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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다니엘(Daniel) 

2:1-30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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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http://kcm.co.kr/ency/names/0184.html
http://kcm.co.kr/ency/place/0356.html
http://kcm.co.kr/ency/names/0731.html
http://kcm.co.kr/ency/place/0356.html
http://kcm.co.kr/ency/names/0731.html
http://kcm.co.kr/ency/names/0184.html


 
 
 
 
 
 
 
 
 
26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 
    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 
    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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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 
    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 
    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 
    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18 He urged them to plead for mercy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mystery, so that he and his friends  
   might not be executed with the rest of  
   the wise men of Babylon.  
19 During the night the mystery was  
   revealed to Daniel in a vision. Then  
   Daniel praised the God of heaven  
20 and said:“Praise be to the name of God 
  for ever and ever; wisdom and power are  
 
 



 
 

21 He changes times and seasons; 
   he deposes kings and raises up others.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e discerning. 
22 He reveals deep and hidden things; he  
   knows what lies in darkness,and light  
   dwells with him. 
23 I thank and praise you, God of my  
   ancestors:You have given me wisdom  
   and power, you have made known to me 
   what we asked of you, you have made  
    

 
 

 



   
   known to us the dream of the king.”  
24 Then Daniel went to Arioch, whom the king 
   had appointed to execute the wise men of  
   Babylon, and said to him, “Do not execute  
   the wise men of Babylon. Take me to the 
   king, and I will interpret his dream for him.” 
 25 Arioch took Daniel to the king at once and  
   said, “I have found a man among the exiles  
   from Judah who can tell the king what his  
   dream means.” 
 
 



 
 
 
 
 
 
 
 
 
 
 
 
 
 
 

26 The king asked Daniel (also called Belte  
   shazzar), “Are you able to tell me what I  
   saw in my dream and interpret it?” 
27 Daniel replied, “No wise man, enchanter 
   , magician or diviner can explain to the  
   king the mystery he has asked about,  
28 but there is a God in heaven who  
   reveals mysteries. He has shown King  
   Nebuchadnezzar what will happen in  
   days to come. Your dream and the  
   visions that passed through your mind  
 



 
 
 
 
 
 
 
 
 
     
    as you were lying in bed are these: 
 29 “As Your Majesty was lying there, your  
     mind turned to things to come, and  
     the revealer of mysteries showed you 
     what is going to happen. 30 As for me,  
     this mystery has been revealed to me,  
     not because I have greater wisdom  
     than anyone else alive, but so that  
     Your Majesty may know the interpretati  
     on and that you may understand what 
     went through your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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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기도 

김순배 전도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until the end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