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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과 날아오르는 기도비상 1
Soaring on Prayer with Daniel
1. 역사를 바꾼 사도행전의 기도
a.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
i. 두 축을 가르는 한 가지 역사: 기도로 인한 오순절 역사
ii. 주인 변화: 자신이 주인 된 인생에서 성령께 맡긴 인생
iii. 능력 변화: 자신의 힘에 의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iv. 목적 변화: 자신 출세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
b.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제자들
i. 사도행전 6장, 문제 해결: 리더가 말씀과 기도
ii. 오늘날 교회 문제 접근 자세: 말씀과 기도 본질충실목회
iii. 이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확신
iv. 균형: 말씀과 함께 기도
2. 진리의 빛을 밝힌 종교개혁의 기도
a. 루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라
i. 하루 2시간 기도, 중요, 급할 때는 3시간 기도
ii. 성경번역과 설교에 매진
b. 칼빈, 기도는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은혜를 얻는 통로
i. 매일 30분 걸으며 기도
ii. 새벽부터 말씀 연구, 진리 선포
c. 낙스, 백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i. 기도 없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
ii. 한 사람을 통한 세상 변화
3. 기도로 민족을 일으킨 한국교회
a. 새벽을 기도로 깨워 민족을 깨운 나라
b.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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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정필도 목사,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d. 이원상 목사님
4. 다시 기도로 비상을 꿈꾸며
a. 위기의 순간에 승리의 깃발을 기도를 통해
i. 아말렉을 이긴 모세의 기도
ii.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이기는 비결
b. 기도비상이 신앙비상이요 교회비상이다
i. 기도비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나의 신앙 비상
기회
ii. 기도비상은 온 교회가 하나님을 체험, 부흥 열쇠
c. 기도비상이 민족비상이요 하나님나라 비상이다
i.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망하지 않듯이 기도하는 민족 하
나님께 쓰임
ii.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다니엘의 상황
1.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유다침공, 1: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 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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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다백성의 우상숭배로 인한 시련
b. 하나님의 백성, 나라도 고난에 들어가는가?
2. 다니엘와 세 친구는 바벨론의 1차 공격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옴, 2624년 전 사건
a.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나라와 가족 잃은 상황은 절망, 미래
없는 인생
b. 현상은 절망이나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
c. 포로 잡힌 이방 땅에서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당신을 나타내는가?
3. 바벨론 네 명의 왕에게 신임 받은 충직한 관리 다니엘
결단: 다니엘의 삶에서 발견하는 기도 키워드 1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1.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a. 사자굴, 하루 세 번 기도, 세 친구, 총리, 꿈 해석, 묵시,
다니엘 해니?
b. 기도의 눈으로 다니엘 새롭게 읽기
2. 생명을 건 기도는 하루아침에, 한 번 일어난 사건 아니다
a. 어린 시절부터 기도자의 신앙 기반 마련
b. 다니엘 일생이 기도로 일관된 승리의 삶
3. 기도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
a.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b. 기도하는 삶과 기도대로 살아가는 삶
4.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다니엘
a. 1: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b.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성공을 포기하는 동시에 생명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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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
d.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세상에 물들어가는 교회
e.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 발을 디뎠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
5. 가치관이 삶을 결정한다.
a. 다니엘의 가치관은 세상 성공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b.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삶
c. 세상의 질문: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d. 철저한 신앙이 무한한 충성을 낳는다.
6. 믿음의 결단에 응답하신 하나님
a. 1: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b. 1: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c. 1: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d. 1: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7. 신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a.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늘 문이 열린다
b. 신자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c. 제자들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
8. 한 가지 결단하기
a. Start Now, Get Perfect Later!
b. Don’t be a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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