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권-32호(525)  2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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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 선교회 커피브레이크 Zoom 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 8월 정기당회: 오늘 오후 2시

8/10 (월) 고린도전서 3:10-17 예레미야 25-27 

8/11 (화) 고린도전서 3:18-23 예레미야 28-30 

8/12 (수) 고린도전서 4:1-5 예레미야 31-32 

8/13 (목) 고린도전서 4:6-13 예레미야 33-35 

8/14 (금) 고린도전서 4:14-21 예레미야 36-38 

8/15 (토) 고린도전서 5:1-8 예레미야 39-42 

8/16 (주) 주일설교본문 예레미야 43-46 

 



예배인도 및 말씀선포: 김영목 목사 

 주일 영상예배: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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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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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은총 …………………………………………………………………  다함께 

 감사찬송 ……………………… 32장 ………………………………… 다함께 

 교 독 문 ……………… 30번 (시편 139편)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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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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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말씀 …………… 마가복음 8장 22-26절 ……………………   다함께 

말씀강해 ……… “상처 난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 김영목 목사 

 송영찬송 …………………… 410장 …………………………………  다함께 

 축도 ………………………………………………………………… 김영목 목사 

“믿음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과 룻의 신앙고백” (룻기 1장 1-22절) 

< 상처 난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8장 22-26절 

◆ 서론. 상처투성이 인생 

◆ 본론. 소경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1. 상처 난 인생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1) 벳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리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2)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2. 상처 난 인생을 만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과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을 부

정하게 생각하여 손을 대지 않았다.

2) 예수님께서 소경의 몸에 두 손을 얹어 주셨다.

3)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3. 상처 난 인생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1) 예수님께서 병자를 두 단계를 거쳐 치유하신 이유?

=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한 ‘영적 소경’인 제자들을 책망하심. 

2) 다시 안수하신 예수님

=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끝까지) 고치신다.

=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 결론. 주님의 두 손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 

< 삶을 변화시킨 묵상 > 

소설가 루 윌리스는 친한 친구인 잉거솔 대령과 기차를 타고 여행

을 가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윌리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잉

거솔 대령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소설의 배경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에 있던 세 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

고 싶네. 자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 잉거솔 대령은 아는 것을 

열심히 전했으나 그 짧은 시간에 장대한 복음을 전할 순 없었습니

다. 

대령과의 대화를 통해 호기심이 생긴 윌리스는 소설을 쓰며 예수님

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던 윌리스는 

큰 감명을 받았고 소설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윌리스

는 예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설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윌리스의 소설 ‘벤허’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소설로 평가받

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전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는 묵상하는 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날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8월 2일 헌금통계 $2,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