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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25-28)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7) 

 

 
 

로마서 11:36 -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0:31 -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혜를 구하자 

 

 

소요리 문답 

문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 

답 1: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부를 찬양곡 – 링크를 따라가면 찬양곡이 연주되고 가사가 화면에 뜨게된다 
 
To God be the Glory (https://www.youtube.com/watch?v=2CeBoSQsBR0) 영어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https://www.youtube.com/watch?v=4zHj-YWAeVc) 한글 
 
 

금주의 가족 말씀 묵상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니엘 1) – 성경본문을 뒷면에 있습니다 

 

•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 가족, 교회, 친구, 선교사,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마무리하는 것을 하십시요. 

예배를 마친후에는 서로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2CeBoSQsBR0
https://www.youtube.com/watch?v=4zHj-YWAe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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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서 1장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4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5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6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16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7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18 왕의 명한바 그들을 불러 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1:7)
	지혜를 구하자
	다니엘서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