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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오전 11시 (208동 404호)



주일예배 오전 11시

한결같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말씀(The Word)에 관하여

성경 66권 중에서 속뜻(arcana, 秘義, internal meaning)이 있는

성경을 말씀(The Word, 총 34권)이라 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

다. 속뜻은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만 있습니다.

구약 : 창, 출, 레, 민, 신, 수, 삿,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시, 사, 렘, 애, 겔, 단, 호, 욜, 암, 옵, 욘, 미, 나, 합,

습, 학, 슥, 말 (29권)

신약 : 마, 막, 눅, 요, 계 (5권) (AC.10325)

참고로, 서신서들을 비롯, 성경에 포함된 나머지 글들(총 32권, 구

약 10권, 신약 22권)은 말씀을 환히 비추는 조명의 역할입니다.

광고

1. 주간, 월간 동정

① 지방회 지난 9일(목) 오전 11시, 천안 생명샘교회(정치유 목

사)에서 새대전 지방회 6월 정기모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속뜻

22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

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라 (창3:22-24)

오늘 본문은 태고교회 후손들 중 선악과를 범한 네 번째 후손부터

홍수로 멸망한 마지막 일곱 번째 후손들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

들은 비록 그 선조가 천적 인간들이었어도 점점 주님보다 자기를,

천국보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극히 육(肉, corporeal)이 된, 그래

서 거듭남 이전 상태, 곧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즉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천적 영적 선과

진리는 물론, 후대로 갈수록 그나마 세상에서 습득한 요만큼의 자

연적 선과 진리조차 모조리 박탈당한,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라고

도 할 수 없는 짐승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결국 종말을 맞이한, 그

러나 이들은 주님 신앙의 신비가 어떤 건지는 또 알아서 그 와중

에도 계속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여 그것만큼은 주님이 절

대 금하신 그런 태고교회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말씀(The Word)을 아케이나(Arcana, 秘義, 속뜻)로 읽는 교회

주님의 신적 인성(Divine Human)을 시인하는 교회

주님의 새 교회(New Church)를 준비하는 교회

시작 주기도문 다함께

찬송 찬30, ‘전능하고 놀라우신’ 다함께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창3:22-24, AC.298-313 인도자

설교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변일국 목사

찬송 찬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봉헌 권영희 사모

광고 인도자

축도 변일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