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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요일.4:7-16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4:7-16) 

God Is Love! 

 

(4:7-8)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a. “사랑하는 자들아(beloved)”  사랑받는 자들이여 

b.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let us love one another)”  현재진행형(present active) 

1)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반응  

2)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 서로 사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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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일서 3:11,23; 4:7,11,12)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a.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 사랑의 원천(source) 

b. 사랑은 거듭남(reborn)의 증거다. 

1)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born of God).  관계(birth) 

2) 하나님을 안다(know).  지식이 아닌 친밀함과 경험 

c.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3. 성령의 은사와 열매 

a. 성령의 은사와 다른 지체의 사역(고전 12)  사랑장(고전 13)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12:31)” 

b. 갈라디아서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 

2. 아들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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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 하나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2. 아들을 보내신 목적: 죄를 용서하는 화목 제물(sin offering) 

 속죄(expiation, means which by sins are forgiven)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3. 갈라디아서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 베드로전서 2:24-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당연한 반응  

2. 요한일서 2: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3.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invisible God 

a.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b. 디모데전서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c. 디모데전서 6:15-16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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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2.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화(realization)  

a.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remain, abide, live) 

b.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해진다.(fulfilled, made perfect) 

 

(4:13-15)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 

a. 성령을 통한 경험(13절) 

1) 요한일서 3: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 로마서 5:3b-5  

“3bc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b. 예수님이 구주(Savior)이신 것에 대한 목격과 증언 

1) 요한복음 1:12-18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2)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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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복음 4: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c. 믿음의 시인(고백, confession, declaration)  

1) 로마서 10:8-10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