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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 제오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forbids the neglecting of, or doing anything against the honor and duty which belongs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우리는 제오 계명을 몇 가지 방법으로 범할 수 있는가? 

How many ways may we sin against the fifth commandment?

1. 우리는 제오 계명을 두 가지 방법으로 범할 수 있다:
We may sin against the fifth commandment two ways:

1. 그 안에 지시되어 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By neglecting of the duties therein prescribed.

2. 각 사람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따라 존중하지 않음으로써이다.
By doing any thing against the honor which belongs unto every 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2.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children against their parents?

1.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children against their parents, are,

1. 그들에게 불손한 것,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의 명예를 말로나 행동으로나 손상시키는 것.
Irreverence towards them, and anywise dishonoring of them, either in speech or behavior.

1. 신 Deut 27:16 그의 부모를 경홀히(dishonors)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 잠 Prov 20:20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 그들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
Disobedience to their commands.

1. 잠 Prov 30: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3. 그들로부터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
Unteachableness and refusal of their instruction.

1 마 Matt 15:4-6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롬 Rom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 잠 Prov 8: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2. 잠 Prov 5:11-13  11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12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13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4. 그들의 책망과 견책에도 고집을 피우며 고치지 않고 구제 불능인 것.
Stubbornness and incorrigibleness under their reproofs and corrections.

1. 삼상 1 Sam 2:23, 25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5. 그들을 구박하고 그들의 보살핌과 호의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몰인정한 것인데, 
특히 그들이 나이가 많고 힘들 때 그렇게 하는 것,
Wastefulness of their substance, unthankfulness for their care and favors, or anywise unkindness to them, 
especially when they are aged and in distress.

1. 잠 Prov 19:26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2. 잠 Prov 23: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6. 그들의 동의나 조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직업을 가지거나 결혼 하는 것이다.
Disposal of themselves unto callings or in marriages, without their consent or advice.

1. 창 Gen 26:34, 35  34 에서가 사십 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3.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parents against their children?

1.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parents against their children, are,

1. 그들을 향해 자연적인 사랑과 부드러움이 없는 것, 특히 그들이 아기일 때나, 아프거나, 의지할 데가 없을 때.
Want of natural affection, and tenderness towards them, especially when infants, or sick and helpless.

1. 롬 Rom 1: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 욥 Job 39:16 (타조가)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2. 그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스스로 그들에게 끌려 다닐 때; 편파적으로 
사랑하여,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에게 더 주고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 자녀에게 적게 주는 것,
Too fond love, giving them their will, and subjecting themselves thereunto; together with partial love, and that 
expressing itself more to the less deserving, and less to the more deserving.

3.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여, 가르침을 주거나, 적절하고 필요한 책망을 게을리 하는 것; 그들의
육신을 보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여,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
Neglect of their souls, to give them instruction, and seasonable and needful correction; as also neglect of their 
bodies, to make convenient provision for them.

1. 잠 Prov 13:24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 딤전 1 Tim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4. 그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불합리하게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Cruelty towards them, and unreasonable provoking of them unto anger.

1. 엡 Eph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 골 Col 3: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5. 명령이나 본보기로써 그들이 나쁜 일 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 또는 금지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것으로써 
그들이 좋은 일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Encouragement of them, either by their commands or example, in ill-doing; or discouragement of them, either
by their prohibition or frowns and displeasure, in well-doing.

6. 그들의 직업이나 결혼에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Opposition of that which is really for their good, either in reference unto their calling or marriage.

4.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wives against their husbands?

1.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wives against their husbands, are, 

1. 그들을 향한 마땅한 존경과 높임과 따뜻한 사랑이 없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아내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의 남편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것이다.
Want of that due reverence and honor, and endeared love, which they should have for their husbands above all 
others.

1. 삼하 2 Sam 6:16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 혼인 서약을 깨뜨리며 부정함을 저지르거나, 남편들이 그들에게 맡긴 비밀을 폭로하는 것.
Infidelity in breaking the marriage covenant, or revealing any secrets committed by their husbands unto them.

1. 잠 Prov 2:16, 17  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3. 그들의 주제를 뛰어 넘는 비싼 옷을 사는데, 또는 어떤 다른 일에, 자만하여 재산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것 
Pride and profusive spending and wasting their estates in costly clothes, beyond their degree, or any other 
ways.

1. 벧전 1 Peter 3: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 그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 위에 오만함을 부리며, 마치 남편들이 아내들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발”인 것처럼 대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머리”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술궂음과 호전적인 자세를 
보이며 악한 말과 소란함으로 그들의 남편들을 괴롭히는 것.
Unsubjection unto, and imperiousness over their husbands, as if they were their foot, to be commanded by 
them, and not their head, to rule over them; and this accompanied with frowardness, and a contentious spirit, 
disturbing their husbands with their evil speeches and clamors.

1. 잠 Prov 19:13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5. 남편들에 대한 이유 없는 악한 추측과 의심, 그들을 향해 무정하게 행동하며, 남편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렇게 행하며, 남들 앞에서 남편들의 잘못을 어리석게 떠벌리고 그들로 노엽게 하는 것이며, 그들이 
따로 있을 때 남편들이 고칠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한 경고로 하지 않는 것.



Evil surmises and suspicion of their husbands without reasons, unkind behavior towards them, whatsoever 
kindnesses they receive from them, foolish speaking of their faults before others, to their provocation, instead 
of love and meek admonitions, when they are alone, to their amendment.

6.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남편들의 사랑의 조언과 신실한 책망에 귀를 막고, 더 나빠지며 전혀 좋아지지 
않는 것이다.
Deafening their ear unto the loving counsels and faithful reproofs of their husbands, for their souls’ good, 
growing the worse, and not the better thereby.

5.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husbands against their wives?

1.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husbands against their wives, are, 

1. 그들의 아내들이 받아야 마땅한 따뜻한 사랑과 다정함이 없는 것, 혹독한 말, 무정하고 불합리한 질투, 또는 
욕을 하거나, 아내들의 조언에 분노하는 것인데, 특히 그 아내들의 조언이 사랑스럽고 온유하며 남편들의 
몸이나 재산이나 이름이나 영혼에 유익함을 위함인데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
Want of that endeared love and kindness which is due to their wives, bitter speeches, unkind and unreasonable
jealousies, revilings, and rage at their advice, especially when it is loving and meek, and for the real good of 
their body, or estate, or name, or soul.

1. 골 Col 3: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 그들의 아내들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인데, 그들의 몸에 대해서는 간음함이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내들의 영혼들에 유익할 만한 조언과 책망과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것인데, 특히 그들의 영혼이 
파멸하도록 그들을 죄로 인도하는 것이다.
Unfaithfulness unto their wives, and that either in reference unto their bodies, by adultery; or in reference 
unto their souls, by neglect of such advice, reproof, or instruction, and may be for their souls’ good, especially 
by drawing them unto sin, to their souls’ ruin.

1. 말 Mal 2: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2. 렘 Jer 44:15, 16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