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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4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fifth commandment?

A. 제오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1].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s the preserving the hono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1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7.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wives to their husbands?

1. 아내들이 그들의 남편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wives to their husbands, are, 

1.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남편들을 사랑하는 것
Love of them above all other persons in the world.

1. 딛 Tit 2:4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2. 침소와 재산,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비밀에 대한 충성심과 신실함.
Loyalty and faithfulness, in reference unto the bed and estate, and any secrets entrusted with them.

1. 히 Heb 13: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2. 딤전 1 Tim 3: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3. 남편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Reverence and fear of offending them.

1. 엡 Eph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4. 그리스도 안에서 합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 남편들에게 순종함
Subjection unto them in all things lawful under Christ.

1 롬 Rom 13:1, 7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엡 Eph 5:21-22, 24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엡 Eph 6:1, 4-5, 9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벧전 1 Pet 2: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 엡 Eph 5:22, 24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5. 남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성향에 자신들을 맞추고 모든 것을 그들의 선호에 맞게 하는 것.
Care to please them, suiting themselves to their disposition, and all things to their liking.

1. 고전 1 Cor 7:34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6. 남편들이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Helping them to bear their burdens, and in making provision for their family.

1. 창 Gen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 잠 Prov 31:27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7. 그들(아내)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 남편들의 선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 만일 남편들이 악할 때는 
온유함과 지혜로, 자상함과 사랑의 경고로, 그리고 순결하고 달콤한 대화로 그들의 남편들을 하나님의 길로 
구원하는 것.
Giving ear to, and complying with the counsels of their husbands, if good, for their souls’ welfare; and 
endeavoring with meekness and wisdom, with kindness and loving admonitions, and a chaste, sweet 
conversation, to win their husbands over to the ways of God, when they are wicked.

1. 벧전 1 Pet 3:1, 2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8.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duties of husbands to their wives?

1.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들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The duties of husbands to their wives, are, 

1. 아내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Most endeared love to them, like unto the love of Christ to his church.

1. 엡 Eph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 지식에 따라 아내들과 동거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Dwelling with them, and according to knowledge, honoring them, and delighting in their company.

1. 엡 Eph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2. 벧전 1 Pet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3. 잠 Prov 5:18, 19  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3. 아내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신중히 공급하는 데, 자기 자신들을
위함 같이 하는 것.
Tenderness towards them, and careful provision of food and raiment, and all things necessary for them, as for 



their own bodies.

1. 엡 Eph 5:28, 29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4. 혼인 서약을 지킴에 있어 그들(아내)에게 신의를 지킴으로써, 그들(아내)이 자신(남편) 외에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그들(아내) 외에 어떤 다른 여자와도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Fidelity to them in keeping the marriage covenant, so as to forbear the use of any other besides themselves

1. 호 Hosea 3:3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5. 아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는 것.
Protection of them from injuries, and covering of their infirmities with the wings of love.

1. 삼상 1 Sam 30: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2. 벧전 1 Pet 4: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6. 합법적이고 적절한 모든 것에 있어 아내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잘할 때 칭찬하는 것.
Care to please them in all things lawful and fit and praise of them when they do well.

1. 고전 1 Cor 7: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7. 아내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조언하고 경고하며, 모든 일에 있어 그들을 돕되, 특히
그들의 영혼의 잘됨을 돕고, 주님의 길과 규례 안에서 그들과 함께 걷는 것.
Prayer with them and for them, counsel and admonition of them, and every way helping them, especially in 
reference to their souls, walking with them in the ways and ordinances of the Lord.

1. 벧전 1 Peter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2. 눅 Luke 1: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