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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표어 : 창세기를 읽자, 아케이나로 읽자(시119:18)

교회 위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18, 개역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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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9-10, AC.2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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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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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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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당예배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 박희준, 김미경 선교사님
만 3년 걸려 세우신 ‘Aoloco Team Church’ 교회 헌당예
배가 지난 19일(목)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있었습니다.
② 장례 지난 20일(금), 평책사 신대균 목사님(하인교회 담임)
모친상(고 김정희 권사, 향102세) 입관예배 있어 사모와 함
께 경기도 양평 양서농협장례문화원에 조문 다녀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속뜻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
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3:9-10)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일단은 주님의 저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둘째, 선악과 범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은, 남자는, 남편은 늘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고, 주님 주시는
퍼셉션으로 자신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다 하기! 이렇게 하여
오늘 ‘네가 어디 있느냐’ 외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께 복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
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