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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데 있는 자는 (

시대의소리미션
www.voamonline.com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십시오.
)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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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 겔

)에

)에 죽으리라”

 다음의 빈 칸을 채우십시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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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이 행할 때 물소리와 전능자의 음성과 군대의
소리 같은 것이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

)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

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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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스겔

 에스겔이 본 이상 중에 성전에서 본 광경이 아닌 것은 어느것?

2)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함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
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말
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
지어다.”
2) 요엘

)이 없어질 것이며”

1) 투기의 우상

 다음은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1) 예레미야

)이 없어

3) 25명의 사람들이 동방 태양에 경배함
4)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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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바냐

 다음에 잘못 설명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여섯 사람중 다섯 사람은 각자 살륙하는 기계를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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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숫군으로 세우셨습니까?

2)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

1) 적군이 쳐들어 오는가 망보게 하시려고

3) 우상 숭배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였다.

2)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4) 우상숭배를 탄식하는 자들은 죽지 않았다.

3) 이스라엘 군대를 강하게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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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좌편으로,
우편으로 각각 얼마 동안 누웠습니까?
1) 좌편으로 (

)일

2) 우편으로 (

1) 사람의 얼굴

2) 사자의 얼굴

3) 독수리의 얼굴

4) 염소의 얼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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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의 사면 얼굴 중 그 모양이 아닌 것은 어느것입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성을 포위하므로 성안에 큰 기근이
왔는데 그 때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꾀를 베푸는 방백이 에스겔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이 성읍은 가마
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하다가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죽은자는 누
구입니까?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