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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엇이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가
본문: 요한일서 1:1-4 (1 John 1:1-4)
(요일 1:3-4)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인생의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I. 하나님과의 (            )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게 된다

1. 사귐은 공유(Share)하는 것이다 
(시 113: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 사귐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요 15: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요일 5:1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일 1:2하)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II. 하나님과의 사귐은 오직 (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요일 1:1-2)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행 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III. 하나님과의 사귐은 (            )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요일 1:3)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요 17: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체험적인 앎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한다
주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