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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
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
어 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
하였다.

 6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7  그는 특수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

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11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 자리가 없

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
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
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
지 않았습니까?"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
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19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
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갔다. 

 20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
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
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 쪽이 서로 가까
이 갈 수 없었다.

 21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24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25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27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
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
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30  ○바로 그 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
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
의 주검을 보게 되었다.

 31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
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

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
막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וחיזקתי את לב פרעה) 그대로 둘 
것이다.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
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8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였다. 바로
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
손을 뒤쫓았다.

 9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
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진을 치
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10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
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스
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
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יבשה)

 17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
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
다."

 21aα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22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23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26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

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27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28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

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
는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다.

 29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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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주체  하나님의 천사 (구름기둥과 불기둥) 모세의 손을 빌어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יהוה, אלהים 하나님은 줄곧 יהוה로 불린다
백성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파라오의 군대를 유인함 
쫓아간 이유 단순 변심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걍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기적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기적의 방법 강한 동풍이 바닷물이 한쪽으로 밀어낸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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ן  ֹ֔ ַעל ְצפ ם ִלְפֵנ֙י ַב֣ ין ַהָי֑ ל ּוֵב֣ ֹ֖ ין ִמְגד ת ֵב֥ ֹ֔ י ַהִחיר בּו ְוַיֲחנּ֙ו ִלְפֵנ֙י ִפ֣ י ִיְשָרֵאל֒ ְוָיֻש֗ ר׃ 2 ַדֵב֮ר ֶאל־ְבֵנ֣ ֹֽ ה ֵלאמ ה ֶאל־מֶֹש֥ ֹ֖ ר ְיהָו 1 ַוְיַדֵב֥

ף  י ֶאת־ֵלב־ַפְרעֹ֮ה ְוָרַד֣ ר׃ 4 ְוִחַזְקִת֣ ם ַהִמְדָבֽ ר ֲעֵליֶה֖ ֶרץ ָסַג֥ ם ָבָא֑ ים ֵה֖ ל ְנֻבִכ֥ י ִיְשָרֵא֔ ר ַפְרעֹ֙ה ִלְבֵנ֣ ם׃ 3 ְוָאַמ֤ ִנְכ֥חֹו ַתֲח֖נּו ַעל־ַהָיֽ
ן׃  ֲעשּו־ֵכֽ ה ַוַיֽ י ְיהָו֑ י־ֲאִנ֣ ִים ִכֽ ה ְבַפְרעֹ֙ה ּוְבָכל־ֵחי֔לֹו ְוָיְד֥עּו ִמְצַר֖ ַאֲחֵריֶהם֒ ְוִאָכְבָד֤

ְחנּו  י־ִשַל֥ ינּו ִכֽ את ָעִש֔ ֹ֣ אמרּ֙ו ַמה־ז ֹֽ ם ַוי ה ַוֲעָבָדי֙ו ֶאל־ָהָע֔ ֹ֤ ב ַפְרע ם ַוֵ֠יָהֵפְך ְלַב֨ ח ָהָע֑ י ָבַר֖ ִים ִכ֥ ֶלְך ִמְצַר֔ 5 ַוֻיַג֙ד ְלֶמ֣

ֶכב  ֶר֣ ל  ֹ֖ ְוכ ָב֔חּור  ֶכ֙ב  ֶר֙ ֵשש־ֵמ֥אֹות  ח  ַוִיַק֗  7 ִעֽמֹו׃  ח  ָלַָק֥ ְוֶאת־ַע֖מֹו  ֶאת־ִרְכ֑בֹו  ר  ֹ֖ ַוֶיְאס  6 נּו׃  ֵמָעְבֵדֽ ל  ֶאת־ִיְשָרֵא֖
ם ַעל־ֻכֽלֹו׃  ִים ְוָשִלִש֖ ִמְצָר֑

ִים  ִמְצַר֜ ַוִיְרְד֨פּו   9 ה׃  ָרָמֽ ד  ְבָי֥ ים  יְֹצִא֖ ל  ִיְשָרֵא֔ י  ּוְבֵנ֣ ל  ִיְשָרֵא֑ י  ְבֵנ֣ י  ַאֲחֵר֖ ף  ֹ֕ ַוִיְרד ִים  ִמְצַר֔ ֶלְך  ֶמ֣ ַפְרעֹ֙ה  ב  ֶאת־ֵל֤ ה  ֹ֗ ְיהָו ק  ַוְיַחֵז֣  8

יב  ה ִהְקִר֑ ֹ֖ ן׃ 10 ּוַפְרע ֹֽ ַעל ְצפ י ַב֥ ת ִלְפֵנ֖ ֹ֔ ִחיר יו ְוֵחי֑לֹו ַעל־ִפ֙י ַהֽ ה ּוָפָרָש֖ ֹ֔ ֶכב ַפְרע ם ָכל־סּו֙ס ֶר֣ ים ַעל־ַהָי֔ יגּו אֹוָת֙ם חִֹנ֣ ם ַוַיִש֤ ַאֲחֵריֶה֗
ה׃  ל ֶאל־ְיהָוֽ י־ִיְשָרֵא֖ ד ַוִיְצֲע֥קּו ְבֵנֽ ֹ֔ יְראּ֙ו ְמא ם ַוִיֽ ַע ַאֲחֵריֶה֗ ִים ׀ נֵֹס֣ ה ִמְצַר֣ ם ְוִהֵנ֥ ל ֶאת־ֵעיֵניֶה֜ י־ִיְשָרֵא֨ ַוִיְשאּ֩ו ְבֵנֽ

נּו  ְלהֹוִציָא֖ נּו  ָל֔ יָת  ָעִש֣ ַמה־זֹא֙ת  ר  ַבִמְדָב֑ ָל֣מּות  נּו  ְלַקְחָת֖ ִים  ְבִמְצַר֔ ֵאין־ְקָבִרי֙ם  י  ִמְבִל֤ ַהֽ ֶאל־מֶֹשה֒  ַויֹאְמרּ֮ו   11

֥טֹוב  י  ִכ֣ ִים  ֶאת־ִמְצָר֑ ה  ַעְבָד֣ ְוַנֽ נּו  ִמֶמ֖ ל  ֲחַד֥ ר  ֹ֔ ֵלאמ ִי֙ם  ְבִמְצַר֙ יָך  ֵאֶל֤ ְרנּו  ִדַב֨ ֲאֶש֩ר  ר  ַהָדָב֗ ה  ֲהלֹא־ֶז֣  12 ִים׃  ִמִמְצָרֽ
ה  ת ְיהָו֔ ְתַיְצ֗בּו ּוְראּ֙ו ֶאת־ְישּוַע֣ ה ֶאל־ָהָע֮ם ַאל־ִתיָראּו֒ ִהֽ אֶמר מֶֹש֣ ֹ֨ ר׃ 13 ַוי נּו ַבִמְדָבֽ ִים ִמֻמֵת֖ ד ֶאת־ִמְצַר֔ ֹ֣ נּ֙ו ֲעב ָל֙
ם  ה ִיָלֵח֣ ם׃ 14 ְיהָו֖ ם ֖עֹוד ַעד־עֹוָלֽ יפּו ִלְראָֹת֥ א תִֹס֛ ֹ֥ ִי֙ם ַה֔יֹום ל ם ֶאת־ִמְצַר֙ ר ְרִאיֶת֤ י ֲאֶש֨ ם ַה֑יֹום ִכ֗ ה ָלֶכ֖ ֲאֶשר־ַיֲעֶש֥

ם ַתֲחִריֽשּון׃ פ  ם ְוַאֶת֖ ָלֶכ֑

ם  ה ֶאת־ָיְדָ֛ך ַעל־ַהָי֖ ת־ַמְטָ֗ך ּוְנֵט֧ ם ֶאֽ ה ָהֵר֣ עּו׃ 16 ְוַאָת֞ ל ְוִיָסֽ ר ֶאל־ְבֵני־ִיְשָרֵא֖ י ַדֵב֥ ק ֵאָל֑ ה ַמה־ִתְצַע֖ אֶמר ְיהָו֙ה ֶאל־מֶֹש֔ ֹ֤ 15 ַוי

ה ְבַפְרעֹ֙ה ּוְבָכל־ ם ְוִאָכְבָד֤ אּו ַאֲחֵריֶה֑ ֹ֖ ִים ְוָיב ב ִמְצַר֔ י ְמַחֵז֙ק ֶאת־ֵל֣ י ִהְנִנ֤ ה׃ 17 ַוֲאִנ֗ ם ַבַיָבָשֽ ל ְב֥תֹוְך ַהָי֖ י־ִיְשָרֵא֛ אּו ְבֵנֽ ֹ֧ הּו ְוָיב ּוְבָקֵע֑
יו׃  ה ְבִרְכ֖בֹו ּוְבָפָרָשֽ ֹ֔ י ְבַפְרע ה ְבִהָכְבִד֣ י ְיהָו֑ ִים ִכי־ֲאִנ֣ יו׃ 18 ְוָיְד֥עּו ִמְצַר֖ ֵחי֔לֹו ְבִרְכ֖בֹו ּוְבָפָרָשֽ

ד  ֹ֖ ֲעמ ַוַיֽ ם  ִמְפֵניֶה֔ ָעָנ֙ן  ֶהֽ ַע֤מּוד  ע  ַוִיַס֞ ם  ֵמַאֲחֵריֶה֑ ֶלְך  ַוֵי֖ ל  ִיְשָרֵא֔ ה  ַמֲחֵנ֣ ִלְפֵנ֙י  ַההֵֹלְ֙ך  ים  ָהֱאֹלִה֗ ְך  ַמְלַא֣ ע  ַוִיַס֞  19

ב  ְיָלה ְולֹא־ָקַר֥ ֶאר ֶאת־ַהָל֑ ֶשְך ַוָי֖ ֹ֔ ָעָנ֙ן ְוַהח י ֶהֽ ל ַוְיִה֤ ה ִיְשָרֵא֔ ִים ּוֵבי֙ן ַמֲחֵנ֣ ה ִמְצַר֗ ין ׀ ַמֲחֵנ֣ א ֵב֣ ֹ֞ ם׃ 20 ַוָיב ֵמַאֲחֵריֶהֽ
ְיָלה׃  ה ָכל־ַהָלֽ ה ֶאל־ֶז֖ ֶז֛

ה ֶאת־ָידֹ֮ו ַעל־ַהָים֒  ט מֶֹש֣ 21 ַוֵי֨

ה  ם ֶלָחָרָב֑ ֶשם ֶאת־ַהָי֖ ְיָלה ַוָי֥ ים ַעָז֙ה ָכל־ַהַל֔ ָים ְב֨רּוַח ָקִד֤ ה ׀ ֶאת־ַה֠ ַו֣יֹוֶלְך ְיהָו֣

אּו  ֹ֣ ִי֙ם ַוָיב ם׃ 23 ַוִיְרְד֤פּו ִמְצַר֙ ם ּוִמְשמֹאָלֽ יִמיָנ֖ ה ִמֽ ִים ָלֶה֙ם חָֹמ֔ ה ְוַהַמ֤ ם ַבַיָבָש֑ ל ְב֥תֹוְך ַהָי֖ י־ִיְשָרֵא֛ אּו ְבֵנֽ ֹ֧ ִים׃ 22 ַוָיב ַוִיָבְק֖עּו ַהָמֽ
ם׃  יו ֶאל־֖תֹוְך ַהָיֽ ה ִרְכ֖בֹו ּוָפָרָש֑ ֹ֔ ל ֣סּוס ַפְרע ֹ֚ ם כ ַאֲחֵריֶה֔

ַסר  ִים׃ 25 ַוָי֗ ה ִמְצָרֽ ת ַמֲחֵנ֥ ָהם ֵא֖ ֑ן ַוָי֕ ש ְוָעָנ֑ ִים ְבַע֥מּוד ֵא֖ ה ִמְצַר֔ ף ְיהָו֙ה ֶאל־ַמֲחֵנ֣ ֶקר ַוַיְשֵָק֤ ֹ֔ ֶרת ַהב ֹ֣ ְ֑יִה֙י ְבַאְשמ 24 ַוֽ

ִים פ ם ְבִמְצָרֽ ם ָלֶה֖ ה ִנְלָח֥ י ְיהָו֔ ל ִכ֣ י ִיְשָרֵא֔ ִים ָא֙נּוָס֙ה ִמְפֵנ֣ אֶמר ִמְצַר֗ ֹ֣ ת ַוי הּו ִבְכֵבֻד֑ ְ֑יַנֲהֵג֖ יו ַוֽ ן ַמְרְכבָֹת֔ ת אַֹפ֣ ֵא֚

ה ֶאת־ָי֜דֹו  ַוֵי֩ט מֶֹש֨ יו׃ 27  ְוַעל־ָפָרָשֽ ִים ַעל־ִרְכ֖בֹו  ִי֙ם ַעל־ִמְצַר֔ ַהַמ֙ בּו  ְוָיֻש֤ ם  ה ֶאת־ָיְדָ֖ך ַעל־ַהָי֑ ְנֵט֥ ה  אֶמר ְיהָו֙ה ֶאל־מֶֹש֔ ֹ֤ ַוי  26

ם  ַעל־ַהָי֗

ם׃  ִים ְב֥תֹוְך ַהָיֽ ה ֶאת־ִמְצַר֖ ר ְיהָו֛ ים ִלְקָרא֑תֹו ַוְיַנֵע֧ ִים ָנִס֣ יָת֔נֹו ּוִמְצַר֖ ֶק֙ר ְלֵא֣ ֹ֨ ם ִלְפ֥נֹות ב ָשב ַהָי֜ ַוָי֨

י  ד׃ 29 ּוְבֵנ֧ ם ַעד־ֶאָחֽ ר ָבֶה֖ א־ִנְשַא֥ ֹֽ ם ל ם ַבָי֑ ים ַאֲחֵריֶה֖ ה ַהָבִא֥ ֹ֔ יל ַפְרע ים ְלכֹ֙ל ֵח֣ ָרִש֔ ֶכ֙ב ְוֶאת־ַהָפ֣ ִים ַוְיַכ֤סּו ֶאת־ָהֶר֙ בּו ַהַמ֗ 28 ַוָיֻש֣

ם  ם ּוִמְשמֹאָלֽ יִמיָנ֖ ה ִמֽ ִים ָלֶה֙ם חָֹמ֔ ם ְוַהַמ֤ ה ְב֣תֹוְך ַהָי֑ ל ָהְל֥כּו ַבַיָבָש֖ ִיְשָרֵא֛

ְרא  ם׃ 31 ַוַי֨ ת ַהָיֽ ת ַעל־ְשַפ֥ ִים ֵמ֖ ְ֑רא ִיְשָרֵא֙ל ֶאת־ִמְצַר֔ ִים ַוַי֤ ד ִמְצָר֑ ל ִמַי֣ ה ַב֥יֹום ַה֛הּוא ֶאת־ִיְשָרֵא֖ 30 ַו֨יֹוַשע ְיהָו֜

ה ַעְבֽדֹו׃ פ ה ּוְבמֶֹש֖ יהָו֔ ינּ֙ו ַבֽ ֲאִמ֙ ה ַוַיֽ ם ֶאת־ְיהָו֑ יְר֥אּו ָהָע֖ ִים ַוִיֽ ה ְיהָו֙ה ְבִמְצַר֔ ר ָעָש֤ ה ֲאֶש֨ ד ַהְגדָֹל֗ ל ֶאת־ַהָי֣ ִיְשָרֵ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