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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7.요일.서론&1:1-4 

Introduction 

 

연도: 주후 85-95  

 

저자: 사도 요한  

1. 어부 (마태복음 4:18-22)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 열 두 제자 중의 한 명 (마태복음 10:13-19) 

“13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16 이 열둘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대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19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3. 삼 대 제자 중의 한 명 (마태복음 17:1-13; 마가복음 5:35-43; 마태복음 26:36-46)  

 베드로, 야고보, 요한 

4. 어머니의 열심 (마태복음 20:21-21; 27:55-56)  

5. 형 야고보, 첫 순교자(사도행전 12:2), 동생 요한, 최장수 사도 (요한계시록 1:9) 

6.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John, the beloved (요한복음 13:23; 20:2; 21:20). 

a. 13: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b. 20:2a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c. 21:18-23 “18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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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7. 우레(thunder)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누가복음 9:51-56) 

 

주제: 사귐과 변화     

1. 요한복음: 구원  과거의 기록 = 예수님의 성육신 + 구원의 사건  

2. 요한서신: 성화(변화)  현재의 경험 = 말씀과 생명 + 사랑의 교제 

3. 요한계시록: 영화  미래의 소망 = 환란과 심판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목적:  

1. 사귐과 기쁨 

2. 죄에 대한 경고 

3.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 

a.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 of Jesus Christ) vs. 가현설(Docetism,그리스도의 영) 

b. 믿음으로 받는 구원(Justification by Faith) vs. 영지주의(Gnosticism, 은밀한 지식)  

4.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3 대 비교: 관계에서 나오는 순종 vs. 불순종 

1. 빛 vs. 어두움 

2. 사랑 vs. 미움 

3. 진리 vs. 거짓 

 

 

생명의 말씀과 사귐 (1:1-4) 

The Word of Life and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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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a. “태초부터 있는(which from the beginning)”   

b. 요한복음 1:1-3 “태초에(in the beginning)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c.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d.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a. 들어본 예수 

b. 목격한 예수 

c. 관찰한 예수 

d. 실존(경험)한 예수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 

3. 목격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 

4.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  전도 

5.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  

 

(1:3-4)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 전도의 이유: 영적인 사귐(교제)  

2. 전도의 동기: 우리 기쁨의 충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