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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정하는 어린이
본문 : 다니엘서 1장 1-21절
쉬운성경의 본문을 다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읽고 시작합니다.
1.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성전의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쳐서 멸망당하는 것은 면했
지만 이때부터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멸망하는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보물들과 함께 많은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간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보물들을 바벨론의 신전
에 보관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으므로 바벨
론의 신 말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3. 그리고 잡아온 포도들 중에서 출신, 외모, 지혜 등을 따져서 우수한 소년들
을 뽑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3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왕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벨론에서 관리로 살 수 있습니다.
망하는 나라의 포로가 아니라 떠오르는 나라의 관리가 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4. 소년들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인 소년들
은 왕과 같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5. 소년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을 담
당한 관리가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니엘(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은 벨드사살(벨은 지키소서)로, 하나냐(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
다)는 사드락(악의 명령)으로, 미사엘(하나님께 대적할 자 누구냐)은 메삭(악
에 대항할 자 누구냐)으로, 아사랴(여호와는 도움이시다)는 아벳느고(네보의
종)로 불렀습니다.1) 여호와에 대한 고백의 뜻을 가지고 있던 이름이 모두
바벨론 신들에 대한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6. 소년들은 이름이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는 않기로 했습니
다.2)
7. 이들이 자신들을 담당한 관리에게 왕의 음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겠다고 부

1) 벨, 악, 네보는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입니다.
2) 소년들에게 공급된 왕의 음식은 모두 바벨론 신전에서 제사드렸던 음식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
하신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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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했으나 왕이 두려운 관리는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8. 다니엘과 친구들은 관리에게 열흘 간의 채식 테스트를 부탁했고, 열흘의 채
식 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과 물만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9. 물과 채식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10. 3년 후 왕의 앞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그들의 지혜는 바벨론의 술사들보
다 열 배나 뛰어났습니다.
11. 다니엘과 친구들은 나라도 망하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인 이름도 빼앗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기 위해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리
고 그 용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담당하는 관리가 그들을 안타깝고
신뢰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래의 문제에 답해봅시다.
1.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용기있는 일을 했나요?
2.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나요?
3. 그림을 예쁘게 칠하고 설명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