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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하나님께서 칠 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Which day of the seven has God appointed to be the weekly Sabbath

A.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레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1],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레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2].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God appointed the seventh day of the week to be the 
weekly Sabbath;1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ever since, to continue to the end of the world,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주중 제칠 일은 항상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가? 

Is the seventh day of the week always to be kept as holy, and the weekly Sabbath unto the Lord?

1. 숫자적으로 일곱 중 한 날은 항상 거룩하게 지키며 매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우리 시간의 일곱 중 한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계명 때문에 평상시에 쓰이는 용도로부터는 구별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 직접적인 봉사에 매주 쓰여야 한다; 하지만 창조 때부터 순서적으로 일곱째 날이 항상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순서적으로 일곱째 날을 정하신 것이 그의 능력 안에서 있음과 같이, 그 
순서를 바꾸시는 것 또한 그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The seventh day in number is always to be kept as holy and the weekly Sabbath; the seventh part of our time being 
God’s due, and by virtue of this commandment, to be separated from common use, and employed in his worship, 
and more immediate service, every week; but the seventh day in order from the creation is not necessary always to 
be observed as a Sabbath, it being in the power of God, who appointed the seventh in order, to alter that order at 
his pleasure.

2. 이레 중 몇 번째 날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Which day of the seven did God at first appoint to be the weekly Sabbath?

1. 하나님은 처음에는 순서적으로 일곱째 날을 매주 지키는 안식일로 정하셨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레 23:3)”
God did at first appoint the seventh day in order to be the weekly Sabbath;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do all 
which thou hast to do, but the seventh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in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etc.

1 창 Gen 2:2-3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 Ex 20: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 막 Mark 2:27-28  27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행 Acts 20: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전 1 Cor 16: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계 Rev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3. 하나님은 처음에 왜 일곱째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Wherefore did God appoint the seventh day at first to be the weekly Sabbath?

1. 하나님은 처음에는 일곱째 날을 매주 안식일로 정하셨다. 그 이유는 그 날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쉬셨고, 그 날에 사람들이 그들의 일에서도 쉬고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God did at first appoint the seventh day to be the weekly Sabbath, because it was the day of his rest from his works 
of creation, that thereon men might rest from their works, and remember his: For in six days Go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etc.

4.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언제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When did God first appoint the seventh day to be the Sabbath?

1. 하나님은 첫 창조 이후에 즉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
God did appoint the seventh day to be the Sabbath, immediately after the first creation. 

1. 창 Gen 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5. 제칠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에서 주신 돌판에 지키라고 명령을 쓰시기 전에도 매주 안식일로 지켜졌는가? 
Was the seventh day observed as weekly Sabbath, before God wrote the commandment for its observation on tables of 
stone in the mount, which he delivered unto Moses?

1.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에 의해 지켜졌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비록 다른 율법의 율례들과 
마찬가지로,이러한 율례들은 거의 천 년동안의 짧은 역사 중에 언급된 적이 없지만 말이다. 아담은 므두셀라 
때까지 살았으며, 그의 자녀들에게 그가 낙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율례를 분명히 가르쳤을 것이다. 
그리고 므두셀라는 셈의 때까지 살았으며, 그도 이 율례를 (홍수 전의) 옛 세상에 살던 후손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셈은 아브라함의 때까지 살았으며 (아마 그는 멜기세덱으로 여겨진다), 이 율례를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홍수 후에) 새 세상에서 연이어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렵지 않게 다른 율례들과 
함께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며, 그 자녀들은 서로에게 가르쳐서 모세 때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16:23 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 안식일을 주님께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였으며, 그것은 이미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고 이미 실행되고 있던 것이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이다.
It is more than probable that this seventh day was observed all along by the true worshipers of God, as the other 
precepts of the law were observed, though no mention be made thereof in the short history of the affairs of some 
thousand years. For Adam, who lived until the days of Methuselah, no doubt did teach his children this precept, 
which he had from God in Paradise; and Methuselah, who lived till the days of Shem, surely did deliver it down to 
posterity all the days of the old world; and Shem, who lived till Abraham’s time, and is supposed to be Melchizedek,
in all probability, did deliver this precept successively unto him in the new world; and as Abraham with ease might,
so without question he did, teach it with other precepts to his children, and they teach it one to anther, until the 
time of Moses; and Moses speaks to the Israelites of the Sabbath to be kept holy to the Lord on the morrow, Ex 
16:23 as a thing well known unto them, and of practice among them, which was some time before the Lord gave 
the law upon Mount Sinai.

6. 제칠 일은 언제까지 매주 안식일로 지켜졌어야 했는가? 
How long was the seventh day to be observed as the weekly Sabbath?

1. 제칠 일은 매주 안식일로 지켜졌어야 했는데, 세상의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였다.
The seventh day was to be observed as the weekly Sabbat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