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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장로교회  2022년 10월 구역공과 

* 제목: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망함 
* 본문: 다니엘 11:1-4 

서론: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
는 국제 적십자사 박물관 입구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인류의 역사
는 전쟁과 아픔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
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단10:14) 환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마르에’는 ‘본다. 눈
에 보이는 광경,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하
나님의 계시를 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4절의 말씀은 약 270년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
상입니다. 강성하던 바벨론제국은 페르시아제국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제국에 의해 멸망 당할 것이며 헬라제국은 다시 로마제국
에게 망할 것이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천
하를 제패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 지를 보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허망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
복하고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끝없이 더 가지려고 정복전쟁을 
벌이다가 또 다른 강자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해 버리는 왕들의 



- 2 -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쌓아 올린 영광은 바람에 날리는 먼
지같이 허무하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기까지’(단11:24)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
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
를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
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
실 것입니다. 

토의질문: 
1.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을 좇아갈까요? 
2.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추구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없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
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좇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때를 기
다리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
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