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북음 13활

이단원에서 공부할내용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배신당하실 것을 예고동낸 예수

새 계명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

요한복음 13: 1-20을 읽으시오.

유월절에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어린양이 희생되었읍니다
그런데 유월절 그날에 하나님의 어린양인 예수님은 세상의 죄

를 위해 돌아가시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먼저 그는 그의 제자

들에게 교훈을 가르쳤읍니다. 그들은 그의 왕국에서 누가가장

위대한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읍니다. 예수님께서는 진
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

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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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관
습이었읍니다. 또는 한 친구가 다

른 친구에게 그의 발을 씻겨 줌으 I、 ~I
로써 경의를 나태뀌었읍니다.그러 1ι/ ~ι;'\
나 제자들중 아무도 종의 일을 하 / 、\ 샤~~

려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갖Y끼t、
발을 씻겨주.A]않았읍니다 그래 ~....../π풍 {I \\

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씻 ~·====P e 응

겨 주셨던 것입니다.I ~ 、--월5
얼마나 수치스런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너무도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었던 일을 하시고 계

셨읍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보다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종의 위치에 계셨던 것입니다.I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

연 우리 자신을 기꺼이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필
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발을 씻는”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교훈을 가르쳤읍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죄

에서 매일 매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먹는 곳
으로 가기전에 꼭 목욕을 했지만 더러운 길을 걸을때는그들의

발을 더럽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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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을 하는 것과 같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받아

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죄는 영

원히 잊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을 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발을 더럽게 합니다”우리는 해

서는 안되는 일을 합니다. 우리논 전적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

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잘못을 짐지우고 .:v}그것을 씻어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
i‘연구과제

1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에게 봉사해야 한다는샌
을 어떻게 가르치셨나?

a) 그는 종의 위치에 서서 그들의 발을 씻겼다.

b) 그가 어떻게 천국을 떠나서 사람으로 되었는지 말

씀하셨다

c) 그는 음식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2 당신이 버리기를 원동운�단점이 있읍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에 관해 말씀하시오.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신 예수

요한복음 13:21-30 을 읽으시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배신당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읍니

다. 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인 유다가 그를 배신할 것이었읍니

다.유다가 가진 한 가지 문제점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읍
니다. 그는 돈자루를 맡고 있었는데 공금에서 돈을 훔쳤읍니

다. 이것은 사소한 일같지만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적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

님을 팔았읍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즉 그의 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그의 자리를 팔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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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동}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찔
렀도다"(디모데전서6 : 10).~
천 연구과제

“3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나 ?
a) 아니오
b) 예，그러나 누가 그를 배신할지를 몰랐다.
c) 예，그는 유다가 그를 배신할 것을 알았다.

4 당신의 친구들이뚫 너무 사랑빼 그들의 영혼을파
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오.

새 계 명

요한복음 13 :31-35을 읽으시오.

예수님은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
면서 그때에는 제자들이 갈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
하셨읍니다.그들은 이 땅에 머물러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남

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살아갈 것이
라고 말씀하셨읍니다.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
럼 서로 사랑할 것이었읍니다.이것은 우리가 매일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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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연구과제

5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얀 새 계명은 무엇인가 ?
a) 그들은 매일 서로의 발을 씻길 것이다.
b)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c) 그들은 돈 자루에서 돈을 훔치면 안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 할 것에 대한 예고

요합복음 13: 36-38 을 읽으시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선지자인 것
을 배웠읍니다.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것의 예언들을 보여
주셨읍니다.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
시던지 또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하셨읍니다 당신은 예수님
의 예언 몇 가지를 읽었읍니다.그는 자신이 “십자가에못 박

힐것”을말씀하시고 유다가 그를 배신할 것과 베드로가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을 예언하셨읍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했읍니다.
예수님쩨서는 그가 얼마나 약한가를 아시고 그를 위해 기도 하
셨읍니다

fξ=-“‘ 연구과제

6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하리라고 예언뼈나?
a) 교회의 장이 되리라
b) 언제나 예수님께 진실하리라
c)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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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r Ai C~
C그 I=l

1 a) 그는 종의 위치에 서서 그들의 발을 씻겼다.

5 b) 그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3 c) 예，그는 유다가 그를 배신 할 것을 알았다.

6 c) 예수님을 세번 부인 하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