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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누가복음 제 35 강
말씀 / 누가복음 22:47-23:25
요절 / 누가복음 23:14

심문 받으신 예수님

1.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22:47,48)? 한 사람이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49,50)? 그러나 예수
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51-53)?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48  예수
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49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  그 중의 한 사
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51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52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
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53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
라  

2.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54)?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
습니까(55-60)? 베드로는 왜 심히 통곡했을까요(61,62)?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
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
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
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
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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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은 어떤 희롱을 당하셨습니까(63-65)?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세우고 무엇을 물었습니
까(66,67a)?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67b-71)?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
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67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70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4. 무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고발했습니까(23:1,2)?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 어떻게 
말했습니까(3,4)?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5-7)?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
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
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5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6  빌라도
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7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 때에 헤
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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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왜 기뻐했습니까(8)?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습니까(9-12)?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

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9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
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
로 친구가 되니라  

6.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13-16)?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몇 번이나 말했습
니까(17-22)? 그럼에도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언도했습니까(23-25)?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
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
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  (없음)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
시 그들에게 말하되  21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24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25  그
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