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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2서 1:13

요한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고 있으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그 진리 때문입니다.
3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4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진리를 좇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5 사랑하는 부인이여,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것은 내가 새로이 써 보내는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계명입니다. 6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 속이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8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여, 우리가¶ 얻으려고 애써 온 것을 잃지 않고, 받아야 할 상을 다
받도록 하십시오.
9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 안에 머무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10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마십시오. 11 그런 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2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얼굴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그대의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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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로 여기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킬 수 있다. ‘장로’ 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가리키나,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도자를 뜻할 수도 있다(딛 1:5).
†1:1 부인 단순히 여자를 뜻할 수도 있지만, 이 편지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부인이 교회를 뜻한다면, ‘그의 자녀들’ 은 교우들을 뜻하게 된다.
‡1:1 진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또는 ‘기쁜 소식’.
¶1:8 우리가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