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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요일.4:1-6 

 

하나님께 속한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4:1-6) 

The Spirit of God and of Anti-Christ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1. “영을 다 믿지 말고” 

a. 모든 영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음 

b. 영적인 것이고 “사역자”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부탁 

2.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a. 분별하라(dokima,zete): to prove, approve, test, examine 

1)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  

b. 고린도전서 12:4-11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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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diakri,seij)  

the acting of passing judgment, distinguishing, ability to discriminate  

2)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  

c. 에베소서 4:13-14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a. (적은 하나님의) 선지자 vs. 많은 거짓 선지자  

b. 하나님의 말씀 vs.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  

c. 신명기 13:1-3 “1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2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3 너는 그 선지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d. 신명기 18:20  

“만일 어떤 선지자가 1)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2)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e. 예레미야 23:16-17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1)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2)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f. 베드로후서 2:1-3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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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요한계시록 16:13-14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h. 요한일서 2:18-19 

“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i. Carton Pearson, Rob Bell  

j. 마태복음 7:15-20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4. 거짓의 영  거짓을 증거  

5. 자신과 다른 신을 증거  안상홍,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6.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증거   

7.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8. 고린도후서 4:1-6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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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1. 하나님의 영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b. 예수님의 인성(사람)과 신성(하나님)  the humanity and deity of Jesus 

2.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a. 예수님의 정체성  나의 구원과 연관  

b. 성육신(Incarnation)  

c. 십자가의 사건  구원과 신앙의 영향  

d. 거짓 =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   

하나님을 사랑한 한 인간 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구세주가 되었다.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1.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 

2. 이들의 소속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확인 

3.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승리  

4. 누가 더 큰 자인가? (성령님 vs. 적그리스도) 

 

(4:5-6)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 소속이 언어와 이해를 결정한다. 

a.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듣는다. 

1) 요한복음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b.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1) 하나님을 알면 믿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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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변한다. 

2.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a. 요한복음 10:3-4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b. 요한복음 3:16-21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c. 진리의 영 vs. 미혹의 영  

1) 영이 사람속의 관심을 이끈다. 

2) 나의 영과 소속이 어떤 영을 따를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