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OKCC “가족 세족식 ”  

세족식은 고난 주간 중 성금요일 전날인 Maundy Thursday(세족목요일)에 진행합니다.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서로 세족함을 통해 (가정) 공동체를 경험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 내용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입니다. 순서와 방법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 

• 전체글을 읽고 순서를 미리 숙지하십시오. 

• 가족 세족식을 위해 준비해 주십시오. (흰수건, 대야, 미지건한 물) 

• 사순절의 테마색에 맞는 보라색 천, 의상, 악세사리등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가족 세족식’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순서 

• 영상 / 세족식 영상 보기 – 둘 중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https://youtu.be/B31ARpfSAr8 (영어) 

https://www.youtube.com/watch?v=plYrqFchbbI (한국어) 

 

• 찬양 / 가족들이 함께 찬양 

https://www.youtube.com/watch?v=6CQf9xOY_IM (내게 있는 향유옥합) 

 

 
 

• 대표기도 / 가족중 (미리 결정하셔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1-17 (John 13:1-7)  자녀들과 영어,한국어를 한절씩 읽으세요. 

              아이들의 연령대와 가정의 상황을 맞추어 자유롭게 포멧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B31ARpfSAr8
https://www.youtube.com/watch?v=plYrqFchbbI
https://www.youtube.com/watch?v=6CQf9xOY_IM


• 질문을 통한 나눔 / 묻고 답하면서 세족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요? Why did Jesus wash disciples' feet?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Jesus washed His disciples' feet to show the example of serving 

and to cleanse their sins that they could have a right relationship with Jesus.)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나요? What did Jesus want His disciples to do?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 죄씻김을 받아 예수님안에 

함께 거하는 한 공동체로 서로를 환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Jesus wanted them to wash 

each other's feet in order to serve one another and to welcome one another as a family 

through Jesus' cleansing their sins.) 

-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What does Jesus want us to do? (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써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을 통해 죄씻김을 받아예수님안에 함께 거하는 한 

공동체로 서로를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Jesus wanted us to wash each other's feet in order 

to serve one another and to welcome one another as a family through Jesus' cleansing our 

sins.) 

 

 

• 가족세족식 /  

-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후,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fter Jesus 

washed His disciples' feet, He told them to wash each others' feet.) 

-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이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섬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이 세족식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As 

we wash each others' feet, Jesus wants us to serve one another and experience the family of 

God through Jesus' cleansing our sins.) 

-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씻김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안에 환대하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s people who are washed by Jesus, we are called to 

serve and welcome each other in God's family) 

- 이 세족의 의미를 기억하며,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By remembering the meaning of this foot 

washing, let us wash one anothers' feet) 

-  

o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의 발을 씻깁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가 아이들의 발을 씻깁니다.) 

o 이후, 어머니가 아버지의 발을 씻깁니다. 



o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의 발을 씻깁니다. 

o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깁니다. 

 

• 함께 기도 / 부모님들이 미리 기도제목을 준비해 주세요. (회개와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등) – 짦은 문장으로  

 

• 축복송 /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면서) / ‘당신’ 이라는 단어 대신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불러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gVyAefaruXI 

 

 

 
 

 

• 다같이 주기도문  (or  사도신경) 으로 마치시면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VyAefaruXI


세족식을 위한 참고  

세족식을 위해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전체 진행을 하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족식(Foot Washing)이란?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 서로에게 겸손과 섬김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 13:14-15) 

  

세족식에는 겸손과 섬김의 의미도 있지만,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구약의 배경 속에서 

세족식은 또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어서 성전 출입을 

하려면 제사장을 비롯하여 모두 정결케 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간다는 

것은 정결의식을 거쳐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족식을 하듯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분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유대인들의 집 주변엔 항상 물두멍이 있어 집에 오는 손님들은 장거리 여행으로 더러워진 

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의미는 우리와 가족이 되었고 우리와 동등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https://youtu.be/L11aniUYocw 

https://youtu.be/L11aniUYoc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