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모임 순서지
Welcome

(2022년 3월 넷째주)

- 아이스 브레이크

☞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격려와 칭찬은 무엇인가요?

Worship

- 찬양

☞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오직 믿음으로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이기라. (다니엘 2:14~24)
다니엘은 2장에서 또 다시 큰 위기를 맞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흉한 꿈을 꾸는데, 박수와 술객
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맞추라고 합니다. 만약 알아내지 못하면 모두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떡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단2:16)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알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단2:17-18)
기도하지 않는 자보다 기도하는 자가 강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짝기도 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둘이 함께 짝기도하는 것보다 셋이 연합하여 삼겹줄기도 하는 것이 최고로 강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만드십시오.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 위기가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혜가 뛰어나서
왕의 꿈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인정 받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나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2. 적용
1) 지금 내가 직면해야 할 위기는 무엇입니까?
2)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W
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예배와 셀모임이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2. 교회리모델링을 맡을 좋은 업체를 허락하시고,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