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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성만찬 설교<1> 『사랑』

<행동A / 『행동+대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0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0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3-6a절 말씀 

  0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0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0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0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요한복음 13장 6b-10a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0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0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0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b-11절 말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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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A>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 ⓑ배신

  요한복음 13장 12-17절 말씀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8-20절 말씀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