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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본문: 다니엘서 6:10 (Daniel 6:1-28)

*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 선량한 사람들도 (            )에 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욥 42:5)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II. (             )인 경건생활이 위기를 이기게 한다

(단 6:10)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 규칙적인 기도가 왜 중요한가 (박윤선)
1) 기도는 부패한 인간성이 (         )적으로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2) 보이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           ) 부여가 어렵다
3)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              )들이 많기 때문에

* 규칙적인 기도의 유익
1)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
(약 4:8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2) 하나님께 가까이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솟아난다
(시 16:11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롬 12:1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III.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             )해야 한다

(단 6:10)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세 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행 16:25-26)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26 그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차꼬가 풀렸다.

(역대하 20:21-22)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22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시 42:3, 5)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단 6:22-24)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23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24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단 6:26)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