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iel 10   --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은535BC 경으로 이 때 다니엘은 대략87 세 였을 것이다. 10:1 을 1:21 에 비추어 보면 다니엘
은 바벨론과 페르샤 두 제국에서 섬겨오던 공직에서 떠나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다니엘 서의 마지막 석 장(10~12)은 인류의 역사에
서 벌어질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한 것이다. 

1. 다니엘은 왕국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상과 그 해석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졌다고 하였나? (1-3) 

* 3절은 흔히 ‘다니엘의 세 이레<3X7 = 21일> 금식’으로 알려져 왔으며,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
리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모본을 삼아 따라왔음을 알 수 있다. 

2. 힛데겔 < the Tigris> 강 가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떠하였으며,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4-8) 

* “우바스 순금” = the finest gold / 본문을 Acts 9:3-7, RevelaMon 1:12-15 말씀과 비교하여 보고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말해보
라. 

3. 이 엄청난 상황에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인가? (9-11)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the man who is highly esteemed> (11, 19, 9:23) 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와 간구는 그 첫날부터 응답이 임한다는 말씀 (9:23, 10:12, Isaiah 65:24)에서 깨닫는 바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4.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 날 임한 응답이 21일이나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라 하였나? (12-14) 

* 영적 세계와 하늘에서 있는 전쟁에 대한 말씀들 < 1 Kings 22:19-23, Isaiah 24:21, Haggai 2:2:6-7, 21-22, MaYhew 18:10, 1 
Corinthians 6:2-3, 15:24, Ephesians 3:9-11, 6:12, Colossians 1:16-17, 2 Thessalonians 1:7-9, Hebrews 12:22-24, RevelaMon 
12:7-12) 을 읽고 무엇을 뜻하는 지 이해하는 대로 말해보라. 

5.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깨닫게 하시려 할 때에 다니엘의 반응은 어떠하였으며,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주셨나? (15-19) 

6. 땅에서 왕국들의 역사가 바뀌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있는 전쟁에 대해 어떤 말씀을 주셨나? (20-21, 11:1) 

* “가장 높은 군주< the chief princes>” 들에는 미가엘 (10:13, 21, 12:1) 외에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8:16, 9:21, Luke 1:19, 
26) 과 후에 타락하여 사단이 되는 루시퍼 [계명성] (Isaiah 14:12-14, Ezekiel 28:14-16)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진리의 책 <the Book of the Truth>” 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섭리가 기록된 책으로 하늘에 새겨진 것이다. (Psalm 
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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