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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226호 창립 2013년 9월 1일

2017년 표어 :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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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오전10시30분 QT예배
오전6시(월-금)
오전10시(토)



주일예배 오전10시30분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QT본문, 기도제목

광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주간 동정

① 성탄축하예배(내일 25일 10시 30분)

② 4014 3기 금식 4주차(12/27 17시 t 12/30 17시)

③ 송구영신예배(12/31 23시 30분)

④ 신년사경회(1/1 11시 t 1/5 21시 30분, 시흥영성수련원)

목회칼럼 ‘하나님의 선택, 아들을...’

그제부터 성탄관련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본문(눅1:26-38)으로,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를, 어제는 요셉의 본문(마1:18-25),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에...’를 각각 살피며,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실 분들을 먼

저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준비는 아

름다울 만큼 온전하였고, 놀라웠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의 주인

공이신 우리 주님,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도우신 성령님, 곧 삼위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

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cf. 요3:16),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

음이라...’ 이 일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찾

으신 유일한 방안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쉬운 방법

이 있었을 텐데도, 엄청난 손해, 손실을 감수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교회 되도록

영이 열려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 되도록

날짜 찬송 본문 기도제목

25일(월) 찬125 요1:9-18 2차 4014 40일 금식
4014 지역모임
신년사경회

아름다운 예배처
자정기도회
하나님의 인
하늘재정

후원의 손길들

26일(화) 찬390 시71:1-13

27일(수) 찬484 시71:14-24

28일(목) 찬93 시72:1-11

29일(금) 찬32 시72:12-20

30일(토) 찬408 빌4:4-9

31일(일) 찬301 엡6:10-18

예배부름 요일4:7-10 인도자

찬양 찬113,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다함께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요일4:7-15 인도자

특별찬양 찬106, ‘아기 예수 나셨네’ 목회자 가정

설교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화목제물로’ 변일국 목사

찬양 찬108, ‘그 어린 주 예수’ 다함께

봉헌 변우석 형제

광고 인도자

축도 변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