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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C ②기적 內 대화ⓐ>

  요한복음 11장 17-27절 말씀

<a> 마르다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b> 말씀(대화)①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c> 말씀(대화)②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러티브 C ②기적 內 대화ⓑ>

  요한복음 11장 28-40절 말씀

<a>마리아, 유대인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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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b>말씀(대화)①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c>말씀(대화)②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러티브 C ③기적-나사로 부활>

  요한복음 11장 41-44절 말씀

나사로의 부활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