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Lesson 8: 일곱째 계명 –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14                                               드보라        3/14/19  

 

 1.  아담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인간 관계와 결혼 그리고 가정의 원리를 세우신 

것이 창세기 2:24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 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본인의 답을 나열하십시오. 

 
  
 

사무엘하 11 장을 읽으십시오.  

2.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음한 다윗왕은 결국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간음으로 난 아이는 죽고, 아들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죄를 이용하여 자신의 많은 죄를 핑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잠언  6:32-33   

 
         

       갈라디아서 6:7-8   

 
  
 

3.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죄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어떤 죄라 하더라도 한번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더 크고 더 작은 죄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0:12 - 13   

 
   
 
 

 4.  성경적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어떤 모양이던지 결혼의 청결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간음죄 

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생각까지도 포함됩니다. 

      마가복음 7:20 – 23 을 설명하십시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 간음과 음탕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5.  머리 속으로 짓는 성적인 죄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구절을 적고 답하십시오. 

 

       마태복음 5:27 –   

  

       잠언 6:25 -  

 
   

6. ‘간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자신의 배우자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남편을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다른 남자를 탐한적도 없고,  또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온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 일곱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22 – 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구절에 근거한 

본인의 죄를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7.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세우신 결혼은 거룩한 것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하는 것도 간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가지 예외 되는 이혼은  배우자가 

간음으로 인해  떠나 갔을 때인데 이는 그 결혼이 이미  파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구절을 

적으십시오. 

 

       마태복음  5:32 –   

 

      고린도전서  7:15  -  

 

       마태복음 19:9  -  

 
 
  

8.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녀처럼 죄를 짓는 배우자로  

    여기셨습니다.  예레미아 3: 1- 3 을 읽고 자신의 해석을 적어 보십시오 

 
 

        가)  야고보서 4:4 을 적고 간음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적으십시오.  

    
 

9.  아래 두 구절을 적고 간음죄의 형벌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레위기 20:10 – 

 



          신명기 22:22 –   

  
  

10.간음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장 법을 

사용하여 극단적으로 이 죄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음란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버릇처럼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구절을 적고 자신의 답을 설명 하십시오.  

 

          마태복음 5:28 - 

 

          마태복음 5:29 –   

 

          마태복음 5:30 -   

 
 

11.  요한복음 8 장 3 – 11 을 읽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와 간음했던 남자는 왜 끌고 오지 않았을까요?   

 

          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본인이 이 군중 중 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자신은 이와같은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