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Lesson 7: 여섯째 계명 –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3                       드보라 포        2/28/19 

 

“살인하지 말라” 

1.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중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 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또 계명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살인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살인하지 말라’ 고 명령 하신 여섯째 계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가장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계명 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Christians)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낙태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형은 옳다고 하는냐?”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형은 옳으냐?” 등등…..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본인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참고: 출 21:12; 레 35:31; 창 9:6) 

  
  
  

3.  출애굽기 21:13 – 14 를 읽으십시오.  13 절과 14 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각각 적으십시오. 

             13 절 –  

            

             14 절 -  

  
 

사형의 형벌이 적용되는 행동들. 

4. 아래 말씀 구절들을 적으십시오. 각 구절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출애굽기 21:15 –  

           

          출애굽기 21:16 – 

           

          출애굽기 21:17 -  

  

정당한 전쟁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살인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5.  신명기 7 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여러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 고 하신 말씀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인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여섯째 계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것 

6.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위해 짐승을 죽이는 일이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과 사람을 살인하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9:1 – 3; 디모데전서 3:1 – 4 를 읽고 각 구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가) 창세기  9:1 – 3 

 

        (나) 디모데전서 3:1 - 4 

 
   
 

7.  레위기 24:17-18,21 을 읽으신 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도 하나의 생명체 

(living things) 라고 하면서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살인의 원인이 되는 것과 기회가 되는 것도 살인입니다. 

8.  마태복음 5:21 – 22 말씀은 예수님께서‘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21.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구절에서 여섯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십시오. 

  
  
 
 
 

의로운 분노 

9.  마태복음 21:12 을 적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처럼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살인을 가져오는 분노가 아닙니다. 이 의로운 분노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도 이기적인 분노가 아닌 의로운 분노를 내었을 때 

살인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적으시고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가지 원리를 

찾아 답하십시오. 

           

          (가)  에베소서 4:26- 27 : 

  

          (나)  의로운 분노의 두가지 원리: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living
http://endic.naver.com/search.nhn?query=thing


십계명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10. ‘살인하지 말라’ 는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원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보호해야 합니다. 

      아래 열거된 사항에서 여섯째 계명을 범한 것에는 (  O  ) 로,  범하지 않은 것에는 (  X  ) 를 적으십시오. 

        

     (        )  자살하는 것 

     (        )  무엇이던지 자신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또는 건강을 해치는 일 

     (        )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 

     (        )  병 고치는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  

     (        )  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정기 검진을 받지 않는 것 

     (        )  낙태를 반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  

      
   

11.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13 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사도요한은 요한일서 

3:16 – 17 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 요일 3: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      ) 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            )  과 (             ) 함으로   

                 하자”   

  

        (나)  이웃을 미워하면 (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       )의 (          ) 까지도 (           ) 는 것입니다. 

 

        (다)  여섯째 계명을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         )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초점은  (             )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