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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요일.2:7-17 

 

같은 계명 (2:7-17) 

That Same Commandment 

 

(2:7-8)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a. 새로운 옛 계명: 사랑하라. 

b. 신명기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c. 마태복음 22:37-40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d. 누가복음 10:25-28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e. 요한복음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a.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로운 옛 계명에 대한 적용 

b.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true in Him and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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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a. 지나가는 어두움과 비치는 참빛  

 위치에서의 관점 

b. 관계에서 오는 과정(transition) 

1) 요한복음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c.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transformation) 

1) 골로새서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2) 베드로전서 2: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9-11) 9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 빛 가운데 있다. =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2. “거리낌(ska,ndalon)”  

a. 헬라어: "a trap or snare laid for an enemy" and “with a springing device" 

b. 신약: 은유적인 표현 “걸림돌(a stumbling block)” “시험(offense)” 

c. 죄의 원인, 죄를 짓게 하는 경우(기회), 문제를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 

d.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죄와 시험으로부터 스스로는 보호하는 길이다. 

3. 형제를 미워하는 자 = 어두움에 있다.  

a. 어두움에서 행한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  

b. 어두움이 보지 못하게 한다.  

4. 로마서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2:12-14)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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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 신앙의 성숙 단계  

a. “아이들(자녀들)”  초신자  

1) 죄 용서함 받은 자 

2) 하나님 아버지를 안 자  

b. “아비들”  영적인 지도자 

1)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 x 2 

2) 신앙의 연륜과 깊이(성숙)이 있는 자 = spiritual fathers 

3) 고린도전서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c. “청년들”  실전에 있는 자 

1) 강한 자 vs. little children 

2)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살아있는 자 

3)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x 2 

4) 요한계시록 12:9-11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2. 성장을 위한 요소들  

a. 용서(forgive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b. 지식(knowledge): 하나님의 말씀 

c. 경험(experience): 승리  

 

(2:15-17)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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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 

a. 세상과 세상의 있는 것들을 사랑 vs. 우리 안의 아버지의 사랑  

2.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 = Not from the Father 

a. 육체의 정욕(desires of flesh)  몸의 요구 

b. 안목의 정욕(desires of eyes)  문화 

c. 이생의 자랑(pride of life)  소유 

3. 미래에 대한 결론 

a. 세상  심판 

b. 정욕  지나감 

c.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