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에스겔 ( 37:1-14)
  유다가 차례의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페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3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 
약속마저 신뢰하지 못한 채 낙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환상중에 에스겔. 
에게 임하시어 그를 골짜기 한 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은 골짜기에서 마른 .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
겠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본문은 하나님은?" . ?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선지자나 예언자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일반적  , 

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 
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 . ? 
겔을 골짜기 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장 먼저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 .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
라 겔 하.”( 37:1 -2)
왜 하나님께서 현실을 자각하게 하십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자각하는 사람은 다  ? 

음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벗어. 
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자각하는 사람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 , 
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 권 속에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66 . 

이것을 레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과 삶을 통해‘ ’ . 
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받으면 받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만 말씀을 . , 
대언하면 듣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
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 
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겔.”( 37:4-5)
하나님은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대언하도록   ,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보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
셋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본문 절에 보면 말씀의 대언을 따라 마른뼈들이 맞추어 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8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짐으로 사람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직도 부족한 .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누구입니까 성. ? " ." ? 
령이십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 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되. (ruah) . 
면서 동시에 생기 혹은 호흡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 
나님의 호흡입니다 축복은 신앙생활의 선물이지만 목적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받은 . .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에스겔 ( 37:1-14)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올 한 해 응답해주신 기도제목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봅시다 , .

경배와 찬양 찬송가 장 내 맘이 낙심되며2. (Worship) 406 ‘ ’
절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주시네 (1 )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절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2 )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절 번민이 가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3 )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입어 원수를 이기네      

후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 ) 
이 괴론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말씀 나누기 겔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37:1-14 .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1) ?
그리고 요즘 당신이 처한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겔 2) ?( 37:1-2)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레마 의 말씀을 각자 나눠보십시오 3) ‘ ’ .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겔   ?( 37:4-5)
말씀을 대언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

겔 에서 마른 뼈들이 맞춰진 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 37:7-9 , ?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행   ?( 1:8)

이번 주 설교를 듣고 새롭게 깨닫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5) ?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담임목사님의 베트남 신학생 사역과 한국 말씀집회 사역에 기름부으심 있기를    - 
한 해의 풍성한 감사 제목을 고백하는 추수감사예배 되게 하소서 월 일    - (11 10 )
월 일에 예정된 길찾사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