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마음열기   

(한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 220장)” https://www.youtube.com/watch?v=K3rvZuRxDUM

“여호와께 돌아가자” https://www.youtube.com/watch?v=eoDsJr7LF-0

2. 기도  기도자

3. 본문읽기  요한복음 13:34-35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4. 삶의 나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준 좋은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5. 지켜야 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 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

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 이제 주 예수님과 일치되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흘러 넘치게 하겠

습니까? 자연적인 사랑이든 영적인 사랑이든 사랑은 공급을 받아 개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

은 나의 최고봉 – ‘훈련해야 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주십니다. 이 사실

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인 이유는 평범한 본능적인 사랑이 아닌 자기희생이란 높은 차원의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사랑은 우리 

서로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할 뿐 아니라, 이 사랑이 담장 밖으로 흘러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본문 배경 

요한복음 13장은 후반부 전체의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이루어야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후반부의 시작으로 고난주간의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석

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찬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남은 열한 제

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제

자들이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 생활의 본질인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시는 고별 메세지입니다. 

뉴저지초대교회 온라인 순모임 

제 6 과 (2021년 6월)

여호와께 돌아가자
: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https://www.youtube.com/watch?v=K3rvZuRxDUM
https://www.youtube.com/watch?v=kdFH0iSBU9I


7. 본문 속으로 

1) 가룟유다의 배반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이었나요? (34절)

2)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35절)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34절, 요한일서 2:7-11) 

4) 왜 세상 사람들은 성도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인줄 알게 될까요?

8. 삶 속으로 

1) 예수님의 새 계명을 적용하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을 그에게 실천하기 위해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 우리 순(나) 혹은 교회가 담장을 넘어 예수님의 새 계명을 보여주기 위해 믿지 않은 이들과 지역 사회에 어떤 일을 해 보면 

    좋을까요?  

1.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 삶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2. 뉴저지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순이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