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n Step 10강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 / 요한복음 8:1-12
요절 / 요한복음 8: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

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 예수님과 백성들은 아침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2)? 이때 누가 어떤 여인을 끌고 와서 성
전가운데 세웠습니까(3,4)? 
1  예수는 감람 산으로 가시니라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어떻게 정죄했습니까(4-5a)? 그들이 그녀를 예수님께 끌
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5b-6a) ?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a.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3. 예수님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6b)?그들이 묻기를 마지하지 않자 예수님은 무엇
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7)?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9a)? 왜 그렇
게 하였을까요?
6b.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a.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

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4. 오직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9b)? 예수님은 혼자 남은 여인에게 무엇을 물어 보셨습니까
(10)?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11a)? 이를 볼 때 누구만이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9b.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

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5.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11b)?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문
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또 무슨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까(11c)? 여기서 예수
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어둠에 빠지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요(12)? 
11b.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