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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7 제사 계명이 무엇인가?
Which is the fourth commandment?

A. 제사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칠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자녀나 네 노비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칠 일에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1].
The fourth commandment is,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Six days shall yo labour, and do all your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your God: i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you, nor your son, nor your 
daughter, your manservant, nor your maidservant, nor your cattle, nor your stranger that is within your gates: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1

Q58 제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A. 제사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별히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2].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s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이 제사 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가 제일, 제이, 제삼 계명에서 요구되는 예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ship required in this fourth commandment, and the worship required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1. 제일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것이고, 제이 계명은 예배의 수단, 제삼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인데, 제사 
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이다.
The first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object of worship; the secon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eans of worship; the third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manner of worship: but this fourth 
commandment has a respect unto the time of worship.

2. 제사 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의 시간은 언제인가?
What time for worship does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

1. 제사 계명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켜야 할 예배의 정해진 시간을 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정하셨다.
The fourth commandment does require such set times for worship to be kept holy unto God, which he has 
appointed in his Word.

3. “교황적인”(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지켜지면 안 되는가?
May not the Popish holy-days be observed?

1 출 Ex 20:8-11. 신 Deut 5:12-15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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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 Ex 31:13, 16-17  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1. 천주교의 거룩한 날들은 지키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말씀 안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어떤 다른 거룩한 날들도 지켜지면 안 된다. 그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보여져도, 성경에 그렇게 
지키라는 규례나 본보기가 없기 때문이다.
The Popish holy-days ought not to be observed, because they are not appointed in the Word; and, by the same 
reason, no other holy-days may be kept, whatsoever pretense there be of devotion towards God, when there is no 
precept or example for such practice in the Holy Scripture.

4.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당신에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어떤 시간을 정하셨는가?
What set time has God appointed in his word to be kept holy to himself?

1.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칠 일 중 한 날을 종일토록 그에게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도록 정하셨다.
God has appointed in his Word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kept a holy Sabbath to himself.

1. 신 Deut 5: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5. 칠 일 중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는 말씀에서 “하루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What are we to understand by one whole day in seven which is to be kept holy to the Lord?

1. “칠 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하루 전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하루라든지, 또는 아침 시간부터 저녁 또는 밤시간까지라든지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루를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하루 전체를 말하며 그 날을 구성하는 이십사 시간을 말한다.
By one whole day in seven, we are not to understand only the whole artificial day, from sun-rising to sun-setting, or
from day break in the morning, until the evening or night, but the whole natural day, consisting of twenty-four 
h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