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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9월 구역공과 

* 제목: 반전을 이루는 믿음 
* 본문: 다니엘 6:19-28 

서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정글같은 세상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
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도 못한 반전을 주십니다. 

본론: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 간 포로였지만, 하나님
의 은혜로 다리오왕의 시대에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시기질투하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흠
을 찾지 못하자, 30일동안 왕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궁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대로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합
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
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정적들의 계략으로 다리오왕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자굴에 던져 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니엘을 그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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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살
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니엘을 넘어 뜨리려던 정적들을 사자굴에 들
어가게 하셔서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한 순간에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한 다리오왕은 제
국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신 것을 공포하게 합니다. 끝
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토의질문: 
1.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2. 다니엘은 항상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훈련하기 원하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입니까? 

결론: 어떤 상황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은 날
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신앙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고백했습니
다.(시121:1) 매일 매일 행하는 작은 신앙습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
행하면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
력을 경험하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