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휴스턴 서울교회/2020 년 7 월 3 일  

 

요한 2 서 & 요한 3 서 개요  

 

1. 저자:  요한 2 서와 요한 3 서의 첫 구절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장로인 나”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봅니다. 장로는 원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자신들을 장로라 부르기도 하였고 

(베드로전서 5:1)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기도 하였는데 (사도행전 11:30), 장로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과 목양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17). 요한 2 서와 요한 3 서는 주후 85-

95 년 사이에 적혀졌다고 보는데, 사도 요한은 그 시기에 에베소 지역 근처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2. 목적과 배경: 요한 2 서와 요한 3 서는 전형적인 편지 형식에 따라 인사, 본문, 맺는 

인사의 순서로 쓰여졌고, 길이가 각각 한 장으로 짧은 글입니다. 요한 2 서를 받는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 (요한 2 서 1 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교회는 여성형이고 사도 요한은 다른 글에서도 교회를 “신부 (bride)” (요한계시록 21:2, 9)로 

표현하고 있어, 이 편지는 한 개인보다는 한 교회의 회중에게 보낸 편지라고 봅니다. 맺는 

인사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요한 2 서 

13 절)이라고 적고 있는데,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 서는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 (요한 2 서 7 절)들을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속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한 2 서 7 절)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요한 1 서에서도 

강조 하였듯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들과 함께 사셨음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요한 1 서 4:14). 

 

요한 3 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 말년에 

돌보던 소아시아에 있는 한 교회의 성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라고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한 3 서 5-8 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악한 행동과 말을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하고 보살펴 주었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3. 주요 내용 

 

요한 2 서: 

1) 사랑과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 요한은 요한 1 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과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 서 6절) 

2) 진리 안에 머물러라: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시인하는 

것이기에 요한은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요한 1 서 4:2)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요한 2 서 9-10 절). 

 

요한 3 서: 

1)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속한 교회를 다녀 온 순회 전도자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 (요한 3 서 7 절)로부터 가이오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돌보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이오가 충성스럽게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 (요한 3 서 8 절)으로 살아가고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대함으로써 진리에 협력하게 된다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2) 피해야 할 디오드레베의 예: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고 또 요한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 헐뜯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