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같은교회는 수도원영성으로 수도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모임 안내

교회위치

스마트폰 설교듣기

① 앱 DS audio 설치

② 주소: bygrace 계정: cbc 후 로그인 (※ 패스워드는 없음)

③ 메뉴(좌측상단) - 라이브러리 - 폴더 - 한결같은교회

제6권15호 주후 2018년 4월 15일

통242호 창립 2013년 9월 1일

2018년 표어 : 여호와께 성결(聖潔)(출28:3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6:24)

변일국 목사

34006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5 (봉산휴먼시아) 208동 404호

010-3412-9201, bygrace.byun@gmail.com, bygrace.kr

주일예배 오전10시15분
새벽예배 오전5시50분

토요예배 오전10시



주일예배 오전11시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예수장이길잡이, 기도제목

광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예승교회 예배 오늘 예배는 신성동 예승교회(담임 성미영 전도

사)에서 드립니다.

2. 주간, 월간 동정

① 바이블 아카데미 6기(4/18 오전 10시 반, 샘솟는교회)

② 4014 4기 3주차(4/18 수 17시 t 4/21 토 17시)

③ 4014 지부금요기도(4/20 금 오후 1시 반, 금남교회)

④ 4014 지부월례모임(4/23 월 오전 10시, 만나교회)

목회칼럼 ‘개척교회 가족, 혈연의 역할’

오늘 방문,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는 신성동 예승교회 성미영

전도사님은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십니다. 기도가 맑고

깨끗하여 가끔 영안이 열리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지요.

큰 교회 부사역자로 오래 섬기시다가 2016년, 교회를 개척, 오늘에

이르고 있는 분이신데 참 이상한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전도사

님의 교회개척을 거의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또한 양

가의 첫 목회자요, 교회임에도 일체의 후원이 없는, 저 또한 그렇

고... 주위 거의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다들 동일한 상황

들임을 볼 때, 여기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아주 놀라운 비

밀이 숨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 일로 더욱 더 낮아

지게 되었고, 거의 강단에서 살다시피 주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전도사님 본인은 겸손하시지만, 주님이 기가 막히게 빚고 계

심을 우리는 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혈연은 단지 쓰임을 받

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 역할이 끝나 가족구원이 시

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결(聖潔)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힘쓰는 교회 되도록

명령과 선포, 부르짖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날짜 찬송 본문 기도제목

16일(D2) 찬67 12장, 아멘 4014 지부금요기도
성결

수도원교회
예배처

장자권 새벽예배
전도

지극히 작은 자
후원의 손길들

17일(D3) 찬445 13장, 찬양

18일(D4) 찬295 14장, 기도

19일(D5) 찬425 15장, 주일성수

20일(D6) 찬70 16장, 십일조

21일(D7) 찬290 사48:1-11

22일(D1) 찬430 사48:12-22

예승교회 예배
(담임 성미영 전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