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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6 제삼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A. 제삼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1].
The reason annexed to the third commandment is, that however the breakers of this commandment may escape 
punishment from man, yet the Lord our God will not suffer them to escape his righteous judgment.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가 사람으로부터 형벌을 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Whence is it that such as profane God’s name do escape punishment from men?

1.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형벌을 피하게 된다.
Such as profane God’s name, for the most part, do escape punishment from men, 

1. 왜냐하면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모든 일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며,
Because no laws of men do, or can reach all profanations of God’s name.

2.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것 중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루는 법들은 대부분 권세있는 자들 중 많으 
경우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훼방하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들보다 거룩히 여기는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더 되어 있다.
Because such laws as do reach blasphemy, perjury, swearing, and the like grosser profanations of God’s name, 
are not executed by many in authority, who oftentimes being profane and wicked persons themselves, are more
ready to punish them that hallow God’s name, than those that profane it.

2.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such as profane God’s name shall not escape God’s righteous judgment?

1.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며, 그는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Such as profane God’s name shall not escape God’s righteous judgment, because God is righteous, and he will not 
hold them guiltless.

3.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자는 주님께서 언제 벌하시는가?
When does the Lord punish them that profane his name?

1. 어떤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이생에서 벌하시고, 무서운 이 세상에서의 재난으로 벌하신다.
Sometimes God does punish them in this life, and that with dreadful temporal plagues.

1 신 Deut 28:58-59  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삼상 1 Sam 3: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삼상 1 Sam 4: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 신 Deut 28:58, 59  58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2. 만약 그들이 이생에서 그러한 형벌을 피한다면, 그들은 이후에 영원한 진노와 복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Be sure if such escape here, they shall not escape eternal wrath and vengeance thereafter.

1. 롬 Rom 2: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