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례는 무엇인가 로마서 ( 6:3-9)

올 해 년 월 일 토 에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2019 11 9 ( ) . , 

세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세례 형식이 크게 가지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

수세자에게 간단하게 물을 뿌리는 방식의 '① 살수례 번 뿌림 '( , baptism by sprinkle), 3撒水禮

수세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의 '② 관수례 또는 주수례 번 부음 '( , baptism by effusion), , 3灌水禮

온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의 '③ 침수례 일명 침례'( , ' ', baptism by immersion) 浸水禮

세례를 가리키는 헬라어 밥티스마 는 물에 잠기게 함이란 뜻을 가지고 입니다  ' ' ' '( ) ' ' .β πτισμαά 이렇게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것은 곧 죽음 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 .

골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2:12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에서 행한 침수례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것이며 이것은 중세시대 종교개혁  , 

이전까지 보편적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여기에는 가지 상징적인 사물이 있습니다 물 죽음과 생명을 . 3 . (1) : 

상징 하연 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상징 촛불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도 빛의 자녀가 (2) : (3) : , 

될 것을 의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걸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했습니다 세례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욕심 . , 

부리던 세상 부귀 명예를 비롯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 

나아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 .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점차 많아질 때에 이 세상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 때마다 받아야 할까요 ? ?

고대 교회 사제들과 교인들 중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배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배교한 사제들로부터  . 

받은 세례가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성직자에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지는 당시 성도들에게 ,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나투스파는 배교한 성직자들에게 받은 세례나 직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 .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래서 재세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 어거스틴은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 . 

온 것이기에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 ,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를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 ,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것이며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칼빈은 세례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을 . .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례가 중요합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세례교인 답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세례를 통해  ! ,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로마서 ( 6:3-9)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2. (Worship) ‘ ’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말씀 나누기 로마서 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6:3-9 .

당신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1) ? ?

세례식은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세례식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 ?

초대교회는 침례 후에 무엇을 걸쳤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3) ? ?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4) ? ?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5)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 

우성훈 목사님과 방한영 부장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서    - 

간사 리더 바나바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 , , 

월 일에 있을 중고등부 비전캠프가 성령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 10 25

월 일에 있을 유초등부 홀리윈나이트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 10 31

월 일 토 에 있을 세례식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 11 9 ( )

월 일에 예정된 길찾사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 12 7

청년부에 올라온 신입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장기결석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 

새가족들이 청년부에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 

년 런던순복음교회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