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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떻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누가?

언제?

명령, 구속사역 명령, 영적침례

떡과잔을나눔 물에잠김

신자 신자

자주 한번



침례



회개의 침례 지역 교회의 침례 성령 침례

침례 요한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물로 물로 성령으로

오순절 전 회개한 자에게 오순절 후 믿는 자에게 오순절 후 믿는 자에게

회개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침수하여 침수하여 침령하여

구약의 신자로서
인정됨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을 나타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함



침례, 왜 하는가?



침례, 왜 하는가?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 왜 하는가?
행 2:40-41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
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8:12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
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행 9:18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
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침례, 왜 하는가?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 왜 하는가?
롬 6: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
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
라
고전 12:13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 씻음
(행 22:16; 

히 10:22; 

고전 6:11)

죽음과 새생명
(롬 6:4; 

골 2:12)

교회와의 연합
(행 2:41; 

고전 12:12)



침례, 어떻게 하는가?





침례, 누가 하는가?



침례, 누가 하는가?

1. 누가 침례를 받는가?
2. 누가 침례를 주는가?
3. 누가 침례에 참여하는가?



침례, 누가 받는가?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
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행 2:41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
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행 8: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침례, 누가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누가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누가 주는가?



침례, 누가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누가 주는가? 교회의 대표자가



침례, 누가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누가 주는가? 교회의 대표자가

침례, 누가 참여하는가?



침례, 누가 받는가? 믿는 자가

침례, 누가 주는가? 교회의 대표자가

침례, 누가 참여하는가? 교회가



침례, 언제 하는가?



침례, 언제 하는가?

1. 구원 후 언제?
2. 적당한 나이?
3. 재침례?



주의 만찬



만찬, 왜 하는가?



만찬, 왜 하는가?
눅 22: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
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
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저녁 먹은 후
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
하여 붓는 것이라



만찬, 왜 하는가?
행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
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라 46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0:7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



만찬, 왜 하는가?
고전 11:23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찬, 왜 하는가?
고전 10:16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
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
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떡이 하나요 많
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
함이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기념
(눅 22:19;

고전 11:24-25)

선포
(고전 11:26)

0

연합
(고전 10:16;

11:18-20)



만찬, 어떻게 하는가?



만찬, 어떻게 하는가?

1. 떡과 잔의 종류
2. 나누는 방법과 순서
3. 진행 방식



만찬, 누가 하는가?



만찬, 누가 하는가?

1. 누가 만찬을 집례하는가?
2.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



만찬, 누가 하는가?

1. 누가 만찬을 집례하는가?
2.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
① 믿고 구원 받은 자(고전 10:16)

② 자신을 살피고(고전 11:28)



만찬, 누가 하는가?

1. 누가 만찬을 집례하는가?
2. 누가 만찬에 참여하는가?
① 믿고 구원 받은 자(고전 10:16)

② 자신을 살피고(고전 11:28)

③ 침례 받은 자?



만찬, 언제 하는가?



만찬, 언제 하는가?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20:7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
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