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봄 학기 2019 

 

Lesson 5: 십계명  #4 – “안식일을 지키라”   출애굽기 20:8 - 11                            드보라 포            2/14/19 

 

1.  아래 사항들을 도덕적 법과 의식적 법으로 구별하십시오. ‘도덕’ 또는 ‘의식’으로 기입하십시오. 

             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나)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다)   영원한 것입니다. 

             라)  그림자와 같습니다. 

             마)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 또는 마침이 되셨습니다. 

             바)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사)  제사장의 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 네번째 계명은 의식적 계명입니까? 도덕적 계명입니까?  둘 다 입니까? 

 
 
 

2.  출애굽기 20:8 – 11; 시편 121 을 읽으십시오: ‘안식’이란 쉼을 통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재충전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3. 창세기 2:2 – 3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세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 3 –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____________________,        

       나)   일곱째 날에 _________________ 

       다)   일곱째 날을  _____________________ 

 
 

4.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담은 엿새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 쉬었을 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자신의 대답을 설명하십시오. 

 
  



8.  다른 아홉 계명과는 달리 /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서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16, 17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17.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모세가 이끌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안식일 계명은 신약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를 

적으십시오. 

 
  
 

9.  시편 95:10 – 11 “내가 사십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마음이 미혹되어 사십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가) 그들은 ‘내 안식’,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나)당신은 또 다른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10.  히브리서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에 들어가는도다” 에서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을 의미합니까? 

       

          나)   “…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에서 ‘그 일’ 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  마가복음 2:27, 28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모세의 안식일 법에 덧붙혀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정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2. 창세기 1:31 – 2:3 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  당신은 어떤 큰 일을 치르었거나, 작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계획한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 기뻐하고 만족스런 쉼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고 아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기뻐하고 

만족해 했던 대상이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13.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언약을 약속하시는 증거로 표징 / 사인 (sign) 을 주셨습니다. 

           가)  ‘노아의 언약’ 에 주신 사인 (sign)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9:12 – 13)  

              

           나) ‘아브라함과의 언약’ 의  증표 /사인 (sign)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10 – 11) 

 

           다) 모세와의 언약의  표징 /사인 (sign)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12 – 17) 

  
 

14. 이사야 1:13; 호세아 2:11; 로마서 14:5 이 구절들을 적으시고 당신의 결심을 적으십시오. 

       
 

 
  

15.  출애굽기 31:15 상; 출애굽기 34:21 상; 레위기 23:3 상; 신명기 5:13 이 구절들을 읽으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6 일을 일하라고 말씀 하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              ) 일하는 것이 

(                ) 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16.  이사야 58:13, 14 절을 읽으십시오. 

          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나)  안식일에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다)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힘든 일로 부터 휴식하며 에덴 동산에서의 안식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날을 즐기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 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오락을 즐기면서 입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입니까? 

 

간혹 영육간의 힘을 회복한다며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 회개와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