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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삶
본문: 다니엘서 12:1-3, 12-13
(단 8:27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단 12:13)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 
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미래의 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I. 인생의 기본 (            )을 붙잡으라

  *인생의 기본 공식(3절): 탄생-죽음-(           )-심판

(단 12:2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단 12:10)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단 12:1)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 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계 21:27)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 3:5상)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II. (          )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라

(단 12:3)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III. 끝까지 (           )하라

(단 12:13)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 
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마 6:19-2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0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골 3: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고전 15:58)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