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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7 제육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sixth commandment?

A. 제육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1].
The sixth commandment is, Thou shalt not kill.1

Q68 제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sixth commandment?

A. 제육 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전하라 하는 것이다[2].
The sixth commandment requires all lawful endeavors to preserve our own life, and the life of other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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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es the sixth commandment respect?

1. 제육 계명은 우리와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The sixth commandment does respect our own and others’ life.

2. 제육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해 무엇을 요구하는가? 
What does the six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to our own life?

1. 제육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일체 합리한,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한다.
The sixth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our own life, all lawful endeavors for the preservation of 
it.

3.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가 생명을 잃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들을 부인할 수 없는가? 
May we not deny Christ and his truths for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if we should certainly lose our life for owning 
and acknowledging them?

1.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들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쓰기에는 불법적인 수단이며, 그러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리 생명과 영혼을 영원히 잃는 것이다.
The denial of Christ and his truths, is an unlawful mean for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and therefore not to be 
used; and saving our life this way, is the way to lose our life and our souls forever.

1. 마 Matt 10: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2. 마 Matt 16:25, 26  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1 출 Ex 20:13 살인하지 말라

신 Deut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2 창 Gen 9: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 Matt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일 1 John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4. 이삭은 그랄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인가?
May we not in any case endeavor the saving of our life by a lie, as Isaac did at Gerar, when he said his wife was his sister, 
lest the men of the place should kill him for his wife’s sake?

1.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답을 한다. 로마서 3:8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삭은 그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죄였으며, 하나님께 모욕적이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의 모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The apostle does answer this case, Rom 3:8, We be slanderously reported, that we say, Let us do evil, that good may 
come, whose damnation is just. Therefore the lie of Isaac, for preservation of his life, was his sin, and offensive to 
God, and no more the scripture does record, not for imitation, but for caution.

5. 안식일에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 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잠시 멈춤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방어할 수는 
없는가? 
May we not defend our life against an enemy that does assault us on the Sabbath-day, though we intermit the duties of 
God’s worship thereby?

1. 죄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규례는 
항상 지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규례는 모든 경우에 지켜야 하지만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때에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지되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공공의 적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써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Though sins ought never to be committed, whatever good might come thereby, negative precepts binding to all 
times; yet positive precepts binding always, but not at all times, duties may be intermitted at some time without sin;
and God does dispense with his worship on his day, when it is necessary we should be employed otherwise in the 
defense of our life against a public enemy.

6.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적법한 노력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lawful endeavors which we ought to use for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1.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적법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The lawful endeavors which we ought to use for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are, 

1. 도둑들의 폭력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들에 맞서서 무기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Defense of ourselves with arms and weapons, against the violence of thieves, and cut-throats, that seek to 
murder us.

1. 눅 Luke 22:36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2. 날씨와 추위의 가혹함에 맞서서 옷과 집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Defense of ourselves with clothes, and in houses, against the violence of the weather and cold.

1. 잠 Prov 31:21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3. 적당한 양의 고기와 음료와 잠을 취하여 우리의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는 것.
The nourishing and refreshing our bodies in a sober and moderate use of meat, drink, and sleep.

1. 엡 Eph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2. 딤전 1 Tim 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4. 노동과 적당한 오락으로 몸을 사용하고 운동하는 것.
The exercising our bodies with labor and moderate recreations.

1. 전 Eccl 5: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2. 전 Eccl 3:1, 4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약을 사용하여 병을 제어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
The use of physic for the removal of sickness, and the recovery of health.
 
1. 마 Matt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6. 인내, 평안, 만족함, 쾌활함,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로 우리의 영혼을 적절히 활기차게 하는 것, 특히 
그것들을 주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모든 쾌활한 마음으로 즐겁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보전하고 우리 몸의 상태도 좋게 하는 효과가 크다.
Patience, peaceableness, contentment, cheerfulness, and the moderate exhilarating our spirits with God’s gifts, 
especially rejoicing in the giver, and using all good temper, which does much tend to the preservation of our 
health, and a good temper also in our body.

1. 잠 Prov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7. 제육 계명이 다른 이들의 생명에 관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does the sixth commandment require, in reference unto the life of others?

1. 제육 계명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일체 합리한, 모든 적법한 노력을 요구한다.
The sixth commandment does require, in reference unto the life of others, all lawful endeavors to preserve others’ 
life.

8. 라합이 거짓말로 그녀의 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녀 자신과 가족들이 그 도시 모든 주민이 멸망 당할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의 대적들이 불의하게 위협할 때,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되는가? 
May no lie be made use of to preserve the life of others, especially if they be God’s people, and their life be unjustly 
sought by God’s enemies; as Rahab, by a lie, saved the lives of the Israelites in her house, for which she is recorded with 
commendation, and herself and house were saved when all the city besides were destroyed?

1. 이 경우나 다른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말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의로운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도 죄의 
가장 덜 악한 것만큼 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No lie must be used upon this or any account, the loss of the lives of the most righteous not being so evil as the 
least evil of sin.

2. 라합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 칭찬을 받고 목숨을 구한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녀와 맺은 약속 때문에 산 
것이지 그녀의 거짓말 때문은 아니다. 그 거짓말은 죄였으며,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
Rahab was commended and spared for her faith, and because of the promise which the Israelites had made unto 
her, not because of her lie, which was her sin; which sin, without pardon, would have been punished in hell.

1. 히 Heb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9. 우리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고 또 보전하려 노력해야 하는가? 
How may and ought we to endeavor the preservation of others’ lives?



1. 관료나 재판관 같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박탈 당하거나, 특히 생명이 위협 받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
Such as are magistrates, judges, and have power in their hand, ought to defend the innocent when oppressed, 
wronged, and in danger of losing their livelihood, especially when in danger of death.

1. 시 Psalm 82:3, 4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2. 잠 Prov 24:11, 12  11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2. 모든 이들은 그들의 능력대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All ought to distribute necessaries of life according to their ability, unto such as are poor and in want.

1. 약 James 2:15, 16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3. 모든 이들은 모든 잘못을 당하는 것을 견디고 누구에게든 어떤 해를 입히는 것을 삼가야 하며, 우리가 해를 입을 
때 용서하고, 악에 대해 선으로 갚아야 한다.
All ought to forbear all wrongs, and doing any injury unto any person, and to forgive such injuries as are done unto
us, returning good for evil.

1. 빌 Phil 2: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2. 골 Col 3: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