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결같은교회는 수도원영성으로 천국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 안내

교회위치

스마트폰 설교듣기

① 앱 DS audio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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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메뉴(좌측상단) - 라이브러리 - 폴더 - 한결같은교회

제7권3호 주후 2018년 1월 20일

통282호 창립 2013년 9월 1일

2019년 표어 :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마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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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10시반 새벽예배
오전5시반(월-금)

오전10시(토)



주일예배 오전10시반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QT본문, 기도제목

광고

1. 주간, 월간 동정

① 목사님 4014 금식, 2018. 12. 31 17시 - 2019. 4. 16 17시

목회칼럼 ‘천국은 두 나라로 구분되어 있다’

천국칼럼 네 번째. ‘...이 천적 천사들이 지혜와 영광에 있어 다른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신적 진리를 생활 속

에 직접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신적 진리를 듣자마자

그것을 의도하고 행하며, 결코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옳은지 그

른지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진리를 들으면 주의 입류에

의하여 즉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주님은 사람의 의

지 속으로는 직접 들어가시고 생각 속으로는 의지를 거쳐 간접적

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선 안으로는 직접 유입하시고

진리 안으로는 선을 거쳐 간접적으로 유입하신다... 실로 모든 진

리는 사람의 의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선으로 바뀌어 사랑 안에

심어진다. 그러나 그냥 기억과 생각 안에만 머무는 진리는 선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없으며 그 사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왜

냐하면 사람은 그 의지와 의지에서 비롯된 사고능력으로 인해 사

람인 것이며, 의지를 떠난 사고능력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

님을 더 내적으로 사랑하는 천사들, 천적 천사, 주님을 덜 내적으

로 사랑하는 천사들, 영적 천사, 이렇게 천국은 두 나라로 구분된

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게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

도 않고 주님 말씀이라면 바로 받들고 싶은 사람은 천적 천사에

가깝고, 일단 살핀 후, 동의가 되면 움직이는 쪽이라면 영적 천사

에 가깝겠지요. 천국은 이렇게 두 나라로 구분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자 애쓰는 교회

천국수도영성을 붙들고 건전한 금욕에 힘쓰는 교회

천국은 어떤 곳인지 힘써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

날짜 찬송 본문 기도제목

21일(D2) 찬393 막8:1-13 4014
새벽예배
성무일과
아파트 전도
자녀들
천국목회
혈육, 지인들
후원의 손길들

22일(D3) 찬366 막8:14-26

23일(D4) 찬341 막8:27-9:1

24일(D5) 찬288 막9:2-13

25일(D6) 찬369 막9:14-29

26일(D7) 찬452 막9:30-37

27일(D1) 찬342 막9:38-50

예배부름 막7:27-30 인도자

찬양 찬10, ‘전능왕 오셔서’ 다함께

기도 변준석 형제

본문 막7:24-30 인도자

특별찬양 찬29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목회자 가정

설교 ‘이 말을 하였으니’ 변일국 목사

찬양 찬542,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함께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인도자

축도 변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