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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 두 가지를 소개해 주세요.

 - 예수님께 당신의 문제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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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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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라 (다니엘 3장13~18절)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인역에는 금신상을 세운시기를 유대가 망한
B.C 586년으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지 18년째)
금신상의 폭은 2m70cm, 높이는 27m입니다. (너비 6규빗, 높이 60규빗)

모든 것을 다 가진 절대 군주의 명령에 불복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게 되었지만, 다니엘과 세친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 첫 번째, 다니엘의 세친구는 (    타협하지 않는    )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담대하게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20:3-5)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

❚ 두 번째, 그들은 (   지금 살아 계시는   )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11:6)

성도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43:2)

❚ 세 번째, 그들은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 라는 불변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3:18)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11:1)

그리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보이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13:5)



 2. 적용
    1) 사탄이 끝없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습니까?

    2)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감사했던 때는 언제였는지요? 

Work Work Work Work Work Work Work Work Work - - - - - - - - - Work - VIPVIPVIPVIPVIPVIPVIPVIPVIPVIPVIP       나누기나누기나누기나누기나누기나누기나누기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모든 예배’, ‘셀모임’, ‘양육훈련’에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소서.

2. ‘교회 리모델링’에 성실과 정직으로 임하는 시공회사를 만나게 하소서

3. 코로나 상황에서 ’성도들 가정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