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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 에스겔 1장 ~ 에스겔 23장> 이름:
1장 ~ 에스겔 23장

1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2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

가 있음을 알지니

라
3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

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

울지니라
5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

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

리되
6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
가 있게 할지라
7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

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

라
8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
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10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

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1 내가 사로잡힌 자

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12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

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13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14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
하고 자기의 공의

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6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
17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을 세우리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18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

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

와의 말씀이니라
19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
20 사람이 준행

를 지어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21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
22 내가 내 분노

의 마지막 때이니라

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

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

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

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