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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개요  

 

1. 주요 내용 

1) 출애굽: 

ㄱ. 출애굽기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후손이 칠십 명이었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커지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노동으로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압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24-25 

ㄴ. 출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십니다. 

*창세기 12: 1-3, 창세기 17: 7-8 & 출애굽기 6:5-8 

ㄷ.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억압과 

압제의 삶인 애굽에서의 삶을 떠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재앙, 첫 유월절, 

홍해를 건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우주의 왕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2) 시내산 언약:  

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9: 5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6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ㄴ.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4 계명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과 5-10 계명에 있는 이웃에 대한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출애굽기 20:1-17 

ㄷ. 세부적인 법규: 십계명의 원칙을 세부적인 법들에 적용하여 일상에서 지켜야 할 

지침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폭력에 관한 법, 

소유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큰 절기에 관한 법, 약속과 지시 

*출애굽기 20:22-23:33 

 

3)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시는데,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1-4:17 

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4:9-11 

ㄷ.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이스라엘을 

진멸코자 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1-10 

ㄹ.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8 *출애굽기 29: 4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