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장 본 장은 이스라엘 땅의 온 백성을 살육하는 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날카로움과
빛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22장 본
죄악을
분노를
어디에

25장 25-32장은 이스라엘 주변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
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혔던 유다 주변의 이방 열국들을 향한
심판 예언 중 본 장에 기록된 네 나라를 찾아보세요.

장에서 에스겔은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께서, 찌꺼기 같은 예루살렘을
넣고 녹이겠다고 선포하시나요?

23장 본 장에는 두 음녀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
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배교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
다.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한 가증한 일들을 3가지 이
상 써 보세요.

26장 본 장은 두로가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롱하였
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 받는 장면이 기
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 장면들이 어떠할지 모두
찾아보세요.
1) 열국이 파도치는 것처럼 치러 오게 될 것임
2) 두로의 성벽과 망대가 무너질 것임
3)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임
4) 황폐한 성읍이 될 것임

29장 본 장은 애굽과 애굽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비유한 동물은 무엇인가요?

30장 계속해서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데, 애굽 뿐 아니라 그 동맹국들도 함께 멸망당할 것임
을 선포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칼을 대신한
누구에 의하여 패망하나요?

31장 본 장은 계속해서 앗수르의 몰락을 통해 에굽이 몰
락할 것을 경고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불리웠던 앗수르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27장 본 장은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
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의 무역품목 중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힌트:13절)
(
)과 놋그릇 – 이미 당시 (
사고 파는 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줌
24장 본 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절
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
언하는 2가지 비유는 무엇인가요?

)을

28장 본 장은 두로왕 개인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다음 중 두로 왕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1)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함
2) 큰 지혜와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짐
3) 마음이 교만하며 무역이 불의함
4) 지음을 받던 날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길에 완전함

32장 본 장에서 에스겔은 애굽왕 바로를 위한 애가를 부
릅니다.
1) 여러 나라들은 애굽을 어떤 동물로 생각하였으며,
2) 실제로 애굽은 어떤 동물과 같았나요?

33장 본 장은 파수꾼으로 임무를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모이는 것 같으
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34장 본 장은 새로운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선포합니다. 본장을 읽
으시고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찾
아보세요.

35장 본 장은 세일산과 에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내용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
가요? (4절, 7절, 9절, 15절)

37장 본 장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소생의 환상과, 두 막대기 연합의 비유 중에서 솔로
몬 이후 분열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됨은 물론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어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게 될 소
망을 제시하고 있는 비유는 무엇인가요?

38장 본 장에는 두발 왕 ‘곡’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뜨
리며 침략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에서 곡의 연합군과 싸움을 하시는 분
은 누구신가요?

39장 본 장은 38장의 요약으로서 곡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강조합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
면 X 하세요. (
)
“곡과 그 동맹군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끄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
36장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그
기 위해서입니다.”
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기록되
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다
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새 영을 마음에게 주신 40장 40-43장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
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밉게
기 위해 새성전 건축을 약속하는 환상이 소개됩니다.
본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을 밉게 본다고 말씀하나요?
에스겔을 높은 산 위 성읍으로 안내한 사람은 손에 무
엇을 들고 있었나요?

41장 본 장에서 에스겔은 성전 보관의 중심인 성소와 지
성소, 그리고 성전의 크기와 내부 장식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소 내부의 널판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는데 매 그룹마다 두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얼
굴은 무슨 형상의 얼굴인가요?

42장 본 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나와 성전 부속 건물
의 방을 측량하고 구조를 살핍니다.
성전 밖에 건물들이 있는데 3층 건물입니다. 1층, 2층,
3층은 위로 올라가면서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1) 점점 좁아진다
2) 모두 크기가 같다
3) 점점 넒어진다

43장 본 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의 동편 문으로 임하고, 이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제단을 만든
다음 7일 동안 제단 봉헌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습니
다. 8일째 되는 날과 그 후부터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2가지 제사)

44장 본 장은 에스겔이 성전 북문을 통하여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독 계열 제사장
들이 행해야 할 책임 및, 행동 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1) 제사시에는 가는 베로 만든 옷, 관, 바지를 착용할 것
2) 머리털을 단정히 깎을 것
3) 전 안에서는 양털 옷을 입을 것
4)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