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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8.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Is it lawful to dress meat on the Sabbath-day?

1.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안식일에 줍거나 그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고된 일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맷돌에 만나를 갈고 절구로 찧고, 으깨는 등의 고된 일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도 안식일에 
합법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금하여졌다 (출 35:3). 이 절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의 특별한 예를 드는 것으로써, 세상적인 일을 삼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안식일에 보통 음식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준비된 음식은 합법적임을 볼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도 안식일에 잔치에 계셨고 (눅 14:1), 그러한 
잔치에서는 당연히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음식을 준비해야 했을 것이다. 안식일에 우리의 가축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
Although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hat the children of Israel should neither gather nor dress the manna that fell 
from heaven, on the Sabbath-day, there being so much servile work to be done about it before it was fit to be eaten; 
namely, the grinding of it in mills, or beating it in mortars, and then breaking it, which servile work is still 
unlawful, unless in cases of necessity; and although fires were forbidden to be kindled in all their habitations, 
(Exod 35:3) that is, to forbear worldly employments (as the works forbidden in the former verse were, and this 
instance is a special of the general) yet the Scripture does nowhere forbid the dressing meat at all, for ordinary 
food, nor the kindling of fires for such use; but the lawfulness of meat may be collected from the Scripture, 
inasmuch as our Savior himself was present at a feast on the Sabbath-day (Luke 14:1), where no doubt meat was 
dressed for so many guests as were there bidden. And when we are allowed to provide food for our cattle on the 
Sabbath, surely we may lawfully dress meat for ourselves.

9.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외에 어떤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시는가? 
What works does God allow us to do on the Sabbath-day, besides those which he does principally command us?

1.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 외에 허락하시는 일들은 필요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집에 난 불을 끄는 일, 병든 자를 방문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일 등이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로 우리 자신을 위해거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 일들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영적인 유익을 찾아야 한다.
The works which God does allow us to do on the Sabbath-day, besides what he does principally command us, ar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such as eating, drinking, defending ourselves from enemies, quenching the fire of 
houses, visiting the sick, relieving the poor, feeding cattle, and the like; in all which employments we ought not to 
have a reference chiefly to ourselves, or any temporal advantage, but to be as spiritual as may be in them. 

1 출 Ex 20:10; 느 Neh 13:15-22; 사 Isa 58:13-14
2 출 Ex 20:8; 레 Lev 23:3; 눅 Luke 4:16; 행 Acts 20:7
3 마 Matt 12:1-13



1. 마 Matthew 12:1-3,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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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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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눅 Luke 13:14-16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0.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로 하라고 명하시는 거룩한 일들은 무엇인가? 
What are the holy exercises, or the works which we are principally commanded to do on the Sabbath-day?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로 하라고 명하시는 거룩한 일들은 공적인 일들과 사적인 일들이 있는데, 특히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적인 모임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시편을 부르는 일 
등이다.
The holy exercises which we are to be employed in, or the works which we are principally commanded to do on the 
Sabbath-day, are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especially th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such as hearing the 
word, prayer, receiving the sacrament, singing of psalms, in the public assemblies of God’s people.

1. 사 Isa 66: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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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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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 Ps 92 (제목 title) [안식일의 찬송 시] 

11.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How are we to perform thes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on the Sabbath-day?

1.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We are to perform thes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on the Sabbath-day

1.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초점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With sincerity, having a single respect unto the honour and glory of God, whose day the Sabbat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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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With reverence, and that both of body and mind.

1. 전 Ec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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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Isa 66: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3. 부지런함과 주의 깊이 살핌으로써 행해야 한다.
With diligence and attention.

1. 행 Acts 16:13, 14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4. 사랑과 열정으로 가지고 행해야 한다.
With love and fervor of spirit.

1. 롬 Rom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5.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야 한다.
With delight and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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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do by way of preparation for th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on the Sabbath-day?

1.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해야 한다:
By way of preparation for th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on the Sabbath-day, we are, 

1. 그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 한다. 그 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우리의 세상적인 업무와 일들을 주중에 
마치고 토요일 저녁에는 그 일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이다. 안식일에 행할 거룩한 임무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애쓰기 위해서이다.
To remember before the day come, to keep it holy, so as to finish our worldly business and employments on the
week-days, and timely to break off from them on the Saturday evening, and to take pains to get our hearts in a 
readiness for the holy duties of the Sabbath.

2. 안식일 아침에는 그 날을 반드시 하나님과 시작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특히 그의 구속하신 
사역에 대해 묵상하는데, 그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성된 것이다. 성경과, 또한 
시간이 되는 대로 다른 좋은 책들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더 공적이고 엄숙한 예배에 우리를 알맞게 해 준다. 
특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의 입이자 그를 향한 우리의 입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적인 임무를 진실되고 풍성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죄죽임과, 더 
깊은 은혜와, 더 많은 교제를 하나님과 가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In the morning of the Sabbath we must begin the day with God, in holy meditation upon the works of God’s 
creation, and especially upon the works of redemption, which were completed by Christ’s resurrection upon 
this day; we must read the Scripture, and some other good books, as we have time, for the better fitting us for 
our more public and solemn worship; especially we must pray in secret, and in our families, for God’s presence
in his ordinances, and that God would assist his ministers, who are his mouth to us, and ours to him; and that 
he would assist us in a sincere and hearty performance of public duties, that we may attain more knowledge, 
experience, and mortification, further degrees of grace, and more communion with God.

13. 안식일에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마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do on the Sabbath-day, 
after th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are over?

1.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마쳤어도 안식일의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각 가정으로 돌아가 (
들판에서 우리의 유흥을 즐기거나 쓸데없는 무리 가운데 즐기는 일을 구하지 않고) 거기서 우리가 들은 것을 
되풀이하고 자녀들과 하인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시편을 노래하고, 가족들과 기도하여야 한다. 



피조물을 상쾌하게 하는 어떤 것들도 적정량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것들을 이야기 하여야 한다.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그 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어떠하였는지 살펴야 하며,  우리 마음에 말씀이 더욱 확실하게 새겨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기도를 통해 쏟아야 한다.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간절히,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심과 더 깊은 은혜가 공급되기를 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인해 그를 찬양하며, 특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 안에서 그 분에 의해 우리가 가지는 복음의 특권들에 대해 감사하여야 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거룩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안식일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다. 이 안식일은 가능한 만큼 길게 
보내야 하며 그 날이 끝나면 하늘에서의 안식을 갈망하여야 한다. 그 안식은 끝이 없을 것이다.
After the public exercises of God’s worship are over, the work of the Sabbath is not over; but we must retire to our 
families (not seek our pleasure in the fields, or in vain company) and there repeat over what we heard; catechize 
and instruct children and servants, sing psalms, pray with our families; and while we moderately make use of any 
creature-refreshment, we must discourse of the things of God. We ought also to take time in the evening, to retire 
into secret, and there examine ourselves as to the carriage of our hearts before God in the day; labour in meditation
to get the word wrought more thoroughly upon our hearts; we must also endeavor to pour out our hearts before 
God in secret prayer, humbly confessing sin, earnestly and believingly requesting pardon, and further supplies of 
grace, and thankfully praising God for all his mercies, especially for his Son Jesus Christ, and the gospel privileges 
which we have in and by him. In such variety of holy exercises we may spend the whole Sabbath, which we should 
make as long as we can; and when the day is at an end, we should long for the Sabbath in heaven, which will never 
have an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