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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일서 5:13-21 



요한일서 5:13-21 
13.내가하나님의아들의이름을믿는너희에게이것을

쓰는것은너희로하여금너희에게영생이있음을알게

하려함이라

14.그를향하여우리가가진바담대함이이것이니그의

뜻대로무엇을구하면들으심이라

15.우리가무엇이든지구하는바를들으시는줄을안즉

우리가그에게구한그것을얻은줄을또한아느니라



요한일서 5:13-21 
16. 누구든지형제가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죄범하는것을보거든

구하라그리하면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범죄자들을위하여

그에게생명을주시리라사망에이르는죄가있으니이에관하여

나는구하라하지않노라

17. 모든불의가죄로되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죄도있도다

18. 하나님께로부터난자는다범죄하지아니하는줄을우리가

아노라하나님께로부터나신자가그를지키시매악한자가그를

만지지도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13-21 
19.또아는것은우리는하나님께속하고온세상은악한자

안에처한것이며

20.또아는것은하나님의아들이이르러우리에게지각을

주사우리로참된자를알게하신것과또한우리가참된

자곧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것이니그는

참하나님이시요영생이시라

21.자녀들아너희자신을지켜우상에게서멀리하라



요한일서강해

• 1 –하나님과사귐 (로고스, 빛, 회개)

• 2 –세상속의그리스도인 (자녀, 아이, 청년, 아비로의
성숙) 

• 3 –진실된사랑 (미움을사랑으로, 행함과진실함, 성령
의이끄심) 

• 4 –서로사랑하자 (아가페사랑, 증언, 승리) 



하늘에속한그리스도인

• 우리의시민권은하늘에있는지라. 

(빌 3:20)

• 하늘에속한사람 –윈형제 (중국) 

• 요한복음 17:3

• 영생은곧유일하신참하나님과그
가보내신자예수그리스도를아는
것이니이다



1.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
지고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3-15

13.내가하나님의아들의이름을믿는너희에게이것을

쓰는것은너희로하여금너희에게영생이있음을알게

하려함이라

14.그를향하여우리가가진바담대함이이것이니그의

뜻대로무엇을구하면들으심이라

15.우리가무엇이든지구하는바를들으시는줄을안즉

우리가그에게구한그것을얻은줄을또한아느니라



THREE THINGS NEEDED 
FOR CRUSADE

1. Prayer, 

2. Prayer

3. and Prayer 



DAY BY DAY, 
WORLD WIDE 
1965 
- BILLY GRAHAM

• 역경의 시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 번영의 시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랑하거나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 위험한 시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지거나 의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 안전한 시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1.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
지고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3-15

• 요한복음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야고보서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누가복음 11: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2.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6-18

16. 누구든지형제가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죄범하는것을보거든

구하라그리하면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범죄자들을위하여

그에게생명을주시리라사망에이르는죄가있으니이에관하여

나는구하라하지않노라

17. 모든불의가죄로되사망에이르지아니하는죄도있도다

18. 하나님께로부터난자는다범죄하지아니하는줄을우리가

아노라하나님께로부터나신자가그를지키시매악한자가그를

만지지도못하느니라



2.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6-18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 ?



2.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6-18

• 약 5:15-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 눅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2.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6-18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16-18

•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 요일 5:4-5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요일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 영생을소유한사람은그리스도안에서참된진리를
아는사람입니다. (MAN OF TRUTH) 19-21

19.또아는것은우리는하나님께속하고온세상은악한자

안에처한것이며

20.또아는것은하나님의아들이이르러우리에게지각을

주사우리로참된자를알게하신것과또한우리가참된

자곧그의아들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것이니그는

참하나님이시요영생이시라

21.자녀들아너희자신을지켜우상에게서멀리하라



3. 영생을소유한사람은그리스도
안에서참된진리를아는사람입니다.  

• 음식의 신 ; 하지만 인간들은 먹기 위해 살지!

• 섹스의 신 ; 계속 밀고 나가. 타오르는 욕정을 만족시켜!

• 오락의 신 ; TV를 섬긴다고?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 성공의 신 ; 네 인생이잖아,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

• 돈의 신 ; 사실 사람들이 진짜 추구하는 건 나지!

• 성취의 신 ; 다음엔 어떤 분야를 정복해볼까?

• 로맨스의 신 ;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채워줘요!

• 가족의 신 ; 아무도 나와 내 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 ‘나’라는 신 ; 하나님을 섬길까? 나를 섬겨볼까?



요한일서

나는포도나무요너희는가지라그가내안에, 내가그

안에거하면사람이열매를많이맺나니나를떠나서는

너희가아무것도할수없음이라 (요 15:5)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사귐, 사랑이라는 열매, 

서로 사랑함을 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것입니다. 



1.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