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 모임 순서지 년 월 첫째주(2022 6 )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내 삶에 가장 애국했던 기억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Worship - 찬양

찬송가 장 예수 우리 왕이여 주는 완전합니다38 “ ”, .☞ 

Word sharing –

주일 설교 나누기  1. 

  ☞ 주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다시 은혜가 임한다. (다니엘 4:28~37)

장 절은 도입부입니다4 1-3 .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리는 조서를 만들
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알립니다.

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4~17 .
절은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18~27 .
절은 왕이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28~37 .

다니엘의 해석으로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교만의 죄에 빠졌고 벌을 받습니다 왕은 순식, , . 
간에 쫓겨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정신질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년을 보냅니, . 7
다.

하지만 년이 되던 해에 왕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깨끗하게 치7 . . 
유가 되었고 또 동시에 왕위도 회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두 가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첫 번째로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단” ( 4:29-30)

내가 나 왕이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 , , , , 
왕의 입에는 언제나 내가 내가 내가 가득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자신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귀영화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

두 번째로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단” ( 4:34)



느부갓네살 왕은 년을 비참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7 .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
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단” ( 4:37)

왕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나, 
회개하는 자에겐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적용2. 

부귀 자녀 건강 중 지금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1) , , ? 
겸손할 때 회복되었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2) , .

Work - 나누기VIP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월 일 전교인 아웃팅에 좋은 일기와 행복한 추억을 주소서1. 6 6 .
리모델링이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차장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게 하소서2. , .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