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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제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in the third commandment?

A. 제삼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훼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1].
The third commandment forbids all profaning or abusing of anything whereby God makes himself known.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은 어떻게 훼방되고 악용되는가?

How are God’s names, titles, and attributes, profaned and abused?

1.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은 다음과 같이 훼방되고 악용된다:
God’s names, titles, and attributes, are profaned and abused, 

1.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한 아무런 적절한 감성이 없이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경하게 생각할 때; 
특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멸시하고 미워하고 꺼려하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
When persons do think slightly and irreverently of them, without any suitable affections to them; especially 
when their hearts are filled with despising, hatred, and aversion towards the name of God.

1. 말 Mal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2.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대화 중에 “오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옵서” 같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들을 언급할 때 그에 대해 불경하게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이 생각 없이 말하거나, 그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을 때.
When persons speak irreverently concerning God, making mention of any of his names, titles or attributes, in 
ordinary discourse, crying O Lord, O God, God forgive me, God save me, and the like; without minding what 
they say, or having any awe of God upon them, while they are speaking of him.

1. 시 Ps 139:20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3.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헛되고 악하게 말하고, 그들의 평소의 말을 흉측한 맹세를 섞어서 
말하고, 새로운 맹세들을 창작해 내는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단호하게 선언하거나; 그들이 
판사 같은 사람들 앞에서 적법하게 선서하도록 요구될 때 거짓 맹세할 때.
When persons do swear by the name of God, and that either vainly and wickedly, mingling their ordinary 
speech with hideous oaths, priding themselves in their invention of new oaths, and emphatically pronouncing 
of them; or when persons being called to swear lawfully before a magistrate, or the like, they do swear falsely.

1. 마 Matt 5:34, 37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1 레 Lev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 Matt 5:33-37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약 James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나느니라

2. 슥 Zech 5:4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4. 사람들이 자신들이나 다른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장난스럽게, 함부로 또는 악의를 가지고 저주할 때.
When persons do curse either themselves or others in the name of the Lord, either jestingly, rashly, or 
maliciously.

1. 삼상 1 Sam 17:43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2. 마 Matt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5. 사람들이 주님이 자신을 알리시는데 사용하시는 이름들이나, 칭호들이나, 속성들을 대적하여 말하거나,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그에게 속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When persons blaspheme the name of the Lord, by speaking against any of those names, titles, or attributes, 
whereby he has made himself known, or by ascribing any thing unto him which is unworthy of him.

1. 왕하 2 Kings 19:22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 약 James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6.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어떤 주문에 사용할 때.
When persons use the name of the Lord in any charms.

1. 행 Acts 19:13, 16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2. 하나님의 규례들은 어떻게 훼방되고 악용되는가?
How are God’s ordinances profaned and abused?

1. 하나님의 규례들은 다음과 같이 훼방되고 악용된다:
God’s ordinances are profaned and abused, 

1. 사람들이 규례들에 참여하면서 불경할 때: 기도, 설교, 찬양, 성례를 받거나 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부분 중에서 그들의 외적인 몸짓에서 웃거나, 말하거나, 잠들거나, 또는 그 어떤 다른 모습으로 품위 없이 
행동할 때.
When persons are irreverent in their attendance upon them, in regard of the outward gesture of their bodies, 
laughing, talking, sleeping, any other way indecently behaving themselves in the time of prayer, preaching, 
singing, receiving the sacrament, or any other part of God’s worship.

1. 전 Eccl 5:1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 고전 1 Cor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2. 사람들이 규례에 임하면서 그들의 내적인 생각의 자세가 가볍거나 형식적일 때; 그들의 생각이 두리번거리고
헤매면서 그들의 마음이 죽어있고, 무디어지고, 그들이 규례 중에 섬기는 하나님의 위엄에 매우 맞지 않을 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예배할 때 주로 영적인 부분을 보신다.
When persons, under ordinances, are slight and formal, as to the inward frame of their minds; when their 



minds are roving and wandering, and their hearts are dead and dull, very unbeseeming the majesty of God, 
whom in his ordinances they wait upon, who, being a spirit, does chiefly look to the spiritual part of his 
service.

1. 요 John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3.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훼방하고 악용하는데, 그들이 종교를 고백하고 규례에 
참여하면서 다른 이들은 그들을 종교적으로 여기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아무런 
진지한 노력이 없고, 오히려 종교를 단지 탐욕이나 악의나 쾌락을 가리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규례를 
훼방하고 악용하게 된다.
And chiefly, persons profane and abuse God’s ordinances, when they make a profession of religion, and attend 
upon ordinances, that they may be accounted religious by men, without any sincere endeavors to approve the 
heart unto God; making use of religion only as a cloak for covetousness, or maliciousness, or voluptuousness.

1. 딤후 2 Tim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2. 막 12:39, 40  39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3.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훼방되고 악용되는가?
How is God’s word profaned and abused?

1.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훼방되고 악용된다:
God’s word is profaned and abused, 

1.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말할 때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부분이라도 저속한 농담으로 변질시킬 때.
When persons think or speak slightingly, especially when they pervert the word of God, or any part thereof, 
into profane jests.

1. 렘 Jer 23:33, 36  33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6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2.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 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흠 없고 온전한 
교리를 대항하여 비뚤어지게 논쟁할 때.
When persons wrest the word of God unto false doctrine; perversely disputing against the sound and 
wholesome doctrine therein contained.

1. 벧전 2 Pet 3: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2. 딤전 1 Tim 6:3, 4, 5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3.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위협을 의인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슬프게 하고, 약속을 악인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악한 길에 가는 것을 조장할 때.
When persons misapply the word of God; the threatenings unto the righteous, to make them sad; the promises
to the wicked, to encourage them in their wicked ways.



1. 겔 Ezek 13: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4. 하나님의 행사는 어떻게 훼방되거나 악용되는가?
How are God’s works profaned and abused?

1. 하나님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훼방되고 악용된다:
God’s works are profaned and abused, 

1.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신을 애지중지하며, 정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절제할 
때.
When persons pamper their flesh, gratify their lusts, and are intemperate in their use of God’s creatures.

1. 롬 Rom 13:13, 14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 번창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 버리고, 그의 자비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너그러우심 
때문에 자신들이 더 죄를 짓는데 힘쓰도록 할 때.
When in prosperity, persons are forgetful of God, unthankful for mercies and indulge themselves the more to 
sin, because of God’s patience and bounty.

1. 호 Hos 13: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2. 롬 Rom 2:4, 5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3. 위기 중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짜증낼 때; 그들이 구제불능이며 죄 가운데 더욱 완악해질 때
When in adversity, persons murmur, are impatient; when they are incorrigible, and grow more hardened in 
their sins.

1. 고전 1 Cor 10:10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2. 렘 Jer 5: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