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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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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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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פרעה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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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בשה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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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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להים,יהוה

하나님은 줄곧 יהוה로 불린다

하나님의 천사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단순 변심

강한 동풍이 바닷물이 한쪽으로 밀어낸다
밤과 새벽

모세의 손을 빌어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 하신다
파라오의 군대를 유인함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걍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른다
X

ּובין ַה ָ֑ים ִל ְפנֵ י֙ ַ֣ב ַעל ְצ ֔פ ֹן
ל־ב ֵ֣ני יִ ְש ָר ֵאל ֒ וְ יָ ֻ֗שבּו וְ יַ ֲחנּו֙ ִל ְפנֵ י֙ ִ֣פי ַה ִח ֔יר ֹת ֵ֥בין ִמגְ ֖ד ֹל ֵ֣
אמ ֹר׃ ַ 2ד ֵבר֮ ֶא ְ
 1וַ יְ ַד ֵ֥בר יְ הוָ֖ ֹה ֶאל־מ ֶֹ֥שה ֵל ֽ
ב־פ ְרע ֹה֮ וְ ָר ַ֣דף
ת־ל ַ
יהם ַה ִמ ְד ָֽבר׃  4וְ ִחזַ ְק ִ֣תי ֶא ֵ
ל־ה ָֽים׃  3וְ ָא ַ֤מר ַפ ְרע ֹה֙ ִל ְב ֵ֣ני יִ ְש ָר ֵ֔אל נְ ֻב ִ֥כים ֵ֖הם ָב ָ֑א ֶרץ ָס ַ֥גר ֲע ֵל ֶ֖
נִ ְכ ֥חֹו ַת ֲחנ֖ ּו ַע ַ
ׂשּו־כן׃
ֵֽ
הוה וַ ַֽי ֲע
י־א ִ֣ני יְ ָ֑
ל־ח ֔ילֹו וְ יָ ְד ֥עּו ִמ ְצ ַ֖ריִ ם ִֽכ ֲ
ּוב ָכ ֵ
יהם ֒ וְ ִא ָכ ְב ָ֤דה ְב ַפ ְרע ֹה֙ ְ
ַא ֲח ֵר ֶ
י־ש ַ֥ל ְחנּו
ה־ז ֹאת ָע ִ֔שינּו ִֽכ ִ
ל־ה ָ֔עם וַ ֽי ֹאמרּו֙ ַמ ֣
 5וַ יֻ גַ ד֙ ְל ֶ֣מ ֶלְך ִמ ְצ ַ֔ריִ ם ִ֥כי ָב ַ֖רח ָה ָ֑עם וַ ֠יֵ ָה ֵפְך ְל ַ֨בב ַפ ְר ֤ע ֹה וַ ֲע ָב ָדיו֙ ֶא ָ
ׁש־מ ֥אֹות ֶ ֙ר ֶכב֙ ָב ֔חּור וְ ֖כ ֹל ֶ֣ר ֶכב
ת־ע ּ֖מֹו �ל ַָ֥קח ִע ּֽמֹו׃  7וַ יִ ַ֗קח ֵש ֵ
ת־ר ְכ ּ֑בֹו וְ ֶא ַ
ֶאת־יִ ְש ָר ֵ֖אל ֵמ ָע ְב ֵֽדנּו׃  6וַ יֶ ְא ֖ס ֹר ֶא ִ
ל־כ ּֽלֹו׃
ִמ ְצ ָ֑ריִ ם וְ ָש ִל ִ֖שם ַע ֻ
ּוב ֵ֣ני יִ ְש ָר ֵ֔אל י ְֹצ ִ֖אים ְב ָ֥יד ָר ָֽמה׃  9וַ יִ ְר ְד ֨פּו ִמ ְצ ַ֜ריִ ם
ת־לב ַפ ְרע ֹה֙ ֶ֣מ ֶלְך ִמ ְצ ַ֔ריִ ם וַ יִ ְר ֕ד ֹף ַא ֲח ֵ֖רי ְב ֵ֣ני יִ ְש ָר ֵ֑אל ְ
 8וַ יְ ַח ֵ֣זק יְ הוָ֗ ֹה ֶא ֵ֤
ּופ ְר ֖ע ֹה ִה ְק ִ֑ריב
ל־פי֙ ַֽה ִח ֔יר ֹת ִל ְפ ֵנ֖י ַ֥ב ַעל ְצ ֽפ ֹן׃ ַ 10
ּופ ָר ָ֖שיו וְ ֵח ֑ילֹו ַע ִ
ל־ה ָ֔ים ָכל־סּוס֙ ֶ֣ר ֶכב ַפ ְר ֔ע ֹה ָ
אֹותם֙ ח ִֹ֣נים ַע ַ
יהם וַ יַ ִ֤שיגּו ָ
ַא ֲח ֵר ֶ֗
הוה׃
יהם וַ ִֽי ְיראּו֙ ְמ ֔א ֹד וַ יִ ְצ ֲע ֥קּו ְב ֵֽני־יִ ְש ָר ֵ֖אל ֶאל־יְ ָֽ
יהם וְ ִה ֵ֥נה ִמ ְצ ַ֣ריִ ם ׀ נ ֵֹ֣ס ַע ַא ֲח ֵר ֶ֗
ת־עינֵ ֶ֜
וַ יִ ְשא ּ֩ו ְב ֵֽני־יִ ְש ָר ֵ֨אל ֶא ֵ
יאנּו
הֹוצ ָ֖
ית ָ֔לנּו ְל ִ
ין־ק ָב ִרים֙ ְב ִמ ְצ ַ֔ריִ ם ְל ַק ְח ָ֖תנּו ָל ֣מּות ַב ִמ ְד ָ֑בר ַמה־ז ֹאת֙ ָע ִ֣ש ָ
ֹאמרּו֮ ֶאל־מ ֶֹשה ֒ ַֽה ִמ ְב ִ֤לי ֵא ְ
 11וַ י ְ
ת־מ ְצ ָ֑ריִ ם ִ֣כי ֥טֹוב
אמ ֹר ֲח ַ֥דל ִמ ֶ֖מּנּו וְ ַֽנ ַע ְב ָ֣דה ֶא ִ
ֹא־זה ַה ָד ָ֗בר ֲא ֶש ֩ר ִד ַ֨ב ְרנּו ֵא ֶ֤ליָך ְב ִמ ְצ ַ ֙ריִ ם֙ ֵל ֔
ִמ ִמ ְצ ָֽריִ ם׃ ֲ 12הל ֶ֣
הוה
ׁשּועת יְ ָ֔
ּוראּו֙ ֶאת־יְ ַ֣
ל־ת ָיראּו ֒ ִֽה ְתיַ ְצ ֗בּו ְ
ל־ה ָעם֮ ַא ִ
אמר מ ֶֹ֣שה ֶא ָ
ת־מ ְצ ַ֔ריִ ם ִמ ֻמ ֵ֖תנּו ַב ִמ ְד ָֽבר׃  13וַ ֨י ֹ ֶ
ָ ֙לנּו֙ ֲע ֣ב ֹד ֶא ִ
הוה יִ ָל ֵ֣חם
ד־עֹולם׃  14יְ ָ֖
ָֽ
ת־מ ְצ ַ ֙ריִ ם֙ ַהּי֔ ֹום ֥ל ֹא ת ִֹ֛סיפּו ִל ְרא ָֹ֥תם ֖עֹוד ַע
יתם ֶא ִ
ֲא ֶשר־יַ ֲע ֶ֥שה ָל ֶ֖כם ַהּי֑ ֹום ִ֗כי ֲא ֶ֨שר ְר ִא ֶ֤
ישּון׃ פ
ָל ֶ֑כם וְ ַא ֶ֖תם ַת ֲח ִר ֽ
ל־ה ָי֖ם
ת־מ ְט ָ֗ך ּונְ ֵ֧טה ֶאת־יָ ְד ָ֛ך ַע ַ
ל־בנֵ י־יִ ְש ָר ֵ֖אל וְ יִ ָֽסעּו׃  16וְ ַא ָ֞תה ָה ֵ֣רם ֶֽא ַ
ה־ת ְצ ַ֖עק ֵא ָ֑לי ַד ֵ֥בר ֶא ְ
אמר יְ הוָ ה֙ ֶאל־מ ֶֹ֔שה ַמ ִ
 15וַ ֤י ֹ ֶ
ּוב ָכל־
יהם וְ ִא ָכ ְב ָ֤דה ְב ַפ ְרע ֹה֙ ְ
יָב ֹאּו ַא ֲח ֵר ֶ֑
ת־לב ִמ ְצ ַ֔ריִ ם וְ ֖
ּוב ָק ֵ֑עהּו וְ ֧יָב ֹאּו ְב ֵֽני־יִ ְש ָר ֵ֛אל ְב ֥תֹוְך ַה ָי֖ם ַביַ ָב ָֽשה׃  17וַ ֲא ִ֗ני ִהנְ ִ֤ני ְמ ַחזֵ ק֙ ֶא ֵ֣
ְ
ּוב ָפ ָר ָֽשיו׃
הוה ְב ִה ָכ ְב ִ֣די ְב ַפ ְר ֔ע ֹה ְב ִר ְכ ּ֖בֹו ְ
י־א ִ֣ני יְ ָ֑
ּוב ָפ ָר ָֽשיו׃  18וְ יָ ְד ֥עּו ִמ ְצ ַ֖ריִ ם ִכ ֲ
ֵח ֔ילֹו ְב ִר ְכ ּ֖בֹו ְ
יהם וַ ַֽי ֲע ֖מ ֹד
יהם וַ יִ ַ֞סע ַע ּ֤מּוד ֶֽה ָענָ ן֙ ִמ ְפנֵ ֶ֔
ֹלהים ַהה ֵֹלְך֙ ִל ְפנֵ י֙ ַמ ֲח ֵ֣נה יִ ְש ָר ֵ֔אל וַ ֵי ֶ֖לְך ֵמ ַא ֲח ֵר ֶ֑
 19וַ יִ ַ֞סע ַמ ְל ַ֣אְך ָה ֱא ִ֗
ֹא־ק ַ֥רב
ת־ה ָ֑ליְ ָלה וְ ל ָ
ּובין֙ ַמ ֲח ֵ֣נה יִ ְש ָר ֵ֔אל וַ יְ ִ֤הי ֶֽה ָענָ ן֙ וְ ַה ֔ח ֹ ֶשְך וַ ָי ֶ֖אר ֶא ַ
יהם׃  20וַ יָ ֞ב ֹא ֵ֣בין ׀ ַמ ֲח ֵ֣נה ִמ ְצ ַ֗ריִ ם ֵ
ֵמ ַא ֲח ֵר ֶֽ
ל־ה ָֽליְ ָלה׃
ל־זה ָכ ַ
ֶ֛זה ֶא ֶ֖
ל־היָ ם ֒
 21וַ ֵ֨יט מ ֶֹ֣שה ֶאת־יָ דֹו֮ ַע ַ
ת־ה ָי֖ם ֶל ָח ָר ָ֑בה
ל־ה ַ֔ליְ ָלה וַ ָ֥י ֶשם ֶא ַ
ּוח ָק ִ֤דים ַעזָ ה֙ ָכ ַ
ת־היָ ם ְב ֨ר ַ
הוה ׀ ֶא ַ֠
וַ ּי֣ ֶֹולְך יְ ָ֣
ֹאלם׃  23וַ יִ ְר ְד ֤פּו ִמ ְצ ַ ֙ריִ ם֙ וַ יָ ֣ב ֹאּו
ּומ ְשמ ָֽ
ימ ָ֖ינם ִ
וַ יִ ָב ְק ֖עּו ַה ָֽמיִ ם׃  22וַ יָ ֧ב ֹאּו ְב ֵֽני־יִ ְש ָר ֵ֛אל ְב ֥תֹוְך ַה ָי֖ם ַביַ ָב ָ֑שה וְ ַה ַ֤מיִ ם ָל ֶהם֙ ח ָֹ֔מה ִֽמ ִ
ל־ּתֹוְך ַה ָֽים׃
ּופ ָר ָ֑שיו ֶא ֖
יהם ֚כ ֹל ֣סּוס ַפ ְר ֔ע ֹה ִר ְכ ּ֖בֹו ָ
ַא ֲח ֵר ֶ֔
ל־מ ֲח ֵ֣נה ִמ ְצ ַ֔ריִ ם ְב ַע ּ֥מּוד ֵ֖אׁש וְ ָע ָ�נ֑ן וַ ָ֕י ָהם ֵ֖את ַמ ֲח ֵ֥נה ִמ ְצ ָֽריִ ם׃  25וַ ָ֗י ַסר
�ְקף יְ הוָ ה֙ ֶא ַ
 24וַ�ֽיְ ִהי֙ ְב ַא ְש ֣מ ֹ ֶרת ַה ֔ב ֹ ֶקר וַ יַ ש ֵ֤
הוה נִ ְל ָ֥חם ָל ֶ֖הם ְב ִמ ְצ ָֽריִ ם פ
ּוסה֙ ִמ ְפ ֵ֣ני יִ ְש ָר ֵ֔אל ִ֣כי יְ ָ֔
אמר ִמ ְצ ַ֗ריִ ם ָאנ֙ ָ
ֵ֚את א ַֹ֣פן ַמ ְר ְכב ָֹ֔תיו וַ�ֽיְ נַ ֲה ֵ֖גהּו ִב ְכ ֵב ֻ֑דת וַ ֣י ֹ ֶ
ל־פ ָר ָֽשיו׃
ל־ר ְכ ּ֖בֹו וְ ַע ָ
ל־מ ְצ ַ֔ריִ ם ַע ִ
ל־ה ָ֑ים וְ יָ ֻ֤שבּו ַה ַ ֙מיִ ם֙ ַע ִ
אמר יְ הוָ ה֙ ֶאל־מ ֶֹ֔שה נְ ֵ֥טה ֶאת־יָ ְד ָ֖ך ַע ַ
 26וַ ֤י ֹ ֶ
ל־ה ָ֗ים
ַע ַ

27

וַ יֵ ֩ט מ ֶֹ֨שה ֶאת־יָ ֜דֹו

ת־מ ְצ ַ֖ריִ ם ְב ֥תֹוְך ַה ָֽים׃
הוה ֶא ִ
אתֹו וַ יְ נַ ֵ֧ער יְ ָ֛
ּומ ְצ ַ֖ריִ ם נָ ִ֣סים ִל ְק ָר ֑
יתנ֔ ֹו ִ
וַ ָ֨י ָשב ַה ָי֜ם ִל ְפנ֥ ֹות ֨ב ֹ ֶקר֙ ְל ֵ֣א ָ
ּוב ֵ֧ני
ד־א ָֽחד׃ ְ 29
יהם ַב ָ֑ים ֽל ֹא־נִ ְש ַ֥אר ָב ֶ֖הם ַע ֶ
ת־ה ָ֣פ ָר ִ֔שים ְלכ ֹל֙ ֵ֣חיל ַפ ְר ֔ע ֹה ַה ָב ִ֥אים ַא ֲח ֵר ֶ֖
ת־ה ֶ ֙ר ֶכב֙ וְ ֶא ַ
 28וַ יָ ֻ֣שבּו ַה ַ֗מיִ ם וַ יְ ַכ ּ֤סּו ֶא ָ
ֹאלם
ּומ ְשמ ָֽ
ימ ָ֖ינם ִ
יִ ְש ָר ֵ֛אל ָה ְל ֥כּו ַביַ ָב ָ֖שה ְב ֣תֹוְך ַה ָ֑ים וְ ַה ַ֤מיִ ם ָל ֶהם֙ ח ָֹ֔מה ִֽמ ִ
ל־ש ַ֥פת ַה ָֽים׃  31וַ ַ֨י ְרא
ת־מ ְצ ַ֔ריִ ם ֵ֖מת ַע ְ
יַ�֤רא יִ ְש ָר ֵאל֙ ֶא ִ
הוה ַבּי֥ ֹום ַה ֛הּוא ֶאת־יִ ְש ָר ֵ֖אל ִמ ַ֣יד ִמ ְצ ָ֑ריִ ם וַ ְ
ֹושע יְ ָ֜
 30וַ ּי֨ ַ
ּובמ ֶֹ֖שה ַע ְב ּֽדֹו׃ פ
יהוה ְ
הוה וַ ַֽי ֲא ִ ֙מינּו֙ ַֽב ָ֔
ת־ה ָ֣יד ַהגְ ד ָֹ֗לה ֲא ֶ֨שר ָע ָ֤שה יְ הוָ ה֙ ְב ִמ ְצ ַ֔ריִ ם וַ ִֽי ְיר ֥אּו ָה ָ֖עם ֶאת־יְ ָ֑
יִ ְש ָר ֵ֜אל ֶ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