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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에스겔 을 중심으로37:15-28― ―

박영복*

1. 들어가는 말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연구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어려움을 , 

호소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는 신학적인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적인 , 

요소이다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로생활. , 

은 에스겔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의 동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의 실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다 에스겔서 장의 이스라엘의 . 20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암시하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생활은 , 

다른 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있음을 시사한다.1)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 속에서 에스겔 의 예루살렘의 멸망 , 33:21

소식이 포로지에 전달된 이후에 에스겔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한

다.2) 그렇다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는 어떠한 방식으 , 

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에스겔서 본문의 언어적인 정보는 이러한 정황? 

적 부조화에 대하여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까?3) 둘째로 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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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를 막으셨다는 것을 언급하

고 있지만 겔 그 이후의 포로세대에게는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 20:9, 14, 22), 
께 묻는 것조차 허락하시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다 겔 ( 20:30-31). Robert R. Wilson, “An 
Interpretation of Ezekiel's Dumbness”, VT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22 (1972), 91-104; , 
인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크리스토퍼 라이트 에스겔 강해 새 마? ( : , 2002), 144; , :  
음과 새 영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 : , 2008), 94-98; C. J. H. Wright, The 
Message of Ezekiel: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2001).

2)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긴 하지만 겔 장부터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33
메시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Keith W. Carley, The 
Book of the Prophet Ezekiel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218; John W. 
Wevers, Ezekiel (Grand Rapids: Eerdmans, 1982), 249; H. V. D. Parunak, “Structural Studies in 
Ezekiel”,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158.

3) 이와 관련된 공시적인 연구 는 (synchronic approach) Thomas Renz, The Rhetorical Function of 
the Book of Ezekiel, VTSup 76 (Leiden: Brill, 1999), 105-106;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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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서에서 반복적인 공식들 과 (formula) 함께 분절적인 요소들이 본문 을 (text)

수많은 단편들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형성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한다.4)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와 상당 

히 체계적이고 주제적인 방식으로 메시지가 배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5)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와 내부구조의 구성에 대해 쉽게 접근하

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의 내부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메시. , 

지와 연결하게 될 때 정황적으로 부조화를 이끄는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 

시지를 해석하는 데에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본 논고는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에스겔 에서 절 37:15 28

의 히브리어 본문 을 본문 언어학적 분석 을 통하(MT) - (text-linguistic analysis)

여 구문적 계층 구조 를 구성하고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syntactic hierarchy) , 

로 언어적 단편들을 연결하여 메시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단락은 대체로 짧은 길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본문, 

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반복구와 화자와 청자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다, 

양한 언어적 단편들이 발견되며 절의 형태에 따른 계층 구조적인 기능을 ,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에스겔 에서 절까지의 연구가 에스겔. 37:15 28

서의 본문의 특징과 구문적 계층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문 언어학적인 단락의 경계에서부터 출발하여 단락의 구. -

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차례로 그 신학적 주제를 드러나게 하는 좋은 , 

안내자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떻게 에서 절까지의 . 37:15 28

신학적 함의를 발견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제안도 동시에 소개하고자 한

다.

2. 에스겔 장의 본문 언어학적 구조33-39 ―

먼저 에스겔 장의 본문 분석에 앞서 근접 문맥에 대한 본문 언어학적, 37 , -

Human Response in Ezekiel, JSOTSup 51 (Sheffield: JSOT Press, 1989), 104-105; R. W. Klein, 
Israel in Exile: A Theological Interpret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96; P. R. 
Ackroyd, Exile and Restoration. A Study of Hebrew Thought of the Sixth Century BC (London: 
SCM Press, 1968), 104-117; L. C. Allen, Ezekiel 20-48, WBC 29 (Dallas: Word Books, 1990), 
179; Walther Zimmerli, Ezekiel 2 (Philadelphia: Fortress, 1983), 247; D. I. Block, Ezekiel 
(Chapters 25-48) 등을 참고하라 (Grand Rapids: WEPC, 1998), 364 .

4) L. C. Allen, Ezekiel 20-48, 170; D. I. Block, Ezekiel (Chapters 1-24), 30-39.
5) P. M. Joyce, Divine Initiative and Human Response in Ezekie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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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6) 본문 언어학적 입장에 -

서 의 , 33:21a 시간 표시 ַוְיִהי ‘ 는 새로운 이야기 의 시작을 알리는 + ’ (narrative)

강력한 표시이다.7) 그 다음에 나오는 표시가 에서 다시 출현하기 때문 40:1

에 는 하나의 이야기 단락을 구성한다 에서 시작된 이 , 33:21a-39:29c . 33:21

이야기는 총 개의 하부 단락으로 구성된다 짧은 보고 형식의 단7 . 33:21b-22 

락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 ֵאַלי  ְדַבר־ְיהָוה  ַוְיִהי  라는 반복구절이 )’

명시된 주어 의 형태로 ‘Wayyiqtol + ’ 33:23a, 34:01a, 35:01a, 36:16a, 37:15a, 

에서 총 번 나타남으로서 나머지 개의 하부 단락을 형성한다 그래38:01a 6 6 . 

서 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33:21a-39:29c .8)

    33:21a   ַוְיִהי 시간 표시+ 

예루살렘 멸망과 에스겔이 말할 수 있게 됨    33:21b-22f  ┣ 

    33:23a-33d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첫째 단락 )

    34:01a-31e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둘째 단락 )

    35:01a-36:15d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셋째 단락 )

    36:16a-37:14g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넷째 단락 )

    37:15a-28c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다섯째 단락 )

    38:01a-39:29c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여섯째 단락 )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짧은 보고 후에 반복구, (33:21b-22f) 

로 이어지는 개의 회복의 메시지들이 뒤이어 따라오는 것이다 구조적으6 . 

로 메시지는 절에서 시작되고 짧은 보고에 해당하는 의 단락21 33:21b-22f

이 뒤따라오는 개의 회복의 메시지에 서론 혹은 정황적 배경의 역할을 한6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 단락은 회복의 메시지의 다섯 번째. 37:15a-28c

에 해당하는 메시지이다 이러한 본문 언어학적인 근접 문맥 구조를 바탕. -

으로 의 단락이 어떠한 구문적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37:15a-28c , 

떠한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논고는 이처럼 근. 

6) 에스겔 장의 본문 언어학적 분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3-39 - ‘Chapter 2. Structure and 
와 Translation of Ezekiel 33-39’ ‘Chapter 3. Function and Discourse Structure of Ezekiel 33-39’

를 참고하라. Y. B. Park, Restoration in the Book of Ezekiel. A Text-Linguistic Analysis of 
Ezekiel 33-39, ACEBTSup 11 (Bergambacht: Uitgeverij 2VM, 2013), 17-124.

7) E. Talstra, “A Hierarchy of Clauses in Biblical Hebrew Narrative”, Ellen van Wolde, ed., 
Narrative Syntax and the Hebrew Bible (Leiden: Brill, 1997), 102.

8) 메이필드 의 에스겔서의 문학적인 거시 구조(T. D. Mayfield) 시간 표시 ַוְיִהי ) 와 내부 구조+ )
명시된 주어 또한 필자의 본문 언어학적 구조를 지지한다(Wayyiqtol + ) - . T. D. Mayfield, 

Literary Structure and Setting in Ezekiel, FAT II/43 (Tübingen: Mohr Siebeck, 2010), 7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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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문맥에 대한 본문 언어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단락의 경계를 확립하고 -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각 단락의 메시지는 회복에 대한 전체의 신학적 , 

메시지에 조화롭게 구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에스겔 분석37:15-28 

본문 분석에 앞서 먼저 에스겔 의 히브리어 본문 을 동사를 , 37:15-28 (MT)

중심으로 문장의 단위로 단편을 만들어서 본문을 개의 단편으로 만든64

다.9) 전체 본문 언어학적인 근접 문맥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하부 구조의 시 - , 

작을 알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라는 반복구절)’

이 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출발점으로 각각의 단편화된 절들을 37:15a , 

문법적 구문적 연관성을 통하여 상위 와 하위(mother clause) (daughter 

혹은 등위 의 관계를 결정하고 절들의 계층 구조를 연결하clause), (parallel)

고 구성해 나아간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참여자 들의 변. (participant)

화와 움직임 절의 형태 화자와 청자 등을 고려하여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 , . 

언어적인 변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구문적인 상위 등위 혹은 하위 관계 결정, 

문법적인 형태들 절의 형태 절의 구성 요소들의 구문 형태: , ,

치환과 생략의 형태                  

본문 구문적 형태들 참여자와 참여자 형태- : 

어휘적 형태들 어휘와 절들의 반복 주제어의 사용 동의어 및 : , , 

의미적 연관 표현 사용                  

이들 언어적 변수들이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 위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이들은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쉽게 발견. , 

되는 변수들이고 체계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런 체계적인 . 

질서가 본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구체적인 , 

구문론적 논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변수들이 상당히 . ,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문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 

그 사용된 형태를 규칙적인 방식으로 읽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가치가 

9) 표 에스겔 의 구문적 계층 구조 를 참조하라‘< 2> 37:15-28 ’ .
10) Timothy Walton, Experimenting with Qohelet: A Text-linguistic Approach to Reading Qohelet 

as Discourse, ACEBTSup 5 (Maastricht: Uitgeverij Shaker Publishing, 20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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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본문의 구조와 단락의 연결성을 구. , 

성하는 다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만, 

들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은 표면적으로 본문에 드러난 언어적 변수들이 . 

본문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의미 규정에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에서 이들 표면적 변수들을 기준으로 히브리어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계층 구조가 함의하고 있는 몇 . , 

가지 방법론적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들 변수들 혹. , 

은 변수들의 조합을 통하여 구문적 계층 구조에서 각기 다른 수준들

즉 상위 등위 하위 등을 밝혀낼 수 있다 둘째 이렇게 구성된 계(levels), , , , . , 

층 구조들은 특정한 본문의 경계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계층 구조는 구획화된 본문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고찰. , 

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3.1. 화자와 청자를 중심으로 한 본문 분석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본문을 화자와 청자의 , 

관점에서 소단락들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화자와 청자가 아. 

무런 예고적인 표시 없이 바뀌게 되면 본문의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단락

을 구분하고 연결하는 데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계층 구조를 구성할 때 동시에 분석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에는 화자 청자의 분석으로 소단락을 먼저 구분하는 -

것이 편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함37:15      ( ַוְיִהי ְדַבר־ְיהָוה ֵאַלי)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 37:16a-17b┗ (하나님 에스겔→ )

37:18a          ┗Waw

37:18d-e          ┃┗에스겔의 동료들의 질문 (에스겔의 동료들 에스겔→ )

37:19a               선포명령 I ┣ ( →하나님 에스겔 ,ַּדֵּבר ֲאֵלֶהם )

37:19b-h          ┃┃┗ ּכֹה־ָאַמר절 선포내용( : 하나님 에스겔의 동료들→ )

37:20a-c           ┃ ┗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하나님 에스겔→ )

37:21a              선포명령 II ┗ ( →하나님 에스겔 ,ְוַדֵּבר ֲאֵליֶהם)

37:21b-28c            ┗ ּכֹה־ָאַמר절 선포내용( : 하나님 에스겔의 동료들→ )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다 하나님 화자 이 에스겔 청자(15a-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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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련의 상징행동에 대해 지시하고 에스겔의 동료들(16a-17b), (̂M.[; ynEB.)

이 그 행동의 의미를 물을 때 에 두 번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18d-e)

한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는 (19a, 21a). ּכֹה־ָאַמר절(19b, 

에 의해 소개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선포21b) , 

하는 직접화법의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순서적으로 그 지시받은 상징행. , 

동을 말로 설명하게 하고 에스겔이 그 행동을 수행한 후 그 (19c-h), (20a-c), 

상징행동에 대한 의미를 선포하게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측면(21c-28c). 

에서 보면 본문은 를 중심으로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 18a . 

이 에스겔에게 상징행동에 대해 지시하는 내용 과 메시지의 수신(16a-17b)

자들 앞에서 그 상징행동을 보여주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선포하는 내용

으로 구분된다 화자 청자의 움직임에 따른 자세한 참여자들의 분(19a-28c) . -

석은 표 에 요약되었다< 1> .

표 에스겔 의 화자 청자 분석< 1> 37:15-28 -

3.2. 구문적 계층 구조

히브리어 본문은 단순히 일직선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linear form) 

일정한 형태를 가진 언어 체계가 대개 그렇듯이 계층 구조(hierarchical 

로 정보를 인식해야 한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언어적 정보들은 structure) . “

11) 인칭 수 성 을 말한다(person), (number), (gender) .
12)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차 청중인 에스겔의 동료들과 함께 에스겔서를 읽게 될 독자들1

암시된 청중들 을 포함한 집단에 대한 표현이다( ) .

절 화 자 주요참여자(PNG11)) 청 자

15a-15b 에스겔 하나님 말씀(3SgM) 독 자12)

16a-18c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18d-18e 에스겔의 동료들 에스겔(2SgM) 에스겔

19a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19b 에스겔 하나님(----) 독 자

19c-19h 하나님 하나님(1Sg-) 에스겔의 동료들

20a-21a 하나님 에스겔(2SgM) 에스겔

21b 에스겔 하나님(----) 독 자

21c-28c 하나님 하나님(1Sg-) 에스겔의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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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절과 절 사이 혹은 정보의 단편과 단편 사이의 연결 고리들을 파악

하여 계층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의 골격 구조가 되는 일차, 

적인 정보 와 그의 배경이 되는 이차적인 정보(foreground information)

로 나눌 수 있게 된다(background information) ”.13) 이렇듯 히브리어 본문이  

계층적인 구조로 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특정한 본문의 번역이나 해, 

석에 앞서서 그 본문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구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기 위하여 어떤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각각의 절들을 연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일 먼저 살. 

펴볼 연결은 동일한 절의 형태와 waw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된 연결이다.

37:16c (Impv, 2SgM)  dx'a, #[e ^l.-xq;
  37:16d (Impv, 2SgM)  ┣ ּוְכֹתב ָ�ָליו

  37:16f (Impv, 2SgM)  ┗ ּוְלַקח ֵ�ץ  ֶאָחד

명령문인 는 그 하위 구조로 개의 다른 명령문들을 지배하게 된다16c 4

를 제외한 나머지 개의 명령문들은 (16d, 16f, 16g, 17a). 16c 4 waw를 가지고 

있어서 앞의 부분의 연속됨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 ‘waw 명령문 + ’

이라는 형태뿐만 아니라 문장 순서에 있어서도 유사한 구조(waw 동사  + + 

목적어 혹은 보어 로 되어 있어서 개의 명령문들은 등위 관계 로 ) , 4 (parallel)

연결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연결은 명령문과의 연결에서 절의 형태에 따른 번역적

인 이슈를 설명하는 것이다.

37:17a (Impv, 2SgM)  ְוָקַרב ֹאָתם ֶאָחד ֶאל־ֶאָחד ְלך ְלֵ�ץ ֶאָחד

  37:17b (WQtl, 3Pl-)  ┗ ^d,y"B. ~ydIx'a]l; Wyh'w>

외관상으로 절의 형태가 다르고 주어의 인칭이 달라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인칭 남성 단수 너 에스겔 가 동일하게 출, 2 ‘ ’( )

현하고 있으며 에서 목적어로 사용되었던 그들, 17a ‘ ֹאָתם )’ 막대기들 이 , ) 17b

에서는 주어(ְוָהיּו 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앞 절의 목적어나 ) . 

보어가 그 다음 절에서 주어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적으로 종속된 관계로 

여겨진다 이번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 에게 하위로 연결된다. , 17b 17a . 

13) 박영복 에스겔 에 나타난 인칭의 불일치 해석, “ 37:7 ”, 교회와 문화  31 (201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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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명령문을 뒤따르는 , WQtl(waw 완료형 절은 법 의 성격 + ) (modal sense)

을 갖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를 번역하면‘ ’(must) . 17b , 

그리고 너의 손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로 된다‘ ’ .

또한 가장 근접한 거리의 같은 절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의 의 경, 20a WQtl

우에 바로 윗 절인 의 에 연결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는 , 19h WQtl , 19c-h

하나님이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직접화법의 형태로 선포하시는 단락이고 

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단락이기 때문이다 청자가 바뀌어20a . 

서 서로 다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의 . 20a

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의 명령문에 하위로 연결된다 결국 WQtl 19a . 20a

가 명령문인 를 뒤따르게 됨으로써 그리고 그 막대기들이 되게 하여야 19a , ‘

한다 로 번역되어야 한다’ .

 
세 번째 연결은 절의 형태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를 통하

여 연결된다 첫째 화자 청자가 서로 같은 부분으로 는 어떤 조건을 . , - 18b-c

말하고 는 그 조건에 수행해야 하는 명령에 해당한다 에스겔의 동료들19a . 

이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직접 인용 부분 은 하나님의 말을 잠시 중(18d-e)

단시키지만 이차적 정보로 계층 구조에서 의 하위에 두었다 둘째 참여18c . , 

자(^M.[; ynEB. 너의 백성들의 자녀들 가 에서 처음 출현하고 의 그, ‘ ’) 18b , 19a ‘

들’( ֲאֵלֶהם  이 이 참여자를 지시하는 대명사로 판명된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 . 

존재 여부로 인하여 똑같은 명령문의 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에 , 16c 18b

연결되어야 한다 그 연결은 다음과 같다. . 

37:18b (xYqt, 3PlM)  ̂M.[; ynEB. ^yl,ae Wrm.ayO rv,a]k;

37:19a (Impv, 2SgM)  ┗  ַּדֵּבר ֲאֵלֶהם

네 번째에 관련된 사항은 계층 구조의 형성에 있어서 주어와 절의 형태

에 관련된 내용이다.

37:21c (PtcA, -SgM)  ~yIAGh; !yBemi laer'f.yI ynEB.-ta, x;qel{ ynIa] hNEhi
37:21e (WQtl, 1Sg-)┣   ְוִקַּבְצִּתי ֹאָתם ִמָּסִביב

37:21f (WQtl, 1Sg-) ┣    ְוֵהֵבאִתי אֹוָתם ֶאל־ַאְדָמָתם

37:22a (WQtl, 1Sg-)┣     ְוָ�ִׂשיִתי ֹאָתם ְלגֹוי ֶאָחד ָּבָאֶרץ ְּבָהֵרי ִיְׂשָרֵאל

37:23b (WQtl, 1Sg-)┣   ם ִמּכֹל מֹוְׁשבֵֹתיֶהם ְוהֹוַׁשְ�ִּתי ֹאָת֗

37:23d (WQtl, 1Sg-)┣    ְוִטַהְרִּתי אֹוָתם

37:26a (WQtl, 1Sg-)  ┣ ְוָכַרִּתי ָלֶהם ְּבִרית ָׁשלֹו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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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c (WQtl, 1Sg-)  ┣ ּוְנַתִּתים

37:26d (WQtl, 1Sg-)  ┣  ְוִהְרֵּביִתי אֹוָתם

37:26e (WQtl, 1Sg-)┣     ְוָנַתִּתי ֶאת־ִ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37:27b (WQtl, 1Sg-)  ┗ ~yhil{ale ~h,l' ytiyyIh'w>

상징행동의 해석의 단락이자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에 해당하는 21c-28c

는 인칭 주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개의 절과 개의 절들이 하1 1 PtcA 10 WQtl

나님의 주요 메시지를 나타내며 계층 구조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 

서 의 나21c ‘ ֲאִני )’ 하나님 라는 참여자의 출현으로 시작해서 인칭 주어가 , ) 1

미래에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수행할 가지 일들11 (PtcA: 21c; WQtl: 21e, 21f,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22a, 23b, 23d, 26a, 26c, 26d, 26e, 27b) .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결은 절의 형태에 관련된 미세 구조에 대한 것이

다.

37:27b (WQtl, 1Sg-)  ~yhil{ale ~h,l' ytiyyIh'w>
37:27c (WXYq, 3PlM)  ┃┗  ְוֵהָּמה ִיְהיּו־ִלי ְלָ�ם

37:28a (WQtl, 3PlM)  ┗  ְוָיְדעו ַהּגֹוִים

전술한 바와 같이 는 인칭 주어 로 열한 번째 주요 메시지에 , 27b ‘WQtl + 1 ’

해당한다 의 절의 경우. 27c WXYq , waw가 앞부분의 연속된 형태임을 암시

하면서 의 보어였던 그들, 27b ‘ ָלֶהם )’ 이 에서 주어) 27c ֵהָּמה) 로 사용되면서 강)

력한 연결성을 표시한다 더욱이 그들에게 하나님 이 되는 것. ‘ ’ ( ~yhil{ale, 27b)

과 하나님에게 백성 이 되는 것‘ ’ ( ְלָ�ם  이 서로 잘 대비되고 있음을 나타, 27c)

낸다 이 때 미완료 는 연결된 앞 절의 결과 혹은 효과를 표현한다. , (Yiqtol) . 

의 의 경우 새로운 참여자 28a WQtl ַהּגֹוִים ‘ , 이 처음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절의 유사성과 종속절인 에서 참여자 , 28b ֲאִני ‘ 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 27b

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러나 주어가 인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 3 , 

음의 단계 를 표현하는 형태로 인식하여 (next step) waw를 그리고 나서 로 ‘ ’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지금까지 몇 가지 계층 구조와 관련된 절들의 연결을 자세히 살펴보았

다 화자 청자를 바탕으로 소단락으로 나누고 참여자들과 절의 형태 그리. -

고 언어적 변수들을 통하여 본문의 계층 구조를 표 에서 나타낸 바와 같< 2>

이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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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스겔 의 구문적 계층 구조< 2> 37:15-28

14) CPen: casus pendens 생략된 형태 명령형 부정사 연계형 명사문; Defc: ; Impv: ; InfC: ; NmCl: 
장 능동분사 완료형 미완료형 명시된 주어; PtcA: ; Qt/Qtl: ; W: waw; Way: +waw ; X: ; x: ‘ ְו 나 ’
주어를 제외하고 동사보다 선행하는 요소 미완료형; Yq/Yqt: .

계 층 구 조 절 형태14) P/N/G
yl;ae hw"hy>-rb;d> yhiy>w: 37:15a WayX 3sgM

rmoale┛ ┃ 37:15b InfC -----
hT'a;w>  ┛ 37:16a CPen -----

~d'a'-!b,┛ ┃ 37:16b Voct -----
dx'a, #[e ^l.-xq;  ┛ 37:16c Impv 2sgM
wyl'[' btok.W┫┃ 37:16d Impv 2sgM

Arbex] laer'f.yI ynEb.liw> hd'Whyli┛    ┃┃ 37:16e NmCl -----
dx'a, #[e xq;l.W┫┃ 37:16f Impv 2sgM

wyl'[' bAtk.W ┫┃ 37:16g Impv 2sgM
Arbex] laer'f.yI tyBe-lk'w> ~yIr;p.a, #[e @seAyl. ┛     ┃┃ 37:16h NmCl -----

dx'a, #[el. ^l. dx'a,-la, dx'a, ~t'ao br;q'w>┛┃ 37:17a Impv 2sgM
^d,y"B. ~ydIx'a]l; Wyh'w>┛        ┃ 37:17b WQtl 3pl-

w>┛ 37:18a Defc -----
^M.[; ynEB. ^yl,ae Wrm.ayO rv,a]k;┛┃ 37:18b xYqt 3plM

rmoale ┛          ┃ 37:18c InfC -----
Wnl' dyGIt;-aAlh] ┛                  ┃ 37:18d xYqt 2sgM
%L' hL,ae-hm' ┛                           ┃ 37:18e NmCl -----

~h,lea] rBeD;     ┫ 37:19a Impv 2sgM
hwIhy> yn"doa] rm;a'-hKo ┛┃          ┃ 37:19b xQtl 3sgM

@seAy #[e-ta, x;qel{ ynIa] hNEhi┛          ┃           ┃ 37:19c PtcA -sgM
~yIr;p.a,-dy:B. rv,a]  ┛ ┃                  ┃              ┃ 37:19d NmCl -----

Arb.x, laer'f.yI yjeb.viw>┛            ┃                   ┃            ┃ 37:19e Defc -----
hd'Why> #[e-ta, wyl'[' ~t'Aa yTit;n"w>┫                    ┃             ┃ 37:19f WQtl 1sg-

dx'a, #[el. ~tiyfi[]w:┛                   ┃            ┃ 37:19g WQtl 1sg-
ydIy"B. dx'a, Wyh'w>┛                           ┃           ┃ 37:19h WQtl 3pl-

~yci[eh' Wyh'w>  ┛            ┃ 37:20a WQtl 3pl-
~h,yle[] bTok.Ti-rv,a]┛ ┃                  ┃ 37:20b xYqt 2sgM

~h,ynEy[el. ^d>y"B.┛                   ┃ 37:20c Defc -----
~h,ylea] rBed;w>       ┛ 37:21a Impv 2sgM

hwIhy> yn"doa] rm;a'-hKo  ┛ 37:21b xQtl 3sgM
~yIAGh; !yBemi laer'f.yI ynEB.-ta, x;qel{ ynIa] hNEhi┛ 37:21c PtcA -sgM

~v'-Wkl.h' rv,a]┛  ┃ 37:21d xQtl 3pl-
bybiS'mi ~t'ao yTic.B;qiw>┫ 37:21e WQtl 1sg-

~t'm'd>a;-la, ~t'Aa ytiabehew>┫ 37:21f WQtl 1sg-
laer'f.yI yreh'B. #r,a'B' dx'a, yAgl. ~t'ao ytiyfi['w>┫ 37:22a WQtl 1sg-

%l,m,l. ~L'kul. hy<h.yI dx'a, %l,m,W┛   ┃  37:22b WXYq 3sgM
~yIAg ynEv.li dA[ hy<h.yI al{w>┫          ┃ 37:22c WxYq 3plM

dA[ tAkl'm.m; yTev.li dA[ Wcx'yE al{w>┫          ┃ 37:22d WxYq 3p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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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스겔 의 구문적 계층 구조 계속< 2> 37:15-28 ( )

계 층 구 조 절 형 태 P/N/G

ְולֹא ִיַטְּמאּו עֹוד ְּבִגּלּוֵליֶהם

 ּוְבִׁשּקּוֵציֶהם ּוְבכֹל ִּפְׁשֵ�יֶהם        

┛      ┃

          ┃
37:23a WxYq 3plM

ם ִמּכֹל מֹוְׁשבֵֹתיֶהם ┫   ְוהֹוַׁשְ�ִּתי ֹאָת֗ 37:23b WQtl 1sg-

ֲאֶׁשר ָחְטאּו ָבֶהם   ┛     ┃ 37:23c xQtl 3pl-

┫   ְוִטַהְרִּתי אֹוָתם  37:23d WQtl 1sg-

┃     ┫   ְוָהיּו־ִלי ְלָ�ם  37:23e WQtl 3pl-

~yhil{ale ~h,l' hy<h.a, ynIa]w: ┫   ┃      ┃ 37:23f WXYq 1sg-

~h,yle[] %l,m, dwId' yDIb.[;w> ┛   ┃   ┃      ┃ 37:24a NmCl -----

┃      ┃   ┛ ְורֹוֶ�ה ֶאָחד ִיְהֶיה ְלֻכָּלם  37:24b WXYq 3sgM

┃      ┃          ┫ ּוְבִמְׁשָּפַטי ֵיֵלכּו 37:24c WxYq 3plM

┃      ┃         ┛ ְוֻחּקַֹתי ִיְׁשְמרּו 37:24d WxYq 3plM

ְוָ�ׂשּו אֹוָתם   ┫      ┃ 37:24e WQtl 3pl-

ְוָיְׁשבּו ַ�ל־ָהָאֶרץ  ┫      ┃ 37:25a WQtl 3pl-

┃      ┃    ┃ ┛ ֲאֶׁשר ָנַתִּתי ְלַ�ְבִּדי ְלַיֲ�קֹב  37:25b xQtl 1sg-

ֲאֶׁשר ָיְׁשבּו־ָבּה ֲאבֹוֵתיֶכם  ┛   ┃      ┃ 37:25c xQtl 3pl-

ְוָיְׁשבּו ָ�ֶליָה  ֵהָּמה ּוְבֵניֶהם

┃               ּוְבֵני ְבֵניֶהם ַ�ד־עֹוָלם             

 ┛      ┃

          ┃
37:25d WQtl 3pl-

ְוָדִוד ַ�ְבִּדי ָנִׂשיא ָלֶהם ְלעֹוָלם ┛                    ┃ 37:25e NmCl -----

┫   ְוָכַרִּתי ָלֶהם ְּבִרית ָׁשלֹום  37:26a WQtl 1sg-

┃     ┛ ְּבִרית עֹוָלם ִיְהֶיה אֹוָתם 37:26b XYqt 3sgM

ּוְנַתִּתים     ┫ 37:26c WQtl 1sg-

┫   ְוִהְרֵּביִתי אֹוָתם  37:26d WQtl 1sg-

ְוָנַתִּתי ֶאת־ִ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 37:26e WQtl 1sg-

┃      ┛  ְוָהָיה ִמְׁשָּכִני ֲ�ֵליֶהם 37:27a WQtl 3sgM

~yhil{ale ~h,l' ytiyyIh'w>    ┛ 37:27b WQtl 1sg-

┃┛   ְוֵהָּמה ִיְהיּו־ִלי ְלָ�ם  37:27c WXYq 3plM

ְוָיְדעּו ַהּגֹוִים    ┛ 37:28a WQtl 3pl-

ִּכי ֲאִני ְיהָוה ְמַקֵּדׁש ֶאת־ִיְׂשָרֵאל   ┛ ┃ 37:28b PtcA -sgM

┛     ִּבְהיֹות ִמְקָּדִׁשי ְּבתֹוָכם ְלעֹוָלם 37:28c In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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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나님의 한 거룩한 나라

구문적 계층 구조의 관점에서 에스겔 에서 절의 메시지는 크게 , 37:15 28

두 가지 메시지 즉 상징행동의 지시사항 과 그 상징행동의 의미, , (16a-17b)

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때 는 메시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21c-28c) . , 18a-e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메시지의 출발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 

서 에스겔의 동료들이 에스겔의 상징행동에 대해 물어야 하는 하나님의 기

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왜 그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숨기. 

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에스겔의 상징행동 을 관? , (16a-17b)

찰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참여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주목해보면 에스겔의 동료들, , ( ְּבֵני ַ�ְּמך 은 )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허락은 받았지만 그 메시지의 성취와는 아무, 

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징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해. 

설 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자손들(21c-28c) ‘ ִיְׂשָרֵאל)’ 이(ְּבֵני 

라는 새로운 참여자가 인칭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인칭 이 에3 . (1 )

스겔의 동료들 인칭 에게 직접 선포하면서 이 새로운 집단을 인칭으로 (2 ) 3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에스겔의 동료들과는 다른 집단임을 분명히 하는 , 

것이다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의 . , 11

가지의 미래의 계획 개의 절 개의 절 은 에스겔의 동료들이 (1 PtcA + 10 WQtl )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 ’ . 

왜 제 의 집단이 참여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전달하3

고자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메시지의 내용 면에 있어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참여자는 ‘ ’ֶאָחד 

이다.15) 본문에서 무려 번이나 발견되며 번 11 (16c, 16f, 17a[3 ], 17b[ ַלֲאָחִדים], 

본문에서는 분리되지 않을 한 나라를 암시하는 것19g, 19h, 22a, 22b, 24b) 

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두 왕국을 통일시키고자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의 사상을 에스겔이 여기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은16) 문맥에서는 직접 

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가지의 장래. , 11

의 일들을 요약해 보면 문맥의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 ‘

자손들 이 미래에 이스라엘 산들에 거하며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며’ , 

그들이 다시는 어떤 불의에 참여치 않을 것이다 유일한 목자로서 (21c-23c). 

15) 이학재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 ? , 228-230.
16) 박혜경 에스겔의 나무와 요시야 종교개혁 에스겔 에 나타난 상징과 역사에 대한 , “ - 37:15~28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2012), 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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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따를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장래의 모든 일들은 영원한 언약과 그들 가운(23d-24e). 

데 거하실 하나님의 영 원한 성소로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 

거룩하며 열방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27a-28c). , 

님의 장래의 모든 계획은 미래에 세워질 한 거룩한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 

님이 계획하고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

로지로부터의 귀환과 왕조의 회복이라는 그들의 당장의 희망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쩌면 열방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 , 

함으로써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에스겔의 동료들에게도 변화하고 돌이킬 수 있

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다 줄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동료들과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 . 

달리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없다 오히려 , . 

일방적인 선포만 있을 뿐이다 그들의 어떠한 반응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 . 

나님의 장래의 희망적인 계획도 발표만 되었을 뿐 무심하게 종결되고 만

다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듣고 싶었던 노래 겔 는 그들의 무사 귀. ‘ ’( 33:32)

환과 왕조의 회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 

메시지는 그들의 희망을 넘어 이스라엘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하나

로 통일된 신정국가였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에스겔의 동료들은 미. , 

래에 일어날 온전히 새롭게 하는 회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 

로 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요구될 수 21c-28c

있는 회개나 회복의 간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이스라‘

엘 자손들 을 통한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것이’

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동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한 일. 

방적인 선포는 그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법정적 선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

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절정에 이르는 이러한 이스라엘, 

의 회복은 주변 열방들이 공공적으로 인식하는 상황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대중적인 성격을 의미하기도 하. 

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자체의 목적 외에 주변 열방들이 하나님, 

을 인식해야 하고 이 사건을 목도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이 열방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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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회복임을 부인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에서 절까지의 메시지를 구문적 계층 구조 중심으로 , 37:15 28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신학적 결론을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하나님의 . , 

미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에스겔과 함께 한 동료들과는 

무관하며 미래의 이스라엘의 자손의 어느 세대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참.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과 함께 한 동료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 

을 뿐 그 메시지에 참여하거나 반응하는 것은 전혀 기대되고 있지 않다. 둘

째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는 분리되지 않으며 어떤 불의에 관련되지 않는 한 목, 

자를 통한 하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 ‘ ֶאָחד 의 반복이 강’

하게 시사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 에서도 하(21c-28c)

나님의 가지의 미래의 계획 개의 절 개의 절 을 통하여 구11 (1 PtcA + 10 WQtl )

체화되어 있다 셋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기대할 수 있는 이스라. , 

엘의 회개나 간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도와 

목적에 의해 수행되어지며 열방이 목도하고 인식하는 전 세계적인 행사가 ,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파괴는 에스겔의 동료 세대에 .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선고임과 동시에 먼 미래의 세대를 향한 하, 

나님의 자기계시적인 구원사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에스겔 에서 절을 본문 언어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본37:15 28 - , 

문에서 화자 청자의 변화를 살피고 구문적 계층 구조를 구성하였으며 본- , 

문의 구조로 설정된 단락의 신학적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 

방법론적인 전개는 에스겔서의 히브리어 본문 이 반복구나 화자와 청(MT)

자의 예고치 않은 변화로 인해 세분화된 본문의 단편들을 서로 연결하도록 

하고 구문적 계층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연구의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자체의 구문적 계층 구조가 . , 

신학적인 함의를 밝히는 데에 해석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 

지가 내포하고 있던 긴장관계 즉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의 메시지라는 공, 

조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의 요소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였

다는 점은 회복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에 참신한 기여가 예상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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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히브리어 본문 의 언어적 정보와 구문론적 구조를 바탕으로 신학, (MT)

적 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성경 원문의 의미에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한 것도 

앞으로 원문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본 논고에서 밝. 

힌 에스겔서의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

엘을 향한 계도적이고 회유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당대의 이스, 

라엘 세대를 심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미래 세대의 이, 

스라엘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기 계시적인 회복의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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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d’s Holy Nation in His Design: Ezekiel 37:15-28

Young Bok Park

(Seoul Bibl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fter the introduction of a series of actions in 37:15a-17b, God commands 

Ezekiel to perform a curious symbolic action (37:19a-20c) and prophesy its 

implied meaning (37:21a-28c) before the eyes of Ezekiel’s contemporary 

audience (‘the children of your people’ in 37:18b). God’s expectation that they 

will be asking questions concerning the meaning in 37:18a-e is located in a 

central position in the text, and functions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following 

prophecies, thus binding them together into the whole discourse.

In terms of participants, however, when one perceives the fact that the implied 

meaning has nothing to do with Ezekiel’s contemporary audience but with ‘the 

children of Israel’ (37:21c), which is a reference to God’s real people in the 

future (cf. 37:23d-25e and 37:27b-c), one has to ask why God intends them to 

watch the curious symbolic action, to listen to the hopeful message for the 

future, and to hear what the implications of these signs will be. In light of this 

detail, God’s eleven actions to ‘the children of Israel’ (37:21c-28c) in the 

message need to be dealt with.

In the message of hope, the fact that unity is highlighted throughout the 

discourse is obvious. The root ֶאָחד ‘one’ occurs eleven times in the discourse, 

and each of these occurrences signify one nation that shall not be divided, and 

that shall be reigned over by one shepherd. What does this imply for the unity of 

this prophecy? In God’s eleven activities, the one n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will be established in the future on the mountains of Israel, and will never be in 

contact with any defilement again (37:21c-23c). God’s servant David as the only 

shepherd will rule over them, and they will observe God’s ordinances and 

statutes (37:23d-24e). All of these actions will culminate into an eternal 

covenant and the establishment of God's sanctuary in their midst forever. The 

text concludes that God sanctifies Israel and that the nations will know it 

(37:27a-28c). In short, all of God’s activities aim at one future holy n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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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y nation in God’s design is going to be established by the Lord himself as the 

sanctified Israel in the sight of the nations, not according to any desires for 

restoration or plans to repent that Israel itself might ha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