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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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thing against the honor and duty which belongs to 
every 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1

Q66 제오 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What is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2].
The reason annexed to the fifth commandment is, a promise of long life and prosperity (as far as it shall serve for God’s 
glory and their own good) to all such as keep this commandment.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2.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약한 자들이 더 나이가 많고 강한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the younger and weaker in gifts and graces, against them that are aged and stronger?

1. 더 젊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약한 자들이 더 나이가 많고 강한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the younger and weaker in gifts and graces, against them which are aged and stronger, are,

1. 자신들의 지혜와 가치에 대한 거만한 자만심인데, 그들보다 나이가 많고 더 뛰어난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마음 속으로 그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에게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것.
A proud conceitedness of wisdom and worth in themselves, beyond their elders and betters, together with a 
despising of them in their hearts, and judging of them for making use of their known liberty.

1. 딤전 1 Tim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2. 롬 Rom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2. 그들의 자리를 무례하고 부적절하게 차지하는 것이나, 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불손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
A rude and indecent taking place of them, or anywise irreverent carriage toward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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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 Ex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 Deut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엡 Eph 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 눅 Luke 14:8, 9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3. 그들의 유익을 위해 [연장자]들이 주는 지혜로운 조언에 순응하지 않는 주인 행세 하는 마음과 고집이다.
A masterly spirit and stiff will, which will not yield to their wise counsels and advice for their good.

13.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강한 자들이 더 젊고 약한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the aged and stronger in gifts and graces, against the younger and weaker?

1. 더 나이가 많고 은사와 은혜에 있어 더 강한 자들이 더 젊고 약한 자들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the aged and stronger in gifts and graces against the younger and weaker, are,

1.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함, 탐냄, 불의함, 무절제함, 또는 어떤 악함의 본을 보이는 것.
Giving them evil examples of unholiness, covetousness, unrighteousness, intemperance, or any wickedness.

2. 그들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들이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땅한 격려를 하지 않는 것.
Contemptuous carriage towards them, or not giving due encouragement unto good beginnings.

3.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지 않고,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Not bearing with their weakness, and despising of them because of their infirmities.

1. 롬 Rom 15: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롬 Rom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14.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범하는 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ins of equals one against another?

1. 서로 동등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범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The sins of equals one against another, are,

1. 미움, 시기, 악의, 서로를 향한 과도한 분노, 그리고 서로에게, 또는 서로에 대해 악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것.
Hatred, envy, malice, inordinate anger towards, and evil-speaking, either to, or of one another, and any way 
injuring, defaming and dishonoring each other.

1. 엡 Eph 4:31, 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기보다, 서로를 유혹하거나, 서로로부터 받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Instead of provoking one another unto love and good works, enticing one another, or yielding unto one 
another’s enticements unto sin.

1. 히 Heb 10: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 잠 Prov 1:10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꾈지라도 따르지 말라

3. 개인적이고, 생각이 좁고, 이기적인 마음인데, 개인의 육적인 이익이 증진되지 않는 일에는 진정으로, 
부지런히 서로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는 것이다.
A private, contracted, selfish spirit, which keeps them from any cordial and diligent seeking of one another’s 
good, unless their own private carnal interest be promoted thereby.



1. 고전 1 Cor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5. 이 제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가된 약속 자체는 무엇인가? 
What is the promise itself, which is annexed for the encouragement of those that keep this fifth commandment?

1. 이 제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가된 약속 자체는 장수의 약속이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특별한 계명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The promise itself, which is annexed for the encouragement of them that keep this fifth commandment, is the 
promise of long life; and this the first particular commandment with promise.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y days may be long i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1. 엡 Eph 6: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6. 제이 계명에 부가된 것으로 하나님이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제오 계명이 어떻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가? 
How is the fifth commandment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when there is a promise of God’s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1. 제이 계명에 부가된 하나님이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그 계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장수의 약속은 특별히 제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적용된다.
The promise of God’s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annexed unto the second commandment, has not respect 
unto that commandment only, but is made to those that love God, and with that, keep all his other 
commandments; whereas, this promise of long life is particularly applied unto the keepers of the fifth 
commandment.

17. 이 장수의 약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What is included in this promise of long life?

1. 이 장수의 약속은 오랜 시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삶은 비참함이 함께 
있어 죽음을 더 선호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수는 복된 삶 가운데 복과 흥왕함을 함께 포함한다.
This promise of long life does include, not only the continuance of life for a long time, which may be so 
accompanied with miseries, that death may be more desirable; but also it includes the blessing and prosperity of 
life.

1. 엡 Eph 6:2, 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8.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흥왕하는가? 
Do all those then that honor their parents, live long, and prosper upon the earth?

1.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많은 이들은 지금 장수를 누리고 세상에서 흥왕하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릴 때, 또는 한창 때 죽고 그들이 살 
동안에는 궁핍함과 부족함의 저주를 스스로에게 가져온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세적인 약속과 
심판은 구약의 시대에 더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이후 복음의 시대에는 그것들이 종종 영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Many that honor their parents, and are faithful in all relative duties, do now attain long life and prosperity in the 
world, and that by virtue of this promise; and those, that do otherwise, are many of them cut off in their youth, or 
in the midst of their days, and bring the curse of poverty and want upon themselves while they live: yet withal we 
may observe, that temporal promises and judgments were fulfilled more in the letter formerly in the old testament 
times, that in the latter gospel days, wherein they are often exchanged into spiritual.

2. 이 약속은 예외의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한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종종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유익을 
얻는데, 그것은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중 몇을 어릴 때 또는 한창 때에 자신에게로 데려 가시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며, 그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비참함으로부터 그들을 숨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대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다.
This promise is to be understood with this exception, so far as it may serve for God’s glory, and the real good of all 
those that keep this commandment; and oftentimes God is glorified, and they are benefitted, when they are 
exercised with affliction, and God sees it best to take some of them home in their youth, or strength of their years, 
to himself, to hide them from the miseries that befall them that survive, and instead of long life on earth, he gives 
them eternal life in heaven.

1. 시 Psalm 119:71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2. 사 Isa 57: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3. 요일 1 John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