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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Step 9강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말씀 / 누가복음 23:25-38 
요절 / 누가복음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서서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1. 빌라도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고 대신 어떤 자를 놓아 주게 하였습니까(25)?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누구를 잡아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26)? 이는 예수님의 몸
의 상태가 어떠했음을 말해 줍니까?
25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

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까(27)? 예수님은 우는 여자들에게 누구를 위해 울
라고 하셨습니까(28)? 그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의 고통이 어떠합니까(29-31)?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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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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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3.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32,33)? 예수님은 어떤 자로 취급 받으셨
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고
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하셨습니까?(사53:4-6)
32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33  해골이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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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

나는 좌편에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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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34a)?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34b)?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5. 백성과 관원들과 군병들은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35-38)? 그들의 비웃음이 예수님에게 어
떤 점에서 시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을까요?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

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