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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불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 은혜
다니엘 3:14-30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무불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____________ 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계 7:9-10)

2.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그를 전적으로 ____________ 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단 3:17, 현대인 성경)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
1) 두려움이란 _______________ 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2) 두려움은 죽음의 _______________ 에 불과합니다.
3)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________________ 에 먹이를 주십시오.
4) 우리가 경외해야 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_______________ 을 바라보십시오(단 2:21).
5) 두려움은 믿음의 친구들과 _______________ 할 때 극복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12)
“하나님은 풀무불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통해 _____________ 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왕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왕은 그들이 몸을 바쳐 하나님께 _____________________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왕은 그들이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만 __________________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단 3:29)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받은 상
첫째,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 _______________ 케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를 높여 _________________ 롭게 하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단 3:30)

나가는 말: 예수님은 십자가의 풀무불을 통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단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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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of God experienced in the Furnace
Daniel 3:14-30

Opening Remark: Among the grace of God is grace that can only be experienced in
the furnace.
1. God seeks only those who ________________ the Most High God.
“After this I looked, and there before me was a great multitude that no one could count, from every
nation, tribe, people and language,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efore the Lamb. They were wearing
white robes and were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9-10)

2. God appears to those who wholeheartedly ______________ on Him in the furnace.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save us. He will rescue
us from your power, Your Majesty.” (Da 3:17 NLT)
*Principles to over come fear
1) The ______________ of fear will never last long.
2) Fear is nothing but a _______________ of death.
3) Do not feed fear, but feed the ______________ that is trusting in God.
4) Look upon the Almighty and eternal ____________ whom we shall fear. (Da 2:21)
5) Fear is overcome when we have _________________ with the friends of faith.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Ecc 4:12)

“God prepares a grace that cannot be experienced without a furnace.”
“God was waiting ahead of time in the furnace.”
“God is the Almighty God who controls the temperature of the furnace.”

3. God is __________________ through those who trust Him wholeheartedly.
*God acknowledged their faith through the king of gentiles.
First, the king acknowledged that they ______________ God wholeheartedly.
Second, the king acknowledged that they ______________ themselves to God by sacrificing their bodies.
Third, the king acknowledged that they ________________ the only living God alone.
“Therefore I decree that the people of any nation or language who say anything against the God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cut into pieces and their houses be turned into piles of rubble, for
no other god can save in this way." (Da 3:29)
*The reward for those who trust God wholeheartedly
First, God ___________ those who trust Him by unbounding them.
Second, God ________________ those who trust Him by lifting them up.
“Then the king promot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in the province of Babylon.” (Da 3:30)

Closing Remark: Jesus saved us by passing through the furnace of the cross.
“He was given authority, glory and sovereign power; all nations and peoples of every language worshiped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that wi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is one that will
never be destroyed.” (Da 7:14)
"Seventy 'sevens' are decreed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to finish transgression, to put an end to
sin, to atone for wickedness,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 (Da 9:24)
worship, depend, emotion, shadow, faith, God, fellowship, glorified,
trusted, devoted, worshiped, frees, glorif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