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서 소개 
조니 라미레스-존슨(Johnny Ramírez-Johnson) 박사는 다니엘서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주 응답 받지 못했지만, 다니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류 

역사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는 통치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니엘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제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배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명예로운 사람, 다니엘을 본받는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저는 조니 라미레즈-존슨(Johnny Ramírez-Johnson) 박사입니다. 풀러신학교 
인류학 교수이며, 라티노 센터 교수입니다.  

 

다니엘 9:21: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예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에도,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고, 그는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끊임없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9:21 이 말하기를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사이에 

10 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바로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려 했던 거룩한 다니엘도 

즉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자를 지명할 책임이 없더라도, 어떤 민족은 책망하고 어떤 민족은 
축복하더라도, 결국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 12: 1-4: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은 아름다운 묘사를 계속합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영역과 일상 영역은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시기적절하게 응답되지 않았더라도--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천국의 왕, 여러분 백성의 수호자, 새로운 세상, 예수님은 주님으로 

돌아올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