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0호(523)  2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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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 교회 청소 및 화단 정리(잡초 제거): 오늘 오후 2시

7/27 (월) 신명기 13:12-14:2 이 사 야 45-48 

7/28 (화) 신명기 14:3-21 이 사 야 49-52 

7/29 (수) 신명기 14:22-29 이 사 야 53-57 

7/30 (목) 신명기 15:1-11 이 사 야 58-62 

7/31 (금) 신명기 15:12-23 이 사 야 63-65 

8/01 (토) 고린도전서 1:1-9  이 사 야 66 

8/02 (주) 주일설교본문 예 레 미 야 1-3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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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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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27장 …………………………… 다함께 

 교 독 문 ………………… 28번 (시편 127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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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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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7장 24~30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204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사사기의 첫번째 에필로그: 미가 이야기” (사사기 17장 -18장)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7장 24~30절 
 

 
 

◆ 서론. 도둑 맞은 빵집 이야기 

 

 

◆ 본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1. 삶의 고통과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게 한다. 

1) 딸의 문제가 이방여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었다.  

2)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갈 것인가? 

=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참 소망이 있다.  

 

2.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1)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예수 = 주님, 다윗의 자손 

‘주’(퀴리오스)는 생사권을 가지신 메시야이심을 고백 

‘다윗의 자손’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야이심을 고백 

2) 절망과 아픔 뿐인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분? 

= 예수 그리스도 

  

3.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1)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예수님  

=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테스트 하심 

2)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자 

 

 

◆ 결론. 마침내 깨닫게 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라.  

 

 

 

 

 

 

 

 

 

 

 

 

 

 

 

 

 

 
<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학자 디드로에게 하루는 친구가 보

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디드로의 잠옷이 헤질 정도로 낡았다는 

소리를 듣고 보내준 붉은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가운이었습니다. 친

구가 준 잠옷을 입고 만족스럽게 거울을 보던 디드로는 잠시 뒤 이

런 생각을 했습니다. ‘흠… 잠옷은 멋진데 책상이 너무 낡아서 어울

리지 않는군.’ 다음날 책상을 새로 바꾼 디드로의 눈에 이번엔 옷장

이, 다음날에는 침대가, 다음날에는 식탁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친구

가 선물해준 잠옷 때문에 디드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가 바뀌었

습니다. 이 일화는 훗날 ‘디드로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사회

현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디드로는 훗날 오래된 가운을 버린 

일을 엄청 후회한다고 회고했는데 가운에 맞춰 인테리어를 바꾸느

라 정작 가장 중요한 본업을 놓치고 우울증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

과 환한 인사, 큰 목소리의 기도와 교제, 모두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울리지 않는 꽹과

리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분이 내 마음에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7월 19일 헌금통계 $3,1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