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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에스겔 제 3 강 

말씀 / 에스겔 37:1-14

요절 / 에스겔 37:10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1.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1a)? 그곳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습니까(1b-2)? 마른 뼈들을 보

았을 때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3a)? 이에 대한 에스

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3b)?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

득하더라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

시나이다  

2.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4-6)?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어려울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7,8a)?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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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른 뼈들의 몸은 살아났으나 무엇이 없었습니까(8b)? 그때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까(9)?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10)? 이를 볼 때 말씀을 대

언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4. 이 환상에서 마른 뼈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11)? 그들은 어떤 점에서 마른 뼈들이었습니까? 마른 뼈들을 향

한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입니까(12-14)?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6b,13b,14b)? 마

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

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