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NE STEP  9 강      ♬ 144장

용서하신 예수님

말씀 / 누가복음 23:26-38

요절 / 누가복음 23:34a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건 :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가?

†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 용서의 사랑.

1.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4,14,22)? 그러나 예수님에게 왜 

사형언도를 내렸습니까(21,23-25)?

☞ 심문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

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

였고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그러면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하였는가? 

2절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첫째, 혹세무민 죄. 백성을 미혹케 한다고 고소하였다. 로마에 대한 반역 죄인으로 고소하였

다.

둘째, 탈세혐의. 가이사에게 세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고소하였다. 이는 거짓고소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세금을 내도

록 하셨고 자신도 세금을 내셨다(눅20:22-25).

셋째, 신성모독죄. ‘자칭 왕 그리스도라’하였다고 고소하였다. 이는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로

서 로마법정까지 끌고 갈 고소죄목이 되지 못하였다.

무리의 압력에 못 이긴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심문하였으나(요8:29-38), 그가 

무죄임을 선포한다(눅23:4). 예수님은 여기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참된 진리요 진리의 나라의 

왕임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도 진리 편에 서도록 촉구하였다. “무릇 진리에 속한 



내 소리를 듣는 이라”(요18:37,38) 그러나 굳세게 말하는 백성들로 인해 두려움과 갈등

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고 헤롯의 관할에 있음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낸다

(눅23:5-7). 

☞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계속 송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종교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

임을 알게 된다.(마27;18) 그래서 빌라도는 법정에서 나와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포

한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동이 심상치 않고, 곧 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

하지 못한다.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여러 방법

을 생각해 보지만,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과 채찍질을 선고한다.

마27:18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앎이러라 

21절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

지라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절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

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가?

본디오 빌라도는 AD26-36년경 유대 사마리아 이두매를 통치한 제 5대 로마 총독이다. 기사

가문 출신으로 기사에 소속된 자이다. 그는 디베료 황제시대, 세야누스 총리에 의해 유대 지역 

총독으로 임명되어 부임했다. 그는 유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제물에 섞는 등 반유

대적인 행동으로 유대백성들의 반감을 샀다(눅13:1, AD 29년). 그래서 잦은 민란과 강력한 진

압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는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과 원수의 관계였다(눅23:12).

그러면 빌라도는 왜 사형언도를 하였는가?  

 당시 로마 총독들은, 자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의해서, 자기 권력의 존폐가 결정되

었다. 그런데, 빌라도가 통치하던 유대지역은 다른 곳보다 민란이 특히 많이 발생하여, 로마 

총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그의 경우, 그를 추천해 주었던 세야누스 총리

가 민란 진압을 못하고 모함을 받아, 해임된 것을 목도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민란은 대단한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빌라도는 백성들의 민란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특히, 세 번 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할 때, 유대인들의 반발은 빌라도의 두려움에 

결정타를 날렸다(요19:12). 이 말에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立地의 위기감을 느끼고, 군중들

의 원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다.(요19:16, 마15:14,15)

요19: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

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죄인인가? 



, 진리를 알면서 진리 편에 서지 못하였다. 

그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에 못박도록 한 비겁한 사람이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런 그가 진리의 선택을 하도록, 법정에

서 담대하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 주기까지 하였다(요18:33-38). 그러므로, 그는 당연히 진

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편에 서야했다. 또 마땅히 예수님을 무죄 석방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자 하였고, 진리 편에 서지 못한 채 타협하려다 결국 악의 세

력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

둘째, 진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였다. 

이것은 그가 진리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에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빌라도는 자기 양심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없는 나약한 행정 관료

였다. 그리고,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내린 그의 최후 선택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메시야를 죽

임)를 저지르게 하였고, 사도신경에서 그 죄가 두고두고 고백될 만큼 예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지닌 사형집행인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리고 그후, 그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안인들을 습격한 뒤 디베료의 소환을 받아 로마로 갔

다.(AD36) 그의 최후는, 속설에 의하면, 네로에게 참수형을 당했다고도 하고 갈리굴라에 의해 

사형을 받고 자살했다고 한다. 결국 그의 최후는, 그가 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정치적 

패배로 마감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

여 십자가에서 못박히시고, 피흘리시며 돌아가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지만 

메시야로서, 그리스도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구원자이시

다.

사53:12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

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라.

2.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누구를 잡아 십자가를 지게했습니까(26)? 이는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말해 줍니까?(막15:15-20)

☞ 군병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좇게 하였다. 

그는 시골로서 올라오다가 얼떨결에 예수님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롬16:13). 십자가는 억지로든 혹은 얼떨결이든 감당하면 축복이다.

 

☞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포도주와 떡조각을 먹는 것 외에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밤이 새도록 여기저기를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얻어 맞으셔서, 한숨

도 주무시지 못했으며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였다. 또한 120대의 채찍질과 



당한 조롱을 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기력이 남

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늦게 올라갈 것같자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하고 예

수님을 따르게 하였다. 

채찍질과 군병들의 조롱에 대하여 알아보자.

당시 십자가형벌이 결정된 죄수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빨리 죽어 그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 

체형體刑으로 가죽 끈 끝에 납을 달아 때리는 채찍질 형벌이 있었다. 이 형벌의 목적은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데 있었는데, 로마인의 경우40대이지만, 유대인의 경우 악질민족이므로 3배

를 더한 120대를 맞아야만 했다. 이 채찍은, 세 개의 가죽 끈을 합하여 만들었으며, 끝에 납덩

이가 달려있기 떄문에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나간다.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

느라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꾹 씌었는데, 그 가시의 크기는 검지

손가락(5～7cm)만하다고 한다. 신경이 집중된 관자놀이에 그 커다란 가시가 찔렸을 때를 상상

해보라. 조그만 가시가 손가락에 박혀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상상이 될 것이다. 또한 군병들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왕 놀이를 하였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채찍질로 육신의 어느 한 구

석 멀쩡한 곳이 없이 상처 나고 많은 피를 흘리셨으며, 도저히 자기 몸하나 감당할 수 없는 가

장 극심한 고통의 상태에 계셨다. 더구나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70Kg이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었겠는가?

3.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까(27)?

☞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

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 큰 은혜를 입고 새 생명을 얻는 여인들로 예수님을 잊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의 어

머니 마리아, 수산나, 요안나 등이다. 이들은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

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것을 볼 때,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토록 슬피 울었을까?

그토록 믿고 따르던 사람, 소망과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는 극형을 받고 죽어야 하므

로 영원히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슬픔 등으로 울었다.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하므로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4. 우는 여자들에게 누구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까(28)?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

의 고통이 어떠합니까(29-31)?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눅19:41-44) 

☞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

하여 울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현재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로 인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심판에 임박해 있는 자녀들에 대한 상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위하여 울지 말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슬프고 동정 받아야 될 사건으로 생각하였

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패배나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창

3:15 말씀에 기초하여 일어나고 승리의 십자가임을 인식하고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울 필요가 없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영적으로 사단의 머

리를 박살낼 승리의 십자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이 십자가이

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인하여 우리는 울어야 하는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게 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한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장차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생각하여, 우리자

신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애통하며 슬퍼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그리고 장차 극

심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이다.

 

☞ 예수님은 장차 무리들이 당하게 될 심판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예언의 이중성에 의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함락되는 때를, 2차

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성도들)이 핍박당

하는 때를 가르킨다.

첫째, 예루살렘 함락(AD 70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됐다. AD70년경, 유대는 로마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완전 포위하여 식량난에 빠지게 하였고, 그로 인

해 유대인들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였다. 로마 장군 디도의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으며 점령 후 로마군이 유대인 100만 명을 학살하였다.(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와 있



)

둘째, 예수님 재림 시 대 환난(계6:16,17)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당하는 때를 말한다.

계6: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

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식이 없는 것을 복되다고 할 만큼, 자녀들이 받는 고통을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때에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 위에 덮으라 하리라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지만 죽어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산에게 우리 위로 무너지고 덮여져서, 죽여 달라고  말할 날이 이른다는 의미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푸른 나무이신 예수님, 마른 나무 같은 죄악 된 인생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도 이처럼 견딜 수 없는데, 하물며 죄로 관영한 우리

가 심판의 날에 당할 고통이 어떠하겠는가?’하는 의미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히 울어야 

함을 강조하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를 위하여 이땅에 낮아져 오신 메시야 예수님을 

죽인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둘째, 푸른 나무는 신자들, 마른나무는 불신자들

믿는 자가 당하는 고통이 이러한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당할 고난은 어떠하겠는가? 그러

므로 내 형제 자매의 죄악에 대한 상한 심정을 가져야 한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회개치 않는 죄악 떄문에 결국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으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되었으며, 2차 대전 때 유대

인 학살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5.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까(32,33)? 예수님은 어떤 자로 취급 받으셨

습니까?

☞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예수님은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셨다. 세 명의 죄수 중에서 가운데 가장 높이 달리

셨다. 이로써 죄인 중의 괴수로 취급받으셨다. 



대하여 알아보자.

십자가는 고대 중동과 서방 세계에서 흉악범을 처형하던 사형도구로서, 십자형 형틀에 사람

을 못 박음으로서, 육신의 물과 피가 다 빠져나와 탈수증으로 죽게 되는 형벌이다. 십자가 형

벌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 평가 될 만큼 온갖 고통을 경험하고 죽는 사형제

도이다. 십자가에 달린 후, 고통으로 천 번 정도 까무러쳤다가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고통

을 덜어주고 빨리 죽이기 위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 납덩이가 달린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것은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로마인은 40대 유대인은 120대(악질민족이므로)

의 채찍질을 당하였는데, 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면 출혈이 너무 커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

고 한다. 그래서 하루 정도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탈수증으로 거의 모두가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없지만, 악질 괴수의 경우 더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죄수들은 못 박지 않고 밧줄로 십자가에 묶어서 죽을 때까

지 거기에 매달아 둔다고 한다. 그러나 일주일정도가 되도 죽지 않는 죄수들은 고통만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내려져서 다시 죽인다. 그리고 죄수들이 혹 죽지 않을 염려도 있으므로, 십자가

에서 내린 후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버려둔다고 한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당시에 이 사형제도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에는 단순

한 기둥이었으나 후대에 갈수록 차츰 복잡해져, X 자형 T자형 십자가형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수 당시 십자가형은 노예 반란자 흉악범 등에 대한 형으로서, 고통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치

욕스런 혐오의 형틀이었다. 로마의 식민지배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반란 강도 등의 대가로 십자가 형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최고의 극형이고, 수치

의 상징이었다. 십자가 무게는 약70Kg이다.(쌀 한가마니 정도의 무게)  또, 십자가 형벌은 모

든 사람들이 그 죄악상을 볼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며, 그 형틀 위에 죄인

의 죄악상을 적어서 붙여 놓았다. 가운데 있는 죄인은, 그 중에서 가장 악질 죄수로 취급되었

다.  

십자가형의 잔인성에 대해 키케로는 말하기를 “십자가형은 모든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로마시민의 몸에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 아니 생각이나 눈이나 귀

에도 가까이 오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다.

6.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떠했을까요?(막15:34, 시22:14,15) 

예수님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박히셔야만 하셨습니까?(사53:4-6)

 ☞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생각해 보자.

첫째, 육체적인 고통

예수님은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시22:14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아서 내 속

에서 녹았으며

  22:15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 정신적인 고통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 받으셨다. 사망의 진토에 온전히 혼자 버려지셨다.

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 당하셨다. 특히 사랑하는 유다의 배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

로의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부인당하신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 가버린 

제자들을 생각할 때, 3년을 온갖 정성으로 섬겨온 제자들의 배반은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이다.

②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죄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셨다. 가야바와 빌라도 

법정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영광과 권세가 뛰어난 예수님께

서 그들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셨다.

③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하

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

통이 너무나 커서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신다. “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15: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셔

야 했습니다.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벧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

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니

갈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

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둘째,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53:4 그는 실로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

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

다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7.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의 죄악을 말해 보시오.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자들은 떤 자들입니까?

☞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는 빌라도, 종교지도자들, 백성들, 군병들, 강도, 제자

들 등이 있다.

1) 군중들 - 영적무지와 군중심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충동질함.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들의 지상메시야의 꿈을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할 때, 

‘호산나’하며 환영하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들을 부추겼지만, 그들은 자기감정과 군중심리에 휘

몰려, 종교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은 살인공범을 저지른 것이다.

2)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공회원들) - 양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 사리사욕과 시기 경쟁심에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죽였다. 이들은 거짓증거

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군중들을 부추겨 예수님을 죽게 하고자 작정을 하고 살인을 저

질렀다.

3) 빌라도 - 빌라도는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여 살인을 방조하는 죄를 저

질렀다.

4) 군병들 - 영적무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도하면서도 그 옷을 제비뽑으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5) 강도 -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회개치 않고 버티었다.

6) 제자들 - 예수님을 믿지만 십자가 고난에 동참치 아니하였다.

☞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의 강퍅하고 혈기부리고 고집 센 완악함으로 예수님은 등이 다 벗겨지도록 채찍을 맞으

셨습니다. 

매일 음란한 생각, 헛생각에 시달리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매일 내 것만 챙길 줄 알고 남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욕심으로 인해 예수님은 따귀를 맞으셨

습니다. 

어렸을 때 딱지를 훔치고 어머니 옷에서 돈을 훔친 그 죄, 툭하면 동생을 패고 친구들과 싸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냘픈 손에 못이 박혀야 했습니다. 

신앙양심을 속이고 3류 극장에 가고 술집에 가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목뼈가 으스러져

야 했습니다. 

농담과 욕설과 음담패설로 인해 예수님의 입이 터지셨습니다. 

음란하고 자극적인 것만 즐겨 찾는 이 눈 때문에 예수님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 내렸습

니다. 



지은 수치스러운 정욕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거벗겨져 높이 달려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8.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34a)?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이니이다 하시더라.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NIV)

이는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나를 향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영적인 

무지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영적의미를 살펴보자.

“ ” - 하나님께 대한 신뢰.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깊이 신뢰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의 고통이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이 당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고난 

때문임을 아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 무조건적인 용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어준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무리들, 군병들 모두를 위해 용서

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처지인데도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 죄악 된 인간에

게 화해의 손길을 내어 미셨습니다.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세상은 어두웠고 사람들은 무지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귀한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

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무지함도 깊이 이

해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

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예) 손양원 목사님 :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키웠다.

벤허 : 원수 멧살라를 경기장에서 통쾌하게 박살내었다. 그러나 그의 복수심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었을 때 비로소 복수의 칼을 내

려놓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니이다.”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영접하는 시간을 갖자. 이 용서

의 사랑으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도록 하자.

9. 백성과 관원들과 군병들은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34b-38)? 그들의 비웃음이 예수님에게 

어떤 점에서 시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 백성과 관원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다.

군병들 -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음.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함.

백성들 - 서서 구경하며 예수님을 조롱함.

관원들 -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거든  자기

도 구원 할지어다”라고 함.

☞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구원하라고 두 번씩이나 촉구했다(마

27:4042).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내려온다면 메시야로 모시겠다고 

군중들은 말했다. 메시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이것은 십자가를 내동댕이치고 싶은 유혹

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

의 세력을 간파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

셨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이루셨

다.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려

오지 않으셨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인류구속역사계획은 다시 원

점으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구속역사

를 온전히 이루셨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첫째, 죄사함의 은혜

요일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사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영생의 은혜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치 않고 영생을 얻게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

자. 그리고 이 사랑의 힘으로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



< : 예수님의 고난과정>

토요일(안식일:니산월 9일) 

예루살렘과 가까운 벳바게 도착(마21:1 막11:1).

주  일(니산월 10일) 

예루살렘 입성(마21:2-17 막11:2-11 눅19:28-40).

이 날은 많은 군중과 특히 어린이들의 ‘호산나(비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하는 찬송소리가 

높이 울리던 날이며, ‘승리의 입성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한다.

월요일(니산월 11일) 

돈 바꾸는 환전상과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밖으로 내쫓으시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열

매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곧 말라 죽으므로 큰 경고를 주신 날이다(마

21:12-20 막11:12-25).

화요일(니산월 12일) 

교권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꾸중하심 그리고 종말적 예언을 주신 날이다(마21:20-25:46 막

11:27-23:36).

수요일(니산월 13일) 

이날은 침묵하시고 특별한 기록이 없음.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가 반역을 시작함. 장례지내심을 예비한 날로 본다.

목요일(니산월 14일) 

세족식. 성찬예식을 처음 시작함.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치 않겠나이다고 약속하

던 밤.

금요일(니산월 15일) 

1) 이후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결박당해 끌려 가셔서 안나스에게 심문 받으

심. 

예수님 체포당시, 천 부장을 위시하여 약 600여명의 대대 병력이 동원되었다. 예수님은 그들

에게 자신이 예수임을 밝히고 제자들을 놓아주도록 한다(요18:8).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모두 

도망간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은 하속들에게 따귀

를 맞고(요18:22), 멸시 당하신다. 

2) 새벽 2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심문 받으심.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로 가야바에게 보내어진다(요18:24). 여기에는 이미 대제사장과 서

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었는데(마26:57),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정죄할 거짓증거

를 찾아내려고 하나 실패한다.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밝힌 예수님의 말을 꼬투

리로 참람하다며, 사형을 결정한다(마26:59-66). 이것은 야간에 이루어진 종교재판으로(공회

는 야간에 모일 수 없다), 2명의 증인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불법 

재판이 끝난 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다(눅22;63-65). 그리고 베드로는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 

3) 3시

공회에서 정죄받으심.

금요일 동이 튼 직후(닭이 울었음), 열린 공식적인 공회의 심문과 판결이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됨을 증언한 것을 꼬투리로, 공회는 

야간의 불법재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새벽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유대사회의 

법적인 사형 절차 완료)(눅22:66-71)

4) 새벽 4시

공회의 결정이 끝나고, 무리가 로마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가서 고소하여, 빌라도에게 심문

받으심.(로마의 법적인 사형 절차 완료를 위해서)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말에 있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이방

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요18:28). 그래서 로마 관정 밖에서 예

수님을 고소하였다. 

고소조건은, ‘첫째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음, 둘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음’이다. 

무리의 압력에 못 이긴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심문하였으나(요8:29-38), 그가 무

죄임을 선포한다(눅23:4). 예수님은 여기서 빌라도에게, 자신이 참된 진리요 진리의 나라의 왕

임을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도 진리 편에 서도록 촉구하였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 

는 내 소리를 듣는 이라”(요18:37,38) 그러나, 굳세게 말하는 백성들로 인해 두려움과 갈등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고 헤롯의 관할에 있음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낸다(눅

23:5-7). 

5) 새벽 5시

-헤롯에게 심문 당하심.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B.C 4C)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 예수를 세례 요한의 환생

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대단한 이적을 행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자, 그는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

하며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낸다(눅23:8-12).

6) 새벽 5시30분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 나가시고, 여기서 빌라도의 판정이 내려진다.(1차 유죄 판정)

빌라도는 법정에서 나와 예수님이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때려서 놓겠다고 한다(눅

23:13-16). 무죄이지만, 채찍질하여 놓는 유죄판결을 내림. 그럼에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

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주장하자, 유월절 특사로 채찍질한 후 예수님을 놓아줄 것을 권

유한다(마27:22-18). 그러나 무리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것도 무산된다(눅23:18-21,마

27:16-17). 이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살려주도록 애를 썼다(마27:19). 

7) 새벽 6시경

군인들의 매질과 빌라도의 사형집행 판결(예수님 십자가형에 대한 최종판결-로마의 법적인 

사형절차 완료)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여 보여주면 그들의 동정을 불러일으킬까 하여, 예수님

을 채찍질하게 한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초췌한 모습을 그들에게 부여주며(요19:4,5), 예수님의 무죄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요19:1-5).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의 부추김으로 군중들은 민란을 일으킬 것처럼 

흥분한 상태여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 판결한

다(요9:15-16, 마27:26).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며 물을 가져

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고,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하며 맹

세를 한다. 예수님은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선고 받는다(마27:26 ,막15:15).

8) 7시경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심. 

9) 오전 9시

십자가의 형틀을 어깨에 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감.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리

심. 

10) 12시경

3시간 후, 온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워짐. 어둠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 계속됨(막

15:33).

11) 오후 3시

그 후 3시간 후, 예수님이 운명하심.

토요일(안식일, 니산월 16일) 

무덤에 계심

주일(니산월 17일) 

부활하심

NIV
26절 As they led him away, they seized Simon from Cyrene, who was on his way in 

from the country, and put the cross on him and made him carry it behind Jesus.
27절 A large number of people followed him, including women who mourned and wailed 

for him.
28절 Jesus turned and said to them, "Daughters of Jerusalem, do not weep for me;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29절 For the time will come when you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women, the 

wombs that never bore and the breasts that never nursed!'
30절 Then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o the hills, "Cover us!" 
'
31절 For if men do these things when the tree is green, what will happen when it is 
dry?"



32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33절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34절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35절 The people stood watching, and the rulers even sneered at him. They said,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Christ of God, the Chosen One."
36절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vinegar
37절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38절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