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 안의 승리 시리즈” 11월 4일 수요 성경 공부

본문: 로마서 6:1-13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
리라.
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
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7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8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0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
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
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
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요한일서 1:9
“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
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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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29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
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
니라.”

A. 은혜는 죄를 짓기 위한

이 아닙니다.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
냐?”
갈라디아서 5:13
“13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
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B. 은혜는 섬기기 위한

입니다.

베드로전서 2:16
“16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
서 행하라.”
에베소서 4:29
“29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 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II.

가 나타내는 바를 기억하십시오.
A. 우리는 그리스도의

과 연합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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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6:6
“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B. 우리는 그리스도의

과 연합하고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4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7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
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55-56
“55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III. 하나님께 대하여

자로 여기십시오.

로마서 6:11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A.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B.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

에 대하여 죽은 자 입니다.
께 대하여 산 자가 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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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6:23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
명이니라.”
요한복음 10:10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4:13
“13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ߙ 오늘 예배를 통해 구원받기로 결단하시거나, 말씀에 반응하여 결단하시는 분들, 혹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661.886.0416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korean@lancasterbaptist.org으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ߙ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안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facebook.com/LBCkm
유튜브 채널 검색: 랭캐스터침례교회 한인사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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