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같은교회는 수도원영성으로 천국목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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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53호 주후 2017년 12월 31일

통227호 창립 2013년 9월 1일

2017년 표어 :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막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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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10시30분 매일예배
오전6시(월-금)
오전10시(토)



주일예배 오전10시30분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QT본문, 기도제목

광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주간 동정

① 송구영신예배(12/31 23시 30분)

② 신년사경회(1/1 11시 t 1/5 21시 30분, 시흥영성수련원)

③ 신년예배 및 주의 만찬(1/7 2018년 첫 주일예배)

④ 1/2-1/5 새벽예배는 사경회 관계로 쉽니다.

⑤ 4014 3기 금식 5주차(1/3 17시 t 1/6 17시)

목회칼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자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위로부터 저의 몸속으로 제 몸

의 크기와 똑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꽉 차게 들어오는 것이었

지요. 다시 말해서 의지와 정욕이 툭 떨어지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부터 손끝이나 발끝까지, 즉 몸 전체에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치 바위덩어리가 몸속에 들어온 것과

같이 내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을 비롯해서 몸 전체가 신

비로운 평강의 능력으로 꽉 찬 상태가 되더군요. 그 경험은 마치

제 몸이 신비로운 생명과 평강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었는

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2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 된 경험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

주를 입는 경험이었지요...’ 병상의 증거자 공용복 선생(1947-2005)

의 ‘보화가 담긴 질그릇’ 중 ‘미궁에서 전신갑주’ 부분입니다. 하나

님의 전신갑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고백과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확실히 어떤 다른 상태, 곧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완전무장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도 더욱 연단과 성결에

힘써 하늘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교회 되도록

영이 열려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 되도록

날짜 찬송 본문 기도제목

1일(월) 찬552 잠3:1-12 4014 금식
성결(聖潔)
수도원교회
신년사경회

아름다운 예배처
지극히 작은 자
하늘재정

후원의 손길들

2일(화) 찬220 롬12:9-21

3일(수) 찬324 고전1:1-9

4일(목) 찬80 고전1:10-17

5일(금) 찬497 고전1:18-25

6일(토) 찬94 고전1:26-31

7일(일) 찬191 고전2:1-9

예배부름 엡6:10-13 인도자

찬양 찬33, ‘영광스런 주를 보라’ 다함께

기도 변준석 형제

본문 엡6:10-18 인도자

특별찬양 찬301,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목회자 가정

설교 ‘하나님의 전신갑주’ 변일국 목사

찬양 찬554, ‘종소리 크게 울려라’ 다함께

봉헌 변우석 형제

광고 인도자

축도 변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