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Theme: 죄 사함의 권세 The Forgiven of Authority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9:1-8 절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Getting into a boat, Jesus crossed over 

the sea and came to His own city.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And they brought to Him a 

paralytic lying on a bed Seeing their faith,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And some of the scribes said to 

themselves, "This fellow blasphemes."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And Jesus 

knowing their thoughts said, "Why are you thinking evil in your hearts?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then He said to the 

paralytic, "Get up, pick up your bed and go home."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And he got up and went home.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But when the 

crowds saw this, they were awestruck, and glorified God, who had given such authority 

to men.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이 죄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용서를 받고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면 직접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실행하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에 있는 본 동네 즉 나사렛이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돌아 

오셨습니다. 본 동네에 도착하시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과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여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있었던 중풍병자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중풍병자뿐 아니라 함께 온 자들이 모두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 장 20 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믿음뿐 아니라 중풍병자의 간절한 회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중풍병자가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 

보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질병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용서를 

더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 받으면 자신의 중풍병도 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건강을 회복하니까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율법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음 속으로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람하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약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 하신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모르는 무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외식적으로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믿는다 하더라고 마음으로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는 형식적인 마음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4 절).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3 절에서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도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 사람” 즉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성 즉 인간인 사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뿐 만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도 역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것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 사함”이나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능력의 표적은 모두 하나님 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는 율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마음 속으로 비방했지만, 그 다음에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을 때 7 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 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보여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메시야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사람들은 “죄 사함”이 쉽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한 말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오직 하나님 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 무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야 즉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그 능력을 주셔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2 절) 

1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5 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2.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잠언 8:17 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3.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22:44 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둘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2 절) 

1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 마가복음 1:4 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2. 예수님의 약속: 마태복음 26:28 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3. 구원의 약속: 사도행전 2:38 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셋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8 절) 

1 성도의 모든 삶에: 시편 62:7 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2.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2:14 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3. 앞으로 천국에서 성도의 생활: 요한계시록 7:12 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