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상식(10)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다. 그래 세례 요한은 자기에
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여러 번 말렸다.(마 3:14)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며(마 
3:15)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
고 뭍으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 설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본다.  
   첫째,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 받는 일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죄인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
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옳지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니다.   
   둘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세례 받는 그 자리에 죄 없으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
셔서 자기 백성의 그 자리에 서신 것이다. 죄가 없으시니 회개하실  것이 없
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로서 자기 백성이 받
아야 하는 죽음(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과 새 생명(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의미)을 체험하시려 자기 백성과 같은 자리
에 서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대답이다. 
   화란 개혁주의 주석가 레이우원(C. van Leeuwen)도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수의 메시아 의식 행동과 메시아 의식의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즉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 백
성과 하나로 여기시고 그들의 심판과 죽음에 들어가시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
신 것이다. 동시에 이로써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부름을 인정하며 또한 오실 
자에 대한 그의 증거를 인정하신 것이다.”(*)
   
< 문서선교헌금 2015년 7월 >
한준기(가주열린교회) 오종필(우림교회) 백형순 송희영 김상정(얼바인한인교회) 
윤해규(새벽이슬교회) 송진엽 조남정 신명철 이상근 정지호 정도량 최학량 

    
                  w w w .the tru th lig h thouse .o rg
                

       개혁신앙 < 33호 > 발행인 정은표 발행일 2015년 8월 1일 

                  발행처  월간  개혁신앙 idaho_jesus@hotmail.com 

                1816 Crested Bird Irvine, CA 92620 (208)921-5336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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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풍랑에 배 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렴 없네 두렴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 저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렴 없네 두렴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녘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렴 없네 두렴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 �

   표지설명 /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 달라고 부르짖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즉시 잔잔케 하신(마 8:24-27) 사건을 현대화 한 그림이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의 교회도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풍랑도 능히 헤치고 나아갈 것이다.    

한국 교회를 살릴 최후 보루

   한국의 ‘개혁신학포럼’이 주최한 ‘칼빈주의 특별강연’에서 
김향주 석좌 교수(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19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북미 교회의 저항을 소개했
다. 이어 세계 2차 대전 후 사회 전반에 퍼졌던 도덕적 해이
에 맞선 근본주의가 북미 교회에 나타났고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복고주의 경향도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현대 미국 개혁교회의 경향을 ‘50년 전 미국 신학교 교육이 교회
로 이전한 결과’로 평가했다. 김향주 교수는 “현재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
는 강해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같은 종
교개혁자들의 신앙에 서서 성경 본문 내용을 잘 풀어 설교하는 교회들이
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미국 교회의 신앙을 전수받은 한국교회는 오히려 자유주의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김향주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교회 안에 극복해야 
할 두 가지 신학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그는 이성주의적 자유주의와 
신비주의적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향주 교수가 지적한 이성주의적 자유주의는 공개적으로 성경 무오를 
부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교 내용은 자유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용주의적 기독교인의 삶을 강조하며 또 보수주의
를 외치면서도 교리 무용론을 주장하는 모순을 스스로 보이고 있는 점이
라고 했다. 
   신비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신비주의를 주장하게 되면 주관주의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성경의 계시를 무시하게 된다.”고 했다. “21세
기 한국 교회는 근시안적 축복, 이성주의적 자유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적 
은사운동이 어우러져 개혁신학 운동은 이름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신앙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최후 보루’
라고 진단했다. 개혁신앙의 확산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개혁교회에 
대한 정보를 성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한 그는 “철저한 개혁신학교육
을 통해 준비 된 목회자를 배출하고 개혁주의 신조와 신앙고백 교육을 통
해 성도들에게 개혁신앙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 정형권 기자  
출처 / (한국) 기독신문 1975.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