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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1-18장(6:43)�출애굽기 1~18장 개요 Exodus 1-18 - YouTube

❷ 출애굽기�전체개관� � �Public Reading of Scripture (prsi.org)

출애굽기라고�하면�찰톤�헤스톤�주연의� ‘십계’라든가�드림웍스가�제작한�애니메이션� ‘이집트왕자’

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장을� 펴면�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생육하

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 장면이� 시작됩니다.� 한� 국가를� 이룰� 만큼� 불쑥� 성장한� 이스라엘� 민

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까지� 40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창� 15:13).� 하지만� 불행

하게도�이�민족은�이집트의�바로�밑에서�노예생활을�하고�있었습니다.�당시�이집트는�기원전� 16세

기부터� 11세기에�이르는�신왕국�시대에�속해�있었으며�가장�번영한�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의�헬라어�제목은� ‘에스-호도스’로,� ‘탈출’이라는�뜻입니다.�

영어성경도�그�영향을�받아� ‘엑소도스’로�이름을�지었습니다.�반면�우리말�성경은�좀�더�친절하게�

‘이집트로부터의� 탈출기’임을� 밝혀� ‘출애굽기’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 시내산� 율법,� 성

막이라는�주제로�크게�세�부분으로�나뉩니다.�

이집트에서의�구원을�다루는�첫� 번째�부분인� 1-18장은�야훼가�어떤�분이신지�보여주는�계시의�중

대한�기점을�제공합니다.�이�분은�창세기에서�가르쳐준�창조주이시며,�만국의�주권자�되신�분이십

니다.�이스라엘�백성들은�이집트를�탈출하며�야훼의�능력을�경험하게�됩니다.�동시에�우리도�그분

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전형으로,� 구약� 구속사의�

정점을� 찍습니다.� 열� 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거짓� 신들과의� 우주적� 대� 접전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

들에� 대한� 심판이요,� 이집트민족과� 만방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이� 부분은� 첫�

유월절,� 홍해가� 갈라짐,�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남과� 같은� 표적과�

기사로�가득합니다.�출애굽� 1세대만큼�하나님의�능력과�기적을�경험한�세대는�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rTbYx6KbtY&t=4s
https://bible.prsi.org/ko/Player


두�번째�부분인� 19-24은�시내산�율법을�다룹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에� 맞추어�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례법을� 주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

과�율법을�가진�정식�국가로�탄생하게�되며�여호와의�선택된�성민으로�출발하게�됩니다.�여호와께

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19장의� 현현장면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함께�그분을�경외하도록�초대하고�계십니다.�

마지막�부분인� 25-40장은�성막에�대한�내용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와� 함께� 실제� 성막을� 완성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마

치게� 됩니다.� 성막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예배의� 방법을� 예비해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

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거룩

한� 요구,� 성막으로� 상징되는� 교제와� 예배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신약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님의� 그림자이며,� 출애굽기의� 구원은� 예수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대�

제사장� 아론은� 만민의� 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

자입니다(요� 6:48).�십자가�사건은�유월절을�기념하는�절기에�일어났으며�예수님은�유월절�양으로�

친히� 우리� 모두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요� 1:29;� 고전� 5:7).� 또한� 성막에서� 지성

소와� 성소사이에� 쳤던� 휘장은� 예수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

장의�장벽은�없어지고�우리는�예수님의�피로�말미암아�담대히�지성소에�나아갈�수�있는�생명의�길

을�얻게�되었습니다(마� 27:51,�막� 15:38,�눅� 23:45;�히� 10:19-20).�

출애굽기의�핵심�구절을�고른다면�모세가�바로에게�반복해서�요구한� ‘내백성을�보내라.�그들이�나

를�섬길�것�이니라’(출� 3:12,� 18;� 4:23;� 5:1,� 3;� 7:16;� 8:1,� 20;� 9:1,� 13;� 10:3,� etc.)� 일� 것

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죄와�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 모세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결단하실�수�있기�바랍니다. [드라마바이블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