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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사무처리회

찬송

찬3 ‘성부 성자와 성령’

천국과 지상 만물 간에도
일종의 상응(相應)이 있다’
‘

시작

주기도

찬송

찬3 ‘성부 성자와 성령’, 찬5, ‘이 천지간 만물들아’

기도

권영희 사모

설교

요15:5, HH.103-115

찬송

찬56, ‘우리의 주여’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다음 주 성찬 다음 주(11/6)는 11월의 첫 주 성찬 있습니다.
② 오늘 사무처리회 오늘은 예배 후 사무처리회 있습니다. 안건은,
‘한결같은교회, 새대전 지방회 탈회 (脫會)’입니다. 신청 사유는
①

지난 주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 축도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
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10

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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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5)
본문과, ‘천국과 지옥’ 책 글 번호 103번에서 115번 글이었습니다.
이 세상 동, 식물 및 광물계 전체가 천국과 상응하는 이유는 자연계는
영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존속하기 때문이며, 이 둘은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사실, 어떤 것이 존속할 수 있으려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한 것과 늘 연결, 생겨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사람을 포함,
자연계의 모든 것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쓰임새,
주님으로 말미암은 쓰임새 때문이라는 것 또한 식물계, 동물계 등의
사례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참으로 상응과 쓰임새 간 귀한 사실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사실 천국과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었
지만 그저 막연했을 뿐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나라에 대해 배울 때,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의 뼈대들을 먼저 배우듯 요 몇 달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큰 틀들,
그 구조와 뼈대 등 설계와 속성에 대해 배우면서 저의 영적 시야가 교
정되며 확장, 생생해짐을 느낍니다.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
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
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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