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현 박사 다니엘 연대기 강의 요약

다니엘연대기 연구의 의미와 중요성

다니엘서는 예언서이자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변증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

심과 그분의 역사통치를 가장 강력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과 함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서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다니엘서

의 예언들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다니엘서에는 예언들과 함께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한 연대기를 알게 되면 오히려 그 숫자들 때문에 정확하고 확

실하게 예언의 역사적 성취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성경의 예언과 역사적 성취들을 밝히는 데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 진리이며 과학적 진리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

다. 특히 컴퓨터의 개발과 천문학의 발전으로 구약시대의 신화같이 여겨졌던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연월일 (연대기)을 밝혀내고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밝혀냈고 (BC 1461, 3월 27일 양력), 심지어 야곱의 탄생연월일도 알 수 있습

니다. (BC 1891, 3월 30일 양력)  특히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4대 제국 (바벨론/메대-페르시

아/그리스/로마)의 역사 연대기의 오류들을 바로잡아 정확하게 정리하여서 다니엘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해석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에서 척추가 반듯해야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며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 척추가 되는 역사, 특히 연대기(chronology)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올바른 이해가 가능합

니다. 그 동안 다니엘서 이해에 필요한 연대기가 크게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가르쳐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과학적

으로 검증된 정확한 연대기를 통해 다니엘서 예언들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

습니다.  

오래 동안 당연하게 알려져 왔던 상식들이 때로는 심각한 오류로 드러날 경우가 있습

니다. 누군가 바로잡기 전에는 널리 통용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상식이 함정이 되어서 진실을 

심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기울어져 있으면 높은 건물을 지어올릴수록 무너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초가 평평하고 반듯하면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연대기도 마

찬가지입니다. 연대기가 반듯해야 성경의 예언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크게 모순이 있

는 연대기적 오류들을 바로잡게 되면 다니엘서에 대한 새로운/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와 내용구성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며 예언된 내용은 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의 예언적-역사적 증거들입니다. 

   2)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

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그 때의 증거들을 알게 합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예언의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1장,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에서 느브갓네살 왕의 신하가 됨.



2장, 왕의 신상 꿈과 다니엘의 해석

  (바벨론/페르시아/그리스/로마 : 금은동철/4제국)

  철의 제국과 메시야의 초림 / 여러가지 다른 해석들. 

3장, 금신상과 다니엘의 세친구 

  (신상경배를 거절한 독실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환란)

4장, 왕의 나무 꿈과 다니엘의 해석

   (7때 252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회복)

5장, 벨사살의 교만함 / 이방인의 지배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6장, 사자굴속의 다니엘

   (예수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의 상세한 예언)

7장, 다니엘의 네 짐승 환상

  (사자, 곰, 표범, 괴물/열 뿔과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성도들의 순교/ 영원한 왕국)

8장, 다니엘의 양/염소 환상 

  (2300주야/알렉산더부터-콘스탄틴2세까지) 

  *2차 대전/히틀러/유대인학살/성소 예루살렘의 회복

9장, 70년/70이레 환상 

   (예루살렘 황폐함 /70년, 고레스-느헤미야-힐카누스2세-폼페이 / 490년) 

   70이레와 마지막 한 이레/ 왜곡된 해석들

10장, 큰 전쟁(사건) 다니엘 금식

11장, 남북 왕조/셀류쿠스-프톨레미

12장, 3년 반 (1260일) /빌라도와 메시야

     1290일, 1335일 / 유대-로마 전쟁, 이스라엘 멸망)

특히 8장의 일곱 때 (2,520년)와 9장의 70이레 (490년) 예언은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

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 확인과 편견이 없는 해석은 종말론에 대한 건강하고 견고

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니엘서 연구의 유익

유진 폴스티히의 책,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번역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선명하게 이해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사와 현대사를 관통하는 다니엘서의 예언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으

며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역사적 증거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과장되고 왜곡된 종말론들의 문제점들을 알고 참된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임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분명히 깨닫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이해와 개념을 정립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기록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증거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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