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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9.요일 4:17-21 

 

온전히 이룬 사랑 (4:17-21) 

Perfected in Love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의 목적 

a. 온전히 이룬 사랑: God is love.  God loves.  We love God and other people.  

b.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짐   

1) 요한일서 2: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c. 행동에 대한 심판:  

1) 요한복음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 고린도후서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2.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a. 새번역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b.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범  

1)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  

2) 세상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3) 세상의 심판  구원(사랑)의 완성과 영광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  

사랑  담대함(boldness, confidence) 

2. 그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못함 

a.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fo,boj)  경외(reverence) 

1) 사도행전 9: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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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린도후서 5: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3) 고린도후서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4) 에베소서 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b. 두려움(fear or terror)  

1) 요한복음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2) 요한복음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 로마서 8:12-17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c. 사랑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음 

3.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음을 증거 

a. 두려움의 이유 1: 범죄(sin) 

1) 창세기 3:9-10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b. 두려움의 이유 2: 심판(judgment) 

1) 히브리서 9: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 로마서 2: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c. 두려움의 이유 3: 정죄(condem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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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서 8:1-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d. 두려움의 이유 4: 형벌(punishment)  

e. 행위의 부족 

1) 사랑의 실천 

2) 사랑을 막는 것 = 세상 사랑 + 자기 사랑(차별적인 사랑) 

 

(4:19-21)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1. 내리 사랑의 법칙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 

2. 흘러가는 사랑의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함 

3. 사랑의 흐름을 막는 불법  미움  

a. 고백과 행동의 불일치  거짓말하는 자  

1) 요한일서 1: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 요한일서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3) 요한일서 2:4-6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4) 요한일서 2:9-11  

“9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b.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불순종  

c.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