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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36 강
말씀 / 누가복음 23:26-56
요절 / 누가복음 23:34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1. 군병들이 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26)?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27)? 예수님
은 여인들에게 왜 그들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까(28-31)?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
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
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
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2. 예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32,33, 사53:12)?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떠했을까요(시22:14,15)?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사
53:4-6)?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사53: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
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시22:14  나는 물 같이 쏟아졌
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  내 힘이 말라 질그
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3.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34a)? 죄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
시오. 군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34b)?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
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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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은 왜 비웃었습니까(35-37)?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어떤 패가 있었습니까(38)? 
예수님은 어떤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십니까?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
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5.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는 서로 어떻게 달랐습니까(39-42)? 예수님은 회개한 행악자에게 어
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43)? 제 육시 쯤 되었을 때 하늘과 땅과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45, 히10:19,20)?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

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
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6.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46-49)?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
니까(50-54)? 또 여자들은 돌아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55,56)?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
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
이었도다 하고  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  예수
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  공회 의원으로 선하
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
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
체를 달라 하여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54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
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
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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