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1호(524)  2020.8.2. 

1. 사라/유니아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오전 9시

2.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 주일현장예배 재개가 기술적 보완을 위해 연기 되었습니다.

4. 8월 정기당회 (8/9)

8/03 (월) 고린도전서 1:10-17 예레미야 4-6 

8/04 (화) 고린도전서 1:18-25 예레미야 7-9 

8/05 (수) 고린도전서 1:26-31 예레미야 10-12 

8/06 (목) 고린도전서 2:1-5 예레미야 13-15 

8/07 (금) 고린도전서 2:6-16 예레미야 16-19 

8/08 (토) 고린도전서 3:1-9  예레미야 20-22 

8/09 (주) 주일설교본문 예레미야 23-24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 요한복음 4장 24절 ……………………  사회자 

 예배기원 ………………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     다함께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9장 ………………………………… 다함께 

 교 독 문 ……………… 29번 (시편 130편) ………………………       다함께 

 사도신경 …………………………………………………………………    다함께 

 광    고 …………………………………………………………………  사회자 

성경말씀 …………… 마가복음 7장 31~37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에바다의 은혜”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15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두번째 에필로그: 레위인의 첩과 베냐민 전쟁” (사사기 19장 -21장) 

 

 

 

 

 

 

 

 

 

 

<에바다의 은혜> 
 

마가복음 7장 31~37절 
 

 
 

◆ 서론. 어느 이민자의 사연 

 

◆ 본론. 에바다의 은혜 

 

1.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온 사람들 

1) 병든 사람 본인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  

2) 이제 우리들도 홀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2.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 

1)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를 잡으신 예수님  

= 고침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심 

2) 병든 자를 위한 ‘맞춤형 은혜’ 

=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맞춤형 은혜’를 주심 

  

3. 기대를 뛰어넘는 은혜 

1)  ‘에바다’ = 아람어로 ‘열리다’, ‘비켜라’란 뜻 

= 주님이 여시면 굳게 닫힌 문제들도 열리게 됨 

2)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데리고 왔음 

그러나, 막상 고치시자 크게 놀람 

= 간구와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 

 

◆ 결론. 주님 앞에 나아가 에다바의 은혜를 누리자. 

 

 

 

 

 

 

 

 

 

 
< 한국말 하는 빌리 그래함 > 

 

『빌리 그래함의 전기를 쓴 존 폴락이 「여의도 광장의 복음 전도대

회 100만 명」이라는 글에서 서울대회를 설명하며 “김장환 목사는 

실제로 빌리 그래함을 뛰어난 설교자로 인식시켰다. 제스처, 억양, 

표현의 강약이 신비로울 만큼 똑같았다”고 했다. 한 미국인 선교사

는 “김장환 목사의 목소리가 빌리 그래함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어

떤 시청자는 “무심코 TV를 켰는데, 김장환 목사가 설교자이고, 빌리 

그래함 목사가 미국 통역자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내가 전도대회의 통역 부탁을 수락하자 할리 목사는 즉시 빌리 그

래함 목사의 책과 설교문, 다른 대회 실황 비디오테이프 등을 보내

왔다. 나는 한국말을 하는 빌리 그래함이 되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

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자

신의 삶을 결단할 것이다. 교회 일과, 아세아방송 개국 등으로 정신

이 없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기도했

다. “한국말 하는 빌리 그래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며 ‘두 영이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설교가 끝날 무렵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

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께로 돌아왔다. 한국교회가 세계선교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역

사적인 순간, 복음의 큰 성장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칩시다 

 
7월 26일 헌금통계 $8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