ps 68: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11. 시 Ps 65:2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3. 그의 속성으로서 By his attributes, 

이것은 그의 완전함들과 성질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그의 피조물들로부터 구별하신다:
which are his perfections and properties, whereby he distinguishes himself from his creatures; 

전능하심, 영원하신, 보이지 않으심, 무한한 지혜, 편재하심, 거룩하심, 불변하심, 자비하심, 사랑 등등.
such as, omnipotency, eternity, invisibility, infinite wisdom, omnipresence, holiness, unchangeableness, 
mercifulness, love, and the like.

1. 계 Rev 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2. 딤전 1 Tim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3. 시 Ps 147: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4. 렘 Jer 23:24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5. 시 Ps 99: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6. 말 Mal 3: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 시 Ps 145:8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8. 요일 1 John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 그의 규례들로서 By his ordinances; 

기도, 경청함, 성례 
prayer, hearing, the sacrament.

1. 시 Ps 77:13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KJV: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who is so great a God as our God?)

5. 그의 말씀, 율법, 그리고 복음으로서 By his word, law, and gospel:

1. 시 Ps 138:2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6. 그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서 By his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1. 시 Ps 19: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시 Ps 9:16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3. 행 Acts 14: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3.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데 쓰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제삼 계명은 무엇을 명하는가? 
What does the third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unto these things whereby God does make himself known?

1. 제삼 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데 쓰시는 것들에 대해 다음을 명한다:
The third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the things whereby God does make himself known, 

1. 그것을들 사용할 것 The use of them

2. 그것들을 거룩하고 경외롭게 사용할 것. 그리하여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The holy and reverent use of them, that we should use them with holy ends, designing the glory of God, who 
makes himself known by them.

1. 시 Ps 96: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2. 계 Rev 15:3, 4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4. 우리의 거룩함과 경외함은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가? 
How should our holiness and reverence show itself toward these things?

1. 우리의 거룩함과 경외함은 다음과 같은 것들 안에서 보여져야 한다.
Our holiness and reverence should show itself, 

1.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고 경외롭게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고 경외롭게 언급함으로서.
In reference unto God’s names, titles, and attributes; in our holy and reverent thoughts, and meditating on 
them, so as to admire, fear, love, desire, and delight in God; and in our holy and reverent mention of them 
with our tongues.

2.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고 경외롭게 사용함으로,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음으로.
In reference unto God’s ordinances; in our holy and reverent making use of them, waiting upon, and seeking 
after God in them.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우리가 거룩하고 경외롭게 생각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드리게 됨으로.
In reference unto God’s word; in our holy and reverent minding the majesty and authority of God therein, so 
as to yield ready obedience thereunto.

4.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대하여;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위대함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외롭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경륜 안에 있는 
그의 계획들을 경외롭게 바라보고, 따르고, 준수함으로, 그의 모든 자비함에 대해 그를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그가 우리를 경책하심과 어떤 고난주심에도 순복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감당하며 보여져야 한다.
In reference unto God’s works of creation; in our holy and reverent contemplation of God’s infinite power, and 
wisdom, and greatness, therein manifested: and in reference unto God’s works of providence; in our holy and 
reverent eyeing, following, and complying with God’s designs in all his providential dispensations, blessing 
and praising him for all his mercies, submitting unto, and patiently bearing his corrections, and any sort of 
afflictions.

5.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데 쓰시는 것들을 특별히 언제 거룩하고 경외롭게 사용하여야 하는가? 
When should we especially, holily and reverently make use of those things whereby God makes himself known?



1. 모든 때에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특히 그를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의무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At all times, but especially when we are called to the duties of his immediate worship, we should be holy and 
reverent in the use of these things, sanctifying the name of God in them.

6. 이 삼 계명이 명하는 예배와 제일, 제이 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ship of God required in this third commandment, and that which is required in 
the first and second commandments?

1. 제일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에 관련되고, 제이 계명은 예배의 수단에 관련된다. 하지만 이 제삼 계명은 
예배하는 자세에 관련되며 겸손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하며, 진지함과, 열정과, 모든 거룩한 
감성으로 예배할 것을 요구한다.
The first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object of God’s worship; the secon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eans of worship; but this thir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anner of worship, requiring that 
it be performed with humility and holy fear, with sincerity, fervency, and all kind of holy affe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