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서로 사랑하여라”
(You Love One another)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 눈에 난 내 사람인걸 알았죠

내 앞에 다가와 고갤 숙이며 비친 얼
굴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죠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

대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봐요

그대에겐 늘 좋은것만 줄께요
웬일인지 낯설지가 않아요

설레고 있죠 내 맘을 모두 가져간 그
대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잘 견뎌냈기에

좀 늦었지만 그대를 만나게 됐나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요 13:34-35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
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Jn 13:34-35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신 6:24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
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
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
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
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Dt 6:24 And the LORD commanded us to 
do all these statutes, to fear the LORD 
our God, for our good always, that he 
might preserve us alive, as we are this 
day.



신 10:13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
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
니까?

Dt 10:13 and to keep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for your good?



요 13:34-35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
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Jn 13:34-35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요 13:31-32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
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
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
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Jn 13:31-32 When he had gone out, Jesus said,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and God is 
glorified in him. If God is glorified in him, God 
will also glorify him in himself, and glorify him 
at once.



요 13: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
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
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Jn 13:21 After saying these things, 
Jesus was troubled in his spirit, and 
testified, "Truly, truly, I say to you, 
one of you will betray me."



요 13:27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Jn 13:27 "What you are going to do, do 
quickly."



요 13:34-35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
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Jn 13:34-35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요 13:13-15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
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
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Jn 13:13-15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so I am. If I then,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I have 
given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just as I have done to you.



요 13:16-17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
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
이 있다.

Jn 13:16-17 Truly, truly, I say to you, a 
servant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a messenger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If you know these things, 
blessed are you if you do them.



쿼바디스



요 13:34-35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
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
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
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Jn 13:34-35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