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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4월 구역공과 

* 제목: 흔들리지 않는 신앙 
* 본문: 다니엘 3:1-12 

서론: 북한의 평양 만수대 언덕위에는 높이 23미터의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북한 주민들은 제일 먼
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헌화를 하는데, 동상 주위에서 조금이라
도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잡혀가고, 허름한 옷을 입고서는 동상 앞을 
지나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의 업
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본론: 고대 근동지역을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한 지 2년이 되
던 해, 다니엘을 통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몽을 들은 후, 다니엘
이 믿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참 신
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왕이 된 지 19년째가 되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금신
상을 만들고 바벨론 제국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신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국의 영토는 더 넒어지고 나라가 안정
되고 부강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만든 높이 28미터의 거대한 금신상을 
신처럼 섬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바벨론 대제국 황제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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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는 자신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국 바
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에도 흔들림없이 신앙의 지조를 지
킬 수 있었습니다. 

토의질문: 
1. 평생 잊지 못하는 은혜 체험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 은혜를 간

직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 잃어버렸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시험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신

앙을 흔드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요? 

결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불 가운데서 걸어 나오
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
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
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굳은 신앙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생교회 모
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