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IEL 
다다다다니엘니엘니엘니엘 서서서서 

 

Introduction and Background 
서론 및 배경 
   

Lesson 1 
 

Welcome to the Joyful Life Bible Study.  Today we begin our study of Daniel.  Pastor 
Chuck wrote: The Book of Daniel is one of the most exciting books in the Bible and one of my 
personal favorites.  You can't over estimate its importance.  Daniel's experiences and 
prophecies continually reveal the Lord as a God at work in human history.     
Joyful Life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 책 중의 하나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쓰셨습니다. 
다니엘의 경험과 예언은 주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줍니다. 
 
Through our study of Daniel we will discover that it is rich in application for believers 
today.  We will find the testimony of Daniel, a righteous Jewish man, living under the 
captivity of the Babylonian empire, very relevant to us in this 21st Century.  In the midst 
of a secular world Daniel lived a life of spiritual integrity.  Daniel presents to every 
believer an example of how to survive and thrive spiritually in a heathen culture.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의로운 유대인 다니엘의 증언은 
21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 고결함을 지닌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교도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지 모든 신자들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This extraordinary book contains powerful incentives for believers to live every day with 
an eternal perspective.  Through this study we will find inspiration and motivation to live 
for the Lord and be ready for His soon return.       이 특별한 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원에 대한 관점을 간직하고 매일을 살아가도록 강력한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며 또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준비하기 위한 영감과 동기를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the people that d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do exploits.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 Daniel 11:32b 
 
 

©2006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2 

 
BACKGROUND TO THE BOOK OF DANIEL 

다니엘서의다니엘서의다니엘서의다니엘서의  배경배경배경배경 
 

AUTHOR  저저저저 자자자자: 
 

• Daniel, a Jewish prophet of God, a captive in Babylon 
다니엘, 하나님의 유대인 예언자이며, 바빌론에 포로로 있음. 

 
DATE AND PLACE OF WRITING: 
저작저작저작저작 연대연대연대연대와와와와 장소장소장소장소: 
 

• Approximately 536 B. C. 
대략 주전 536 년 
 

• Babylon  바빌론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배경배경배경배경: 
 

Daniel was born in Jerusalem during a time of great upheaval i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Jerusalem was besieged and then raided by King Nebuchadnezzar before eventually being leveled in 586 
B. C.  During the first invasion of Jerusalem in 605 B.C., Nebuchadnezzar took captive a number of the 
choicest people of Judah.  In that company was Daniel, who was about sixteen years of age.  Daniel's 
companions, whom the king of Babylon named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were also taken 
captive.  Having been carried away to Babylon, these young men were then trained in the culture, 
literature and language of Babylon for three years.  During that time every effort was made to break 
down their faith and devotion to God.   다니엘은 남쪽 유다 왕국의 거대한 격변기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가넷살 왕에 의해 포위된 다음 습격당하였으며 결국 주전 586 년에 
평정되었습니다.  주전 605년의 1차 공격에서 느부가넷살 왕은 유다에서 몇몇 사람들을 엄선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일행 중 한 명이 약 16살쯤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빌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이름 붙인 다니엘의 동료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은 3 년간 바빌론의 
문화와 학문 및 언어를 훈련받았 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헌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온갖 시련을 받았습니다. 

 
Remarkably Daniel served seventy years as a statesman in the Babylonian and Persian empires. 

Throughout his life his heart was steadfast toward God.  Daniel received wisdom, revelations, visions, 
dreams and even angelic visitations from the Lord.  Faith, prayer, courage, consistency and commitment 
characterized Daniel’s life.   The name Daniel means God is judge.    놀랍게도 다니엘은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국에서 70년간을 총리로 섬겼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견고했습니다. 다니엘 
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 환상과 꿈, 심지어 천사의 방문까지도 받았습니다.  신앙, 기도, 용기, 언행 
일치 및 헌신이 다니엘의 삶을 특징 지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PURPOSE FOR WRITING  저작한저작한저작한저작한 목적목적목적목적: 
 

The primary focus of Daniel’s message was to the Gentile nations and the Jews in exile.  Daniel 
reveals the hidden things of the future, the power of God and His sovereignty over th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다니엘서의 메시지의 주요 초점은 이방 나라들과 추방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숨겨진 장래의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열방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계시합니다.  

 
This book divides neatly into two sections.  Chapters 1-6 are largely narrative, yet filled with 

application for godly living.  Chapters 7-12 contain some of the most thrilling and compelling prophecies 
to be found within the pages of God's Word.  A study of these chapters will not only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God's plan for the future of the world, it will also fortify your faith to trust Him for your 
own future.    이 책은 적절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1-6장은 대부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있지만 
경건한 삶을  위한 적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7-12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스릴이 있고도 강력한 예언 
중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이 장들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를 
넓혀 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장래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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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AY:  The Introduction 
제제제제  1  일일일일:  서 론 
 

1. Review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In what way has it affected your desire to study 
the Book of Daniel?    이 공부의 첫 페이지 서론을 복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려는 
당신의 열망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2. What phrase, sentence or thought especially captured your attention?  
      어떤 구절, 문장 또는 생각이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끌었습니까?    
 
 
 

a. Why?  
     왜 그렇습니까? 

 
 
 
3. Express your greatest desire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of Daniel by writing a prayer here.  
      여기에 기도를 적음으로써 다니엘서를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큰 열망을 표현해 보십시오.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He gives wisdom . . . and knowledge . . .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음이로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도다. 
 Daniel 2:20b,21b NKJV       다니엘  2:20b,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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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DAY:  Author, Date, and Place of Writing 
제제제제  2  일일일일 :  저자,  저작 연대와 장소 
 

1. Choose and record one or two facts or statements about Daniel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2페이지의 배경 정보에서 다니엘에 관한 한 두가지 사실을 뽑아 기록해 보십시오. 

 
 
 
 

a. What characteristic is used in Ezekiel 14:14,20 to describe Daniel?   
에스겔 14:14,20 절에는 다니엘을 묘사하는데 어떤 특성을 사용했습니까? 

 
 
Optional:  Why do you think the Bible emphasizes Daniel’s righteousness? 
선택 질문:  왜 성경은 다니엘의 의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In Matthew 24,25 Jesus quoted exclusively from Daniel.  How does Matthew 24:15 confirm that Daniel 

was a prophet and the writer of the Book of Daniel? 마태복음 24:15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다니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5절은 다니엘이 선지자였으며 다니엘서의 저자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3.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write the Date and Place of Writing.  
       배경 설명에서 이 책이 쓰여진 연대와 장소를 쓰십시오.  
 
 
 
THIRD DAY:  Historical Background 
제제제제  3  일일일일:  역사적 배경 
 

1. What stands out the most to you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information?  
       역사적 배경에 관한 정보에서 무엇이 가장 당신의 관심을 끕니까? 
 
 
 

a. Why? 
     왜 그렇습니까? 

 
 
 
2. On the map located on page 3 trace the journey of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when they were taken 

captive by King Nebuchadnezzar by drawing a line from Jerusalem to Babylon.  
      3페이지의 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 선을 그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가넷살 왕의 포로로 

끌려간 경로를 추적해 보십시오. 
 

a. Think about what this journey might have been like.  Write your thoughts.  
       그 여행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ancient city of Babylon and write a brief summary of your findings. 
진보반:  고대 도시 바빌론에 관하여 연구해 보고 당신이 발견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여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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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DAY:  Purpose for Writing 
제제제제  4  일일일일:  저작한 목적 
 

1. Review the paragraphs under the Purpose for Writing on page two.  Record a thought, phrase or 
statement that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2페이지의 저작한 목적에 관하여 복습해 보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눈에 띄는 생각이나 구절 또는 말을 적으십시오. 

 
 
 
 

a. Why?  
     왜 그렇습니까? 

 
 
 
 
2. Considering Daniel’s purpose in writing,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study this book? 

다니엘의 저작한 목적을 고려할 때 당신은 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How does the following scripture speak to you about the study of Daniel?  
      아래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공부에 대하여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 줍니까?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II Timothy 3:16,17           디모데후서 3:16,17 

 

 
 
FIFTH DAY:  The Book of Daniel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서 
 

1. This exciting book will help prepare us for what lies ahead in God's prophetic calendar.  Pastor Chuck 
says: The Book of Revelation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without the prophecies of Daniel.  The 
book (Daniel) not only predicted the various kingdoms as they would unfold in history, but it predicted the 
coming of the Messiah to the very day, as we will see, and the eschatological events that still lie in the future.  
Today many people are concerned about future events and some are even asking questions.  With this 
in mind what impact could the study of Daniel have on your Christian witness?    

      이 흥미로운 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계시된 것을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요한 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예언들 없이는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책 
(다니엘서) 은 역사 속에 펼쳐질 다양한 왕국들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들까지 예언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걱정하며 어떤 이들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다니엘서의 공부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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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nt the exhortation written to all believers in I Peter 3:15.  
      베드로전서 3:15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향해 쓰여진 권고를  쓰십시오. 

 
 
 
 
 

(1.)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exhortation?  
         이 권고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 You will recall from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that the writings contained in Daniel should 
motivate believers to live with eternity in view.    Why do you think this is vital for us today?  

       1 페이지의 서론에서 다니엘서의 내용이 신자들로 하여금 영원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사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IXTH DAY:  Review the Introduction and Background to the Book of Daniel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서의 서론과 배경을 복습하십시오. 
 

1. In what way has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spoken to you? 
1페이지의 서론이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 Note one interesting fact or discovery you made from this week's study concerning: 
 다음에 관하여 이번 주 공부에서 당신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을 한가지씩 기록하십시오. 
 

a. Daniel 
다니엘 

 
 
 
b. The Background to the Book of Daniel 

다니엘서의 배경 
 
 
 
 

2. How do you expect to benefit from your study of Daniel? 
다니엘서 공부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Daniel 1:1-21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1:1-21 

 
Lesson 2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 및 개관 
 
1. From last week's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on the Book of Daniel, what interested you the 

most?   지난 주의 다니엘서 서론 및 배경에서 무엇이 가장 흥미로웠습니까? 
 
 
 
2. This week's lesson on the first chapter of Daniel will capture our minds and hearts as we study  

Daniel's life and character.  Although Daniel lived many centuries ago, the lessons we will learn from 
his example are essential for us today.    Read the following paragraphs and give a brief title for each:  

      이번 주 다니엘서 1장 공부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생애와 성품을 공부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수십 세기 전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보기에서 배울 
것들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다음 각 단락을 읽으면서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a. Daniel 1:1,2 
 다니엘 1:1,2 
 
b. Daniel 1:3-7 

다니엘 l 1:1,2 
 

c. Daniel 1:8-16 
다니엘 1:1,2 
 

d. Daniel 1:17-21 
다니엘 1:1,2 

 
3. To benefit the most from this study begin your lesson with prayer.  Ask the Lord to instruct you from 

His Word and help you apply what you learn to your life.   Write your prayer here.   

      이 공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도로 이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가르쳐주시고 또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 

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에 적으십시오. 
 
 
 
 

Speak, Lord, in the stillness, 
while I wait on Thee; 

hush my heart to listen in expectancy. 
주님, 말씀하소서, 고요한 가운데 

당신을 기다리는 중에, 
대망하며 듣도록 나의 마음을 잠잠케하소서.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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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DAY: Read Daniel 1:1,2 
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서 1:1,2절을 읽으십시오. 
 
1. Read the introductory verses from Daniel 1:1,2.  Identify the main characters and summarize this 

historical event.  다니엘서 1:1,2 절을 읽으십시오. 주요 등장 인물들을 파악하고 이 역사적 사건을 
요약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Write a brief biography of Nebuchadnezzar.   
진보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간략한 약전을 쓰십시오. 
 
 
 
 
2. Compare Daniel 1:1,2 with the following Old Testament account in II Chronicles 36:5-7.   Note your 

observations. 다니엘 1:1,2절을 구약의 역대하 36:5-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이 관찰한 바를  
쓰십시오. 

 

 
 
 
3. Consider Daniel 1:2a: And the LORD gave Jehoiakim king of Judah into his hand.  In Isaiah 39:5-7 the Lord 

foretold that He would do this long before it happened.   What does this reveal about our Lord?  
      다니엘 1:2a를 고찰해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사야 39:5-7 에서 

주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해 드러내는 바는 무엇입니까?  

 
  
 
 
 

a.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warnings in the Word of God?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있는 경고들에 대해 당신에게 말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THIRD DAY: Read Daniel 1:3-7 
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서 1:3-7절을 읽으십시오. 
 
1. Daniel 1:3-7 takes us into the court of king Nebuchadnezzar in Babylon and to the first challenge that 

confronted Daniel.  Read verses 3-5.  What was the king's order?  Answer from verse 3.  

      다니엘 1:3-7절은 우리를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궁전으로 , 그리고 다니엘이 당면한 첫번째 도전으로 

데려갑니다.  3-5절을 읽으십시오.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서 찾아 답하십시오.  
 

 
 

a. From verse 4 describe the men that the king required.     

      4절에서 왕이 요구했던 사람들을 묘사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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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cord the king’s instruction concerning these Hebrew captives.  verse 5   

      이들 히브리 포로들에 관한 왕의 지시를 기록하십시오. 
 
 
 
3. According to Daniel 1:6 who among the children of Judah were chosen?  

      다니엘 1:6절에 따르면 유다 자손  중 누가 선택되었습니까? 

 
 
 
a. Note the names the prince of the eunuchs gave to these young men by filling in the following chart 

using Daniel 1:7: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이들 젊은이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다음 표에 써 넣으십시오. 
 

   
Hebrew name  히브리 이름: New Babylonian name  새 바빌론  이름: 
 

Daniel다니엘 
 

 

Hananiah하나냐 
 

 

Mishael미사엘 
 

 

Azariah아사랴 
 

 
Challenge:   Research and give the Hebrew and Babylonian meanings of each of their names. 

도전질문:  그들의 이름에 대해 각각 히브리어와 바빌론어의 뜻을 연구하여 적어보십시오. 
 
 
 
 
4. The king’s goal was to instruct and reprogram these young men in order to bring them into 

conformity with the Babylonian culture and belief system.   Define the word conform.  

      왕의 목적은 이들 젊은이들이 바빌론의 문화와 신념 체계에 동화되도록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것이었 

습니다.  동화되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정의하십시오. 

  

 
 

a. How does Romans 12:1,2 help us to avoid being conformed to this world?   

      로마서 12:1,2절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우리우리우리 를를를를 도와줍니까? 

 
 
 
FOURTH DAY: Read Daniel 1:8-16 

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1:8-16절을 읽으십시오 
 
1. Think about what it might have been like for these four young men. They were held captive in a 

foreign culture, separated from home by hundreds of miles. What was Daniel's amazing reaction to 
the king’s order in Daniel 1:5?  Answer by writing Daniel 1:8 phrase by phrase.   

      이들 4명의 젊은이들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국에서 수백마일이나 

떨어진 외국 문화 가운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5 절의 왕의 명령에 대해 다니엘의 놀라운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1:8절을 적어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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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fine the phrase purposed in his heart.   

     마음 속에 작정하다 라는 말의 뜻을 정의하십시오.  

 
 
 
b. Daniel resolved or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hat example is there in this 

for you?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당신에게 본이 되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Advanced Students:  Why would the king's meat and wine have defiled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진보반:   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럽힐 수 있었을까요? 

 
 
 
 
2. Notice what Daniel 1:9 records about Daniel.  How does this affirm Proverbs 16:7?   

       다니엘 1:9절이 다니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잠언 16:7절을 확인해 줍니 

까? 
 
 
 

a.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3. Read Daniel 1:10-16. According to Daniel 1:10 what was the prince’s fear?  

      다니엘 1:10-16절을 읽으십시오. 다니엘 1:10절에의하면 환관장이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a. Daniel’s commitment and devotion to the Lord led him to make an appeal.  Summarize Daniel’s 
proposal using verses 11-13.  Note: the word pulse in verse 12 means vegetables.  

      다니엘의 주님께 대한 확약과 헌신이 그로하여금 간청하도록 했습니다. 11-13절을 이용하여 다니엘 

의 제안을 요약하십시오.   주:  12절의 콩은 야채 들을 뜻합니다. 

 
 
 
 
 

(1.) After they agreed to this ten-day test (Daniel 1:14), what was the result?  verses 15,16   

         그들이 이 열흘 간의 시험(다니엘 1:14)에 합의한 후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15,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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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niel is a powerful role model for all believers.  What aspect of his example in today’s study inspires 

you the most?  다니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강력한 역할 모델입니다.  오늘 공부에서 그가 보인 

본보기 중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습니까?  
 
 
 
 
FIFTH DAY: Read Daniel 1:17-21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1:17-21절을 읽으십시오. 
 
1. Read Daniel 1:17-21.  According to verse 17 what did God give these four children?   

      다니엘 1:17-21절을 읽으십시오.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2. Summarize from Daniel 1:18-20 what happened to these four godly young men:  

      다니엘 1:18-20절에서 이 네명의 경건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십시오.  
 

a. verse 18 

 18절 
 
 
b. verse 19 

 19절 
 
 
b. verse 20 

20절 
  
 
 
3. In Daniel 1:21 the word continued means remained there.  Daniel continued to serve God in a secular 

environment for the rest of his life.  How does this inspire or challenge you?   

      다니엘 1:21절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남은 삶을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 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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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DAY: Review Daniel 1:1-21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서 1:1-21절을 복습하십시오. 
 

1. Share a way the first chapter of Daniel motivates you to be set apart for the Lord.    다니엘서 제 1장이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자 하는 당신의 소망을 어떤 면에서 고무시켰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2.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How do you keep from being defiled by the 

world around you?  Be specific.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자신을 지킵니까?  자세히 나누십시오. 

 
 
 
 
 
3. What did you learn about the Lord from chapter one of Daniel?  

        다니엘서 1장에서 주님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4. What especially spoke to you through this study?   

      이 공부를 통해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Dare to be a Daniel.  Dare to stand alone! 
Dare to have a purpose firm! 
Dare to make it known. 

과감히 다니엘이 되어라. 과감히 홀로 서라! 
과감히 분명한 목적을 고수하라! 

과감히 그것을 알리라. 
-selected�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2:1-23 
Daniel 2:1-23 

Lesson 3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다니엘 1:1-21절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 문장을 완성시키십시오. 

In response to last week's study of Daniel 1:1-21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다니엘서 1장이 나에게 불러일으킨 영감은 
Chapter One of Daniel has inspired me to  
 
  

 
  . 

 
2. 다니엘서 2 장은 느부갓네살왕의 걱정스런 꿈으로 인해 일어난 위기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1-23절을 읽으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끈 단어나 문구, 또는 문장을 
적으십시오.   Chapter Two of Daniel records the fascinating account of a crisis that arose because of 
King Nebuchadnezzar’s troubling dream.  Read Daniel 2:1-23.   Write the word,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captures your attention.   

  
 
 
 
3.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인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기도를 여기 쓰면서 주님께 이번 주의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갈망과 필요를 아뢰십시오. 
Daniel was a man of prayer.  Prayer is essential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Take a few 
moments to express to the Lord your desire and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this week by 
writing your prayer here.  

 
 
 
 
     
 
 

오 주여, …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니이다. 

Teach me, O LORD . . . Give me understanding . . . 
Direct me in the path of Your commands, 

 for there I find delight. 
Psalm 119:33a,34a,35 NIV     시편 119:33a,34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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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 2: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2:1-9  
 
1. 대부분의 성경 해설가들은 일장과 이장 사이에 삼년간의 간격이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 다니엘 

2: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Most Bible expositors agree that there was a three year gap between chapter one and two of the Book 
of Daniel.  What does Daniel 2:1 record happened in the second year of Nebuchadnezzar's reign?   

 
 

진보반:  다니엘 1:5절에 기록된 삼년간의  훈련이라는 말과 왕의 통치 제이년이라는 모순같은 말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Advanced Students:  Explain the seeming contradiction between the three 
years of training in Daniel 1:5 and the second year of the king’s reign in Daniel 2:1.     

 
 
 
 

2. 느부갓네살왕의 번민스러운 꿈으로 인해 일련의 미묘한 사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2:2-9절을 

읽고 왕과 그의 박사들 사이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 감정의 파란을 느껴보십시오.  2 절에서 왕의 

박사들을 밝히십시오.  The king's disturbing dream set off an unusual series of events.  Read Daniel 
2:2-9 and sense the emotions of those involved in the dialog between the king and his wise men.  
Identify the king’s counselors from verse 2.   

 
 
 
 

a. 다음 구절에서 그들의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Briefly summarize their conversation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다니엘 2:2,3 

Daniel 2:2,3  
  
 
(2.) 다니엘 2:4-6 (주: 다니엘 2:4절에서 7:28절까지는 시리아의 고대어인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Daniel 2:4-6 (Note: Beginning with Daniel 2:4 
through 7:28 Daniel wrote in Aramaic, the ancient language of Syria.  The rest of the book is 
in Hebrew.    

 
 
(3.) 다니엘 2:7-9 

Daniel 2:7-9 
    
 
 
주(Note): 여기에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빌론 왕국에 존재했던 점성가들로 점쟁이 부류들을 가리킵니다. 

Chaldeans here refers to a class of soothsayers who were astrologer-priests in the Babylonian empire  
 

3. 왕의 요구는 터무니 없고 그 처벌 또한 극심하게 가혹해 보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왕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The king's demands seemed unreasonable and the penalty extreme.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about King Nebuchadnezzar?   

 
 
 
4. 오늘의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did you find most interesting in today’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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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2:10-13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2:10-13  
 
1. 느부갓네살왕과 그의 박사들 간에 오간 흥미로운 대화를 계속 관찰해 보십시오.    다음 구절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묘사하십시오 :   Continue to follow the intriguing interaction between King 
Nebuchadnezzar and his wise men by reading Daniel 2:10-12.    Describe what happe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verses:  

 
a. 10절 

verse 10 
  
b. 11절 

verse 11 
  
 

(1.) 그들이 시인하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ir admission imply?  

 
 

(a.) 시편 135:15-18절은 그들의 신들(우상들)에 대해 어떻게 묘사합니까? 
How does  Psalm 135:15-18 describe their gods (idols)?  

 
 
 
 

c. 12절 
verse 12 

 
 

2.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다니엘 2:12)이라는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 2:13 절을 여기에 

적으면서 왕의 끔찍한칙령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Look once more at the phrase all the wise men in 

Babylon (Daniel 2:12).  Think about the king's alarming decree as you write Daniel 2:13 here.   
 
 
 

a. 그 칙령이 어떤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kind of reactions do you think this could have provoked in:   

 
(1.) 왕의 박사들에게 

the king’s wise men   
 
 
(2.)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Daniel and his companions  
 
 

 
3. 이 공부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다윗의 시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22절 참조).  이것을 시편 56:3,4절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그를 격려했 
을까요?   Later on in this lesson we will discover that Daniel knew the psalms of David (see Daniel 
2:22).  Think of this in the light of Psalm 56:3,4.  How would this have encouraged him?   

 
 
 
 

a. 이것이 어떻게 당신을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encourag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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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2:14-18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2:14-18  
 
1. 다니엘 2:14-16절은 전략상 중요한 시점에 다니엘이 등장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다니엘과 그의 반응에 관해 다음 구절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Daniel 2:14-16 indicates it was 
at this strategic point that Daniel entered the scene.  What do the following verses say about Daniel 
and his reaction to this life-threatening situation:  

 
a. verse 14 
 14절 
 
b. verse 15 
 15절 
 
c. verse 16 
 16절 
  

 
2. 왕의 칙령에 대한 반응으로 다니엘은 무슨 행동을 취했습니까?   다니엘 2:17,18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action did Daniel take in response to the king’s decree?  Answer from Daniel 2:17,18.   
 
 
 
 

a. 그가 요구한 것을 적으십시오. 
Write his requests here  

 
 
 

b. 그가 당신에게 어떤 본이 됩니까? 
How is he an example for you?  

 
 
 

선택 질문: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 다른 사람에게 중보해 주기를 요청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당신의 그룹과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오.  Optional:  Think of a time when you called 
upon others to intercede in a difficult situation.  Briefly share the outcome with your group:    

 
 
 

3. 다니엘 2:18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구체적인 요청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기도 요청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Notice Daniel’s specific requests in Daniel 2:18.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your prayer requests?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2:19-23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2:19-23  
 
1. Our study today centers on one of the most outstanding expressions of praise and thanksgiving found 

in this book.   From Daniel 2:19a why was Daniel filled with praise?  오늘 공부는 다니엘서에서 가장 

빼어난 찬양과 감사의 표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다니엘 2:19a절에서 왜 

다니엘은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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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러자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Then what did Daniel do?  verse 19b  

 
 

(1.)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What do you do when God answers your prayer?  

 
 

2. 다니엘 2:20-22 절에서 다니엘의 찬송시를 명상해 보십시오. 다음 구절에서 다니엘이 선포한 찬양을 

몇가지 기록해 보십시오.   Meditate on Daniel's psalm of praise in Daniel 2:20-22.   Record a few of 
Daniel's declarations of praise from:  

 

a. verse 20b 
 20b절 
 
b. verse 21 
 21절 
 
c. verse 22    

  22절 
 

3. 척 스미스 목사님이 언급하신 다음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노래를 쓴 것을 볼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며 왜 이 젊은이가 그토록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의 짧은 찬양시에서, 
다니엘은 적어도 15 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출애굽기, 역대하, 욥기 그리고 
시편을 여러 차례 인용했을 뿐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Notice the following quote from Pastor Chuck: As Daniel wrote a song 
of praise in gratitude for God answering their prayer, we get some insight into why God could use him in such a 
mighty way and why this young man had so much wisdom.  In his short psalm, Daniel quoted at least fifteen 
passages of scripture.  He quoted from Genesis, Exodus, 2 Chronicles, Job, and Psalms several times, and even 
from Isaiah. How does this inspire you? 

 
 
 

4. 다니엘은 어떻게 그의 찬양을 결론지었습니까? 다니엘 2:23절을 한구절 한구절 적어 답하십시오. 셀라- 

잠시 멈추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How did Daniel conclude his praise?  Answer by writing 
Daniel 2:23 phrase by phrase.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5. 오늘 공부에서 다니엘은 당신에게 어떤 본이됩니까? 
From today’s study how is Daniel an example for you?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과  
주의 크신 능력과 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이까? 

O Lord GOD, 
Thou hast begun to shew Thy servant Thy greatness, 

and Thy mighty hand: for what God is there in heaven or in earth, 
that can do according to Thy works, and according to Thy might? 

Deuteronomy 3:24        신명기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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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2:1-23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2:1-23  
 
1. 다음에 관하여 이번 주 공부에서 얻게 된 깨달음이나 사실 또는 생각을 한가지씩 적으십시오. 

From this week's lesson note one insight, fact or thought about:  
 

a. Nebuchadnezzar  
느부갓네살 

 
 
b. the king's wise men  

왕의 박사들 
 
 
c. Daniel  

다니엘 
 
 
 
d. Daniel's three friends  

다니엘의 세 친구 
 

 
 
2. 다니엘 2:1-23절에서 당신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practical application for your life from Daniel 2:1-23.   
 
 
 
3. 어떤 면에서 이번 주 공부가 주님께 대한 당신의 지식과 감사를 풍성하게 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this week enriched your knowledge and appreciation of the Lord?  
 
 
 

a.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의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In response to this write a sentence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the Lord for Who He is and what He has done.    

 
 
 
4.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무엇이 특별히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또는 격려가 되었습니까? 

What especially blessed or encouraged you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음이로다.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 ever and ever: 
For wisdom and might are His. 

He reveals the deep and secret things: 
He knows what is in the darkness,  
And light dwells with Him. 

Daniel 2:20b,22         다니엘 2:20b,22절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2:24-49 
DANIEL 2:24-49 

 
Lesson 4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의 다니엘 2:1-23 절에 관한 공부나 강의가 이번 주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How has last week's study or lecture on Daniel 2:1-23 ministered to you this week? 
 
 
 
2. 이번 주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 2:24-49절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꿈에 대하여 특별한 장래를 계시하는 특별한 해석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다니엘 2:24-
49 절을 읽고 다음 단락 구분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Our lesson this week centers on an 
extraordinary portion of scripture, Daniel 2:24-49.  We will study an extraordinary dream with an 
extraordinary interpretation that reveals an extraordinary future.  Read Daniel 2:24-49 and give a brief 
title for each of the following divisions:  
 
a. 다니엘 2:24-30 

Daniel 2:24-30 
  
b. 다니엘 2:31-35 

Daniel 2:31-35 
  
c. 다니엘 2:36-45 

Daniel 2:36-45 
  
d. 다니엘 2:46-49 

Daniel 2:46-49 
 

 

3. 다니엘 2:24-49절의 특별한 내용을 생각하며 이 공부를 통해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적으십시오.   Considering the extraordinary content 
of Daniel 2:24-49,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open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all He has for 
you through your lesson.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Your Word, O LORD, is eternal; 
it stands firm in the heavens. . . 

Your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Psalm 119:89,90a NIV        시편 119:8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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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 2:24-3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2:24-30  

 
1.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과 

그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다니엘 2:18,19). 다니엘 2:24-30 절을 읽고 이 구절들이 다음 인물들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요약하십시오.  Our God answers prayer!  After Daniel and his friends prayed, God 
revealed the king’s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Daniel 2:18,19).  Read Daniel 2:24-30 and summarize what 
these verses declare about:  

 

a. 다니엘 
Daniel 

  
b. 아리옥 

Arioch 
  
c. 박사들 

the wise men 
  
d. 왕 

the king 
  
e. 하나님 

God 
   
 

2. 다니엘 2:28a절을 NLT 번역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비밀한 일들을 밝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 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식에 
관하여 당신에게 드러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Read the New Living Translation of Daniel 2:28a: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secrets, and He has shown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the knowledge of God?    

 
 

a.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3.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왕이 무엇을 알기를 바랬습니까? 다니엘 2:28a, 30a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did Daniel want the king to know before telling him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Answer 
from Daniel 2:28a,30a.  

 
 
 

a. 다니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을 시편 115:1절(NKJV)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오직 주의 이름에게만 영광을 돌리소서.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Daniel gave all the glory to God.  
Think of this in the light of Psalm 115:1 NKJV: Not unto us, O LORD, not unto us, but unto Your name 
give glory, because of Your mercy, because of Your truth.  Why is this important?     

 
 

여호와의  은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em that fear Him; 
and He will shew them His covenant. 

Psalm 25:14       시편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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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2:31-3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2:31-35 
 
1. 다니엘 2:31-35 절을 읽으며 다니엘이 왕에게 그의 꿈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큰 형상이었습니다.   31-33절에서 그 형상의 각 부분이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적어보십시오.   As you read Daniel 2:31-35 think about how incredible it was 
that Daniel was able to tell the king his dream.  Nebuchadnezzar saw a great image.  From verses 31-33 
print what each part of the image was made of:     

 
 
 

  fine gold   정금 
 
 
 
 
 
 
 
 
   
 
 
 
 
 
 
 
 
 
 
선택 질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형상의 각 재료들을 나타내는 색갈로 칠하여 보십시오. 
Optional:   Color the image to represent the materials in Nebuchadnezzar’s dream.  
 
2. 그 큰 형상의 각 재료들의 가치와 강도에 관하여 관찰한 것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Record any observations you make concerning the value and strength of the materials of the great image.   
 
 
 
3. 다니엘 2:34,35절에 의하면 그 큰 형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십시오. 

Describe what happened to the great image according to Daniel 2:34,35.  
  

 
 
 

a. 성경 해설가들은 이 돌(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동의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주님은 반석반석반석반석  
이라고 언급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4c절을 여기에 적으며 고찰해 보십시오.   
Bible expositors agree that this stone (rock) represents Jesus Christ.  Throughout the Bible the Lord is 
referred to as the Rock.  Consider this as you write I Corinthians 10:4c here.   
 

 
(1.) 이것이 당신에게 말하여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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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2:36-45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2:36-45 
   
1. 오늘 우리는 왕의 꿈에 대한 특별한 해석에 관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구절을 

읽으십시오: 다니엘  2장은 예언서의 입문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  에서 
가장 완벽한 그림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 줍니다.  다니엘 2:37-45절을 훑어보아 그 해석을 미리보십 시오.  
당신의 첫 반응을 한 단어로 적어보십시오.  Our study today brings us to the extraordinary interpretation 
of the king's dream.  With this in mind read the following:  Daniel 2 has been called the ABC of prophecy.  It 
stretches out before us the most complete picture in all the Bible of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Preview the 
interpretation by scanning Daniel 2:37-45.  Use one word to describe your initial reaction.   

 
 
 

a. 36절에서 우리우리우리우리가 그 해석을 말하리이다 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왜 다니엘이 우리 라는 대명사를 
사용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Notice in verse 36 the phrase we will tell the interpretation.   Why do 
you think Daniel used the pronoun we?  

 
 
 
2.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계를 연이어 통치할 네 개의 이방 왕국들에 대한 예언적 전망을 보여주기로 

하셨습니다.   다니엘 2:37,38절은 그 첫 번째 왕국에 관하여 무엇을 드러냅니까?  God chose to give King 
Nebuchadnezzar a prophetic view of the four Gentile empires that would follow one another in 
governing the world.  What does Daniel 2:37,38 reveal about the first of these empires?  

  
 
 
 

a. 이 구절들에서 누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예레미야 
27:5,6a 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From these verses consider 
Who gave King Nebuchadnezzar his power and authority.   Compare this with Jeremiah 27:5,6a.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3. 다니엘 2:39,40절에서 연이어 계승할 각 왕국들에 대한 묘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Record phrases from Daniel 2:39,40 that describe each of the successive kingdoms:  
 
a. 두 번째 왕국 

second kingdom 
  
 
 
b. 세 번째 왕국 

third kingdom 
  
 
 
c. 네 번째 왕국 

fourth kingdom 
 

 
 
 
진보반 학생: 다니엘 2:37-43절에 예언된 왕국들에 대하여 연구하고  밝혀 보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and identify the kingdoms prophesied in Daniel 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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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니엘 2:39,40절의 세계 제국들에 대한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2:41-45절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은 부활할 로마제국을 
뜻하며…열 발가락은 대환란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할 열개의 연합국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2:44절을 한구절씩 적으며 이 열왕의 때 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생각해 보십시오.  The prophecies of 
Daniel 2:39,40 concerning the world empires have already been fulfilled.  The prophecies of Daniel 2:41-
45 are yet to be fulfilled.  Pastor Chuck says:  The feet of iron and clay represent the revived Roman 
Empire…the ten toes represent the ten-nation confederacy that will exist on the earth during the Tribulation.  
Ponder what is going to take place in the days of these kings as you write Daniel 2:44 phrase by phrase 
 
 
 
 
 
a. 다니엘 2:44,45절은 어떻게 다니엘 2:34,35절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까? 

How does Daniel 2:44,45 give greater understanding to Daniel 2:34,35?  
 

 
 
 
5. 다니엘 2:38-40절의 예고된 사건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신대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려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All of the predicted events in Daniel 2:38-40 were fulfilled 
exactly as God foretold.  What does this say to you about the Word of God?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The dream is certain, and its interpretation is sure 

 Daniel 2:45c NKJV     다니엘 2:45c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2:46-49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2:46-49 
   
1. 아래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의 반응을 적어 다니엘이 왕에게 그의 꿈과 그 해석을 알린 후 얻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알아보십시오.  Discover the glorious outcome after Daniel revealed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to the king by recording Nebuchadnezzar's reactions from:     

 

a. 다니엘 2:46 
Daniel 2:46 

 
 
 
b. 다니엘 2:47 

Daniel 2:47 
 

 
 
 

(1.) 47절에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을 적고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Choose a phrase from verse 47 that especially ministers to you today and shar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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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니엘 2:48,49절을 읽으십시오.  왕은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보답했습니까? 
Read Daniel 2:48,49.  How did the king reward Daniel and his three friends?   

  
 
  
 

3. 다니엘이 이 사악한 왕에게 끼쳤을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본보기가 됩니까? 
Think about the influence Daniel had on this ungodly king.  What example is there in this for you?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은 권능으로 충만하시나이다. 

열국의 왕이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그 호칭이 홀로 주께만 속했나이다! 
땅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와 세상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이 없음이니이다 
LORD, there is no one like You! 

For You are great, and Your Name is full of power. 
Who would not fear You, O King of nations? That title belongs to You alone! 
Among all the wise people of the earth and in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there is no one like You. 
Jeremiah 10:6,7 NLT    예레미야 10:6,7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2:24-49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2:24-49 
   
1. 이번 주의 공부를 염두에 두고 다음에 대하여 당신이 받은 한가지 진리나 생각 또는 통찰을 적어보십시오: 

With this week's lesson in mind write one truth, thought or insight you received about:  
 

a. 하늘의 하나님 
The God of heaven  

 
 
 
 

b. 다니엘 
Daniel  

 
 
 
 

c.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d. 이 세상 왕국들 
the kingdoms of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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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주 공부가 당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준 한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this week has strengthened your faith.  

 
 
 
 
 

3. 이번 주 공부를 통해 당신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What did you learn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that you can apply to your life?  

 
 
 
 
 

4.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이 만물 위에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Daniel knew his God was the omniscient King and 
omnipotent Ruler over all.  Why is this also important for us to know and share with others?    

 
 
 
 
 
 
 

너희는 역사를 통해 내가 행한 일들을 잊지 말라. 
 이는 나 홀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라.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성취될지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기 때문이라. 
And do not forget the things I have done throughout history. 

For I am God—I alone! 
I am God, and there is no one else like Me. 

Only I can tell you what is going to happen even before it happens. 
Everything I plan will come to pass, for I do whatever I wish. 

Isaiah 46:9,10 NLT        이사야 46:9,10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3:1-30 절절절절 
    Daniel 3:1-30 

 
Lesson 5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서 2:24-49절의 공부가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What influence has your study of Daniel 2:24-49 had on your life this week? 
 
 
 
 

2.  이번 주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을 세워주는 장들 중 하나를 공부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3 장은 

불같은 시련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헌신은 우리의 믿음에 격려와 자극을 주어야합니다.   다니엘서 3:1-

30절을 읽고, 25절의 기적을 이곳에 한자, 한자 적으면서 이것이 당신에게 격려가 되게 하십시오. 
This week we will study one of the greatest faith building chapters in the Bible.  Daniel 3 reveals God's 
mighty deliverance of His children in their fiery trials.  Also, the faith and commitment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should encourage and inspire us in our faith.  Read Daniel 3:1-30.  Let the 
miracle of verse 25 minister to you as you print it here phrase by phrase.   

 
 
 
 

3.  성경의 어떤 장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기이함을 종종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주께 새로운 통찰력과 적용을 구하는 기도를 적으면서 다니엘서 3장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Often a chapter in the Bible is so familiar to us 
it is possible to miss the wonder contained in it.  To avoid this, begin your study of Daniel 3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for fresh insight and application.  Write your prayer here.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로마서 10:17 절            Romans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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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  다니엘서 3:1-7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3:1-7 
 
1.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볼 것입니다(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3:1절 

에서 그는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십시오.  Today we will discover King Nebuchadnezzar’s reac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his dream  (Daniel 2).  Describe what he did from Daniel 3:1.    

 
 
 
2. 다니엘서 3:2-7절을 읽고, 키가 90피트요 넓이가 9피트인 금 형상 (금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형상이 
세워진 후 다음의 절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요약하십시오.   Read Daniel 3:2-7.  Picture a gold image 
(statue) 90 feet tall by 9 feet wide.  After this image was set up summarize the events that followed from: 

 
a. 2,3절 
      verses 2,3 
 
b. 4-6절 
      verses 4-6 
 
c. 7절 
      verse 7 

 
(1.) 이 엄청난 금상 앞에 서서 그 형상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인다는 협박을 듣는다는 

것이 어떠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런 비숫한 압력하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Imagine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o stand before this impressive 
gold statue and to hear the death threat for those who refused to bow and worship the image. 
How do you think you would react under similar pressure?   

 
 
 

3. 그들이 온갖 음악 소리를 들었을때(다니엘서 3:5-7절) 단지 두 개의 선택만 있었습니다: 절하거나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3,4)5a 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When they heard the sound of . . . all kinds of music (Daniel 3:5-7), there were only two choices:  bow or 
burn.  The Jews who were there should have known what God had commanded His children in 
Exodus 20:(3,4)5a.  How should this have influenced their decision? 

 
 
 
 

a. 오늘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들을 경배하도록 우리의 문화에 의해 종종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Believers today are often hard-
pressed by our culture to worship the gods of this world.  What enables you to keep from bowing to 
this pressure?     

 
 
 
 

나는 어떤 보화나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리, 
주님은 내 마음의 갈망이요, 측량할 수 없는 영이시니, 

주님의 이름에 내 생명 드리리.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n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s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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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  다니엘서 3:8-18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3:8-18 
 

1. 다니엘서 3 장은 이야기체로 펼쳐지면서 더욱 더 흥미로와집니다.  다니엘서 3:8-15 절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구절들을 택하여 기록하십시오.  Daniel 3 becomes more and more intriguing as the narrative 
unfolds.  Choose and record a few interesting phrases from Daniel 3:8-15: 

  

a. 다니엘서 3:8-12절 
  Daniel 3:8-12 

 
b. 다니엘서 3:13-15절 

Daniel 3:13-15  
 
Note: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다니엘은 이 장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절대로 이 형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우리는 그가 그곳에 없었을 것으로 결론지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척목사님과 
다른 성경 해설자들은 다니엘서 3장과 교회의 휴거 사건과 대환난 사이에 예언적 유사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Pastor Chuck says:  Daniel is not mentioned at all in this chapter.  He would never have 
bowed to the image, so we have to conclude that he was not there.  Also, Pastor Chuck and other expositors 
believe there is a prophetic parallel between Daniel 3 and the events of the Rapture of the Church 
and the Great Tribulation. 

 
 

2. 다니엘서 3:16-18절은 오늘의 공부의 핵심입니다.  17, 18절은 이 장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감동되는 두 
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한 것을 아래의 절들에서 적으면서 이것을 숙고하십시오.  
Daniel 3:16-18 is the heart of today's study.  Verses 17,18 are two of the most powerfully inspiring verses 
in this chapter.   Consider this as you write from the following verses what Shadrach, Meshach, and Abed-
nego said to the king:  

 

a. 17절 
verse 17 
 

b. 18절 
verse 18 

 

3. 잠시 당신 자신을 이 세 사람의 자리에 두어 보십시오.  이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래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For a moment put yourself in the place of these three men.  Think about what they could have done in 
this life-threatening situation.  How are they a role model for you in the area of: 

 

a. 믿음 
Faith 
 

b. 헌신 
Commitment 
 

c. 결심 
resolve 

 
4.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 이라는 선언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서 3:17b절).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격려가 되는 면을 나누십시오.  Ponder this declaration: the God Whom we serve is able. . 
.(Daniel 3:17a).   Share a way this ministers to you today.  

 

 
 
 

주님은 오늘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 능히 이루시겠고, 또 넉넉히 이루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가 당면하는 무엇이든 능히 해결하시겠고, 또 넉넉히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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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  다니엘서 3:19-25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3:19-25 
 
1. 당신이 바벨론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처럼 다니엘서 3:19-25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는  뉴스 

기사를 쓰십시오.   Write a news article describing the series of events from Daniel 3:19-25 as though you 
were a reporter for The Babylonian Chronicle.    

 
 
 
 
 
2.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렬한 용광로에서 건져내시든 아니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택했습니다.  다니엘서 3:24, 25절에 관해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hose to trust God whether He delivered them from the fiery furnace or 
not.   What is most amazing to you about Daniel 3:24,25? 

 
 
 
 
선택 질문:  25절에 있는 결박이 풀린 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불이 그들을 태우지 

않고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자유하게 해주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그룹과 나누도록 준비하십시오.    

Optional:   Notice the word loose in verse 25.  Pastor Chuck says: The fire didn’t burn them; it freed them.  Recall 
a time in your life when God used a fiery trial to set you free.  Be prepared to share this with your 
group.      

 
 
 
 
3. 이 세 히브리인들은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의 글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래의 절들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적으십시오.   These three Hebrews would have been familiar with the writings of 
Moses, David and Isaiah.  Write the promises of God from the following verses: 

 
a. 신명기 31:8절 

Deuteronomy 31:8 
 

b. 시편 34:7절; 91:11절 
Psalm 34:7;91:11 
 

c. 이사야서 43:2절 
Isaiah 43:2 
 

d. 이 절들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How do these verses speak to you today?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Thou, O Lord, art a shield about me. 
You're my glory and the lifter of my head. 

시편 3:3 참조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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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  다니엘서 3:26-3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3:26-30 
 
1. 다니엘서 3장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놀라운 구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3:26-30절을 읽고 

다음에 대해서 무엇을 당신은 배우는지 기록하십시오.  Chapter Three of Daniel concludes with the 
incredible deliverance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Read Daniel 3:26-30 and record what you 
learn about: 

 

a.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1.) 그의 칙령 
his decree 

 

b.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c. 하나님 
God 

 
 
2. 다니엘서 3:27 b절 NIV번역을 숙고하십시오 : 이 세 사람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화상도 입히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그들의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 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 기적적인 구출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감동을 줍니까?  Consider Daniel 3:27b NIV: They saw that the fire had not harmed 
their bodies, nor was a hair of their heads singed; their robes were not scorched, and there was no smell of fire on 
them.  What aspect of this miraculous deliverance impresses you the most?  

 
 
 
 

a. 왜 그런지 말하십시오. 
Tell why. 

 
 
 
3. 다니엘서 3:28b절 NIV번역으로 왕의 선언을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 
하였으며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으려고 기꺼이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다니엘서 3:28-30절에 의하면 이 세 히브리인들의 증거가 왕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Observe the king’s declaration from Daniel 3:28b NIV: They trusted in Him and defied the king's command 
and were willing to give up their lives rather than serve or worship any god except their own God.  What was the 
effect of the three Hebrews’ witness on the king according to Daniel 3:28-30?  

 
 
 
 
 

4. 다니엘서 3:29c절 NKJV번역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이같이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의 글을 적으십시오.      Focus on this truth from Daniel 3:29c NKJV: there is no other 
God Who can deliver like this.   Write a sentence of praise in response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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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다스리시네.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selected� 

 
 
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다니엘서 3:1-30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3:1-30 
 
1. 이번 주 다니엘서 3:1-30절의공부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까?   

How has this week's study of Daniel 3:1-30 strengthened your faith? 
 
 
 
 

2.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s have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en an example for you?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상급에 관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what lessons did you receive about the risks and rewards of obedience 
to God? 

 
 
 
 

3. 이번 주 공부에서 당신에게 도전되었거나 격려되었거나 깊은 감동을 준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lesson this week challenged, encouraged or inspired you.   

 
 
 
 
 

불같은 시련들이 너희 가는 길에 있을 때 
모든 것에 족한 나의 은혜 풍성히 주리라. 
그 불길들이 너희를 상치 못하리니 

나는 오직 너희의 불순물만 다 태워버리게하여 
너희를 정금같이 되게 하노라. 

When thro' fiery trials thy pathway shall lie, 
My grace, all sufficient, shall be thy supply. 

The flames shall not hurt thee; 
I only design thy dross to consume, 

and thy gold to refine. 
-selected�



 

 
                     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 4:1-37 절절절절  

  Daniel 4:1-37 
 

Lesson 6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오늘 다니엘서 첫 3장의 내용에 관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위하여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각 장을 읽고 그 장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복된 깨달음이나, 진리 또는 기적을 기록하십시오.    
Take the opportunity today to refresh your mind and heart concerning the content of the first 
three chapters of Daniel.  Read each chapter and record an insight, truth or miracle that 
especially blesses you from: 

 

 1장    
 Chapter One 
 

 2장    
Chapter Two 
 

 3장 
Chapter Three  

 

2. 4 장은 느부갓네살왕의 놀라운 개인적 간증입니다.  이 장은 뚜렷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4:1-37절을 읽고 다음 각 구분의 첫 인상을 적으십시오.   
Daniel 4 is the fascinating personal testimony of King Nebuchadnezzar.  You will discover it 
contains three distinct divisions.  Read Daniel 4:1-37 and write your first impression of each of 
the following divisions: 
 

a. 꿈 – 1-18절 
The Dream - verses 1-18 
 

b. 해석 – 19-27절 
The Interpretation - verses 19-27 
 

c. 성취 – 28-37절 
The Fulfillment - verses 28-37 

 

3. 이 공부에서 최대의 유익을 얻기위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도와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주께 구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To benefit the most from your study begin with prayer.  Ask the Lord to teach you and help 
you apply what you learn from His Word.   Write your prayer here.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세상 끝날을 눈 앞에 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되었습니다. 

All these events happened to them as examples for us. 
They were written down to warn us, 

who live at the time when this age is drawing to a close. 
고린도전서 10:11절             I Corinthians 10:11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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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  다니엘서 4:1-3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4:1-3 
 
1. 다니엘서의 이 독특한 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4:1-3절에 

있는 그의 개회사를 읽으십시오.  그 왕은 이 선언을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1절  
This unique chapter of Daniel begins with a remarkable proclamation made by King 
Nebuchadnezzar.  Read his opening statement in Daniel 4:1-3.  To whom did the king address 
this proclamation?  verse 1 

 
 

a. 왕의 메세지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2절에 그가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The king's message is also to us.  What reason is given in verse 2 for his proclamation? 

 
 
 
2. 다니엘서 4:3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느부갓네살 왕의 선언들을 적으십시오.  셀라 – 잠시 멈추고 

이것들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Print each of King Nebuchadnezzar's declarations concerning 
God from Daniel 4:3.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ese.   

 
 
  

a. 이 선언들로부터 당신은 어떤 영감을 받습니까?   
What inspiration do you receive from these declarations?  

 
 
 

3. 오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 잠시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이적을 나누십시오.   
In response to today's study, take a few moments to reflect on what God has done in your life.   
Share a wonder that the high God has wrought toward you.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주의 능력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의 능력있는 행적들과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도록 할 것입니다. 

They will tell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speak of Your might, 

so that all men may know of Your mighty acts 
and the glorious splendor of Your kingdom. 

시편 145:11,12 절             Psalm 145:11,12 NIV 

 
 

제제제제  3  일일일일  :  다니엘서 4:4-18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4:4-18 
 
1.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놀라운 간증의 첫 부분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다니엘서 4:4-9절을 

요약하여 왕의 꿈에 대한 배경과 서문을 적으십시오.  
Today we will focus on the first part of King Nebuchadnezzar’s amazing testimony.  Note the 
background and introduction to the king’s dream by summarizing Daniel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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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 9 a절에서 다니엘에 대한 왕의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From verses 8,9a what was the king’s opinion of Daniel? 

 
 

 

b. 그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청했습니까?  9b절 
What did he ask Daniel to do?  verse 9b 
 
 
 

2. 다니엘서 4:10-17절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그의 이상한 꿈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들을 사용하여 
그가 이 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하십시오.  In Daniel 4:10-17 the king conveyed his unusual 
dream to Daniel.  Use phrases from these verses to describe what he saw and heard in this 
dream.  

 
 
 

a. 척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파수꾼(13, 17절)은 아마도 천사였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7b절에서 천사의 메세지의 중심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Pastor Chuck says: The watcher 
(verses 13,17) was probably an angel.  From verse 17b what was the central point of the angel’s 
message?   

 
 
 

(1.) 당신은 이것이 왜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중요한 메세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was an important message for King Nebuchadnezzar? 

 
 
 

(2.) 왜 이 메세지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까?   
Why is this message also important for us? 

 
 
 

3. 다니엘서 4:18b 절에서 왕이 다니엘(벨드사살)에게 한 다음의 선언을 주목하십시오: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 줄 수 없었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18c절에서 답하십시오. 
Notice the following declaration the king gave to Daniel (Belteshazzar) in Daniel 4:18b: all the 
wise men of my kingdom are not able to make known unto me the interpretation: but thou art able.  Why 
did Nebuchadnezzar believe Daniel could interpret his dream?  Answer from verse 18c. 

 
 

a. 다니엘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Daniel an example for you? 

 
 
 

제제제제  4  일일일일  :  다니엘서 4:19-2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4:19-27 
 
1. 오늘 다니엘서 4:19-26 절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알게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4:19a절에 의하면 다니엘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Through our study today of 
Daniel 4:19-26 we will disc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king’s dream.  According to Daniel 4:19a 
what was Daniel’s first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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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벨드사살이 답하기를, 오, 내 주여, 그 꿈에 예시된 일들이 왕이 아닌 왕의 원수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19b 절 NLT.   이것이 왕에 대한 다니엘의 염려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Belteshazzar replied, Oh, how I wish the events foreshadowed in this dream would happen to your 
enemies, my lord, and not to you! verse 19b NLT   How does this reveal Daniel’s concern for the 
king? 

 
 

2.   다니엘서 4:20-23절에 있는 나무는 그 꿈의 두드러진 특색입니다.   이 절들에서 그 나무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는지 요약하십시오.  In Daniel 4:20-23 the tree is the predominant feature of the 
dream.  Summarize what you learn about the tree from these verses.   

 

 

3.  다니엘서 4:24-26절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을 숙고하고 그것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져야했던 다니엘의 용기를 생각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말로 해석을 쓰십시오.  (당신의 답을        

위해 다른 번역본을 보셔도 됩니다)  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Nebuchadnezzar’ dream in 
Daniel 4:24-26 and the courage it took for Daniel to reveal it to the king.  Write the 
interpretation in your own words.   (You may want to use other versions to help you with this.) 

 
 
선택 질문  :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다음의 절들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하십시오. 
Optional:    Comment on what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pride and humility: 
 

a. 잠언서 16:18, 19절 
Proverbs 16:18,19 

 

b. 잠언서 29:23절 
Proverbs 29:23 

 
c. 야고보서 4:6절 

James 4:6  
 
 

4. 그 꿈과 해석을 통하여 주께서 이 강력한 왕에게 경고와 회개할 기회와 자신을 낮춰 겸손해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왕국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고 하십니다.   꿈의 의미를 알린 후 다니엘은 
왕에게 어떤 조언을 주었습니까?  다니엘서 4:27 절을 보십시오.  Through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the Lord gave this powerful man a warning and an opportunity to repent and 
humble himself.  Pastor Chuck says: God wanted Nebuchadnezzar to realize that his kingdom and 
power were given to him by God.  After revealing the meaning of the dream, what counsel did 
Daniel give the king?  See Daniel 4:27.   

 
 

a. 이 충고를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냅니까?   
How would obeying this counsel demonstrate a repentant heart?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고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새 용기를 주려 함이라. 
The high and lofty one who inhabits eternity, the Holy One, says this: 

“I live in that high and holy place with those whose spirits are contrite and humble. 
I refresh the humble and give new courage to those with repentant hearts.” 

이사야서 57:15 절                   Isaiah 57:15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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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  다니엘서 4:28-37절 
FIFTH DAY:  Read Daniel 4:28-37 
 
1. 오늘의 공부는 우리를 이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도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다니엘서 4:28-30절은 느부갓네살의 태도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Today’s study brings 
us to a fascinating series of events.  Instead of humbly repenting what does Daniel 4:28-30 reveal 
about the attitude of Nebuchadnezzar? 

 
 
 

진보반 문제: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쓰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accomplishments of King 
Nebuchadnezzar in the ancient city of Babylon.  Write a brief report of your findings.   

 
 
 

2. 다니엘서 4:31-37 절을 읽으면서 왕의 엄청난 체험을 파악하십시오.  다음의 절들에서 이것을 

설명하십시오.   Try to grasp the king’s incredible experience as you read Daniel 4:31-37.   
Describe thi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31, 32절(주목: 일곱 때는 칠 년을 뜻합니다) 
verses 31, 32 (Note: the phrase seven times means seven years.)   

 
b. 33절 

verse 33 
 

c. 34-36절 
verses 34-36 

 
d. 느부갓네살의 체험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면으로 경고가 됩니까?  
 In what way is Nebuchadnezzar’s experience a warning for us against the sin of pride? 

 
 
 

3. 잠시 멈추고 다음의 절들에서 몇 개의 구절들을 적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찬양하는 왕의 

선언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Pause and think about the king’s declarations of praise to the most 
High as you record a few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다니엘서 4:34절 

Daniel 4:34 
 

b. 다니엘서 4:35절 
Daniel 4:35 

 
c. 다니엘서 4:37절 

Daniel 4:37 
 

d.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오늘 당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Which of these is most meaningful to you today?   

 
 
4.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How does praising God help ensure our hearts stay humble before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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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다니엘서 4:1-37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4:1-37 
 
1. 다니엘서 4:1-37절의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대해서 당신이 관찰하고 배운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something you observed or learned through your study of Daniel 4:1-37 about: 
 

a. 주 
the Lord 

 
b.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c. 다니엘 
Daniel 

 
 

2. 다니엘서 4장에서 교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What did you learn about pride from Daniel 4? 

 
 
 

a.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유지 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keep a humble heart before the Lord? 

 
 
 

3. 다니엘서 4장에서 당신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적용이 있습니까?   
What practical application is there for your life from Chapter Four of Daniel? 

 
 
 
 

4.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주께 당신의 찬양을 표현하는 문장을 쓰십시오.    
Write a sentence expressing your praise to the Lord in response to your study this week.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당신을 높이시리라. 
Humble thy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selected� 



 

 

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 5:1-31 
Daniel 5:1-31 

 

      Lesson 7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서 4:1-37절을 복습하십시오.  이 절들에 있는 본보기들이나, 진리들이나, 경고들이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어떤 면으로 영향을 끼쳤습니까?  Review Daniel 4:1-37.  In what way have the examples, truths or 
warnings in these verses influenced your life this week?   

 
 
 
 
 

2. 다니엘서의 각 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는 놀라운 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 장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만한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세지를 볼 것입니다.  5 장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왕의 손자인 벨사살이라는 새 왕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4장과 5장 사이에 약 20년 

가량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1-31절을 읽고 이 장에 간단한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Every chapter of Daniel has a remarkable way of expanding our view of God.  In Daniel 5 we will see 
God’s message to a prideful king given in a supernatural way.  Chapter Five introduces us to a new 
king named Belshazzar, who was King Nebuchadnezzar’s grandson.  There is a gap of about twenty 
years between Daniel 4 and 5.   Read Daniel 5:1-31 and give this chapter a brief title.   

 
 
 

3.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필수적인 부분은 기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 관련하여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과 필요를 주께 구하기위해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Recognizing that prayer is an essential part of personal Bible study, take a few moments to express to 
the Lord your greatest desire and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this week.    Write your prayer 
here. 

 

 
 

나에게 주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소서. 
나의 심령이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구별되어,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Speak Your will to me, Your purpose. 
Make my heart Your dwelling place, 
set apart for You Lord, willing to obe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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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  다니엘서 5: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5:1-9 
 

1. 다니엘서 5:1-9절을 읽고, 바벨론에 있는 왕궁의 큰 잔치에 참석하였다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 사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기원 후 539년 10월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의 

절들에서 그날 밤에 일어난 전례없는 일을 묘사하는 구절을 택하십시오.  Read Daniel 5:1-9 and try to 
imagine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be present at the great feast in the king’s palace in Babylon.   The 
Greek historian, Herodotus determined this event took place in October, 539 B.C.   Choose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o describe what happened that unprecedented night: 

 
a. 1-4절 

verses 1-4 
 
 

b. 5-9절 
verses 5-9   

 
 

2.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신이 번쩍들게 하는 메세지를 주시기위해 술로 만취된 이 파티를 중단시켰습니다.  

이것이 다음의 사람들에게 준 영향을 관찰하십시오.  다니엘서 5:6-9절에서 답하십시오.   
God interrupted this drunken party to give the king a sobering message.  Observe the effects this 
interruption had on the following people.  Answer from Daniel 5:6-9: 

  
a. 벨사살 

Belshazzar 
 
 

b. 왕의 박사들 
the king’s wise men 
 

 

3. 벨사살이 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메도-바사 군대가 바벨론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왕은 잘 요새화된 성벽으로 쌓여 안전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위협을 무시하고  

왕과 그의 내빈들은 파티와 그들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데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유사점을 봅니까?  At the time Belshazzar hosted this great feast, the 
Medo-Persian army, led by Cyrus the Great, surrounded the city of Babylon.  Apparently the king felt 
secure and confident behind the well-fortified city walls. With disregard to the impending danger he 
and his guests were engaged in partying and worshiping their false gods.  Compare this to our world 
today.   What similarities do you see?   

 
 
 

a. 데살로니가 전서 5:5-8절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교훈들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instructions from I Thessalonians 5:5-8 that will enable you to keep a 
Christian perspective in today’s world.       

 
 
 

모든 너희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므로 너희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뇨?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뇨? 
What have you gained by worshiping all your man-made idols? 
How foolish to trust in something made by your own hands! 

하박국 2:18a 절                                       Habakkuk 2:18a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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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  다니엘서 5:10-17절 
THIRD DAY:  Read Daniel 5:10-17 
 
1.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볼 것입니다.  다니엘서 5:10-12 절을 읽으십시오.  

12b 절에서 다음의 빈 칸을 채우면서 왕에게 준 왕비의 충고의 핵심을 기록하십시오.  주: 그 태후는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였을 것입니다.  Through today’s study we will see 
the sovereign hand of God.  Read Daniel 5:10-12.  Print the essence of the queen’s advice to the king by 
filling in the following blanks from verse 12b.  Note:  The queen was not Belshazzar’s wife, but probably 
his mother or grandmother.  

  …이제 _____________을  ______________.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______________________. 
 

. . .now let _____________  be  ______________, and he  _________    _________  the interpretation. 
 

a. 11,12 절에서 다니엘에 대하여 왕비가 한 말 몇 가지를 기록하면서 그의 평판을 숙고하십시오.  
Consider Daniel’s reputation by recording a few of the queen’s statements about him from verses 
11,12. 

 
 
개인적 질문  :  믿는 자로서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지기를 원합니까?       
Personal:    As a believer, what would you like the world to note about you? 
 
 

b. 이때 다니엘은 거의 90 살이었고 벨사살과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하나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가 됩니까?  At this time Daniel was almost 
ninety years old, perhaps forgotten by Belshazzar and the majority of those living in Babylon.  The 
Lord had not forgotten Daniel.  In fact, God had another assignment for him.  How does this 
encourage you today? 

 
 
 
2. 다니엘서 5:13-16 절에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왔을 때 계속되는 사건의 연속을 읽으십시오.  다음의 

절들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요약하십시오.  Read the next sequence of events from Daniel 
5:13-16 when Daniel was brought in before the king.  Summarize what the king said to Daniel in the 
following verses: 

 

a. 13절 
verse 13 
 

b. 14절 
verse 14 
 

c. 15절 
verse 15 
 

d. 16절 
verse 16 

 
3. 만일 다니엘이 벽에 있는 신비한 글을 해석할 수 있다면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제의했던 선물과 상급에 

대해 생각하십시오.(다니엘서 5:16b)  다니엘서 5:17a절에서 다니엘의 반응을 적으십시오. 셀라.  Think 
about the gifts and rewards Belshazzar offered to Daniel (Daniel 5:16b) if he could interpret the mysterious 
writing on the wall.   Print Daniel’s response from Daniel 5:17a.    Selah. 

 
 
 

a. 재산이나, 권력이나, 높은 지위에 대한 제의가 사람들의 선택에 종종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What influence does the offer of wealth, power or position often have on the choices people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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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니엘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Daniel an example for you? 
 
 
 

제제제제  4  일일일일  :  다니엘서 5:18-2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5:18-24 
 
1. 척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은 벽에 있는 글의 해석을 하기 전에 벨사살에게 설교를 하였던 신실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다니엘 5:18-24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들에서 다음에 대하여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는지 적으면서 그의 강력한 메세지를 숙고하십시오.  Pastor Chuck says: Daniel was 
a faithful prophet, for he preached to Belshazzar before he gave the interpretation of the writing on the wall.  With 
this in mind read Daniel 5:18-24.  Consider Daniel’s powerful message by writing what he said in these 
verses about: 

 

a. 하나님 
God 

 
 

(1.) 다니엘은 주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묘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당신의 그룹과 당신의 생각을 나누도록 준비하십시오.  Daniel often referred to the Lord as the 
most high God.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this description and be prepared to share your 
thoughts with your group.    

 
 

b.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 
 

c. 벨사살 
Belshazzar 

 
 
2. 다니엘서 5:18-24절은 당신에게 다니엘의 성품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Daniel 5:18-24 reveal to you about Daniel’s character? 
 
 
 

a. 당신은 다니엘의 본보기로부터 당신의 삶에 무엇을 적용하기를 갈망합니까?   
What do you desire to apply to your life from Daniel’s example?  

 
 

3. 다니엘서 5:23c NKJV에서 다음의 선언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그 손에 가지시고 당신의 
모든 길이 그분의 것인 그 하나님…  어떤 면으로 이 진리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넓히며 또 

그분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증가시킵니까?   Look once more at the following declaration from Daniel 
5:23c NKJV: and the God who holds your breath in His hand and owns all your ways. . . .  In what way does this 
truth expand your knowledge of God or enhance your appreciation of Him?   

  
 

그분은 친히 모든 것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에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주십니다. 

He Himself gives life and breath to everything, 
and He satisfies every need there is. 
사도행전 17:25b            Acts 17:25b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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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  다니엘서 5:25-3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5:25-30 
 
1. 다니엘서 5:25-28절에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필적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26-28절에서 다음 단어들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십시오.  In Daniel 5:25-28 Daniel solved the mystery of the handwriting on the wall.   

From verses 26-28 record the interpretation for the following words: 
 

a. 메네 
MENE 
 

b. 데겔 
TEKEL 
 

c. 페레스 (주목:  우바르신은 페레스의 복수형입니다) 
PERES   (Note: UPHARSIN is the plural form of PERES.) 
 

d. 하나님의 진술의 결말에 대해 말하십시오. 
Comment on the finality of God’s statement. 

 
 
2. 다니엘은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달한 용기있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한 그의 약속을 엄수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시적인 상급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5:29절 
에서 답하십시오.     Daniel was courageous and faithful to deliver the message of God in spite of the 
risks involved.  The king honored his promise to Daniel.  What temporal reward did Daniel receive?   
Answer from Daniel 5:29.  

 
 
 

a.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메세지를 담대하고 신실하게 나누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What keeps us from courageously and faithfully sharing God’s message with others? 

 
 

(1.) 우리는 이러한 방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overcome these hindrances? 

 
 
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박한 심판을 벨사살에게 전하고 경고하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세지는 그날 밤 그에게 확신되고, 깨우쳐지고, 변화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습 
니까?  다니엘서 5:30, 31절로부터 다음의 빈 칸을 채우면서 답하십시오.  God used Daniel to inform and 
warn Belshazzar of His impending judgment.   God’s message should have convinced, convicted, and 
converted him that night.  Instead, what happened? Answer by filling in the missing words from Daniel 
5:30,31: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__________을 _______________메대 사람 ___________가 _________를 
 

____________때에 ___________는 육십 이세 였더라. 
 

  In that  _________    ______  Belshazzar   ____   _________  of the Chaldeans  ___________.   
       
  And__________  the Median  ________   ____    ________________, being about threescore  
 

and two  (62) years old.  
 

  
진보반:  어떻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들어와서 그날 밤 바벨론 시를 정복할 수 있었는지 연구하여 간단한 

보고를 쓰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and write a brief report of how Darius, the Mede, 
was able to enter and conquer the city of Babylon th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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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벨론 시는 무너졌고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 5:30a NJKV).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신뢰성에 대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The city of Babylon fell and 
Belshazzar was killed that very night (Daniel 5:30a NKJV).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certainty 
and reliability of God’s W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믿으니, 만사 해결입니다! 
God said it, I believe it and that settles it! 

 
 

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다니엘서 5:1-31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5:1-31 
 
1. 다니엘서 5:1-31절의 공부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지식이나 이해를 풍부하게 했거나, 향상시켜 주었거나 

또는 넓혀준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of Daniel 5:1-31 has enriched, enhanced or 
expanded your knowledge or understanding of God. 

 
 

a. 이것이 어떻게 당신이 주님께 경배드리는데 영향을 주겠습니까?   
How will this affect your worship of Him? 

 
 

b.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한 문장 쓰십시오.   
In response to this write a sentence of praise to the most high God. 

 
 
2. 다니엘서 5:18-28절에서 벨사살에 대한 다니엘의 담대한 책망과 이 강력한 왕에게 벽에 쓰여진 글을 해석 

해 주는 그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을 끼치고 증인이 되도록 다니엘 
의 삶이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감동을 줍니까?     From Daniel 5:18-28 recall Daniel’s bold rebuke of 
Belshazzar and his courage in giv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writing on the wall to this powerful king.   
In what way does Daniel’s life inspire you be a godly influence and witness to the people around you?    

 
 
3. 우리는 어떻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죄들을 피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avoid the sins of Nebuchadnezzar and Belshazzar?   
 
 
4.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서 어떤 추가의 교훈과 격려를 받았습니까?   
What additional instruction or encouragement have you received from your study this week?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홀로 존귀 받으실분,놀라우신 주, 전능 왕,  

주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의 영광은 모든 세계를 덮으시며. 
능하신 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선언합니다. 
Holy, holy, holy is our Lord God Almighty. 

He alone is worthy, awesome Lord, mighty King. 
He reigns through all the universe. 
His glory covers all the earth. 

His power’s displayed in mighty works 
and we proclaim Him as our Lord and King. 

-selected�



 

 
 

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 6:1-28 절절절절 

Daniel 6:1-28 
 

Lesson 8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서 5:1-31절에 대한 강의 또는 지난 주 공부의 어떤 면이 오늘 당신을 계속 격려합니까?  
What aspect of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 Daniel 5:1-31 continues to minister to you today?   

 
 
 
 

2. 이번 주 다니엘서 6장을 통해 우리는 고금을 통하여 가장 흥미롭고도 대단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를 공부할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출에 대한 다니엘의 간증과 그의 

거룩한 본은 우리에게 유익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6:1-28절을 읽고 다음에 대해서 한 구절, 

생각 또는 관찰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This week through Daniel 6 we have the opportunity to study 
one of the most exciting and greatly loved Bible stories of all time.   Daniel’s testimony of God’s 
miraculous deliverance and his godly example will bless and benefit us.   Read Daniel 6:1-28 and 
record a phrase, thought or observation concerning:    

 
a. 다리오 

Darius 
 

b. 다니엘 
Daniel 
 

c. 총리들과 방백들 
the presidents and princes 

 

3.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다니엘서 6:10b).  당신의 공부를 계속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이번 주 공부에 관련하여 당신이 갖고 있을 어떠한 문제들도 

포함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Prayer was extremely important to Daniel (Daniel 6:10b).  
Before continuing your lesson take time to pray.   Include in your prayer any concerns you might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this week.  Write your prayer here.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And I say unto you, Ask, and it shall be given you; 
seek, and ye shall find; 

knock, and it shall be opened unto you. 
누가복음  11:9절                      Luke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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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  다니엘서 6: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6:1-9 
 

1.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1-5절에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놀라운 경험에 

대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이것을 설명하십시오.  Today we begin our study of Daniel’s 
remarkable experience by looking a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event in Daniel 6:1-5.  
Describe this from: 
a. 1-3절 

verses 1-3 
 

b. 4, 5절 
verses 4,5 

 
c. 이 절들에서 다니엘과 그의 성품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What do you observe about Daniel and his character from these verses? 

 
 

 

2. 6장 전체에 걸쳐서 단어 이에 가 절이나 문장의 첫 단어로 자주 사용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확실히 이 

단어는 이 실재 사건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킵니다.  다니엘서 6:6-8 절에 의하면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 무엇을 하기를 청했습니까?  이에 Notice that throughout Chapter Six the word then is 

frequently used as the first word of a verse or sentence.   Certainly this word builds the anticipation in 
this true account.  Then what did the presidents and princes ask the king to do according to Daniel 6:6-8?   

 
 
 

a. 다리오왕이 그들의 교묘한 음모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에서 답하십시오. 
How did king Darius respond to their manipulative plot?  Answer from verse 9.   

 
 

3.  다니엘서 6:4b NKJV에서 다니엘의 본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의 공부를 끝맺읍시오: 그러나 그들은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룻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셀라.  당신은 당신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당신에게서 어떤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까?  
Complete today’s lesson by focusing on Daniel’s example from Daniel 6:4b NKJV: but they could find no 
charge or fault, because he was faithful; nor was there any error or fault found in him.  Selah. What Christ-like 
attributes would you like your peers or co-workers to see in you? 

 
 

개인적 질문:  만일 당신이 다니엘처럼 감시당하고 있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대화, 행동 또는 성품에              

어떤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Personal:   If you were being watched, like Daniel, would there be any changes you would want to make in 

your conversation, conduct or character?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므로 체포를 당했다면 
당신에게 유죄를 선언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겠습니까? 

If you were arrested for being a Christian, 
would there be enough evidence to convict you?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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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  다니엘서 6:10-1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6:10-15 
 

1.   파기할 수 없는 조서가 왕에 의해서 서명되어졌습니다:  이제 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리라 (다니엘서 6:7b NLT).  다니엘서 6:10절을 

읽고 위협하는 그 조서가 서명된 것을 알고도 한 다니엘의 행동을 숙고하십시오.  10절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The following irreversible law was signed by the 
king: for the next thirty days anyone who prays to anyone, divine or human—except to your Majesty–will be 
thrown to the lions (Daniel 6:7bNLT). Read Daniel 6:10 and consider Daniel’s actions even though he knew 
that this intimidating writing was signed.    Ponder what Daniel did as you print verse 10 phrase by 
phrase.   

 
 

a. 이러한 생명의 위협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 

게 교훈이 됩니까?  How does the realization that Daniel prayed and gave thanks in this life-
threatening situation minister to you?    

 
 

선택 질문:  다니엘서 6:10 절을 역대하 6:34,37,38 절과 시편 55:17 절과 비교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 당신의 이해를 넓혀줍니까?   
Optional:   Compare Daniel 6:10 with II Chronicles 6:34,37,38 and Psalm 55:17.  How does this further your 

understanding of Daniel’s actions?  
 
 

2. 기도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습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규칙적인 교제로  되어있었 

습니다.  그의 본이 다음에 대해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주는지 나누십시오:  Prayer was more than a 
habit for Daniel.  His life was built on regular communication with God.  Share how his example 
speaks to you about your:    

  
a. 당신의 기도 생활 

prayer life 
 

b. 주께 대한 당신의 헌신과 약속 
consecration and commitment to the Lord 

 

3. 다니엘의 시샘하는 경쟁자들에 의해 그는 함정에 빠뜨려졌습니다.  다니엘서 6:11-15 절을 읽으면서 

사건의 연속을 관찰하십시오.  12절에서 나아가서 라는 말은 그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법석을 떨었음을 

뜻합니다.  다음의 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십시오.     The trap was set for Daniel by his 
jealous enemies.  Observe the chain of events by reading Daniel 6:11-15.   In verse 12 the phrase came 
near means they came with haste and tumult. Describe what happened from the following verses: 
a. 11절 

verse 11 
 
 

b. 12, 13절 
verse 12,13 
 
 

c. 14절 - 2중의 반응을 보십시오. 
verse 14  - Note the king’s twofold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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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5절 
verse 15 
 
 

4. 이 시점에서 다니엘의 상황을 한 단어로 설명하십시오.   
Use one word to describe Daniel’s situation at this point.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빌립보서  Philippians 4:6 NKJV 

 

 

제제제제 4 일일일일  :  다니엘서 6:16-23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6:16-23 
 

1. 다니엘서 6:16-23절은 구약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승리로 끝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줄 

것입니다.  비극에서 승리로 이끈 다니엘의 경험을 강조한 다음의 절들에서 주 된 구절을 택하고 

기록하십시오.   Daniel 6:16-23 contains one of the most marvelous miracles of God’s deliverance found 
in the Old Testament.   Today’s study will fortify our faith as we focus on what began as a tragedy but 
ended in triumph.   Choose and record key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o emphasize Daniel’s 
experience from tragedy to triumph: 

 

a. 16, 17절 
verses 16,17 

 
 

(1.) 16b절에서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Notice what the king said unto Daniel in verse 16b.   What does this imply? 

 
 

b. 18-20절 
verses 18-20 

 
 

c. 21, 22절 
verses 21,22 

 

 
 

(1.) 우리들 중 대부분은 22 절에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같은 극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은 어떤 특별한 면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거나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간증을 쓰십시오.  
Most of us haven’t experienced the Lord’s deliverance as dramatically as Daniel did in     
verse 22.  Yet, perhaps you have known the presence of the Lord or experienced His 
deliverance in a special way.   Write a brief testimony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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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3절 
verse 23 
 
 

진보반 문제 :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말하십니다.  다니엘의 간증과 

그리스도의 수난의 유사점을 주목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Pastor Chuck says: Daniel is a type of Christ.  Note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estimony of Daniel and the passion of Christ. 

2. 다음의 구절을 숙고하십시오 :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 6:23c NKJV).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의 믿음은 이런 위험한 시련에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33절이 이것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Consider the following phrase: no injury 
whatever was found on him, because he believed in his God (Daniel 6:23c NKJV). Daniel’s faith in God did not 
fail even in this perilous trial.  How does Hebrews 11:33 support this? 

 
 

3.   오늘의 공부를 마음에 두고 다음의 절들이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 주거나 성숙케 해 준  면을 기록 

하십시오.  With today’s study in mind record a way the following verses expand or fortify your faith:  
 

a. 예레미야서 32:27절 
Jeremiah 32:27 
 

b. 로마서 4:(19,20)21절 
Romans 4:(19,20)21   
 

c. 에베소서 3:20절 
Ephesians 3:20 
 

e. 원한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믿음을 세워주는 구절을 추가하십시오. 
 Add your favorite faith-building verse, if you desire. 
 
 
 

제제제제 5 일일일일  :  다니엘서 6:24-2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6:24-28 
 

1. 다니엘서 6:24-28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결말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다니엘서 6:24절에 의하면 

다니엘의 참소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The powerful conclusion to this event is recorded in 
Daniel 6:24-28.  According to Daniel 6:24 what happened to Daniel’s adversaries? 

 
 

a.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시편 7:14-16절에는 무슨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God will judge the enemies of His servants.  What warning is recorded in Psalm 7:14-16? 
 
 

2. 다니엘서 6:25-27 절을 읽으십시오.  다음의 절들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왕의 강력한 선언을 

기록하면서 다리오 왕의 조서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과 정신에 가득히 넘치게 하십시오.   Read Daniel 
6:25-27.   Let the words of king Darius’ decree flood your heart and mind as you print his powerful 
declarations about the God of Daniel from the following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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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6b절 
verse 26b   
 
 

b. 27절 
verse 27  
 
 
(1.) 이 사실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감을 줍니까?    

How do these truths inspire you? 
 
 

(2.)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됩니까?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Which truth about God ministers to you the most today?  Share why. 

3. 6 장은 다니엘에 대해서 주목할만한 진술로 끝을 맺습니다.  28 절에서 그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Chapter Six ends with a noteworthy statement about Daniel.  What do you learn about him 
from verse 28?   

 
 

주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안식처 되시는 주님께로 가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He is able to deliver thee, He is able to deliver thee. 

Tho’ by sin oppressed, go to Him for rest. 
Our God is able to deliver thee. 

-selected� 

 

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다니엘서 6:1-28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6:1-28 
 

1.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 답하여 다니엘서 6:1-28절이 적어도 한 면으로 영향을 준 것을 기록하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this week record at least one way Daniel 6:1-28 has: 

 
a. 당신에게 축복이 된 면 

blessed you 
 

b. 당신에게 유익이 된 면 
benefited you 

 

2. 이 공부가 주님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해 준 면을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Write a specific way your lesson has fortified your faith in the Lord. 

 
 
 

3. 다니엘서 6장을 마음에 두고 다음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 다니엘은 타협하며 사느니 차라리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습니다.  이 말에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메세지가 들어 있습니까?  

With Daniel 6 in mind think about this statement: Daniel was willing to die for his conviction rather than 
live with compromise.   What message is there in this for believer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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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니엘의 본이 당신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How will Daniel’s example influence your prayer life?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The earnest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power 

and wonderful results. 
야고보서 5:16b절          James 5:16b NLT 



 

 
 

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다니엘서 7:1-28 
Daniel 7:1-28 

 
Lesson 9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서 6:1-28절 공부가 다음에 관하여 이번 주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What difference has your study of Daniel 6:1-28 had on you this week in the area of: 

 
a. 기도 

prayer 
 
b. 믿음 

faith  
 

2.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엘서 7장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적 장들에 대한 공부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소망을 높여 주고 또 더 효율적인 전도를 

하도록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니엘서 7장을 읽고 특별히 가슴에 와 닿는 구절 

을 적으십시오.  Many people today are wondering about the future and are worried about what it 
holds.  Through our study this week of Daniel 7, we will look at the future through Daniel’s visions.  
Our study of the prophetical chapters of Daniel will strengthen our faith, elevate our hope and help us 
to be more effective in our witness.  With this in mind read Daniel 7 and record a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3. 다니엘서 7장을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도 더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공부에 관한 당신의 필요와 갈망을 주님께 기도하고 내어 놓는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 쓰십시오.  As you read Chapter Seven of Daniel you may sense a greater need for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Let this prompt you to pray and commit your needs and desires 
concerning your study to the Lord.  Write your prayer here. 

 
 
 
 
 

오 주여...내게 가르 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Teach me, O LORD . . . 
Give me understanding . . . 

시편 119:33a,34a      Psalm 119:33a,3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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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서 7:1-8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7:1-8 
 

1. 다니엘서 7:1 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장이 연대적 순서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서 7 장은 4 장과 5 장 사이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1 절에서 다음 질문에 답하므로 
몇가지 흥미로운 배후 사실을 발견해 보십시오. A close observation of Daniel 7:1 reveals that this 
chapter is not presented in chronological order.  Historically Daniel 7 fits between chapters 4 and 5.  
Discover a few interesting background facts from verse 1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a. 언제? 
When? 

 
b. 누가? 

Who? 
 
c.   어디서? 

Where? 
 
c. 무엇을? 

What? 
 
2. 7장 전체가 다니엘의 꿈과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현대어 번역본으로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 

니다. 다니엘서 7:2절 NLT 번역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본 것을 주목하십시오:  나, 다니엘은 그날 밤 환상 
에 사방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며 거대한 바다의 표면을 큰 폭풍우가 휘젓는 것을 보았노라.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바다가 아마 열국을 의미할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니엘 7:3 절에 의하면 무엇이 
바다 에서 올라 왔습니까? All of Chapter Seven deals with Daniel’s dream and visions. You may find it 
helpful to read this chapter in a modern translation or version.   Notice what Daniel saw by reading 
Daniel 7:2 NLT: In my vision that night, I, Daniel, saw a great storm churning the surface of a great sea, with 
strong winds blowing from every direction.  Many Bible expositors agree that the sea probably refers to the 
nations.   According to Daniel 7:3 what came up from the sea?   

  
 

3. 다니엘 7장을 공부하며 나중에 우리는 이 큰 짐승 넷과 그들이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간단한 소개를 위해 다음 구절들을 읽고 각 짐승들이 무엇 같은지에 대해 한 말을 기록해 
보십시오. Later in our study of Daniel 7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se four great beasts and what 
they represent.   For a brief introduction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identify what each beast was like 
and record one statement about it: 

 

a. 4절 
verse 4 

 
b. 5절 

verse 5 
 
c. 6절 

verse 6 
 
d. 7절 

verse 7 
 

(1.) 넷째 짐승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열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말씀에 뿔은 종종 힘과 권위 
를 상징합니다. 성경 학자들은 다니엘 7:8 절의 작은 뿔은 계시록에서 짐승으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8b절에서는 작은 뿔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The fourth beast was different.  It had ten horns.   Horns in scripture often represent power and 
authority.  Bible scholars identify the little horn in Daniel 7:8 as the Antichrist, called the beast in 
Revelation.  How does verse 8b describe the little 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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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바빌론 왕국에서 영원한 왕국에까지의 장래에 대한 예고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예언들 중 많은 부분이 명백하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보여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19-21절에서 예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확신과 가르침을 받습니까? God gave Daniel a 
preview of the future from the Babylonian kingdom to the eternal kingdom.  Many of these prophecies 
are explicit and have been fulfilled while others are yet to be fulfilled.  God chose to reveal specific 
details of the future to His prophet Daniel.  What assurance and instruction do we receive from II Peter 
1:19-21 concerning prophecy?   

 
 

 

a.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신다. 주님은 우리 시간의 영역 밖에 사시고 과거는 
물론 미래도 보실 수 있다. 주님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보신다. 이 말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It has been said: Only God knows the future.  He lives outside our time domain and can 
see the future as well as the past.  He sees all of human history.   How does this affect you today? 

 
 
 

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7:9-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7:9-14 
 

1. 다니엘 7:9 절에서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은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왕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신 것을 보았노라. 9a절 NKJV   다음 구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을 기록하십시오. 

In Daniel 7:9 Daniel’s night visions dramatically changed.  I watched till thrones were put in place and the 
Ancient of Days was seated.  verse 9a NKJV   From the following verses record what Daniel saw: 

 
a. 9b절 

verse 9b 
 
b. 10절 

verse 10 
 

c. 특별히 당신에게 의미있는 묘사나 문장을 골라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Choose a description or phrase that is especially meaningful to you and share why. 

 
 
주(Note):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옛적부터 계신 이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붙여진 칭호 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큰 백보좌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심판하시 
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5:31,32절 참조)   Pastor Chuck says, The Ancient of Days is a title 
given to Jesus and to God the Father.  He believes that this is not the Great White Throne judgment but 
Jesus judging the people who have survived the Great Tribulation. (See Matthew 25:31,32.) 

 
2. 다니엘 7:11-14절의 렌즈를 통해 미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다음에 관하여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쓰십시오:  Focus on the future 
through the lens of Daniel 7:11-14.  These verses give us amazing insights into future events.  Write 
what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a. 짐승(11절) 

the beast  (verse 11) 
 
b. 나머지 짐승들(12절) 

the rest of the beasts  (ver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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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자(13,14a절) 
the Son of Man  (verses 13,14a) 
 

d. 그분의 왕국(14b절) 
His kingdom  (verse 14b) 

 

3.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은 우리의 장래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도록 당신을 

격려합니까?  Christ’s everlasting kingdom is our future hope.  How does this encourage you to live 
with eternity in view?   

 
 
 

a. 골로새서 3:1-4절의 가르침과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돕겠습니까? 
How will the instruction and the promise of Colossians 3:1-4 help us do this?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골로새서 1:27b      Colossians 1:27b 

 
 

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7:15-18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7:15-18 
 

1. 다니엘이 보고 들은 것의 장엄함을 우리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다니엘 7:15절에서 우리는 그것이 

그에게 미친 영향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환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5 절 
It is impossible for us to grasp the magnitude of what Daniel saw and heard, but from Daniel 7:15 we 
sense its effect on him.  What was his reaction to these supernatural visions?   verse 15   

 
 
 

a. 다니엘은 그가 본 것에 대한 해석이나 뜻을 물을 정도로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다니엘 7:15a,16절을 

TLB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는 내가 본 모든 것으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내가 보좌 
옆에 서 있는 한 분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일들의 진상을 물었더니, 그가 내게 그 일들을 설명해 
주더라.  아래 구절에 그가 들은 설명을 쓰십시오:  Daniel was grieved and troubled enough to ask for 

the interpretation or meaning of what he had seen.   Notice this from Daniel 7:15a,16 TLB:  I was 
confused and disturbed by all I had seen . . . so I approached one of those standing beside the throne and asked 

him the meaning of all these things, and he explained them to me.  Write the explanation he was given 
from the following verses: 

 

(1.) 17절 
verse 17     
 

 
(2.) 18절 

vers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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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7:17,18절의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근거로 다니엘의 환상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연관짓습니다. 두 곳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 계승되기 전, 4개의 세계 제국들의 

부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 장은 이 4 개의 위대한 제국들에 대한 인간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니엘 7장은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왕국들에 

대한 묘사를 다음 표에 채워넣으십시오.  The divine interpretation in Daniel 7:17,18 causes Bible 
scholars to relate Daniel’s vision to Nebuchadnezzar’s dream in Daniel 2.  Both describe the rise of four 
world empires that are succeeded by the kingdom of God.  Daniel 2 gives man’s perspective of these 
four great empires, whereas Daniel 7 gives God’s perspective of them.  Complete the following chart 
by filling in the descriptions of the kingdoms from Daniel’s vision: 

 

느부갓네살의 꿈 
NEBUCHADNEZZAR’S DREAM 

(다니엘 2장   Daniel 2) 

다니엘의 환상 
DANIEL’S VISION 

(다니엘 7장    Daniel 7) 
 

머리 – 정금 
Head - Fine Gold 

바빌론   Babylon 
 

4절 verse 4 

가슴과 팔 – 은 
Chest and Arms - Silver 

메도-바사  Medo-Persia 
 

5절 verse 5 

배와 넓적다리 – 놋 
Belly and Thighs - Bronze 

그리스   Greece 
 

6절 verse 6 

다리 – 철 
Legs - Iron 
로마  Rome 

 
발 – 철과 진흙 

Feet - Iron and Clay 
미래의 10개 국가 연맹 

Future 10 Nation Confederacy 
 

7,8절 verses 7,8 
 

 

3. 역사를 돌아보며 다니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을 목격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며 보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도록 합니까?  How does looking back over history and seeing the fulfillment of Daniel’s 
prophecies inspire you and enable you to be a more effective witness?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7:19-2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7:19-28 

1. 다니엘은 특별히 넷째 짐승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7:19-28절에서 이 짐승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위의 표를 통하여 우리는 넷째 짐승이 로마 제국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 절에서 이 짐승/뿔에 대하여 몇가지 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Daniel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fourth beast.  We learn a great deal about this beast from Daniel 7:19-28.  Through the 
chart in our lesson we discovered that the fourth beast was identified with the Roman Empire.  Record a 
few additional details about this beast/horn from verse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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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IV성경 22절을 관찰하십시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을 베푸셨으며,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이 예언의 장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Observe verse 22 NIV: Until the Ancient of Days came and 
pronounced judgment in favor of the saints of the Most High, and the time came when they possessed the 
kingdom.  How does the anticipation of the future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minister to you?   

주(Note):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란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유대인들입니다. 그(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긴다는 사실로 
보아 그들이 유대인 성도들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교회가 지구상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Pastor Chuck says: The 

saints in these verses are the Jews who have turned their hearts to God in the troubled times for Israel.  The 
fact that he (Antichrist) makes war on the saints and prevails against them means that they are the Jewish 
saints, not the Church.  I do not believe that the Church will see the Antichrist empowered upon the earth.  

 
 

2. 다니엘 7:23-26절에서 해석자는 다니엘의 환상이 뜻하는 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25절에 드러난 넷째   
짐승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다음을 완성하십시오.  In Daniel 7:23-26 the interpreter continued to explain 

the meaning of Daniel’s vision.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25 that reveal more about 
the fourth beast and his kingdom:    
그리고 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_____________를 

__________할 것이며 그가 또 _________와 __________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_____________는 그의 

손에 붙인바 되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를 지내리라(3년반). 

 And he shall  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_   against the   ________     ________, 

 and shall   ________    ______   the   __________   of the most High, and    ____________  to    

     __________     _________   and   _________ :  and they  _________   ____   _________   into  

    his hand until a __________   and   ___________  and the dividing of  _________ (3 ½ years).   

 

3. 다니엘 7:26,27절을 NLT 번역으로 읽으며 다니엘의 환상의 결론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을 받아 그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여 버릴 것이라. 그러면 모든 천하만국을 다스 
리는 권세와, 위력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그들이 영원히 다스릴  것 
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고 복종할 것이라. (다니엘 7:10b,22절도 참조바람)  당신의 반응을 

나누십시오.  Consider the conclusion of Daniel’s vision as you read Daniel 7:26,27 NLT:  But then the 
court will pass judgment, and all his power will be taken away and completely destroyed.  Then the sovereignty, 
power, and greatness of all the kingdoms under heaven will be given to the holy people of the Most High.  They 
will rule forever, and all rulers will serve and obey them. (See also Daniel 7:10b,22.)  Share your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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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니엘 7:28 절에서 다니엘은 그 말의 끝에 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무엇이 

었습니까?  In Daniel 7:28 Daniel expressed his thoughts and feelings at the end of the matter.  What was 
his reaction?   

 
 
 

진실로…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왕들의 주시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Truly. . .God is the God of gods,  
 the Lord over kings, a revealer of mysteries. . . 

다니엘 2:47b NLT     Daniel 2:47b NLT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7:1-28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7:1-28 
 

1. 이번 주 다니엘 7:1-28절의 공부를 마음에 두고 다음에 관한 한 생각이나, 깨달은 것이나, 관찰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With this week’s study of Daniel 7:1-28 in mind record one thought, insight or 
observation about: 

 
a. 다니엘의 꿈과 환상 

Daniel’s dream and visions 
 
 
b. 세상 왕국들 

the world kingdoms 
 
 
c. 작은 뿔/짐승(적그리스도) 

the little horn/beast (Antichrist) 
 
 
d. 성도들 

the saints  
 
 

2. 이번 주 공부가 어떻게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How has the lesson this week helped prepare you for Jesus’ return and reign? 

 
 
 

3. 다니엘서의 이 예언의 장의 공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음에 대하여 말해 줍니까: 
In what specific way has your study of this prophetic chapter of Daniel: 

 
a.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까? 

strengthened your faith 
 
 

b. 당신의 소망을 높여주었습니까? 
elevated your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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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신이 보다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었습니까? 
helped you to be more effective in your witness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계시록 11:15b      Revelation 11:15b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8:1-27 
Daniel 8:1-27 

Lesson 10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 7:1-28절의 공부가 이번 주 당신의 믿음, 소망, 또는 복음증거에 영향을 끼친 면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of Daniel 7:1-28 has influenced your faith, hope or witness this week. 

 
 
 
2. 이번 주 다니엘 8장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열국과 각 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8:1-27절을 읽으십시오. 다음의 단락 구분을 주시하며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끄는 
문구나 구절을 적으십시오:  Through our study of Daniel 8 this week we will observe that God’s 
sovereign plan includes nations and individuals.  Read Daniel 8:1-27.  Note the following divisions and 
write the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captures your attention: 

 
a. 다니엘의 환상 – 1-14절 

Daniel’s vision – verses 1-14 
 
 
b. 다니엘의 요청과 가브리엘의 응답 – 15-19절 

Daniel’s request and Gabriel’s response – verses 15-19 
 
 
c. 환상에 대한 해석 – 20-27절 

The interpretation of the vision – verses 20-27 
 

 
3.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성경의 저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하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로 당신 
옆에 개인교사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커다란 도움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이 
공부를 완성하도록 이해와 인도하심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기 당신의 기도를 쓰십 시오.   
Pastor Chuck says, Isn’t it wonderful to be instructed by the Author of the Book? It is such a blessing to me to 
have the Holy Spirit open up my understanding to a passage of Scripture.  It really helps to have the God of heaven 
as your tutor, right there alongside you.  With this in mind ask the Lord to grant you understanding and 
guidance as you complete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협조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 .  

. . . the Helpe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 . . 
요한복음 14:26a    John 14:26a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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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 8:1-7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8:1-7 
 
1. 역사는 다니엘 8장의 예언적 환상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주 공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미리 본 

역사적 사건들의 일부에 대해 숙고해 볼 것입니다. 이 예언들의 일부는 장차 일어날 사건들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8:1,2절의 서두를 읽고 이 환상을 둘러싼 여건에 대해 묘사해 보십시오.   History verifies 
the prophetic vision of Daniel 8.  In our lesson this week we will consider some of the historical events 
Daniel foresaw in his vision.  Portions of these prophecies also foreshadow future events.  Read the 
introductory verses in Daniel 8:1,2 and describ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vision.    

 

 
2. 다니엘 8장의 예언적 환상은 다니엘 7장에 나타난 4개의 제국 중 2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니엘 

8:3-5 절을 읽고 다니엘이 본 주요 형상들에 주목하십시오.   3-5절에 나오는 형상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니엘 8:20,21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기 위해 다음 표를 완성하십시오. The prophetic vision 
in Daniel 8 focuses on two of the four empires seen in Daniel 7.  Read Daniel 8:3-5 and note the main 
images Daniel saw.  Daniel 8:20,21 sheds light on verses 3-5 by revealing what these images represent.   
To see this complete the following chart: 

 

  형상 Images 행동 Activity 상징 Represents  
 

 3절 verse 3 4절 verse 4 20절 verse 20 

 2개의 뿔을 가진 수양 
ram with 2 horns  

    ------------------------------------------------------------------------------------------------------ 
 5절 verse 5 5-7절 verses 5 - 7   21절 verse 21 

현저한 뿔을 가진 염소 
the goat with a 

 notable horn  
 
 
3. 역사는 메도-바사 제국의 출현과 고레스 왕의 통치 아래 바사 왕국(수양)이 더 강해져서 서방과 북방과 
남방을 정복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수양과 염소(그리이스)의 싸움을 예측했습니다.  바사 
왕국의 화폐에 사용된 상징은 수양이었고 그리이스 제국의 화폐에 사용된 상징은 염소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History records the rise of the Medo-Persian empire and how Persia (the 
ram), under Cyrus,  became stronger and made its conquests to the west, north and south.  Daniel 
predicted the war between the ram and the goat (Greece).   The symbol used on the coins of the Persian 
empire was a ram and the symbol on the coins of the Grecian empire was a goat.  How does this speak to 
you?      
 
 

4.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십니다.   다음에 있는 이사야서의 구절을 읽고 당신의 반응을 적으십시오.  
God alone knows the future.  Read the following verses from Isaiah and write your response: 

 
 

너희는 역사를 통해 내가 행한 일들을 잊지 말라. 
이는 나 홀로 하나님이기때문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라.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이 성취될지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기 때문이라. 
Do not forget the things I have done throughout history. 

For I am God – I alone! 
I am God, and there is no one else like Me. 

Only I can tell you what is going to happen even before it happens.  
Everything I plan will come to pass, for I do whatever I wish. 

이사야 46:9,10      Isaiah 46:9,10 NLT 



 

 3 

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8:8-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8:8-14 
 

1. 다니엘 8:8절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해서 회의론자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엘 8:5-8절에 있는 예언의 성취라고 믿으며 또 그를 매우 강대해진 숫염소의 큰 뿔로 밝힙니다 (8a절 

NKJV).  8b절의 빈칸을 아래에 채워 넣으며 그가 강력하게 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찰하십시오. 

   Daniel 8:8 is so precise in its predictions that it disturbs skeptics.  Bible scholars agree that Alexander the 
Great fulfilled the prophecy of Daniel 8:5-8, identifying him as the large horn on the male goat that grew 
very great (verse 8a NKJV).   Observe what happened to him after he became strong by filling in the blanks 
from verse 8b:   

 

 그가 강력해졌을 때, 그 ________뿔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when he was strong, the     ___________    horn     ______       _____________; 
 

a.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다음 문구를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은 약관 32 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 후 그리스 제국은 그의 4장군들에 의해 나누어졌습니다.   8c절은 명백하게 실현 

되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Observe the following quote from Pastor Chuck: Alexander the Great was only 32 years old when he died.  
After Alexander’s death the Grecian empire was divided by four of his generals.  Verse 8c was explicitly 
fulfilled.  How does fulfillment of prophecy affect your confidence in God’s Word? 

  
 
 

선택 질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할 시 천하무적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야고보서 4:14절을 읽으며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삶에 대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할 지에 대해 어떤 견지를 갖게 합니까?  
Optional: Alexander the Great seemed invincible during his conquests of the world, yet in his youth he 

suddenly died.  Think about this as you read James 4:14.  What perspective does this give you 
about life and the way you should live?  

 
 
 
 

진보반: 알렉산더의 죽음 후 그의 4명의 장군들은 싸움을 벌여 그리이스 제국을 4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4명의 장군들의 이름과 그들이 통치한 영역의 이름을 조사해 보십시오.  
Advanced Students:  After Alexander’s death his four leading generals fought for and divided the Grecian 

empire among themselves.   Name the four generals and the territory they ruled.   
 
 
 
 
 

2. 4개의 뿔 또는 통치자들 중 하나로부터 작은 뿔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니엘  8:9-12절은 이 악한 통치자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과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합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에 대한 예언적 말씀을 한 두개 기록하 

십시오.  Out of one of the four horns or rulers came forth a little horn.  Daniel 8:9-12 describes this evil 
ruler.  Pastor Chuck and many Bible expositors identify this man as Antiochus Epiphanes from Syria, 
who foreshadows the Antichrist.   Record one or two prophetic statements about him from the following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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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절  (영화로운 땅이란 이스라엘  땅을 뜻합니다.) 

      verse 9  (The pleasant land is the land of Israel.)  
  

b. 10절 (만큼이란 대항할 만큼이란 뜻이고 하늘 군대란 여기서 유대인들을 뜻하며 별들은 제사장들과  
verse 10   영적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The phrase even to means even against; the hosts of heaven here 

are the Jewish people and the stars are the priests and spiritual leaders.)   
 
 

c. 11절 (군대의 주재는는는는 주님을 뜻합니다.) 
verse 11  (The prince of the host is the Lord.) 

 

 

d. 12절 
verse 12 

 
 
 

3.  다니엘 8:13,14절을 읽으십시오. 다니엘은 아마도 천사인 두 거룩한 자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 
다. 다니엘 8:13b절의 질문을 NIV 번역으로 숙고해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황폐하게 하는 그 
반항과 성소와 그 군대가 짓 밟히게 될 것에 관한 그 환상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 

다니엘 8:14절에서 그 답을 기록하십시오.   Read Daniel 8:13,14.  Daniel heard the discussion between two 
saints, perhaps angels.  Consider the question in Daniel 8:13b NIV: How long will it take for the vision to be 
fulfilled – the vision concerning the daily sacrifice, the rebellion that causes desolation, and the surrender of the 
sanctuary and of the host that will be trampled underfoot?  Print the answer from Daniel 8:14. 

 
 
 

  a. 이 놀라운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기 350년 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안티오커스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를 

약 BC 171년쯤 시작했습니다.  BC 165년 12월 25일, 성전은 유다 마카비스에 의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하심에 대하여 당신에게 깨달음을 줍니까?  
This amazing prophecy was written over 350 years before it was fulfilled.  Antiochus began his 
persecution of the Jews in approximately 171 BC.   On December 25, 165 BC the sanctuary was cleansed 
by Judas Maccabeus.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bout the wisdom and greatness of our God? 
  
 
 

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8:15-22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8:15-22 
 

1.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경험했을 생각과 질문과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8:15-19 절을 

읽고 다음 각 구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 보십시오:  Imagine the thoughts, questions and feelings 
that Daniel might have experienced while seeing this vision.  Read Daniel 8:15-19 and summarize what 
happened according to: 

 

a. 15,16절 
 verses 15,16 

 
 
b. 17절 

vers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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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8,19절 

verses 18,19 
 
 

d. 이 구절들에서 당신이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What impresses you the most from these verses? 

 
 
 

2.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으라. . .내가 진노 
의 때 끝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게하리니, 이는 그 환상이 예정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 
(다니엘 8:17b,19 NIV).  다니엘 8:20-22 절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이 환상의 첫 부분에서 본 형상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가브리엘은 그 환상과 마지막 때를 비교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 

께서 다니엘이 이런 일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Gabriel explained to Daniel: 
understand that the vision concerns the time of the end. . . I am going to tell you what will happen later in the time 
of wrath, because the vision concerns the appointed time of the end (Daniel 8:17b,19 NIV).  In Daniel 8:20-22 
Gabriel clearly identified the images Daniel saw at the beginning of this vision. Gabriel was showing 
Daniel the parallels between the vision and the end times.  Why do you think God would want Daniel to 
know these things?   

 
 
 
 

3.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들이 온 사방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 

니다.   이에 비추어서 누가복음 21:28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God’s time clock is ticking.  We are seeing signs of the last days unfolding all around us.  In light of this 
what does Luke 21:28 instruct us to do?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ven so, come, Lord Jesus. 

계시록 Revelation 22:20c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8:23-27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8:23-27 
 

1. 오늘 우리가 공부할 구절은 마지막 때를 예시하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8:17c).  다니엘 8:23-25 절 

에는 안티오커스와 적그리스도가 함께 자주 조명됩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 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다니엘 8:23a NKJV).  이 왕 에 대하여 다음 구절에서 발췌하여 적어보십시오.     

The verses we will study today include prophecy that foreshadows the time of the end (Daniel 8:17c).  Often 
in Daniel 8:23-25 both Antiochus and Antichrist are in view.  And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a king shall arise...(Daniel 8:23a NKJV).   Describe this king by 
writing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23b절  
verse 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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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4절 
verse 24 

 
 
c. 25절 
verse 25 

 

(1.) 잠시 멈추고 NIV 번역으로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멸망할 것이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하겠습니까? 계시록 19:20절에서 답 

하십시오. Pause and think about the last phrase of verse 25 NIV: Yet he will be destroyed, but not 
by human power.  How will the Antichrist be destroyed?  Answer from Revelation 19:20.   

 
 
 
 

2. 다음 구절에서 다니엘 8:23-25절과 적그리스도 (짐승)에 관한 묘사 사이에 몇가지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Draw a few parallels between Daniel 8:23-25 and the description of the Antichrist (beast) from the 
following verses: 

 

a. 데살로니가후서 2:3b,4 
II Thessalonians 2:3b,4 

 
 
 

b. 데살로니가후서 2:9,10a  
II Thessalonians 2:9,10a 

 
 
  

c. 데살로니가후서 2:15절에서는 신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What practical instruction is given to believers in II Thessalonians 2:15? 

 
 
 
 

3. NKJV 번역으로 다니엘 8:26 절에서 다니엘이 받은 가르침에 주목하십시오: 네가 들은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환상을 비밀로 간직하여라. 이것은 오랜 후 미래의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8:27절을 여기 적으며 그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Notice the instruction Daniel was given in Daniel 8:26 NKJV: And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which was told is true; therefore seal up the vision, for it refers to many days in the future.  Think about Daniel’s 
reaction to the vision as you write Daniel 8:27 here phrase by phrase. 

 
 
 
 

a.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예언자에 대해 당신에게 드러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Daniel was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affected by the vision.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this prophet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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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가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심히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일어나 왕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신은 이로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할 무엇을 배웁니까?   In spite of being shaken by what he had seen 
and heard, Daniel rose up, and did the king’s business.   What do you learn from this that you can apply 
to your life?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8:1-27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8:1-27 
 

1. 다니엘 8:1-27절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에 대해 당신이 받은 것이나 발견한 깨달음을 적으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of Daniel 8:1-27 write an insight you received or a discovery you made 
concerning: 
 

 
a. 예언의 실현 
fulfilled prophecy 

 
 
 
 

b.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prophecy yet to be fulfilled 

 
 
 

c. 하나님 
God 

 
 
 

d. 주님의 말씀  
His Word 

 
 
 
 

2. 당신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study Biblical prophecy?   

 
 
 
 

3. 다니엘 8장의 예언에 대한 지식이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의 관점과 우선 순위와 추구하는 바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What effect should the knowledge of the prophecies of Daniel 8 have on your 
perspectives, priorities and pursuits as a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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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님께서 그의 지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열국과 개인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How does knowing the Lord uses nations and individuals to accomplish His 
sovereign plan minister to you today?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음이라. 
주께서 세상사들의 진로를 결정하시며; 

주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도다. 
for He alone has all wisdom and power. 
He determines the course of world events; 

He removes kings and sets others on the throne. 
다니엘 Daniel 2:20b,21a NLT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9:1-27 
Daniel 9:1-27 

Lesson 11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 8:1-27절에 관한 공부나 강의가 다음에 대해 어떤 면에서 당신의 이해를 넓혀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e study or lecture on Daniel 8:1-27 increased your understanding of: 
 

a. 성취된 예언 
fulfilled prophecy 

 
b. 미래에 일어날 일들  

future events   
 

c. 다니엘 
Daniel 

 

2. 기도는 다니엘의 삶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있는 그의 열정적인 중보는 이번 

주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장의 마지막 

구절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1-27절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서 

9 장과 친숙해 지십시오. 간단한 제목을 붙이십시오.  Prayer was a vital part of Daniel’s life.  His 
passionate intercession in Daniel 9 will enrich and inspire us this week.  God’s response to his prayer is 
recorded in the closing verses of this chapter.  Daniel 9:1-27 can be divided into two portions.  Acquaint 
yourself with Chapter Nine by reading the following passages.   Provide a brief title for: 

 
a. 1-19절  

verses 1-19 
 

b. 20-27절  
verses 20-27  

 

3. 다니엘 9 장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가장 위대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와 예언에 관한 이번 주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 주님께 당신 자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이번 주 공부와 관련된 모든 염려를 포함 

시키십시오.   Daniel 9 is one of the greatest chapters in the Bible on prayer.  In preparation for your 
study this week on prayer and prophecy, write your own prayer to the Lord.   Include any concern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the lesson this week.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Then I set my face toward the Lord God 

to make request by prayer 
and supplications. . . 

다니엘 Daniel 9:3a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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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 9: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9:1-6 
 

1. 다니엘의 기도는 풍부한 적용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 9:1,2절은 그의 기도에 대한 그 때와 동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답하면서 이를 주목하십시오:  Daniel’s prayer is rich with 
application.  Daniel 9:1,2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concerning the time and motivation for his 
prayer.    Note this by answering the following: 

 
  시간 –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1,2a절  

Time - when did this occur?  verses 1,2a 
 
 
 
  동기 – 무엇을 깨달았습니까?2b절  

Motivation - what was understood?  verse 2b 
 
 
 

a.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두루마리를 읽고있었는 것같습니다. 예레미야 25:11b,12절; 29:10절 

을 읽으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Apparently Daniel was reading a scroll written by the prophet 
Jeremiah.  Read Jeremiah 25:11b,12; 29:10.   What do you see? 

 
 
 
 

2. 다니엘은 성경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인들의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생활이 거의 끝났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였는지 다니엘 9:3절을 적으며 관찰해 보십 

시오.   Daniel was a student of the Scriptures and he knew that the seventy years of Jewish captivity in 
Babylon were almost ended.  Observe what this prompted him to do by printing Daniel 9:3. 

 
 
 

a. 3절이 다니엘에 관하여 나타내는 바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verse 3 reveal to you about Daniel?   

 
 

 

3.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다니엘 9:4a NKJV). 4b절에서 그가 한 찬양의 표현을 

적음으로써 주님께 그가 한 말을 숙고해 보십시오.    And I prayed to the LORD my God, and made 

confession, and said. . .(Daniel 9:4a NKJV).  Consider what he said to the Lord by writing his expressions of 
praise from verse 4b. 

 
 
 

a.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들이 당신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How do these truths about God influence your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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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니엘 9:5,6 절을 읽고 다니엘의 겸손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진실한 회개로 주님께 구체적인 고백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그 중 몇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Read Daniel 9:5,6 to observe Daniel’s humility of heart.   He did not make excuses.  Instead he made 
specific confessions to the Lord in sincere repentance.   Write a few of these here.   

 
 
 

a. 다니엘이 이 구절들에서 우리 및 우리의 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 그는 이 고백에  

자신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합니까?   Notice Daniel used the pronouns we and our in these verses.    
Why do you think he included himself in these confessions? 

 
 
 

b. 요한일서 1:9절에서 어떤 교훈과 약속을 발견합니까?  
What instruction and promise do you find in I John 1:9? 
 
 
 

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9:7-1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9:7-15 
 

1.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교훈과 영감을 줍니다. 오늘 공부를 다니엘 9:7-10절에 집중하면서 시작하십 

시오.  다니엘이 주님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을 관찰 

하십시오.  여기에서 다니엘은 다시 우리 및 우리의 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주님과 

유대인들에 대한 문구들을 몇 개 쓰십시오:  Daniel’s prayer provides us with both instruction and 
inspiration.  Begin today’s lesson by concentrating on Daniel 9:7-10.  Observe what Daniel said about 
the Lord, the men of Judah,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all Israel.  Here, again Daniel used the 
pronouns we and our.  Write a few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about: 

 

                            주님주님주님주님  The Lord 유대인유대인유대인유대인들들들들  The Jews  
 

7, 8절  
verses 7,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10절 
verses 9,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이 구절들에서 가장 당신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from these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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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LT 번역으로 다니엘 9:11a절을 숙고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거역하고 돌아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9:11b-13 절을 사용하여 이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하십시오. Consider Daniel 9:11a NLT: All Israel has disobeyed Your law and turned away, refusing to 
listen to Your voice.  Use Daniel 9:11b-13 to summarize what happened as a result of these sins. 

 
 
 
 

a.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13b절에서 답하십시오.  
What should the people of Israel have done?  Answer from verse 13b. 

 

b.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신 이 모든 재앙 (악)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니엘 9:14b 절을 여기에 

적으며 그가 주님주님주님주님에 대해 선포한 것을 명상해 보십시오: Daniel did not blame God or complain about 
all this evil (disaster) that He had brought upon the people.  Instead, he acknowledged God’s 
righteous character.  Meditate on his declaration about the LORD as you print Daniel 9:14b here.    

 
 
 

(1.) 잠시 멈추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말씀의 모든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말해 줍니까?    Stop and think about the word all as 
it pertains to all His works.   How does this speak to you in your current situation? 

 
 
 

3.     다니엘은 그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상기했습니까? 다니엘 9:15절에서 답하십시 

오.   What work of God on behalf of His people did Daniel recall?  Answer from Daniel 9:15. 
 
 
 

a. 다니엘이 15c절에 말한 비극적인 고백을 쓰십시오.  
Write the tragic confession Daniel made in verse 15c. 

 
 
 

…주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 . .and His tender mercies are over all His works. 

시편 Psalm 145:9b 

 
 

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9:16-1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9:16-19 
 

1. 다니엘 9:16-19절은 다니엘의 열렬한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기록하며 그의 청원을 관찰하 

십시오.  Daniel 9:16-19 contains a passionate plea from Daniel.  Observe his petitions by recording 
phrases from: 

a. 16절  
vers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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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7절  
verse 17 

 
 

c. 18절  
verse 18 

 
 

2. 무엇을 근거로 다니엘은 그의 간구를 올렸습니까? 다음 구절을 완성하여 답하십시오:  
On what basis did Daniel make his supplications?  Answer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____를 위하여 17b절                                  for the  ___________     ________.    verse 17d 
  

 ______의 ______  _________을 의지하여 18d절        but for  ______     _______     ________ verse 18d 

a. 척 스미스 목사님은, 다니엘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을 위하여 그의 간청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떻게 이 원리를 반영할 

것입니까?    Pastor Chuck says, Daniel didn’t base his requests on man’s righteousness or goodness, but on 
God’s mercy and for His sake.  How will you incorporate this principle when you pray?   

 
 

3.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의 겸손함과 진실함과 열정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 9:19절을 한자 한자 쓰면서 

이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Don’t miss Daniel’s humility, sincerity and fervency in his prayer.   
Consider this as you write Daniel 9:19 here phrase by phrase.   

 
 
 

a. 이 구절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What ministers to you in this verse? 

 
 
 

선택: 지금 다니엘 9:19절의 양식을 이용하여 당신이 사는 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십시오. 

Optional:    Use Daniel 9:19 as a pattern to intercede in prayer for your city and people right now.   
   
 

4. 오늘 공부를 통해 당신이 당신의 삶에 적용할 것을 발견한 것을 나누십시오.  
Share a discovery you made through today’s study that you will apply to your life.    

 
 
 

의인의 적절하고도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야고보서 James 5: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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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9:20-27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9:20-27 
 

1. 오늘 다니엘 9:20-27 절의 공부에서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당신이 20,21절에서 보는 것을 설명하십시오.   In today’s study of Daniel 9:20-27 we will focus on God’s 
response to Daniel’s prayer.  Describe what you see in verses 20,21. 

 
 
 

a. 상상해 보십시오 –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끼어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 

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2,23절에서 가브리엘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Imagine it – the angel Gabriel interrupted Daniel’s prayer!  This was not the first time Gabriel 
appeared to Daniel.   What did Gabriel say to him according to verses 22,23? 

 
 
 

(1.) 이것이 이사야 65:24절의 선포를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How does this validate the declaration in Isaiah 65:24? 

 

2. 다니엘 9:24-27절에서 다니엘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았습니다.  24절 

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칠십 이레 이내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6가지 일이 성취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24절에서 다음 문구들을 완성하므로 그것들을 밝히십시오:   In Daniel 9:24-27 Daniel was 
given God’s timetable for the Jewish people and the city of Jerusalem.  In verse 24 Gabriel told Daniel 
that within seventy weeks six things would be accomplished for Israel and Jerusalem.  Identify them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24: 

 

a. ________________이 마치며     to finish  
 
b. ________가 끝나게 하며     to make 
 
c. ___________________이 영속되며    to make  
 
d. ___________________가 드러나며    to bring in 
 
e.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응하며    to seal 
 
f. _______________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to anoint  

 

칠십 이레 라는 예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표를 참고하십시오.  

Refer to this chart to help you understand the seventy weeks prophecy: 
 

1(주)이레 = 7년 (1 week = 7 years) 

69(주)이레 = 483년 (69 weeks = 483 years) 

바빌론의 1년 = 360일 (Babylonian year = 360 days) 

360 x 483 = 173,880일 (360 x 483 = 173,880 days) 
 
 

3. 다니엘 9:25a절에서 칠십 이레 예언의 시점에 대해 다니엘이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From Daniel 9:25a what was Daniel to know and understand about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venty weeks 
prophe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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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C 445년 3월 14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재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69주  후 

AD 32년 4월 6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에 

대해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On March 14, 445 BC King Artaxerxes gave the command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69 weeks later on April 6, 32 AD Jesus made Hi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What is your response to this incredible fulfillment of prophecy?  

 
 

다니엘 9:26,27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Refer to this chart to help you understand Daniel 9:26,27: 
 

70 주주주주 (70 Weeks) 
 

7주(7 weeks) 

49년(49 years) 
 

예루살렘 복원과 재건 
Jerusalem restored 

and rebuilt 

 

62주(62 weeks) 

434 년(434 years) 
 

메시아 출현과 

끊어져 없어짐 
Messiah comes 
and is cut off 

 

교회 시대(Church 
Age) 
 
 

미정의 기간 
Undefined 
time period 

 

마지막 주(Final week) 

7년(7 years) 
 

환난 Tribulation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음 Antichrist makes covenant 
with Israel 

 

Fulfilled Current Future 

4. 다니엘 9:26,27 절을 읽으십시오. 역사는 26 절의 정확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메시아는 끊어져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 되었습 

니다. 교회 시대는 다니엘에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27절의 그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대환란 기간 

동안 그의 활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Read Daniel 9:26,27.  History records the accuracy of verse 26.  When Jesus was crucified the Messiah 
was cut off.  Jerusalem was destroyed by the Romans in 70 AD.   The Church Age was not revealed to 
Daniel.  In verse 27 he refers to the Antichrist and describes his activity in the middle of the tribulation 
period.  What does verse 27 predict will happen?    

 
  

5. 예언에 대한 반응으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를 본받아 당신의 기도를 여기에 적으십시오.  
In response to prophecy Daniel prayed.  Follow his example and write your prayer here.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9:1-27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9:1-27 
 

1. 이번 주 당신의 공부가 주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하심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영향을 준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this week has affected your confidence in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and His 
Word. 

 
 
 

a. 이것이 어떻게 다음을 풍성하게 해 줄 것입니까: 
 How will this enrich: 

 

(1.) 당신의 매일의 행함에 
 your daily walk 

 

7 + 62 = 69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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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의 찬양과 경배  

your praise and worship 
 
 
(3.) 당신의 중보 기도 

your intercession 
 
 

2. 다니엘 9장의 예언 부분에 관한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어떤 영감이나 격려를 받았습니까?  
In what way have you been inspired or encouraged through your study of the prophetic portion of 
Daniel 9?   

 
 
 
 
 

3.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할 것에 대한 
기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무릎 꿇고 찬양하고 간구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부를 마치십 

시오. It has been said: The prospect of the soon return of our Lord Jesus and seeing Him face to face should 
drive all believers to their knees in praise and petition.   Complete your lesson by doing this.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11:1-35 
Daniel 11:1-35 

 
해해해해   설설설설 

Commentary 
 
 
 

다니엘 11:1-35절에 있는 예언들은 이미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공부하기 보다는 이 예언들 

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밝히기 위해 성경구절들을 해설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The specific prophecies in Daniel 11:1-35 have been fulfilled, therefore instead of a weekly lesson, we have 
chosen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se verses identifying their historical fulfillment. 
 

이 구절들은 다니엘 9:25절에 예언된 69주 동안에 있을 이스라엘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 

들 안에는 135개가 넘는 예언들이 담겨있는데, 그 예언들은  B.C. 529년과 B.C. 163년 사이에 다 성취되었습 

니다.  69주는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명령이 난 B.C. 445년에 시작해서 B.C. 163년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기까지를 말합니다.  이 기간을 성서 중간 시대의 역사라고  말합니 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These verses deal with the events that pertain to Israel during the 69 weeks prophesied in Daniel 9:25.  
Over 135 prophecies contained in these verses were fulfilled between 529 B.C. and 163 B.C.  The 69 weeks 
began in 445 B.C. with the command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and stretched to the death of 
Antiochus Epiphanes in 163 B.C.  This time is often referred to as intertestament history because it deals 
with the history of Israel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다니엘 11장은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Daniel 11 can be divided into 4 sections: 
 

첫째 부분- 메도/바사 제국을 다룸 (1,2절) 

둘째 부분- 헬라 제국을 다룸 (3,4절) 

셋째 부분- 애굽 (프톨레미)과 시리아 (셀레우키드) 제국들을 다룸 (5-35절) 

넷째 부분- 적그리스도를 다루며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 (36-45절) 
Section 1 – Deals with the Medo/Persian Kingdom (verses 1,2) 
Section 2 – Deals with the Grecian Empire (verses 3,4) 
Section 3 – Deals with the Egyptian (Ptolemaic) and Syrian (Seleucid) Empires (verses 5-35) 
Section 4 – Deals with the Antichrist and has yet to be fulfilled (verses 36-45) 

 

첫째 부분  Section 1 
1,2절  verses 1,2 메대 사람 다리오 다음으로 4사람의 다른 특이한 통치자들이 일어남: 

Darius the Mede is followed by 4 other significant rulers:     
감비세스  Cambyses (529-522 B.C.) 

 수도-스메르디스  Pseudo-Smerdis (522-521 B.C.) 

 다리오 1세 히스타스페스  Darius I Hystaspes (521-486 B.C.) 

구셀세스 Xerxes (에스더 책의 아하수에로 왕임 Ahasuerus of Book of Esther) (486-465 B.C.) 

                         구셀세스는 4 왕들 중 가장 부유하였고, 2백오십만명의 군인을 모집하여 헬라 국을 쳤으나 

주전 480년에 결국 폐하였음.  그는 주전 465년 8월에 암살당했음. 
Xerxes was the richest of the 4 kings. Xerxes mustered an army of 2 1/2 million men against 
Greece but was defeated in 480 B.C. He was assassinated in August 465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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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분  Section 2 

3,4절  verses 3,4    알렉산더 대왕은 바사 제국을 주전 332년에 무찔렀고,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을 다 

정복한 후 주전 323년에 갑자기 죽었음.  그의 아들들도 그가 죽은 후 곧 죽었음. 알렉산더 

대왕국은 그의 4 장군들 사이에 나누어졌음.  그 장군들은 아무도 알렉산더 대왕의 명성과 

세력과 통치권을 가지지 못했음. 
Alexander the Great defeated the Persians in 332 B.C. He conquered the known world and 
then died unexpectedly in 323 B.C. His own sons died soon after his death. Alexander’s 
kingdom was divided among his 4 generals. None of his generals ever held Alexander’s 
prestige, power, or dominion: 

  크산드는 헬라를 다스림  Cassander ruled Greece  

  리시머커스는 소아시아를 다스림  Lysimachus ruled over Asia Minor 

  셀레우커스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림  Seleucus ruled Syria and Israel 

  프톨레미는 애굽을 다스림  Ptolemy ruled over Egypt 
 

셋째 부분  Section 3  

  5-35절은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 을 두고 프톨레미 왕조들 (남방 왕들)과 셀레우키드 왕조들(북방 왕들) 

사이의 전투를 주로 다루고있음.  주: 이 구절들에 나오는 방향들은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북, 남, 동, 

서를 말함.  verses 5-35 deal mainly with the conflicts between the dynasties of the Ptolemies (Kings of 
the South) and the Seleucids (Kings of the North) over Israel (the Glorious Land).  Note: Directions 
given in the passage deal with north, south, east, and west from the area of Israel. 

   

5절  verse 5 프톨레미 1세가 4 장군들 중 가장 강했음.  그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싸워 이겼음. 

(323-285 B.C.)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 북방 과 남방 왕조는 130년간 싸움. 
Ptolemy I grew to be the strongest of the 4 generals.  He fought for control of Israel 
and won.  130 years of war ensued between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for control of Israel. 

  

6절  verse 6      프톨레미 2세는 그의 딸 베레니스를 셀레우키드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에게 주었다. 

(285-246 B.C.)    안티오커스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나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그의 첫 부인인 

라오디스를                버렸다.그런데 프톨로미 2세가 2년후에 죽자 베레니스를 폐하고 

라오디스를 안티오커스 2 세의 부인으로 복위시킴. 라오디스는 안티오커스 2 세를 

독살하고 베레니스와 그녀의 갖난 아들도 죽였다. 라오디스는 그 통치권을 그녀의 

아들인 셀레우커스 2세에게 넘겼다. 
Ptolemy II gave his daughter, Bernice, to Antiochus II of the Seleucid Dynasty. 
Antiochus was already married and put away his first wife, Laodice in order to form 
this covenant of peace.  Ptolemy II died 2 years later. At his death, Bernice was 
deposed and Laodice was reinstated as Antiochus II’s wife.  Laodice poisoned 
Antiochus II.  Bernice and her infant son were also murdered.  Laodice turned the 
rulership over to her son, Seleucus II.  

  

7-9절  verses 7-9 베레니스의 형제인 프톨레미 3세가 셀레우커스 2세를 쳐서 크게 이겼다. 그러나  

(246-240 B.C.)       셀레우커스가 프톨레미 3세보다 4년이나 더 살았다. 
The brother of Bernice, Ptolemy III came, attacked Seleucus II and humbled him.  
However, Seleucus outlived Ptolemy III by four years. 

  

10 절  verse 10     셀레우커스 2세와 3세 그리고 안티오커스 3세의 아들들이 큰 군대를 모아 프톨레미 

(227-223 B.C.)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차지함. 
The sons of Seleucus II, Seleucus III and Antiochus III assembled a large army  

 and took Israel back from the Ptolemaic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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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절              안티오커스 3세는 프톨레미 4세와 라피아 전쟁에서 패전했다. 
verses 11,12      Antiochus III met Ptolemy IV in battle and was defeated at Raphia. 
  

13-16절         안티오커스 3세가 다시 애굽을 쳐들어가서 이번에는 프톨레미 5세를 이겼다.  그래서  

verses 13-16   이스라엘을 다시 지배하게 됨.  배교한 유대인들은 안티오커스 3세와 합세했다. 나중에 

안티오커스 3세는 이 유대인에게 역전하였고 그들의 반란을 짓밟아 버렸다. 
Antiochus III invaded Egypt again, this time defeating Ptolemy V, thereby reasserting 
control over Israel.  Apostate Jews joined forces with Antiochus III. Antiochus III later 
turned on these Jews and crushed their revolt. 

 

17절 verse 17 안티오커스 3 세가 프톨레미 5 세를 멸하려고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주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아버지의 계획을 따돌리고 프톨레미 

5세에게 충성했다.   Antiochus III wanting to destroy Ptolemy V, gave his daughter, 
Cleopatra, to Ptolemy V.  However, Cleopatra foiled her father’s plans and was loyal 
to Ptolemy V. 

 

18,19절 verses 18,19  안티오커스 3세는 소아시아와 헬라를 향해 그의 관심을 돌렸다.  그는 카타기니안 

장군인 하니발의 군사력과 합세하였으나 헬라에 있는 로마 장군 루시우스 고넬료 씨피오 

와 싸워 패배했다. 안티오커스가 그의 왕국으로 돌아오다가 바빌론 신전을 약탈하려다가 

살해됨.    Antiochus III turned his attention toward Asia Minor and Greece.  He joined 
forces with Hannibal, the Carthaginian General, but they were defeated by a Roman 
General named Lucius Cornelius Scipio in Greece.  Antiochus, while returning to his 
realm, sought to plunder a Babylonian temple. He was murdered in the attempt. 

 

20절  verse 20 안티오커스 3세의 아들인 셀레우커스 3세는 그의 아버지의 패배한 전쟁들로 인해 잃은 

돈을 회복시키려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의 왕국에 많은 부담을 주었다.  짧은 기간의 

통치 후에 그는 살해당함.  많은 사람들은 그의 형제인 안티오커스 4세가 통치하려고 

그를 죽였다고 믿음.   Seleucus III, son of Antiochus III, sought to recover the monies 
lost by his father’s unsuccessful campaigns by taxing his realm, including Israel. After 
a short reign he was murdered. Many believe his brother, Antiochus IV, assassinated 
him to gain the rulership. 

 

21절  verse 21  안티오커스 4세는 또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로 알려져있고 그는 그의 권력을 뇌물로 

매수했다.  그는 통치자가 되려고 아첨과 속임수를 사용함. 
         Antiochus IV, also known as Antiochus Epiphanes bribed his way to power. He used 

both flattery and deceit to rule. 
 

22-27 절  verses 22-27  안티오커스 4 세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 세를 폐하고 돈으로 그지위를 산, 

제이슨에게 그자리를 주었음.  안티오커스 4세는 수리아와 팔레스틴, 에돔, 암몬, 모압과 

동맹을 맺고 나중에 그것을 깨어버림.  그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뇌물을 사용함. 
                                    Antiochus IV deposed the High Priest, Onias III, and replaced him with Jason, a man 

who bought the position with money.  Antiochus IV formed alliances that he later 
broke with Syria, Palestine, Edom, Amon, and Moab. He used bribery to gain the 
suppor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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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절  verses 25-28   안티오커스 4세는 주전 170년에 프톨레미 필로미터와 싸워 이겼다. 왜냐하면 

프톨레미의 신하들이 그를 배반했기 때문임. 이 두 왕들은 그들이 조약한 것들을 전혀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교섭하며 불신행위를 자행했다. 
Antiochus IV defeated Ptolemy Philometer in 170 B.C. Ptolemy’s courtiers betrayed 
him. Both kings practiced treachery and sat down together at the bargaining table, 
though neither expected to fulfill their commitments. 

 

29,30절  verses 29,30   안티오커스 4세는 주전 168년에 두번째로 애굽을 침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의 해군들은 로마의 함대에 의해 구브로에서 패배했다. 아티오커스는 이 패배로인해 

무척 화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후 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하려고 애썼다. 
 Antiochus IV invaded Egypt a second time in 168 B.C. but was not successful. His 

navy was defeated by ships from Cyprus led by the Roman Navy.   Antiochus 
returned to Jerusalem enraged over his loss.  He then sought to Hellenize Israel. 

 

30-35 절  verses 30-35   안티오커서 4 세를 모든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특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핍박했 다. 그는 8만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4만명을 투옥시키고 다른 4만명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는 매일드리는 제사를 중지시켰다. 그는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쳤고 

또 그는 성전의 기구들 위에 돼지의 피를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이 기간 

동안 경건한 제사장, 마터디어스와 그의 5 아들들(맥카비스)이 군대를 모아서 

안티오커스 4세 와 그의 포악한 군대를 대항하여 게릴라 형태의 전쟁을 했다. 
 Antiochus IV persecuted all the Jews, particularly the religious Jews. He murdered 

over 80,000 Jews, imprisoned 40,000 and enslaved another 40,000 Jews. He stopped the 
daily sacrifices. He sacrificed a pig on the altar and profaned the temple vessels by 
pouring the blood of a swine over them.  During this time a godly priest named 
Mattathias and his five sons gathered an army and were able to wage guerilla type 
warfare against Antiochus IV and his oppressive army.   

 

넷째 부분  Section 4 

36-45절  verses 36-45   마지막 주 또는 70 째 이레에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룸.  우리는 이 구절들을 

Lesson 13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Deal with the future of Israel in the last week or the 70th  Seven.  We will study these 

verses in Lesson 13.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10:1-21 
Daniel 10:1-21 

 
 

Lesson 12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다니엘 9:1-27절의 공부가 다음 사항에 대해 당신을 고무시킨 점을 한가지씩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last week’s study of Daniel 9:1-27 has motivated you: 
  

a. 기도하도록  
to pray  

 
b.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to be ready for the Lord’s return  
 

2. 다니엘 10장은 우리의 기도와 중보기도의 폭을 넓히고 더욱 담대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으로 기록된 예언은 다니엘 10 장에서 시작하여 

12 장까지 계속됩니다. 다니엘 10:1-21 절을 읽고 당신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나 구절을 적어 

보십시오.  Daniel 10 contains important insight into spiritual warfare that should expand and 
embolden our prayers and intercessions.  The last recorded prophecy given to Daniel begins in Daniel 
10 and continues through Chapter 12.   Read Daniel 10:1-21 and write a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3. 다니엘 10 장은 기도는 축복의 선행이다는 말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번 주 공부를 통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깨달을 수 있도록, 배운 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적으십시오.  Daniel 10 validates the statement: Prayer precedes blessing.  God 
wants to bless you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bless you with 
understanding and help you apply what you learn to your life.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So shall My Word be that goeth forth out of My mouth: 
it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lease, 
and it shall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I sent it. 

이사야 Isaiah 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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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 10: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10:1-9 
 
1. 다니엘 10:1-4절은 다니엘의 놀라운 만남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것은 

85 살 즈음이었습니다. 때는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 유배된 유다인들 중 첫번째 그룹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직후였습니다 (에스라 1:1,2). 이 환상의 배경에 대해 다음 구절들에서 몇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찾아 기록하십시오.  Daniel 10:1-4 introduces a remarkable encounter for Daniel.  His final 
vision came when he was about 85 years old.  This occured after the first group of exiled Jews returned 
to Jerusalem under the leadership of Ezra (Ezra 1:1,2).  Record a few interesting details about the 
background of this vision from the following verses: 

 

a. 1절 (여기에서 일이라는 것은 소식 또는 말을 뜻합니다.)  
verse 1 (thing here means message or word)   

 
b. 2,3절  

verses 2,3 
 

(1.) 다니엘의 금식에 대해 묘사해 보십시오.  
Describe Daniel’s fast.      

 
c. 4절  

verse 4 
 
2. 다니엘 10:5-9 절을 읽으며 그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사람에 대해 뭐라고 

묘사합니까? 5,6절에서 답하십시오.   Ponder Daniel’s incredible experience as you read about it from 
Daniel 10:5-9.  How did he describe this man?  Answer from verses 5,6. 

 
 
 

a. 다니엘의 환상을 요한계시록 1:13-16절의 요한의 환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유사점에 주목하십시오. 
Compare Daniel’s vision with the Apostle John’s in Revelation 1:13-16.   Note the similarities.     

 
 
 

 
(1.) 예수님에 대한 묘사에 대해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these descriptions of Jesus? 
 
 
 

3. 척 스미스 목사님과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10:5,6 절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다니엘 10:7 

NKJV).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니엘 10:7b-9절을 읽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묘사해 보십시오: 
  Pastor Chuck and many Bible expositors identify Jesus as the man in Daniel 10:5,6.  And I, Daniel, alone 
saw the vision, for the men who were with me did not see the vision (Daniel 10:7 NKJV).   With this in mind read 
Daniel 10:7b-9 and describe the reactions of: 

 

a.  그 사람 
the men 

 
b. 다니엘 

Daniel 
 
 

(1.) 8,9절의 다니엘의 반응과 요한계시록 1:17a절의 요한의 반응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How is Daniel’s reaction in verses 8,9 similar to John’s in Revelation 1: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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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늘 공부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챤이 금식과 

기도를 하기로 할 때는 왜 합니까?   In today’s study we saw that Daniel fasted and prayed.   Why 
would a Christian today choose to fast and pray?    

 
 
 

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 10:10-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10:10-14 
 

1. 다니엘 10:10-12절은 5-9절의 다니엘의 큰 환상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아마 

도 천사일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10-12절에서 이 사자가 한 것을 쓰십시오: 
Daniel 10:10-12 reveals what happened after Daniel’s great vision in verses 5-9.  Daniel had another 
visitor, probably an angel.    According to verses 10-12 write what this messenger: 

 
a. 행동  

did  
 
b. 말  

said  
 

2. 다니엘 10:11b,12 NLT 절에서 다니엘의 반응과 그 사자의 설명에 대해 숙고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것을 말했을 때, 나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일어섰느니라. 그 때 그는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아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겸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네 요청이 
하늘에 들렸고 나는 네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왔느니라.” 다니엘 10:13절의 놀라운 언급을 관찰하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Consider Daniel’s reaction and the messenger’s explanation in Daniel 10:11b,12 NLT: 
When he said this to me, I stood up, still trembling with fear. Then he said, “Don’t be afraid, Daniel. Since the 
first day you began to pray for understanding and to humble yourself before your God, your request has been 
heard in heaven.  I have come in answer to your prayer.”   Observe the startling statement in Daniel 10:13.   
What do you see? 

 
 
 
 

a. 에베소서 6:12절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대항을 어떻게 밝힙니까?   
How does Ephesians 6:12 identify the unseen opposition against God’s kingdom and His children? 

     
 

(1.) 영적 전쟁에 대해 이것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spiritual warfare?   

 
 

 

(2.)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10-18절에서 주요 

구절을 기록하여 답하십시오. What can believers to do to stand against these forces of evil?   
Answer by recording a few key phrases from Ephesians 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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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니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중보라는 말을 정의하십시오.  

Daniel interceded for his people.  Define the word intercession. 

a. 다니엘 10:14절에 따르면 다니엘의 중보기도는 어떻게 보답되었습니까?  
According to Daniel 10:14 how was Daniel’s intercession rewarded?  

 
 

b. 14절을 마음에 새기며 이사야 59:16a절과 에스겔 22:30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이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중보 기도를 강권합니까?  With verse 14 in mind read Isaiah 59:16a and Ezekiel 22:30.   In 
what way do these verses press you to intercessory prayer?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들은 세상의 무기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강한 요새를 부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weapons we fight with are not the weapons of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y have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s. 
고린도후서 II Corinthians 10:4 NIV 

 
 

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 10:15-19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10:15-19 
 

1. 다니엘은 압도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과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 10:15 NKJV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나는 땅을 향하여 나의 얼굴을 돌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6-
19절에서 선포되는 내용을 요약하여 다니엘과 하늘의 사자 간의 상호 반응을 숙고하십시오.   Daniel was 
overwhelmed and needed strength and encouragement from the Lord.  Notice this from Daniel 10:15 
NKJV: When he had spoken such words to me, I turned my face toward the ground and became speechless.  
Consider the interaction between Daniel and the heavenly messenger in verses 16-19 by summarizing 
what the following verses declare about this: 

 

a. 16절 
verse 16 

 
b. 17절 
verse 17 

 
c. 18절 
verse 18 

 
d. 19절 

verse 19 
 

(1.) 19절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What encourages you the most in verse 19?  Why? 

 
 
 

2. 이 단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10:11,19).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이 말해주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Think about this affirmation: greatly beloved (Daniel 10:11,19).  There are many Scriptures that tell us 
about God’s love.   Record what the following verse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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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레미야 31:3절 
Jeremiah 31:3 

 
 
b. 요한복음 3:16절 

John 3:16 
 
c. 로마서 5:8절 

Romans 5:8 
 

d. 로마서 8:37-39절 
Romans 8:37-39 

 
 
 

e.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What affect does the knowledge of God’s love have on you? 

 
 
 

3. 오늘 공부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적음으로써 마치십시오. 
Complete today’s study by writing a prayer expressing your thanksgiving for God’s amazing love. 

 
 
 

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 10:20,2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10:20,21 
 

1. 다니엘 10장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들은 다니엘의 환상 중 가장 길고도 자세한 환상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예언들은 아주 먼 장래에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었다 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10:20절을 읽으십시오.   천사는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These closing verses in Daniel 10 are introductory to the longest and most detailed of Daniel’s 
prophecies.  Pastor Chuck says, The prophecies the angel had for Daniel concerned Israel in the very distant 
future.  Read Daniel 10:20.  What did the angel say to Daniel?     

 
 
 
 

a.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뒷면, 특히 이스라엘과 그 이웃 국가들 간의 갈등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와 상황 뒷면에 있는 선과 악의 

천사들의 세력의 갈등에 대해 무엇을 암시합니까?  The spiritual battle was not over.  Unseen 
spiritual forces were behind the conflict, particularly as it involved Israel and its neighboring 
nations.   What does this indicate about the struggle between angelic forces of good and evil behind 
the scenes of world politics and conditions today?   
 
 
 
 

(1.) 이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What is our part in this b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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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니엘은 깨우침을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에 응답을 받을 참입니다. 다니엘 10:21a 절에서 그는 무슨 

말씀을 받습니까?   Daniel was about to receive the answer to his prayer for understanding.  What was 
he told in Daniel 10:21a?  

 
 

a. 진리의 책이라는 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21a 절 NLT),  요한복음 17:17b절을 기록하십시오.  

With the phrase Book of Truth in mind (verse 21a NLT), record John 17:17b. 
 
 

(1.) 이 선포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How does this declaration minister to you? 

 
 
 

3. 다니엘 10:21b 절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미가엘이 이 영적인 전쟁에 개입할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2:7(8,9)절은 미가엘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Daniel 10:21b reveals that Michael, Israel’s prince, 
would get involved in these spiritual battles.   What does Revelation 12:7(8,9) reveal about Michael?  
 

 
 

a. 다음 구절들에서 천사에 대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angels from the following verses: 

 
(1.) 시편 Psalm 34:7 

 
 

(2.) 시편 Psalm 91:11 
 
 

(3.) 히브리서 Hebrews 1:7,14 
 
 

(4.) 이 구절들을 통해 어떤 격려를 받으십니까?  
How are you encouraged by these verses?   
 
 

 

제제제제  6  일일일일: 다니엘 10:1-21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10:1-21 
 

1. 다음에 관하여 다니엘 10:1-21절 공부를 통해 발견한 것이나 관찰한 것을 한가지씩 적어보십시오.  
Write one observation or discovery you made through your study of Daniel 10:1-21 about: 

 

a. 주님 
the Lord 

 
 

b. 다니엘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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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도와 금식 
prayer and fasting 

 
 

d.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e. 천사들 
angels 

 
 
 

2. 이번 주 공부의 어떤 특별한 면이 당신에게 깨우침을 주었습니까?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오.  
What particular aspect of this week’s lesson ministered to you?   Share why. 

 
 
 
 
 

3. 이번 주 당신의 공부가 어떻게 당신에게 영감과 격려와 도전이 되었습니까?  
How has your study this week inspired, encouraged or challenged you? 

 
 
 
 
 
 
 
 

홍수처럼 적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 맞서 깃발을 올릴 것이로다.  

When the enemy comes in like a flood, 
the Spirit of the LORD will lift up a standard against him.  

이사야 Isaiah 59:19b NKJV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 11:36 – 12:13 

Daniel 11:36-12:13 
Lesson 13 

제제제제 1 일일일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다니엘 10:1-21절의 공부를 마음에 담고 다음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 이것을 봅니다.  그의 본이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With last week’s study of Daniel 10:1-21 in mind, consider this 
statement: Prayer is the one power on earth that releases the power of heaven. We observe this through 
Daniel’s prayer life.  In what way has his example ministered to you? 

 
 

a.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하겠습니까?   
How will you apply this to your life? 
 
 

2. 이번 주 다니엘 11:36-12:13 절의 공부에서 우리는 장래에 성취되어질 예언들을 고찰할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장래에 대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국가와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며, 영원을 바라보며 살도록 
해야합니다.  다음 구분들을 읽고 각 단락이 무엇을 나타내는 지를 도와 주는 문구나 구절을 쓰십시오.   In 
our study this week of Daniel 11:36-12:13 we will consider prophecies that will be fulfilled in the 
future.  These verses answer many questions about the future, especially as it relates to the nation of 
Israel and the Antichrist.   What we learn should motivate us to pray, to witness, and to live with 
eternity in view.  Read the following divisions and write a phrase or verse that helps you identify what 
each paragraph is about: 
 
a. 다니엘 11:36-39절 

Daniel 11:36-39 
 

b. 다니엘 11:40-45절 
Daniel 11:40-45 
 

c. 다니엘 12:1-4절 
Daniel 12:1-4 
 

d. 다니엘 12:5-13절 
Daniel 12:5-13 

 

3. 이번 주 공부를 위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도록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음 구절을 마음에 두고 
주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도록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면으로 당신이 반응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To prepare your mind and heart for your study this week, begin with prayer.  With the following verse 
in mind ask the Lord to increase your knowledge of Him and His Word and enable you to respond in a 
way that pleases Him.   Write your prayer here.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but the people that d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do exploits. 
다니엘 Daniel 11:32b 

                    ©2007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2 

 

제제제제 2 일일일일  :  다니엘 11:36-3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Daniel 11:36-39 
 
1. 이번 주의 공부에 있는 예언들은 비록 수 백년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역사의 마지막 7년 동안에 있을 

극적인 사건들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그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  

11:36-39절에 있는 왕 (마지막 독재자)에 대해 읽으면서 오늘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 악인을 

묘사하는 36, 37절에서 빈 칸을 채우십시오.  Although the prophecies in this week’s lesson were written 
hundreds of years ago, they reveal dramatic events that will take place during the final seven-year 
period of history. Then Jesus will set up His one thousand year reign on the earth.   Begin your study 
today by reading about the king (the final dictator) in Daniel 11:36-39.  Fill in the missing words from 
verses 36,37 that depict this evil man: 

 이 왕이 _____뜻대로 ________; _______ _____, 모든 신보다 ____ 하며 비상한 말 (신에 대한 모독)로 

신들의 ____을 _______  _______하기를 분노하심이 (대 환란) ____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___________보다 ______ ____ 하고 그 열조의 ____들과 ____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__________아니 할 것이니라.   

And the king shall   _____  according to  ______    ________;  and he shall  ________   _____________,  and   
___________   ___________  above every god,  and shall  __________   marvelous  (blasphemies)   things  
against the  ______  of gods, and shall  __________  till the indignation  (the Great Tribulation)  be  
____________ : for that that is determined shall be done.   Neither shall he  ________  the  ______    of his 
fathers, nor the desire of  _________,  nor regard any god: for he shall  ____________   __________  above  
______.  
 

선택 질문:  성경 학자들은 이 왕 을 적그리스도로 밝힙니다.  이 묘사가 어떻게 이사야 14:12-14절에 있는 

루시퍼 (사단)를 기억나게 합니까? 

  Optional:  Bible scholars identify this king as the Antichrist.  How does this description remind you of 
Lucifer (satan) as seen in Isaiah 14:12-14? 

 
 
 

2. 다니엘 11:38,39절 NLT 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기 
조상들도 전혀 알지 못한 신, 산성 신에게 경배할 것이며 또 그 신에게 금, 은 보석과 값진 선물을 바쳐 
공경할 것이다. 그는 이방신의 도움을 구하며 가장 강한 산성들을 칠 것이다. 그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이며 상으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한, 

두 단어를 사용하여 이 사람을 묘사하십시오.    In Daniel 11:38,39 NLT we are told what the Antichrist 
will do: Instead of these, he will worship the god of fortresses—a god his ancestors never knew—and lavish on 
him gold, silver, precious stones, and costly gifts.  Claiming this foreign god’s help, he will attack the strongest 
fortresses.  He will honor those who submit to him, appointing them to positions of authority and dividing the 
land among them as their reward.   Use one or two words to describe this man.     

 
 

a. 그는 그에게 복종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39b절에서 답하십시오. 
How will he reward those who submit to and align themselves with him?  Answer from 
 verse 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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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의 말씀은 이 악한 독재자가 세상에 들어와서 억압할 것을 나타냅니다.  아마 그는 오늘날 살아서 

세계 지도자로 등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도록 강요합니까?  Today’s scriptures reveal that this evil dictator will enter and dominate the world 
scene.   Perhaps he is alive today preparing to emerge as a world leader.   As a Christian what does this 
compel you to do?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Bu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be ye therefore sober, and watch unto prayer. 

베드로전서 I Peter 4:7 
 

 

제제제제 3 일일일일  :  다니엘 11:40-4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Daniel 11:40-45 
 

1. 적그리스도는 그의 병력을 신뢰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는 승리할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를 것입니다.  
다니엘서 11:40-45절에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다음 구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을 찾으십시오.  The Antichrist will put his confidence in his military might.  For a season he will 
be victorious yet he shall come to his end.  Observe this from Daniel 11:40-45.  Choose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o describe what will take place: 

 
a. 40절 

verse 40  
 

b. 41절 
verse 41 
 

c. 42, 43절 
verses 42,43 
 

d. 44,45절 
verses 44,45 
 
 
 

2. 다니엘 11:41 절에 있는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암몬은 요르단과 이락을 가리킵니다.  척 

목사님은: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침략당할 것이지만 요르단은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 
운 것은 사실상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요르단으로 … 이 지상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때 
또는 대 환란의 때인 3년 반 동안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어질 암석의 도시 페트라로 도망 갈 것이기 
때문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 당신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In Daniel 11:41 the 

glorious land refers to Israel and Ammon is Jordan and Iraq.  Pastor Chuck says:  Jordan will not be taken 
by the Antichrist, though Israel will. Interesting, because the Jews will actually flee for protection to Jordan . . .  
to the rock city of Petra, where they will be preserved by God for three and half years, during the time of the great 
indignation or the wrath of God which is to be poured out upon the earth.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ou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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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니엘 11:44 절에 대하여 척 목사님은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합국들은 아프리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거처 애굽을 정복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들의 군대를 남은 러시아 
군대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려고 보낼 것입니다.  이 군대들은 아마게돈의 마지막 대전을 
메기도 골짜기에서 치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기서 그의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십시오.  Regarding Daniel 11:44 Pastor Chuck says:  The Antichrist’s 
European federation of nations begins to move against Africa, passing through Israel and taking Egypt.  The 
Chinese will send their armies, along with the remnant of the Russian army, to battle his forces.  These armies 
will meet in the Valley of Megiddo for the great and final battle of Armageddon.   The Antichrist will meet his 
end there.  Share your response to this.    

 
 

4. 다니엘 11:36-45절의 사건 전에 교회에 무슨 일이 이미 일어날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16, 17절에서 

답하십시오.  셀라 –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What will have already happened to the 
Church before the events of Daniel 11:36-45?  Answer from I Thessalonians 4:16,17.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a.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합니까?  당신의 답으로 도움을 줄 데살로니가전서 4:18절과 

요한일서 3:(2)3절을 보십시오.  Christians are not looking for the Antichrist -- we are looking for Jesus 
Christ!    What affect should this have on our daily lives?   See I Thessalonians 4:18 and I John 3:(2)3 
to help you with your answer. 

 
 

혹시 오늘! 
Perhaps today! 

 
 

제제제제 4 일일일일  :  다니엘 12:1-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Daniel 12:1-4 
 

1. 다니엘 12장은 마지막 때 (다니엘서 11:40a)에 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다니엘 12:1절을 사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음 문단을 완성하십시오.   
Daniel 12 continues with prophecies concerning the time of the end (Daniel 11:40a).   Use Daniel 12:1 to 
complete the following statements that tell us what will happen: 

 

a. 그때에 
And at that time shall 
 
 

b. 또                  
and there shall be   
 
 

c. 그 때에             
and at that time 
   

 

d. 이환난의 때 (대 환난)는 유대인들이 전에 격었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일 것입니다.  

이절에 그들을 위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Although this time of trouble (the Great Tribulation) will 
far exceed anything the Jews have previously suffered, what hope is there for them in this 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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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니엘 12:2절을 읽으십시오.  영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된 것을 보십시오.  부활 후에 오는 두 가지 

행선지는 무엇입니까?   Read Daniel 12:2. Notice the word everlasting occurs twice.  What are the two 
destinations that follow this resurrection?   

 
 

a. 요한복음 3:16-18절에 의하면 무엇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According to John 3:16-18 what determines a person’s destiny? 

 
 

b. 이 지식이 어떻게 우리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 합니까?   
How should this knowledge motivate us to share our faith with others?   

 
 

3. 다니엘 12:3절을 이곳에 한 구절씩 적으면서 숙고하십시오.  셀라.   
Consider Daniel 12:3 as you write this verse here phrase by phrase.  Selah.   

 
 

a.   이것을 잠언 11:30b절과 연결하십시오.  이것에 당신을 위한 어떤 메세지가 담겨있습니까? 
      Link this with Proverbs 11:30b.  What message is there in this for you?    

 
 

4. 이 예언들은 먼 장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다니엘서 12:4a절에서 천사가 다니엘에 

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These prophecies were for the distant future.  With this in mind, 
what did the angel instruct Daniel to do in Daniel 12:4a? 

 
 

a. 4b절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목하십시오.  21세기가 이 설명에 어떻게 일치합니까?  

Notice how verse 4b describes the time of the end.  How does the 21st Century fit this description?   
 
 
 

제제제제 5 일일일일  :  다니엘 12:5-13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Daniel 12:5-13 
 

1.   다니엘의 예언은 색다른 만남으로 종결됩니다.  다니엘서 12:5-13절을 읽으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 

      시오.  세마포를 입은 자는 성육신하시기 전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의 절들에 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요약하십시오.  Daniel’s prophecies conclude with an unusual encounter.  Think about this 
as you read Daniel 12:5-13.  The man clothed in linen is the pre-incarnate Christ.  Summarize what took 
place according to the following verses: 

 
a. (5)6,7절 (주목: 한 때, 두 때, 반 때란 3년 반을 의미합니다.) 

verses (5)6,7  (Note: time, times, and an half means 3 ½ years.) 
 

b. 8절 
verse 8 

 
c. 9, 10절 

verses 9,10 
 

d. 11, 12절 
verses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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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70째 이레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아래의 목록을 보십시오. 

Refer to this chart to help you undersand the 70th week: 
 

 

70th Week 
7 year period 

 

      3 ½ years          3 ½ years 
       of peace        of tribulation 

   3년반 동안        3년 반 동안 

       평화                    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Christ’s Return 

천년 통치 

1,000 year reign 

(Millennium) 

    

진보반 문제: 다니엘 12:11,12절에 주어진 시간 대를 (일천 이백 구십 일과 일천 삼백 삼십 오일) 연구하십시오. 

이 숫자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해 쓰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time periods (1,290 days and 1,335 days) given in Daniel 12:11,12.  Write 

a brief summary of the explanations for these numbers.   
 
 
 

2. 다니엘 12:13절에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지시와 약속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Observe the final instruction and promise given to Daniel by recording these from Daniel 12:13: 

 

a. 지시 
Instruction 

b. 약속 
promise  
 
 

(1.) 다니엘에게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라 (13b절)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기업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1: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Daniel was told, for you shall rest, and will arise to your inheritance at the end of the days (verse 13b 
NKJV).   We also have an inheritance.  What does I Peter 1:4 say about it? 
 
 
    

제제제제 6 일일일일  :  다니엘 11:36-12:13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Daniel 11:36-12:13 
 
1. 다니엘서 11:36-12:13절의 공부에 대해서 다음에 관하여 관찰한 것이나 생각을 적으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of Daniel 11:36-12:13 write a thought or observation concerning the 

following: 
 

a. 마지막 때 
the time of the end  
 

b. 영화로운 땅 
the glorious land 

 
c.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the great prince, Michael 
 

d. 세마포 옷을 입은 자 
the man clothed in l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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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설명하실 때 그것이 당신에게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en God describes the future what does it reveal to you about Him? 

 
 

a. 이것이 당신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this affect your faith? 

 
 
3. 이번 주 공부가 다음에 대하여 당신에게 동기를 준 면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a way this week’s lesson has motivated you: 
 

a. 기도하도록 
to pray 

 
b. 증거하도록 

to witness 
 

c. 영생을 바라보며 살도록 
to live with eternity in view 

 
4. 다니엘의 본으로부터 당신의 삶에 적용할  무엇을 배웠습니까?   

What have you learned from Daniel’s example that you will apply to your life?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옵니다. 
For ever, O LORD, Thy Word 

is settled in heaven.  
시편 Psalm 119:89 

 



 

 

 

 

                                                 다니엘다니엘다니엘다니엘서서서서 복습복습복습복습 
DANIEL    Review 

 
Lesson 14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다니엘서 11:36-12:13 절의 공부가 당신의 우선순위나 추구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How has your study of Daniel 11:36-12:13 influenced your priorities or pursuits?   
 
 
 

2.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는 영감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니엘의 경건한 본보기로 

인해 감동 되었고, 우리의 믿음은 이 책에 있는 기적들과 예언들로 인해 더 강하여졌습니다.  각 

장을 복습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않고 적용하도록 도움을 줄 것 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이나 당신에게 가장 유익이 된 구절을  쓰십시요.  
Our study of the Book of Daniel has been both inspiring and enlightening.  Our hearts have been 
touched by Daniel’s godly example.  Our faith has been strengthened by the miracles and 
prophecies in this book.  Taking time to review each chapter will help us retain and apply what 
we have learned.  Write your favorite verse from Daniel or the verse that profited you the most.   

   
 
 
 

3. 다니엘서에 있는 진리들과 교훈들을 당신의 심령에 새기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시면서 

다니엘서 복습을 시작 하십시요.  이것을 또한 당신의 삶에 적용할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요. 

여기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요.   Begin your review of Daniel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eal its truths and lessons in your mind and heart.   Ask Him also to enable you to apply 
these to your life.  Write your prayer here. 

 
 
 
 
 

 
과감히 다니엘 처럼 되어라. 과감히 홀로 서라!   

과감히 분명한 목적을 고수하라, 
과감히 그것을 알리라! 

Dare to be a Daniel. Dare to stand alone! 
Dare to have a purpose firm! 
Dare to make it known!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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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다니엘서 1-3장 
SECOND DAY:  Daniel 1-3 
 

1. 다니엘서 1장을 복습 하십시요.  이 장에서 당신에게 특별하게 교훈을 주는 생각이나 구절 혹은  

절을 기록 하시고 왜 그런지 나누십시요.    Scan Daniel 1.  Record a thought, phrase or verse from 
this chapter that especially ministers to you and share why. 

 
 

a. 어떤 특정한 면에서 다니엘의 본이 당신에게 적용됩니까?  
       In what  specific  way is Daniel’s example applicable for you?   

 
 
2. 다니엘서 2장을 복습 하십시요.  다음에 대하여 당신의 인상이나 반응을 적으십시요.  

Scan Daniel 2.   Note your impression or response to the following:  
 
a.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요구(1-13절)  

Nebuchadnezzar’s dream and request (verses 1-13) 
 
 

b.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14-23)  
Daniel’s prayer and praise (verses 14-23) 

 
 

c. 그 꿈의 해석(27-45)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verses 27-45) 

 
 

d. 왕의 반응(46-49)  
The king’s response (verses 46-49) 

 
 

3. 다니엘서 3 장을 복습 하십시요.  3 장에서 어떤 생각이나 문구 혹은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해줍니까?   Scan Daniel 3.  What thought, phrase or verse from Chapter Three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a.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에게 드러내는 것을 요약 하십시요.  
Summarize what Daniel 3 reveals to you about God.     

  
 
 

b.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본에서 당신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수 있습니까?  
What can you apply to your life from the example of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보라!...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들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네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Look! . . . I see four men loose, walking in the midst of the fire; 

 and they are not hurt, 
and the form of the fourth is like the Son of God. 

다니엘 3:25 NKJV  Daniel 3:25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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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다니엘서 4-6장 
THIRD DAY:  Daniel 4-6 
 
1. 다니엘서 4장을 복습 하십시요.  4장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감동을 준 것은 무엇입 

니까? 왜 그렇습니까?   Scan Daniel 4.  With Chapter Four fresh in your mind, what impresses 
you the most?   Why? 

 
 

a.   다니엘서 4장을 이용하여 다음에 관하여 당신의 삶을 위한 개인적인 적용을 얻으십시요.  
      Using Daniel 4 draw a personal application for your life concerning: 
 

(1.) 피해야 할 죄 a sin to avoid 
 
 

(2.) 따라야 할 본 an example to follow  
 
 

2. 다니엘서 5 장을 복습 하십시요. 5 장에서 어떤 생각이나 진리 혹은 절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두드러집니까?   Scan Daniel 5.  What thought, truth or verse from Chapter Five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a. 어떤 특별한 면으로 다니엘은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In what specific way is Daniel a role model for you?   

 
 
 
3. 다니엘서 6장을 복습 하십시요.  다음에 관하여 이 장에서 한 가지 관찰한 것이나 발견한 것을 기록 

하십시요. Scan Daniel 6. Record one observation or discovery you made from this chapter about: 
 

a. 다리오 왕  
     King Darius 
 
 
b. 총리들과 방백들 

The presidents and princes    
 
 
c. 다니엘 

             Daniel 
 
 
d. 하나님  

God 
 
 

    이 일을 이전부터보인자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한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니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외에 다른이가 없느니라. 
Who foretold this long ago, who declared it from the distant past? 

Was it not I, the LORD? 
And there is no God apart from Me, 

a righteous God and a Savior; there is none but Me. 
이사야 45:21b NIV  Isaiah 45:21b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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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다니엘서 7-9장 
FOURTH DAY:  Daniel 7-9 
 
1. 다니엘서 7장을 복습 하십시요. 7장에서 다음에 관하여 한가지 견해나 생각 혹은 통찰한 것을 

적으십시요.    Scan Daniel 7.   Note one aspect, thought or insight from Chapter Seven about: 
  

a. 다니엘의 이상  
Daniel’s vision 

 
b.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The Ancient of Days 
 

c. 이상의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the vision 

 
d. 다니엘의 반응 

Daniel’s reactions 
 
 
2. 다니엘서 8 장을 복습 하십시요. 이 장에서 예언적인 이상에 관하여 당신에게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Scan Daniel 8.  What stands out to you about the prophetic visions in this chapter? 
 
 
 

a.   27절은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verse 27 affect you today?  

 
 
 
3. 다니엘서 9장을 복습 하십시요.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면에서 당신에게 교훈을 줍 

니까? Scan Daniel 9.  In what specific way does Daniel’s prayer in Chapter Nine minister to you?   
 
 

a. 다음 구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기하십시요. 
Recall what the following phrases mean: 

 
(1.)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23b절)  

for thou art greatly beloved (verse 23b) 
 
 
(2.) 네 백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24a절)  

seventy weeks are determined upon thy people (verse 24a)  
 
 
(3.) 그가 (적그리스도)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27b절)  

in the midst of the week he (the Antichrist) shall cause the sacrifice and the oblation to cease 
(verse 27b)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Behold, the day of the LORD cometh . . . 

And His feet shall stand in that day upon the mount of Olives. . . 
And the LORD sha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 . 

스가랴 14:1,4,9a    Zechariah 14:1,4,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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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다니엘서 10-12장 
FIFTH DAY:  Daniel 10-12 
 
1. 다니엘서 10장을 복습 하십시요.  10장에서 다음에 관하여 당신이 받은 한가지 생각이나 통찰력을 

적으십시요.   Scan Daniel 10.  From Chapter Ten note one thought or insight you received about: 
 

a. 금식과 기도(2,3절)  
Fasting and prayer (verses 2,3) 

 
b. 세 마포 옷을 입은 사람(5,6절)  

The man clothed in linen (verses 5,6) 
 

c. 나에게 저항한 바사국 군(13절)  
The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withstood me (verse 13) 

 
d. 다니엘 

Daniel  
 
2. 다니엘서 11장을 복습 하십시요. 다니엘서 11:1-35절의 예언들의 정확한 성취가 어떤 면으로 당신 

에게 감명을 줍니까?   Scan Daniel 11.  In what way does the exact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Daniel 11:1-35 impress you?    

 
 

a. 36-45절의 어느 예언이 특별하게 당신의 주목을 사로 잡습니까?  
Which prophecy in verses 36-45 particularly captures your attention?   

  
 

b.  다니엘서 11장의 공부가 당신의 믿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How has the study of Daniel 11 influenced your faith? 

 
 
3. 다니엘서 12장을 복습 하십시요.  12장을 마음에 두고 다음 문구들에 대하여 당신의 반응을 쓰십 

시요. Scan Daniel 12. With Chapter Twelve in mind write your reaction to the following phrases: 
 

a. 환난이 있으리니, 그때까지 없던… 그때에 그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1절)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 . . . and at that time thy people shall be delivered (verse 1) 

 
b. 영원한 생명을 얻는자도 있겠고…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2절)  

everlasting life...and everlasting contempt (verse 2) 
 

c.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3절)  
shine . . . as the stars (verse 3) 

 
d.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해주는 구절을 4-13절에서 한가지 더 선택하여 여기에 쓰십시요.  

Choose another phrase from verses 4-13 that especially speaks to you and write it here.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Be ye also patient; 
stablish your hearts: 

for the coming of the Lord draweth nigh. 
야고보서 5:8   James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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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일일일일:  복  습 
SIXTH DAY:  Review 
 

1. 다니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부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깨달음을 높이거나 증가시킨 면을 기록하십시요. The Book of Daniel 
contains important truths about our God.  Record a way your study has enhanced or increased 
your understanding of His: 

 

a. 주권 sovereignty 
 

b. 예지 foreknowledge 
  

c. 신실함 faithfulness 
 

d.    능력 power 
 

e. 계획 plan 
 
 

 

2.   다니엘서 1-12장의 공부가 당신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습니까?  
How has Daniel 1-12 helped prepare you for the future? 

 
 
 

3. 다니엘서 공부가 다음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What affect has your study of Daniel had on your: 

 

a. 기도 생활 prayer life 
 
 

b. 찬양과 예배 praise and worship 
 
 

c. 전도 witness 
 
 
 

4. 다니엘의 삶에서 당신은 어떤 영감을 받았습니까?  
What inspiration have you received from Daniel’s life?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How great are His signs! and how mighty are His wonders!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His dominion i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다니엘서 4:3    Daniel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