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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례■ 인도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장 예수께로 가면565 다같이
봉    헌■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인도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예배를 , .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 .

성경봉독■ 다니엘 장 절 구약 쪽1 8-9 ( 1231 ) 다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8.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9. 

■ 믿음의고백 다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 .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말    씀■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인도자
우리 친구들은 채소하고 고기중 하나만 먹으라면 무엇을 먹을 거에요 아마 많은   ? 

사람들이 고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한입 가득 고기를 넣고 향과 맛을 느끼면 정말. ,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포기하고 오직 채소만 ! , , 

먹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채소만 먹은 데에는 너무나도 특별한 이. 

유가 있어요 왜 채소만 먹었을까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상을 보세요. ? ? ( )

오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 이야기에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 

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젊은이 중 똑똑한 사람. 

을 뽑아 가르친 다음에 왕궁의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혀가. 

게 되었지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 .

바벨론의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위해 왕이 먹는 귀한 음식을 주었어요 왕이 먹  . 

는 음식을 주다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맛있을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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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코드QR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율법  , . 

으로 금지하신 먹으면 안되는 음식들도 있었던 거에요, .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벨론  . 

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여서 순종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감. 

히 거절했다간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과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

오늘 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은   8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을 . 

먹음으로 말씀 앞에 더러워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에요 다니엘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도우셨어요 다니엘은 왕, . 

의 신하인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채소만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환. 

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다니엘이 정한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친구들 다니엘과 친구들이 단지 건강해지려고 채소만 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왕  , ? . 

이 준 음식은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에게 그 음식은 다니엘의 믿음을 .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다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지만 다니. , 

엘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이처럼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

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

사랑하는 친구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하나  , , 

님은 그런 다니엘을 도우시고 순종할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있. 

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 ,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며 도우시는 분이에요, . 그런 하 

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뜻을 정할 수 있어요, .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함께 다짐해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힘과 용 

기를 주셔서 언제나 말씀위에 바로선 어린이가 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
기    도■ 

`

다같이

하나님 다니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매주 말씀을 듣지만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 

어려움에도 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

주기도문■ 다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