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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요일.3:1-12 

 

하나님의 자녀와 죄 (3:1-12) 

Children of God and Sin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하심 

a. 베푸사(to bestow, give)  수혜자 

b. 로마서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graciously, freely)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c. 잘 받아서 흘려 보내는 사람: 통로  

2.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 

a. 누가 불렀는가? 하나님과 크리스챤 vs. 세상 

b. 크리스챤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  

1)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봄  

2) 하나님을 모름  우리를 모름  

3. 어떠한 사랑으로 = what kind, or manner, of love  

a.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b. 로마서 8:37-39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2-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 하나님 자녀들의 장래  주님 같음  

2. 주님의 나타나심(재림)  주님과 같이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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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빌립보서 3:20-2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b. 고린도전서 15:50-52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3. 주님과 같이 변해야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음  

4. 주를 향한 소망 

a. 그의 깨끗하심 = 거룩하심(a`gno,j)  

b. 자기를 깨끗하게 함(to purify, cleanse)  현재 진행형 

c. 고린도후서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1. 죄를 짓는(practice, 행하는) 자는 불법(lawlessness, 무법)을 행한다. 

2. 죄는 불법이다.(Sin is lawlessness.) 

3. 죄를 짓는 자가 죄인이고 불법을 행한다.  

 

(3:5)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1.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  죄를 없애려고[to take up (or away) sin] 

a. 시편 103:10-14  

“10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b. 이사야 44:22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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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미가 7:18-20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d.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a. “In Him there is no sin.” 

b. 고린도후서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c. 베드로후서 2: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3.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 요한복음 3:16-1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1.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현재 진행형 

2. 죄를 계속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본적도 안적도 없는 사람이다. 

 

(3:7-9)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 “자녀들아”  초신자들 

2.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속이지) 못하게 하라 

3.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운 자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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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한 자  (계속) 죄를 짓는 자  

5. 예수님의 나타나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6.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거듭난 자, born-again)  (계속) 죄를 짓지 않음 

a. 하나님의 씨가 안에 거함  

b. 하나님께로부터 남 

 

(3:10-12)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 하나님의 자녀들 = 서로 사랑함 

2. 마귀의 자녀들 = 하나님께 속하지 않음 

a. 의를 행하지 않음  

b.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 

예) 죄(시기)에서 시작된 가인의 살인 = 아벨의 의로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