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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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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어느 날이 매주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가? 

What day is to be observed for the weekly Sabbath, from the resurrection of Christ?

1.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주중 첫째 날을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매주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from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to be observed by Christians unto the end of the world, 
for their weekly Sabbath.

8. 성경에서 제칠 일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제칠 일 안식일이 칠 일 중 마지막 날에서 
어떻게 첫 날로 바뀔 수 있는가? 
How could the seventh day Sabbath be changed from the last of seven unto the first of seven, when we do not read 
expressly of any repeal in the scripture of the last of seven?

1.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칠 일 중 하루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제사) 계명에서 주님은 제칠 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칠 일 중 다른 날이 될 수도 있다.
It is one of seven which God has appointed to be the Sabbath, and in the commandment the Lord does bless and 
hallow, not the seventh day, but the Sabbath-day, which might be on another seventh day in order, if God should so
please.

2. 하나님이 매주 안식일로 정하신 것은 칠 일 중 하루이다. 주중 다른 엿새는 이미 우리가 일하는 날로 허락하시고 
정하셨다.
It is but one day in seven which God has appointed to be the weekly Sabbath, God having both allowed and 
appointed the other six days of the week for ou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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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로 다른 날을 대체하고 정하셨고, 그 말은 그 안에 안식일 언제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한 
예전 규례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다.
God having substituted or appointed another day for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 this substitution of another, 
does virtually include in it a repeal of the old Sabbath, that is, in reference unto the time of its observation.

9. 하나님께서 주중 첫째 날을 매주 지키는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How does it appear that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appointed by God to be the weekly Sabbath?

1. 제칠 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을 때와 유사한 이유가 첫째 날을 정하심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제칠 일을 정하셨던 
이유는 그가 창조의 사역으로부터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첫째 날을 정하신 유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구속을 위해 고난 받으시며 일하신 것에서 
안식하셨다는 것이다. 그 안식으로 그는 들어가셨고 그것이 우리가 더욱 기억하는 이유가 된다.
There is a like reason for the appointment of the first day, as there was for the seventh: The reason of God’s 
appointing the seventh, was his resting from his works of creation; and there is a like reason for appointing the first
day, which was the day of Christ’s resurrection, namely, the Son of God’s resting from his suffering works about 
man’s redemption, into which rest he is said to enter, and which we are more nearly concerned to remember.

1. 히 Heb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2. 주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주중 첫째 날에 두셨다.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중 첫째 날로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 그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이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이름으로 잘 알려진 날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주중 첫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그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날로 사용하였으며 그것만이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 날에 직접 두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 밖에는 그의 이름을 어떤 날에 두실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부른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날은 그에게 지키는 거룩한 날로 
사용되어야 함이 주님의 뜻이었다. 둘째 성례가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과 같이, 이 날이 (안식일로) 제정되었으므로 다른 어떤 날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지켜질 
수 없다.
The Lord Jesus has put his name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Rev. 1:10,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Lord’s day, here spoken of, was the first day of the week, because it is a certain 
determinate day, and it is spoken of as a day which was well known among Christians by that name; and the first 
day of the week being the day of the Lord’s resurrection, and wherein Christians did use to assemble themselves 
together upon, had the only reason for such denomination. There is also reason to believe, that the Lord did put his
own name upon this day, because none had authority to put his name upon any day but himself; and the apostle 
calling it the Lord’s day, by the inspiration of the Spirit, no doubt but it was the Lord’s will it should be so called, 
and by consequence it was his will that this day should be used and observed as an holy day unto himself. As the 
second sacrament is called the Lord’s supper, because it was appointed by the Lord; so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called the Lord’s day, because it was appointed by the Lord; and this day being appointed, no other is to be 
observed now as the Christian Sabbath.

3. 주중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16:1-2 을 볼 때 유추할 수 있다. “1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을 받아서 갈라디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날들 중에 그들이 수입을 얻게 하셨으므로 주중 첫째 날에 
헌금을 걷도록 전달하였으며 이 일은 안식일에 하는 일이므로 이 첫째 날을 또한 매주 안식일로 지키도록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The appointment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to be the Sabbath may be inferred, from 1 Cor 16:1, 2, Now, 
concerning the collection for the saints, as I have given order to the Churches of Galatia, even so do ye.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let every one of you lay by him in store, as God has prospered him. The apostle having given 
order from the Lord, to the churches of Galatia and Corinth, and by consequence to the other churches of the 
Gentiles, for collections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s God had prospered them on other days; we may infer, this 
being a Sabbath-day’s work, that he had also from the Lord, given order for the observation of this first day, as the 
weekly Sabbath.



4.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주중 첫째 날에 모였으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요 20:19); 
그리고 팔 일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것은 또 주중 첫째 날이었으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 
(26 절).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늘 주중 첫째 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떼거나 주의 
만찬의 성례를 받았다. 행 20: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그들과 함께 7 일 동안 있었지만 (6 절), 엄숙한 모임을 
가진 것이 언급된 날은 그가 그들과 함께 했던 7 일 중 마지막 날인 주중 첫날 뿐이었다. 그것은 옛 안식일인 주중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엄숙한 모임이 있었던 날은 주중 첫날이었다. 만일 그 첫날이 새로이 정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면 바울이 자정까지 이러한 말씀의 강론을 계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여행을 떠나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We read of the disciples being assembled together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that Jesus then came among 
them, John 20:19; and that eight days after they met him again, which was another first day, and Jesus came to 
them, verse 26. Moreover, that it was the practice of Christ’s disciples to meet together to worship the Lord, to hear 
the word, and break bread, or receive the sacrament of the Lord’s supper,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cts 20:7 And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hen the disciples were co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preached unto them, etc.
Paul had been with them seven days, (as verse 6) and yet we read of solemn meeting but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the last of the seven wherein he abode with them. It was not on the old Sabbath, the last day of the week, that 
the solemn assembly for worship was held, but on the first day; which, had it not been the Sabbath of new 
appointment, and of necessary observation to Christians, would have been most inconvenient for Paul to have 
spent in religious exercises until midnight, when the next morning he was to take his journey.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도들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온 일들을 고려해 보면, 쓸데 없이 트집을 
잡으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중 첫째 날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제정하신 날인 것이 분명히 보일 
것이다.
All which being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practice of Christian from the apostles’ days, it may be evident unto 
them that desire not to cavil, that the first day of the week is appointed by the Lord to the Christian Sabb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