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죤에게서 가지고 가는 신의 구제의 간단한 계획 
 

소개 
 
요한1서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요한1서 1:8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1서  5:16-17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요한1서  3:6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모든 죄인이다! 
 

2.   우리의 죄악을 위한 비용이 있다! 
 

요한1서  5:19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http://amazinggracebibleinstitute.com/korean/1john.htm


 

요한1서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1서  3:15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3.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죽고 지불했다! 
 

요한1서  4:10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으! 

 

요한1서  4:2-3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1서  5:11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4. 우리는 혼자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의 믿음 및 신망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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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1서  5:14-15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기도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이 기도는 그 분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뿐 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벌을 받기에 합당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제 구원을 위해 오직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 즉 영생의 선물을 감사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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