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27호(520)  2020.7.5. 

1. 한나/리브가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화요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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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7/06 (월) 신명기 8:1-10 잠   언 11-14 

7/07 (화) 신명기 8:11-20 잠   언 15-19 

7/08 (수) 신명기 9:1-5 잠   언 20-23 

7/09 (목) 신명기 9:6-12 잠   언 24-28 

7/10 (금) 신명기 9:13-21 잠   언 29-31 

7/11 (토) 신명기 9:22-29 전 도 서 1-5 

7/12 (주) 주일설교본문 전 도 서 6-8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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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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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1장 …………………………… 다함께 

 교 독 문 ………………… 25번 (시편 103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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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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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5장 25~34절 …………………   다함께 

말씀강해 …………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여인”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539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입다의 잘못된 서원” (사사기 11장 1절 -40절)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여인> 
 

마가복음 5장 25~34절 
 

 
 

◆ 서론. 오래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 본론.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을 찾아온 여인 

1.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1)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2)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3)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음  

 

2.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라 

1)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가?  

2) 믿음의 모험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3)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곧 병이 나음 

 

◆ 결론. 삶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라 

 

 

 

 

 

 

 

 

 

 

 

 
< 그의 나라와 그의 의 > 

 

드와이트 무디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전도 대

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 

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 앞으

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읍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

고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 기간 동안 마

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전도 대회에 나오려

고 생각도 않고 부모의 권면을 뿌리쳤습니다. 마지막 날 실망한 

나머지 그 집사님은 무디를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직까

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

을까요?”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집사님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인사도 안 

했던 사람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무디는 그 문제를 해결

하고 다시 기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

도하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

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는 영광스런 

장면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

다.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는 역사를 이

루십시오. 

 

6월 28일 헌금통계 $1,4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