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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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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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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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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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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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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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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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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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찧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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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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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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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의 소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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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과 진흙

소재 – 제국의 특성 및 체제



단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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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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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왕들의 시대

- 서로마제국의 멸망 이후 시대

-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이후 시대

- 세계대전 이후 시대



단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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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계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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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단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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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단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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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단2: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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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