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제목나눔  (Prayer Requests) 

성명(Name)  기도제목       

          

          

          

          

          

          

          

          

          

          

          

          

          

          

          

5. 광고  Announcement 
o 다음번 모임 장소와 일시 안내  

o 교회행사 1) 10 일(토) 사랑방 사역자 신년모임, 2) 17 일 

(토) 벧엘제직세미나, 3) 24 일(토) 삼세대 새벽기도회, 4) 

25 일(주) 정기제직회 

o 중보기도 1)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2) 

프라미스 센터의 비전대로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도록,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3) 벧엘의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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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영과 교제  Welcome & Fellowship    인도자 

2.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담당자 

3. 찬양  Praising             336 장 (통 383)장, “주여 우린” 

 
 
 
 
 
 
 
 
 
 
 
 
 
 
 
 
 
 
 
 
 
 
 
 
 
 
 
 

4. 말씀과 교재나눔 Sharing the Word    인도자 
다니엘 3:1-30절 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 나눔&합심기도 Pray Together    다함께  



가 . 관찰질문  (Observations) 

1)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2)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고소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2절)  

 

 

 

3) 느부갓네살이 두번째 기회를 주며 회유하고, 풀무불로 
위협하면서 질문한 것이 무엇이며, 세 사람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 17, 18절) 

 

 

4)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5절/ 참조 27절) 

 

 

 

나 . 나눔질문  (Sharings) 

1) 우상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 입니다. 당신의 삶에 최상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2)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와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풀무불에서 건지신 역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 적용질문  (Applications) 

1) 당신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계해야 합니까?   

 

 

2)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도전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3)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순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기도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4) 고난 중에 보여주는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