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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How is the Sabbath to be sanctified?

A.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니 다른 날에 합당한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까지 그치고[1] 그 시간을 공사간의 예배에 바쳐 사용할 것이요[2], 그 외에는 사세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3].
The Sabbath is to be sanctified by a holy resting all that day, even from such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as are
lawful on other days;1 and spending the whole time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2 except so 

1 출 Ex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느 Neh 13:15-22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20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21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사 Isa 58:13-14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 출 Ex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레 Lev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눅 Luke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행 Acts 20: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much as is to be taken up in th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it to sanctify the Sabbath?

1.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도록 정하심으로써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The Sabbath is sanctified by God in his appointing it to be holy; and the Sabbath is sanctified by man in his 
observing and keeping it as holy: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2.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How are we to observe and keep the Sabbath as holy?

1.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 날에 거룩히 쉼으로써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거룩하게
행하는 일들을 통해 지켜야 한다.
We are to observe and keep the Sabbath as holy, partly by a holy resting, partly in holy exercises on that day.

3. 안식일에 무엇으로부터 쉬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rest from on the Sabbath-day?

1. 우리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든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부터 쉬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 다른 육 일 동안에 합법적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인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오락을 즐기는 일로부터도 쉬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 20:9-10)
We are on the Sabbath-day to rest, not only from those things which are in themselves sinful, which we are bound 
to rest from on every day of the week; but also we are to rest from those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which on the other six days of the week are lawful, and our duty: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in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etc.

4. 우리의 생업으로 하는 일 중에 주중 다른 날에는 적절하고 유리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없는가? 
May not such works be done in our particular callings on the Sabbath-day, as cannot so seasonably and advantageously 
be done on the other days of the week?

1. 우리 각자의 특별한 생업에 따라 어떤 일들은 안식일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유리하게 보일 때가 있으나, 
우리의 책임은 그것들로부터 쉬는 것이며 전적으로 그 일을 삼가야 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There are some works in our particular callings, which may seem to be most seasonable and advantageous on the 
Sabbath-day, and yet it is our duty to rest from them, and wholly to forbear them: such as,

1.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서 월요일 시장에 가져다 팔 고기를 준비하는 것
Killing of beasts on the Sabbath, to prepare meat for the Monday market.

2. 안식일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 또는 날씨가 가장 적절할 때, 옥수수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는 것
Ploughing, sowing, gathering in of corn, making hay while the sun shines, and the weather best serves on the 

3 마 Matt 12:1-13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Sabbath-day.

3. 과일이나 다른 물건들을 손님이 가장 많을 수 있는 안식일에 가져다가 파는 것
Selling of fruit, or any other wares on the Sabbath-day, when there may be most custom for them.

4. 물고기를 더운 날씨에 월요일까지 두면 상할 수 있기에 안식일에 사거나 파는 것
Selling or buying of fish on the sabbath, which in hot weather might stink, if kept until the Monday.

2.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이 사 계명 때문에 우리는 삼가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손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것과 우리의 양심이 다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삶의 열매인 우리 영혼을 영원히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반드시 삼가져야 한다면, 주중에 하게 되는 우리 직업에 관련된 
일들은 안식일에 더 삼가야 하지 않겠는가?
These, and the like worldly employments, we are to forbear, by virtue of this commandment, they being our own 
works; and whatever loss we may seem to sustain by such forbearance, be sure it is not comparable to the loss of 
God’s favor, and the wounding of our conscience, and the loss of our souls forever, which will be the fruit of living 
in the breach of God’s law. And if such works as these must be forborne on the Sabbath, much more such works of 
our calling as may be done on the week-day, as well as on the Sabbath.

1. 느 Neh 13:15-18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7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5. 안식일은 주중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으로부터 쉬는 날이므로, 그 날에 합법적으로 오락을 즐길 수 없는가? 
May we not lawfully recreate ourselves upon the Sabbath-day, especially since the day is appointed to be a day of rest 
from our toiling labour in the week?

1.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각/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우리의 기쁨이라 부르고 그렇게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육신적인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일들은 다른 날들에는 할 수 있지만 안식일에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이 끝났더라도 우리의 몸을 운동이나 오락을 하는 것으로 즐겁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We may and ought to recreate our minds on the Sabbath-day in the worship of God, we being bound to call and 
make in this respect the Sabbath our delight. But we ought to forbear recreating our minds with carnal delight, 
either by words or deeds, which we may do on other days; and much more we ought to forbear recreating our 
bodies by sports and pastimes, though after the public exercise of God’s worship be over.

1. 사 Isa 58:13, 14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6. 가정의 주인과 가장은 자신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하지만, 그들의 자녀와 하인들을 일하도록 시키거나 놀거나 오락 
시간을 가지도록 허락할 수 없는가? 
Though masters and governors of families are bound themselves to rest upon the Sabbath-day, yet may they not 
command their children and servants to work, or permit them to play and take their recreation?

1. 이 사 계명은 물론 주로 가정의 주인과 가장들을 향해 주어진 계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들의 권한 
아래 있는 일들을 그들로 하도록 명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자녀들과 하인들이 섬겨 일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오락을 함으로써 그 날을 모독하는 것으로부터 막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하는 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 아무 일도 하지 말라
Indeed the commandment is principally directed to masters and governors of families; but withal, so as it does 



enjoin them to do what in them lies, to hinder their children and servants from the profanation of the day by 
servile working, or bodily recreations, and to put them upon the observation of this day of rest: In it thou shall not 
do any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e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etc.

7. 만일 그들의 부모나 주인이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면, 자녀들과 하인들은 합법적으로 안식일에 일하거나 놀 수 없는가?
May not children or servants lawfully work or play upon the Sabbath-day, if they be commanded here unto by their 
parents or masters?

1. 부모와 주인들이 그들의 자녀나 하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안식일을 어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죄가 되지만, 그럴 경우에 자녀들과 하인들은 그들을 불복종하는 것이 자녀들과 하인들의 책임이다. 
그 불복함으로 인해 어떤 현세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들은 땅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Though it be the sin of the parents or masters command their children or servants to work, or any other way to 
break the Sabbath; yet it is the duty of children and servants to disobey them, whatever temporal loss they sustain 
by it; they being bound to obey the God of heaven, rather than any man upon ear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