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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Q58 제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A. 제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2].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s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6. 이 거룩한 날, 또는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 전날 저녁인가, 아니며 자정부터 시작되는 아침부터인가? 

When does this holy day or Sabbath begin, in the evening before, or that morning from midnight?

1. 제칠 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 그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안식일 자체는 자정을 
포함한 저녁이 다 끝나고 12 시가 지난 후 새벽이 시작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
In the evening before, by virtue of that word, Remember to keep holy the seventh day, we ought to begin to prepare 
for the Sabbath; but the Sabbath itself does not begin until the evening is spent, and midnight thereof, over, and the
morning after twelve of the clock begins.

7. 성경은 안식일을 저녁에 시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가? 창 1:5,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레 23:32,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Do not the Scriptures require us to begin Sabbath in the evening, when it said, Gen 1:5,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and Lev 23:32, From even unto even shall ye celebrate your Sabbath?

1. 첫째 날의 저녁이 (그 날의) 아침보다 먼저 말씀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아침보다 전에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셈과 함이 야벳보다 먼저 언급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야벳보다 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창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지만 21 절에서는, 야벳이 
형이라고 나온다 (이 부분은 킹제임스 번역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NIV 도 동일한 번역임). ESV 와 
개역개정에서는 셈이 야벳의 형으로 나옴. 하지만 함이 야벳의 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9:24 에서는 함이 “작은
아들” 영어로는 “younger(KJV), youngest(ESV) son”으로 나옴. 따라서 성경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실제 관계의 
순서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저자의 논지는 유효함.)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신 사역을 
생각하며 저녁에서 아침으로 회상을 하며 말하기를 두 개가 함께 첫째 날을 이룬다고 함(사실 저자의 이 견해는 
맞다고 보기에 힘듬. 보통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의 시간을 
하루로 보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다 함. “the first day 
ends when the darkness of the evening is dispelled by the morning light) – Bruce Waltke, Genesis: A Commentary, 
62)). 열방의 나라들을 나열하는 이 리스트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서 보아도, 아침은 저녁보다 먼저이다. 요 
20:19 주중 첫째 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록하는데, 이 때 저녁은 그 날의 오전/오후를 뒤따르는 
저녁이지 그 날의 전날 저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저녁이 같은 날의 저녁이라 불리운다.
It does not follow that the evening of the first day was before the morning, though it be first spoken of; no more 
than that Shem and Ham were elder than Japhet, because they are reckoned up in order before him. Gen 10:1 The 
sons of Noah, Shem, Ham, and Japhet; and yet, ver 21, Japhet is called the elder brother. But Moses, reckoning up 
the works of God on the first day, retires back from the evening to the morning, and says, They both made up the 
first day. Surely, in the account of all nations, and in scripture account too, the morning is before the evening. John 
20:19, The same day at evening, being the first day of the week, came Jesus, etc. where the evening following this 
day, and not the evening before the day, is called the evening of the same day.

1 출 Ex 31:13, 16-17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2. 레위기에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레 23:32) 의식법에 속하는 안식일, 또는 속죄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That place in Leviticus, concerning the celebration of the Sabbath from evening to evening, has a reference only 
unto a ceremonial Sabbath, or day of atonement, on the tenth day of the seventh month, wherein the Israelites were
to afflict their souls; but it has not a reference unto the weekly Sabbath.

8. 매주 안식일은 오전에 시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증명하겠는가? 
How do you prove by the Scripture that the weekly sabbath does begin in the morning?

1. That the weekly Sabbath is to begin in the morning, is evident, 
1. 출 15: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만일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했다면 모세는 이 저녁은 안식일의 휴일을 시작한다라고 말했을 것이나, 그는 내일은 휴일이니 
안식일이라고 한다.
By Exod 16:23  This is that which the LORD hath said, Tomorrow is the rest of the holy sabbath unto the 
LORD. If the Sabbath had begun in the evening, Moses would have said, This evening does begin the rest of 
the Sabbath; but he says, Tomorrow is the rest of the Sabbath.

2. 안식일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는 것을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8:1 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한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끝이 점점 밤을 향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이 아니라, 주중 첫날을 향해 빛이 
밝아져가는 아침 시간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저녁이 아니라 아침시간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시작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작과 끝은 같은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끝은 아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시간도 그 
때이다.
Most evidently it does appear, that the Sabbath does begin in the morning and not in the evening, by Matthew 
28:1 In the end of the sabbath, as it began to dawn toward the first day of the week, came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to see the sepulcher. If the end of the Jewish Sabbath were not in the evening, when it began to 
grow dark towards the night, but when it began to dawn towards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ch must needs 
be towards the morning, and in no rational sense can be interpreted of the evening; then the Sabbath did also 
begin in the morning, and not in the evening, for the beginning  and ending must needs be about the same 
time. But the former is evident from this place, concerning the Jewish Sabbath’s ending; and therefore 
consequently concerning its beginning.

3. 더 나아가,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첫째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인데, 빛이 밝아져가는 새벽에 시작하였고 
어두워져가는 때에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하였다.
Further, it is also said in this place, that the first day, which is the Christian Sabbath, did begin towards the 
dawning, as it grew on towards light, and not as it grew on towards darkness; therefore the Christian Sabbath 
does begin in the morning.

4. 또한 기독교의 안식일이 기억하며 지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녁이 아니라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났다. 
마가복음 16: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러므로 안식일은 아침에 시작한다.
Moreover the resurrection of Christ, in commemoration of which the Christian Sabbath is observed, was not 
in the evening, but early in the morning. Mark 16:9 “Now when Jesus was risen early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refore the Sabbath is to begin in the morning.

5. 안식일이 전날 저녁에 시작한다면,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안식일 저녁에 
일하거나 놀러가도 적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안식일 중에 거룩한 일을 한 후에 하기에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If the Sabbath did begin in the evening before, it would end in the evening after; and it would be lawful for 
men to work in their callings, or to go their recreations, on the evening of the Sabbath, which surely would be 
very unsuitable after the holy employments of that day.

9.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 사 계명은 의식법인가 도덕법인가? 
Is this fourth commandment, concerning the keeping of the Sabbath, ceremonial or moral?

1.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다른 안식일들은 의식법에 속하고 페지되었기에 기독교인들이 
지킬 바은 아니지만, 이 사 계명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 관한 것으로서, 도덕법에 속하고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Though the commandments which the Lord laid upon the Israelites, for the observation of other Sabbaths, were 



ceremonial and abrogated, and not to be observed by Christians; yet this fourth commandment, concerning the 
weekly Sabbath, was moral and binding upon all nations, and that throughout all generations.

10. 제사 계명이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the fourth commandment was moral and not ceremonial?

1. 제사 계명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The morality of the fourth commandment does appear, 

1. 안식일이 처음 제정되던 때는 (에덴 동산의) 낙원에서이며, 순결하던 시대이고 어떤 의식도 있지 않던 때이다.
From the time of the Sabbath’s first institution, which was in Paradise, in the state of innocency, before there 
was any ceremony.

2. 이 계명을 증명하는 모든 논지가 의식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영구적인 것이다.
From all the arguments made use of to back it; which are perpetual, and not ceremonial.

3. 이 사 계명은 십계명에 속한 것인데, 다른 아홉 계명은 모두 도덕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계명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돌판에 적으셨으며 그 계명의 영구성을 보여준다.
Because it is placed in the midst of the Decalogue, or ten commandments, and all the other nine are moral, 
and therefore this too; and with the rest it was written by God on tables of stone, which shows the perpetuity 
of it.

4. 이방인들도 이 계명을 지켜야 했고 외국인도 그러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법을 지키도록 요구받지 않았다.
Because the Gentiles were required to observe this, the stranger as well as others; but they were not under the 
ceremonial law, 

5. 예수님의 증거를 보면 그렇다: 마태복음 24:20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도망하는 일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인데,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일 때였다. 그 
때는 모든 의식법이 폐지된 때였다. 하지만 그 때 우리 주님은 안식일이 유효한 것으로 말씀하신다. 그 때 (
도망하며)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그들의 슬픔이 악화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From the testimony of Christ: Matt 24:20 Pray ye that your flight be not in the winter, neither on the Sabbath 
day. This flight was to be a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Vespasian’s time, when all ceremonies were 
abolished; and yet then our Savior speaks of the Sabbath in force, which would aggravate their grief, if they 
should be forced to break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