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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1 제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 제사 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써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1].
The fourth commandment forbids the omission or careless performance of the duties required, and the profaning the 
day by idleness, or doing that which is in itself sinful; or by unnecessary thoughts, words, or works, about worldly 
employments or recreations.1

Q62 제사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are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A. 제사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여섯 날을 허락하시고[2] 제칠 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3].
The reasons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are, God’s allowing us six days of the week for our ow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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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Amos 8:4-6  4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6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employments,2 his challenging a special propriety in the seventh, his own example, and his blessing the Sabbath day.3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제사 계명은 어떤 종류의 죄를 금하는가? 

What sort of sins are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1. 제사 계명이 금하는 죄는 소극적 죄와 적극적 죄이다.
The sins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re either sins of omission, or sins of commission.

2. 어떤 소극적 죄를 금하는가? What sins of omission are forbidden?

1. 제사 계명이 금하는 소극적(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omission forbidden in the fourth commandment, are,

1. 안식일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일을, 그 일들을 하라고 부르셨는데도, 게을리 
하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회를 저버리거나, 이 날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비밀스럽게(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The omission of the duties of the Sabbaths themselves, such as neglecting works of necessity or mercy, when 
called to them; but especially neglecting the public or private exercise of God’s worship, and that either in 
whole or in part; when we forsake the assemblies of God’s people, or omit worshipping God in our families, or 
praying and seeking God in secret upon this day.

2. 안식일의 임무를 조심스럽게 수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외식하거나, 무디거나, 죽어 있거나, 
방해하는 것이 많거나, 지쳐있거나, 주의하지 않거나, 졸립거나, 마음이나 생명이 없이 규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식일이 일 주일 중 우리에게 가장 부담되는 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The omission of the careful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Sabbath, when we are hypocritical, dull, dead, full 
of distractions, weariness, unwatchful, sleepy, and attend upon ordinances without any heart and life; and the 
Sabbath-day is the most burdensome of all other days in the week unto us.

1. 마 Matt 15:7, 8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2. 암 Amos 8:5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3. 말 Mal 1: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2 출 Ex 20: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Ex 31: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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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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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Ex 31: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3. 제사 계명에서는 어떤 적극적 죄를 금하는가? 
What sins of commission are forbidden in this fourth commandment?

1. 제사 계명이 금하는 적극적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죄는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다.
The sins of commission forbidden in this fourth commandment, are, the profaning the Sabbath-day,

1. 나태함으로. 그 날을 전체나 부분적으로 할 일 없이 보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안식일에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 귀중한 시간의 우리 집에서 또는 들판에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이다. 헛되고 나태한 생각을 하거나 헛되고 나태한 대화를 하거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하며 보내는 것이다.
By idleness, when we spend the day, either in whole or in part, idly; neither working in our callings, nor 
employing ourselves in the duties of God’s worship, but loiter away that precious time in our houses or the 
fields; either in vain and idle thoughts, or in vain and idle discourse, or the like.

2. 그 자체가 더 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가는 대신에 여관이나 술집에 안식일에 가서
술 취하거나, “천한 집”에 가거나, 다른 어떤 음탕하고 불결한 집에 하는 것이다; 또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그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거나, 심하게 욕하거나, 코웃음치고 조롱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거룩함 때문이다.
By doing that which is in itself more grossly sinful; as if, instead of going to the house of God to worship, we 
should go to the tavern or ale-house, on the Sabbath-day, and be drunk, or go to a base house, or in any house 
to be wanton and unclean; or if, on the Sabbath-day, instead of hallowing and praising God’s name, and 
praying to him, we should swear by his name in our ordinary discourse, or take his name in vain; if, instead of 
worshipping God with his people, we should persecute God’s people for worshipping him or rail at them, or 
scoff and deride them, because of the holiness which is in them.

3. 세상 일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만들어 낸 일들, 세속의 직업에 대한 불필요한 말과 대화들, 우리 각자의 
부르심들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일들, 또는 다른 날에는 허락되는 육신적인 쾌락이나 오락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말들을 말하고,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찾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By unnecessary thoughts and contrivances about worldly affairs, unnecessary words and discourses about 
earthly employments, unnecessary works in our particular callings, or by carnal pleasures and recreations 
which are lawful on other days: thus thinking our own thoughts, speaking our own words, doing our own 
works, and finding our own pleasures, are forbidden,

1. 사 Isa 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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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사 계명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해졌는가? How many reasons are there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1. 제사 계명에는 네 가지 이유가 더해지는데, 이는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설득하기 
위함이다.
There are four reasons annexed unto the fourth commandment, the more effectually to induce and persuade us 
unto the strict observation of the Sabbath-day.

5.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irst reason?

1. 제사 계명에 더해진 첫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육 일을 허락하심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셨음에도, 그는 칠 일 중 하루만 취하시고, 다른 육 일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속한 일들과 다른 필요한 오락을 하기에 충분하도록 하셨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출 20:9)
The first reason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is, God’s allowing us six days for our own employment. 



When he might have taken more time for himself, he has taken but one day in seven, and allows us other six, which
is sufficient for the works of our particular callings, and any kind of needful recreations. Six days shall thou labor, 
and do all which thou hast to do.

6. 둘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econd reason?

1. 제사 계명에 더해진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제칠 일에 대해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심이다. 제칠 일 또는 안식일은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일반적인 사용으로부터 구별하셔서 그를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이 날을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쓸 것을 위해 
전용하는 것은 도둑질이며 신성모독이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출 20:10)
The second reason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is, God’s challenging a special propriety in the seventh 
day. The seventh day or Sabbath, being the Lord’s, which he has sanctified and set apart from common use, to be 
employed in his worship, it is theft and sacrilege to alienate this day in whole or in part to our own use, any further 
than he has given us allowance.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7. 셋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third reason?

1. 제사 계명에 더해진 셋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본을 보이심이다. 그는 일곱째 날에 창조 사역에서 자신을 쉬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각자의 부르신 일에서 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본받아 안식일을 구별하길 
원하신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출 20:11)
The third reason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is, God’s own example, in resting himself from his works of
creation on the seventh day, and therefore he would have us also to rest from the works of our particular calling, 
and sanctify a Sabbath in imitation of him.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8. 넷째 이유는 무엇인가? What is the fourth reason?

1. 제사 계명에 더해진 넷째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주심이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날에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그가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을 소망할 수 있다.
The fourth reason annexed to the fourth commandment, is, God’s blessing of the Sabbath, by virtue whereof, we 
may hope for his presence with us in the duties of the day, and to receive blessings from him upon ourselves.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day, and hallowed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