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은교회는 수도원영성으로 천국목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 안내
주일예배

오전10시반

새벽예배

오전5시반(월-금)
오전10시(토)

제7권10호
통289호

주후 2019년 3월 10일
창립 2013년 9월 1일

2019년 표어 : 힘써 천국의 비밀을 알자(마13:11)

교회위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6:24)
변일국 목사
스마트폰 설교듣기

① 앱 DS audio 설치
② 주소: bygrace 계정: cbc 후 로그인 (※ 패스워드는 없음)
③ 메뉴(좌측상단) - 라이브러리 - 폴더 - 한결같은교회

34006 대전 유성구 와룡로136번길 75 (봉산휴먼시아) 208동 404호
010-3412-9201, bygrace.byun@gmail.com, bygrace.kr

주일예배
예배부름
히6:10
찬양
찬17, ‘사랑의 하나님’
기도
본문
히6:1-12
특별찬양 찬297, ‘양 아흔아홉 마리는’
설교
‘우리를 아시는 주님’
찬양
찬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봉헌
광고
축도

오전10시반
인도자
다함께
권영희 사모
인도자
목회자 가정
변일국 목사
다함께
변우석 형제
인도자
변일국 목사

한결같은교회 기도제목
주님의 성품을 붙들고자 애쓰는 교회
천국수도영성을 붙들고 건전한 금욕에 힘쓰는 교회
천국은 어떤 곳인지 힘써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회
날짜
11일(D2)
12일(D3)
13일(D4)
14일(D5)
15일(D6)
16일(D7)
17일(D1)

QT본문, 기도제목
찬송 본문
기도제목
찬546 히6:13-20
성무일과
수도목회
찬446 히7:1-10
아파트
찬488 히7:11-22 유튜브 전도
설교
찬135 히7:23-28
자녀들
찬80 히8
천국목회
찬282 히9:1-10 혈연, 지인들
찬251 히9:11-22 후원의 손길들

광고
1. 거제도 방문 연기 거제도 변준석 형제 방문 계획이 연기되어
오늘 주일예배는 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유튜브 설교 공유 오늘로 유튜브 사역 100일째를 맞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 공유가 다음 단계(‘공개’ 모드로 전환, 현재는 ‘미
등록’ 모드로 제공)를 앞두고 준비 중입니다. 한결같은교회 유
튜브 설교 채널 주소는 https://bit.ly/2ThtRZ7 입니다.
‘천국이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사람 모습인 것은
목회칼럼
주님의 신적인성(神的人性)에서 비롯된다‘
‘It Is from the Lord’s Divine Human
That Heaven as a Whole and
in Part Reflects Man’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이시다.
2. 주님의 신성(the Divine)이 천국을 이룬다.
3. 천국은 무수한 사회공동체(society)로 구성되고 각 공동체
는 작은 형태의 천국이며 각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다.
4. 천국 전체는 모두 합쳐 한 사람 모습이다.
5. 천국의 각 공동체도 한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다.
6. 따라서 각 천사도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다.
...천국의 모든 천사들은 결코 신성을 사람 형상 외의 다른 존재로
지각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은 다른
식으로는 신성을 생각할 수도 없다...‘ 과연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
니다. 오직 주님의 신성, 주님의 빛으로라야 이런 모든 기록과 서
술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