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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리문답 WSC 70, 71 제칠 계명이 명하는 것 What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s

Q70 제칠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seventh commandment?

A. 제칠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1].
The seven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1

Q71 제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seventh commandment?

A. 제칠 계명이 명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및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2].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s the preservation of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in heart, speech, and 
behavior.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칠 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What does the seventh commandment respect?

1. 제칠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정조(순결)에 대한 것이다.
The seven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thers’ chastity.

2. 제칠 계명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정조(순결)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es the seven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and others’ chastity?

1. 제칠 계명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순결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이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도록 한다.
The seventh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and others’ chastity, the preservation thereof, 
in keeping of ourselves unpolluted, and doing what in us lies to prevent the defilements of others.

1. 살전 1 Thess 4:3, 4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3.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는가? 
Wherein are we bound by this commandment to preserve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1.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를 구속한다.
We are bound by this commandment to preserve our own and our neighbor’s chastity, 

1. 마음에서. 순수하고 순결하게 서로와 함께 있음을 사랑하고, 원하고, 기뻐함으로;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있음에 대해서 그러하다.

1 출 Ex 20:14 간음하지 말라

신 Deut 5:18 간음하지 말지니라

2 고전 1 Cor 7:2-3, 5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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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전 1 Thess 4:3-5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In heart, by such love unto, and desire after, and delight in one another’s company, as is pure and chaste; and 
that whether we be men, as to the company of women; or women, as to the company of men.

1. 벧전 1 Peter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 말에서. 서로 나누는 말이 더럽지 않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를 거룩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In speech, by such discourse one with another, as is uncorrupt, and may tend to one another’s edification and 
sanctification.

1. 엡 Eph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 행동에서. 절제되고 순결한 대화와 행동을 하도록 한다.
In behavior, by such a conversation and actions as are modest and chaste.

1. 벧전 1 Pet 3:1, 2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4.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Whereby may we preserve our chastity?

1.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다음과 같이 보존할 수 있다:
We may preserve our chastity,

1. 다음의 것들을 주의하여 살핌으로써:
By watchfulness: and that,

1.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핌으로써. 부정의 죄를 반대하는데, 그것의 첫 욕구들과, 마음이 그것으로 
끌리는 것과,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Over our hearts and spirits, to oppose uncleanness in the first desires of it, and inclinations of heart to it, 
and risings of it in the thoughts.

1. 잠 Prov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 우리의 감각을 살핌으로써:
Over our senses: 

1. 우리의 눈이 정욕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피하도록 한다.
our eyes, to turn them away from such objects as may provoke lust.

1. 욥 Job 31: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2. 우리의 귀가 모든 선정적인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our ears, to shut them against all lascivious discourse

3. 우리는 또한 불순한 욕망을 조장하는 만지는 것과 음란하게 놀아나는 것을 주의하고, 경망스럽고 
음탕한 무리들을 조심하고, 부정함의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피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we must watch also against such touches and wanton dalliances, as may be an incentive to unchaste 
desires, and take heed of all light and lewd company, and watch to avoid all occasions, and resist 
temptations to the sin of uncleanness.



1. 잠 Prov 5:8 네 길을 그(음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2. 창 Gen 39:7, 8, 9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2. 우리의 부르심에 부지런함으로써. 그렇게 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바쁘게 사용되어지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부정한 행실과 욕망으로부터 보호 받게 된다.
By diligence in our callings, wherein when our bodies and minds are busily employed, both may be preserved 
from those unclean practices and desires, which idle persons are more prone unto.

1. 잠 Prov 31:27, 29  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2. 창 Gen 34:1, 2  1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2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절제함으로써. 과식과 과음은 몸의 욕심을 지나치게 채우게 하고 욕정을 가지도록 
자극한다.
By temperance in eating and drinking, excess in either of which does pamper the body, and excite unto lust.

1. 렘 Jer 5:8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2. 잠 Prov 23:31, 33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4. 금욕함으로써. 필요할 때에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자주 금식한다.
By abstinence, and keeping under the body when there is need, with frequent fastings.

1. 고전 1 Cor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5.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임재와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한다.
By the fear of God, and awful apprehension of his presence and all-seeing eye.

1. 잠 Prov 5:20, 21  20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6.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어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육신적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By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reby drawing virtue from him for the purifying of the heart, and the crucifying 
of the fleshly lusts.

1. 행 Acts 15: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2. 갈 Gal 5: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7. 마음을 씻어 주시고 죄를 복종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적용함으로써.
By application of the promises of cleansing the heart, and subduing iniquity.



1. 겔 Ezek 36: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 미 Micah 7: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3. 고후 2 Cor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8.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By the help of the Spirit.

1. 롬 Rom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9. 자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By frequent and fervent prayer.

1. 시 Psalm 51:2, 7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2. 시 Psalm 119: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3. 마 Matt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0. 불타는 정욕을 잠재울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는 결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서 하여야 한다.
When no other means will avail to quench burning desires, marriage is to be made use of. and that must be in 
the Lord.

1. 고전 1 Cor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2. 고전 1 Cor 7: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5.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왜 보존하여야만 하는가? 
Why must we preserve our chastity?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순결을 보존하여야만 한다.
We must preserve our chastity, 

1.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짐승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의 원칙과 마음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직접 명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순결하고 깨끗하지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Because we are men and women, and not beasts, who are under no law: it is suitable to the principles of 
reason, and law of God written upon the heart, as well as the express command of the word, to keep ourselves 
chaste and clean.

2.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 하지 않는 이교도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Because we are Christians, and not Heathens, who have no knowledge or fear of God.

1. 살전 1 Thess 4: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2. 엡 Eph 4:17, 19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3. 우리는 참된 신자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Because we are true believers, our bodies are members of Christ, and temples of the Holy Ghost, and not our 
own, and therefore ought to be kept clean and holy.

1. 고전 1 Cor 6:15, 16, 19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 고전 1 Cor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