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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서 개관 

1.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로니아(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 

a. 1 차 포로: 유다왕 여호야김 (BC605 년), 역대지하 36:5-6 절의 기록. (다니엘서 1:1) 

b. 2 차 포로: 유다왕 여호야긴 (BC597 년), 역대지하 36:10 절의 기록. (에스겔 1 장) 

c. 3 차 포로: 유다왕 시드기야 때 완전한 멸망 (BC586 년). 

2.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주변 국가들: 

a. 바빌로니아: 느브갓네살에월므로닥(왕하 25:27)나보니두스벨사살(마지막 왕). 

b. 페르시야(바사): 고레스캄비세스다리우스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 

3. 다니엘서의 구조  

a. 역사적 배경 (1 장: 느부갓네살 원년) 

b. 다니엘의 세친구와 느부갓네살의 꿈 (2-6 장) 

i. 거대한 신상과 하나님의 나라 (2 장: 느부갓네살 2 년) 

ii. 풀무불 시험을 이긴 세친구 (3 장: 느부갓네살 20 년) 

iii. 높은 나무에 관한 환상 (4 장: 느부갓네살 35 년) 

iv. 벨사살 잔치 (5 장: 벨사살 말년) 

v. 사자굴의 다니엘 (6 장: 다리우스 원년) 

c.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 (7-12 장) 

i. 네 짐승의 환상 (7 장: 벨사살 원년) 

ii.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8 장: 벨사살 3 년) 

iii. 다니엘의 기도 (9 장: 다리우스 원년) 

iv. 은혜를 입은 다니엘 (10 장: 고레스 3 년) 

v.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11 장 고레스 3 년후) 

vi. 말세에 대한 예언 (12 장 고레스 3 년후) 

4. 다니엘서를 쓴 언어: 1, 8-12 장 (히브리어), 2-7 장(아람어)  

5. 다니엘서의 내용 

a. 다니엘 1 장 다니엘과 세친구 이야기, 3 장의 풀무불 시험, 6 장 사자굴 사건: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당시 핍박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b. 다니엘 4 장의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5 장의 벨사살의 교만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을 적고 있습니다.  

c. 다니엘서 2 장의 거대한 신상 환상과 7 장의 네 짐승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백성을 해방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권면입니다. 

d. 다니엘서 8 장 이후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실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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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서 9 장. 다니엘의 기도 

1. 3 절, 다니엘은 응답을 들으려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위해 결심이 필요하며, 기도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던 방식대로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기도하였습니다. 

2. 4 절 후반절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3. 5 절은 왜 다니엘이 기도할 수 밖에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4. 17 절,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총 (favor)’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신 제사장 축복기도,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 였습니다. 민 6:24-26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5. 19 절, 우리의 기도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 “주를 위하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3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4b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5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17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무너진 주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19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