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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통주의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 등장하는 네 개의 왕국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 2장에 등장하는 

환상이 특정한 네 개의 제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제국과 나라들의 처음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왕의 꿈 속에 

나타난 한 신상의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놋 같은 나라에 대한 환상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세번째 해석(2)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세번째 나라는 역사 속에 등장했던 헬라(그리스) 제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전 바벨론 제국과는 달리 그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 최소한의 무력으로 각 지역적 풍습과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의 

의무는 철저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쇠약해지게 된 

배경은 먼저 내부적인 원인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암투와 더불어 권력층의 부패로 인해 

군사들의 군기와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 이오니아(Ionia) 지역에 있던 그리스 

도시들이 페르시아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해상 지원 공격을 통해 

페르시아에 의해 점령되었던 그리스 도시들을 하나 둘씩 해방시켰습니다. B.C. 479년, 페르시아는 

플라테이아(Plataea)의 육지 전투에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 의해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이 일어나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연합합니다. 그러나 필립은 B.C. 

336년경에 암살되면서 그의 아들이자 젊고 유능한 알렉산더(Alexander)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1.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니엘의 예언 속에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왕’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역사적으로 미친 

영향력은 가히 대단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가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였고 또 

많은 지역을 해방과 자유라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알렉산더가 

길리기아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한 다리오 3세는 급히 알렉산더 정벌을 위해 직접 출정하게 

됩니다. 이 때 다리오 3세는 알렉산더에게 후한 대가를 명목으로 몇 번의 협상을 요청했지만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알렉산더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를 계기로 알렉산더는 길리기아 지역 뿐만 

아니라 요새인 두로와 예루살렘 그리고 애굽과 알렉산드리아까지 정복하기에 이릅니다. 이 때 

B.C. 330년경에 알렉산더는 바실레우스(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방 정복을 감행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군사들은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 알렉산더를 끝까지 따르지 않게 되면서 알렉산더는 아라비아를 정복할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불과 11년만에 거의 전세계를 정복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과음과 열병, 스트레스에 시달려 3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2. 알렉산더 사후 헬라시대의 왕국들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 헬라시대의 왕국들은 지역에 따라 네 왕조로 나뉘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톨레미 왕조(Ptolemaic), 시리아 전체와 아시아는 실루커스 

왕조(tSeleucid),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누스 왕조(Antigonid) 그리고 알렉산더와 연결되지 않은 

네번째 왕조는 퍼가멈의 아탈리드 왕조입니다. 이 중 다니엘의 예언과 관련된 인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B.C. 175-164, 단 8장)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헬라 제국의 4대 분할 중 하나인 

시라아 왕국의 실루커스 왕조의 8대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B.C. 176년경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예배를 금지하시면서 성전 모독 죄를 짓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 마카비 혁명(B.C. 166년)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공적을 미화하여 그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신의 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이름을 “에피마네스” 즉 “미친 놈”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은 세번째로 헬라 제국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역사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헬라 문화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도 이미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의 

정복은 더 깊숙하고 뿌리깊게 지중해 지역에 문화적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헬라어와 

헬라 철학과 같은 사상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으로 인해 

그리스 문화가 만연해지며 결국 초기 기독교는 같은 언어와 문화권 위에서 수월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코이네 헬라어(Koine Greek)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지중해 지역의 국가들이 지금처럼 모두 언어가 각기 달랐다면 복음이 전파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시기에 세상에서 

기독교의 신뢰가 떨어지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후퇴한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그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운 중세 교회의 부패한 역사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예수 영화의 보급과 라디오 방송 선교를 통해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도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인터넷의 발전은 앞으로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시각과 생각은 작고 부족하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내다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로 인해 믿고 찬양하게 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난민들을 위한 기도: 전세계의 집과 가족을 잃고 흩어진 난민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KGMLF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헬라제국의 영토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