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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요일 5:1-21 

 

참된 증거 (5:1-21) 

True Testimony 

 

(5:1-4) 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1.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a. 맞는 증거 

1) 예수님이 몸(육체)로 오셨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야)로 태어나셨다. 

3)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거듭남(born-again, born of God) 

b. 틀린 증거 

1) 그리스도는 영이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became). 

3)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4) 숨겨진 지식(진리)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2.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5:1b)”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5:3ab)” 

a.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5:2a)” 

1) 하나님의 자녀(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줄 앎 

2)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 

b. “그(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5:3c)”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5:4a)”  

a.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5:4b)” 

b. “세상”  세상의 생명 없는 철학과 타락한 시스템(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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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 “세상을 이기는 자(5:5)” 

a.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5:5a)” 

b.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5:4a)” 

c. “우리의 믿음(5:4b)” 

2. 사람의 증거: 예수님은 누구신가?(5:5)  

a. “물과 피로 임하신 자(5:5)”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육체로 오신 분  

b. 진리이신 성령이 증거하신 분 

1) 세례 요한의 증거 (요한복음 1:2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2)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와 제자들의 증거 

c.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5:8)” 

1) “이 셋은 일치합니다” (표준새번역) 

2) “the three are in agreement” or “all three agree” 

3) 성령과 물(세례)과 피(희생)가 다 동의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3. 하나님의 증거 

a.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크다.(5:9) 

b.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 (세례와 변화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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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믿음의 증거 

a. 내적인 증거  

b.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듬 

 

(5:11-12)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 다른 증거 

a.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  

b.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음 

c.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생명이 있음 

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 생명이 없음 

2.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 서신을 쓴 목적: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 

2. 서신을 쓴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이 있는 줄 모름 

3. 불확신의 이유: 믿음과 순종의 불일치(in disagreement)  

 

(5:14-15)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 기도의 확신 

2. 담대함 

a.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  들으심  

b.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확신  구한 것을 주신다는 확신  

 

(5:16-17)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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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형제면 구하라  생명을 주심(회복) 

2. 사망에 이르는 죄 

a. 간음, 살인, 우상숭배, 배교(apostasy)  

b. 구하라 하지 않겠다는 사도 요한의 입장 

3.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5:17)” 

 모든 불의(unrighteousness, wrongdoing, evil, injustice)는 죄다. 

 

(5:18-20) 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1. 범죄가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없는 이유 

a. 거듭난 새로운 삶 

b.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죄가 있는 곳에 악한 자가 역사함 

c. 두 다른 세계의 주권자와 영역 

d.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5: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