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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장마 때 보면 좋은 영화나 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Worship - 찬양

찬송가 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20 “ ”, ☞ 

Word sharing –

주일 설교 나누기  1. 

  ☞ 주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다니엘 6:19~28)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6 .
첫 번째 단락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절.(1-9 )
두 번째 단락은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절.(10-18 )
세 번째 단락은 사자 굴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입니다 절.(19-28 )

이 때 다니엘의 나이는 세였습니다84~85 .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과 삶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처럼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단” ( 1:8)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
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 6:10)

다니엘은 세 정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자입니다17 .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도 이제 세가 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80 .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꿋꿋하게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26)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27)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
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단” ( 6:26-27)

다니엘은 고난 앞에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진다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
도하였습니다.
곧바로 다니엘은 체포되어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망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적용2.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1) ? 
처음 믿음 생활 할 때와 비교할 때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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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 

여름 사역을 통해 각 부서와 셀이 부흥을 경험케 하소서1. , .
리모델링과 주차장 문제가 잘 풀리게 하시고2. , 
곧 입주하는 힐스테이트 주민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소서  ..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