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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6월 구역공과 

* 제목: 교만의 결국은? 
* 본문: 다니엘 4:1-17 

서론: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
는 것보다 못하다는 고사성어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도 백 번 말로 듣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
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직접 겪어 보고 경험한 것은 평생 잊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본론: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다 겪고 난 
후에 자신이 겪은 일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같은 말
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중동지역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을 43년이나 통치한 당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
게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또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풀무불에서도 살아나오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흘러 주변 나
라들을 다 정복하고 부강해질대로 부강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은 바벨론을 넘어 중동지역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자가 되자, 하
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를 사랑하셔서 20년 만에 두 번째 꿈을 주시고 다시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도취에 빠져 있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내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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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짐승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왕위에 복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몸소 겪은 후에야 비
로소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정
한 통치자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 모든 민
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
리의 교만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꺾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겸손
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토의질문: 
1.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

님은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에 빠져 범죄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
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이 닥치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정금같이 깨끗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