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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묵상� 22�

(9/24/2020,�목)�

찬양:�96(94)(예수님은�누구신가)�

성령님의�조명을�위한�기도:� 다함께�말씀을�읽고�나누고�묵상할�때�주시는�성령님의�조명의�은혜를�간구합

니다.�

말씀읽기:�요한 1서� 5:7-13�

말씀에�대한�이해�

예수�그리스도는�진리되신�성령님께서�증언하신다고�말씀한�요한은�오늘�본문에서도�증언에�관한�가르침을�

주고�있습니다.� �

말씀�속에�담아�주신�메시지�

피와�물과�성령의�증거.�“증거하는�이가�셋이니”(7절)�이라는�말씀은� 6절�말씀에�이어져서�기록되어�있습니

다.�6절에서� “이는�물과�피로�임하신�이시니�곧�예수�그리스도시라�물로만�아니요�물과�피로�임하셨고�증언

하는�이는�성령이시니�성령은�진리니라”고�말씀합니다.�이�말씀에�이어서� 7 절은� “증거하는�이가�셋이니”라

고�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례를� 의미하는� 물과,� 고난을� 의미하는�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를�증거하십니다.�우리는�세례와�성찬을�거행할�때마다�주님의�증거를�보며�믿음을�굳게�합니다.�그리고�무

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가�

영적이며�예전적(Liturgical)이라고�말합니다.� �

이러한�사실을�토대로�해서�보았을�때,� 결국�예수�그리스도에�대한�증거를�계속�경험하는�사람들은�주님을�

믿음으로�세례를�받고�계속해서�성찬에�참여하며�지속적인�성령의�은혜를�입는�사람들이라고�말할�수�있습

니다.� �

요한은�증거하는�이�세�가지는� “성령과�물과�피라”(8절)고�말씀하며,�“이�셋은�합하여�하나이니라”(8절)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은� 이� 셋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SB�에서는�이�구절을,�“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 three are in agreement”라고�
번역합니다. �

“증거하는� 이”라는� 표현에서� “증거”라는� 말의� 원어는� 어떤� 것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님은�증언된�분이십니다.� 예수님은�물과�피에�의해,� 수많은�사람들에�의해,� 수많은�말씀과�기적에�의해,� 정

확하게�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증언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삶도,� 사역도,�

고난과�죽음도,�부활도,�승천도�증언되었습니다.�우리는�증언되지�않은�허상을�믿는�것이�아닙니다.� �

그래서�요한은� 9 절에서� “사람들의�증언”을�언급합니다.�9 절� �만일�우리가�사람들의�증언을�받을진대�하나

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사람들의� 증

언”은�성경에�기록된�수많은�증언들,�그리고�다양한�전도자들에�의한�증언을�의미합니다.�요한은�우리가�사

람에� 의한�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에� 의한� 증언은� 더� 큰� 것임으로� 그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암묵적� 메

시지도�담아�놓았습니다.�우리는�하나님과�사람에�의해�증언되어진�예수�그리스도를�믿고�아는�것입니다.� �

믿는�자는�자기�안에�증거가�있음을�압니다.�10 절� �하나님의�아들을�믿는�자는�자기�안에�증거가�있고�하

나님을�믿지�아니하는�자는�하나님을�거짓말하는�자로�만드나니�이는�하나님께서�그�아들에�대하여�증언하

신�증거를�믿지�아니하였음이라.�주님을�진정으로�믿는�사람은�주님에�대한�증거를�자신의�내면에�가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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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입니다.� 이것은�기본적으로�예수�그리스도에�대한�하나님과�사람의�증언을�그대로�받아들인�것을�의미합

니다.� 동시에� 믿는� 자는� 내면에서� 성령님에� 의한� 증거와� 확신의� 역사가� 계속�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하나님을�믿지�않는�자는�자신이�주님을�받아들이지�않고�거부함을�통해�계속�증

거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어떤� 것을� 증언하는� 사람의� 말

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간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비유적�방법으로�하나님을�믿지�않는�사람의�모습을�묘사합니다.� �

“또�증거는�이것이니”(11절).� 요한은�예수�그리스도에�대한�하나님의�증거의�내용을�구체적으로�가르칩니다.�

11-12 절� � 11.� 또�증거는�이것이니�하나님이�우리에게�영생을�주신�것과�이�생명이�그의�아들�안에�있는�

그것이니라� 12.� 아들이�있는�자에게는�생명이�있고�하나님의�아들이�없는�자에게는�생명이�없느니라.�하나

님의� 증거는�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2)�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것입니다.�그러므로�예수�그리스도를�믿는�자는�그�분�안에�있는�영생을�얻는다는�말씀입니다.�요한

은�믿는�사람에게�주어지는�영생의�은혜를�선포합니다.�13 절� � 내가�하나님의�아들의�이름을�믿는�너희에

게�이것을�쓰는�것은�너희로�하여금�너희에게�영생이�있음을�알게�하려�함이라.� �

요한은�오늘�본문을�통해서도�예수님께서�말씀하신�복음의�핵심을�다시�선포합니다.� 예수님을�믿는�성도는�

예수님�안에서�영원한�생명의�은혜를�누립니다.�하나님은�이것을�증언하십니다.�하나님은�지금도�예수�그리

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분� 안에서� 영생

의�은혜를�누립니다.� �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삼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

나님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증언자로� 삼으시고�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

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전도와� 선교는� 다름� 아닌�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

니다.�마� 24:14� � 이�천국�복음이�모든�민족에게�증언되기�위하여�온�세상에�전파되리니�그제야�끝이�오리

라.� 행� 20:24� � 내가� 달려갈�길과�주� 예수께�받은�사명�곧� 하나님의�은혜의�복음을�증언하는�일을�마치려�

함에는�나의�생명조차�조금도�귀한�것으로�여기지�아니하노라.� �

증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복락

을� 누리는� 우리는� 지금도� 영적� 무지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인�

복음을�어떤�형태로든�전하고�증언하는�삶을�살아야�할�것입니다.� �

�

나에게�주시는�주님의�음성,�주신�말씀을�가지고�드리는�기도,�주신�말씀을�어떻게�실천할�것인가?�

함께�나눌�기도제목�

1.�물과�피와�성령으로�증언된�예수�그리스도에�대한�참된�믿음으로�세상에서�승리하게�하옵소서.� �

2.� 예수님의�제자된�우리는�주님과�복음의�증언자임을�잊지�않고�그�증언의�사명을�잘�감당하도록�도와�주

옵소서.�

3.� 다가오는�미국�대선을�주님께서�주관하여�주시며,� 진정한�통치자�되시는�주님께서�다스려�주셔서�이� 나

라가�말씀�위에�바로�서게�하옵소서.� �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

게�하옵소서(시� 1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