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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Luke) 

23:32-43 

 



 
(눅 23:32)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눅 23:33)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눅 23:34)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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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 23: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눅 23: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눅 23:37)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눅 23:38)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눅 23:39)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눅 23:40)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
워하지 아니하느냐 
 
 



 
 
 
 
 
 
 
 
 
 
 
 
(눅 23:41)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
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
고 
(눅 23:42)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
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눅 23:43)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on his deathbead, he wailed in anguish: 
Oh, that I could lie for a thousand years 
upon the fire that is never quenched, to 
purchase the favor of God and be united 
to Him again. But it is a fruitless wish.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will bring me 
no nearer the end of my torments than 
one poor hour. Oh, eternity, eternity 
forever and forever! Oh, the insufferable 
pangs of Hell! 
 



 
 
 
 
 
 
 
 
 
(시 139: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 139: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 139: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
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 139:4)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32 Two other men, both criminals, were 
also led out with him to be execute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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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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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vinegar  
37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38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39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re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40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41 We are punished justly, for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42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  
43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14 And if you walk in obedience to me and  
   keep my decrees and commands as  
   David your father did, I will give you a  
   long life.”  
15 Then Solomon awoke—and he realized  
   it had been a dream. He returned to  
   Jerusalem, stood before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Then 
   he gave a feast for all hi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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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 전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