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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8 장  제사장의�예복,�가슴받이,�제사장의�또다른�예복 
 

• 28 장과 29 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28 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28 장의 내용을 하나로 

정리한 것입니다. (교사용 영상 설명 참조) 

• 제사장 예복은 머리에 쓰는 관, 속바지 

(고의), 속옷, 청색 겉옷, 에봇, 가슴받이, 

그리고 에봇 허리띠로 구성되는데 보석과 

금으로 장식되어 아주 찬란하게 보입니다. 

• 머리에 쓰는 관에는 ‘주님의 성직자’ 라는 

글이 적힌 순금 패가 달립니다 (36-38 절) 

• 속바지는 몸 아래가 노출되면 죽는다고 

하셨기에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목적으로 입습니다 (43 절).  

• 청색 겉옷에는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가 돌아가면서 달리는데,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은 죽지 않습니다 (31-

35 절, 교사용 설명 참조) 

• 에봇은 청색 겉옷 위에 입는 것으로 12 지파의 이름이 적힌 홍옥수 두개가 멜빵에 달립니다 

(6-14 절). 에봇 가운데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이 4 줄로 달린, 판결 가슴 받이가 

달립니다 (15-28 절). 가슴받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돌을 두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되었습니다. (30 절, 사무엘 상 14:41-42) 

• 2 절과 40 절은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부터 존중받도록 그들의 의복을 눈에 띄게 하신 것 같습니다. 

• 제사장 의복에 매달린, 12 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들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12 지파 백성의 중재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 장  제사장�위임식�준비,�매일�드리는�번제 
 

•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죄를 지닌 사람들이라 이들이 먼저 그 직무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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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29 장에 나오는 위임식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고 (4 절), 예복을 입히고 (5-9 절) 흠 없는 수송아지 한마리와 숫양 두마리,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과자를 제물로 바칩니다 (10-25 절). 소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14 절) 양들은 번제물로 드려지는데 한마리는 바치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15-

18 절) 다른 한 마리는 위임식을 위해 바쳐집니다 (22 절) 

• 11 절에서 21 절 사이에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삯이 죽음이라 했기에 (로마서 6 장 23 절) 제물이 

바쳐지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정결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 27-28 절은 바쳐진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레위기 7장 28-

34 절에 나오는 화목제의 제사장 몫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제사장 위임식은 7 일동안 행해졌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인데,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을 7 일 동안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37) 

• 제사장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회막 앞에서 일년 된 숫양과 기름과 섞은 밀가루를 번제로 

바치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칩니다 (38-41 절).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증표가 되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이 됩니다 (42-46 절) 
 

출애굽기 30 장  분향단,�회막�세금,�놋�물두멍,�성별하는�향유,�가루향 
 

•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힌 분향단을 성궤 앞에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데 

사용합니다 (1-9 절). 그리고 한해에 한번 속죄예식을 통해 분향단에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정결하게 합니다 (10 절, 속죄일) 

•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인구 조사를 받은, 스무살이 넘은 남자들은 반세겔씩 바쳐야 합니다. 

인구 조사는 주로 군사적 목적으로 행해졌는데, 이럴 때 속전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숫자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12-16 절) 

• 놋으로 만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러 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18-21 절) 

• 성별하는 향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향료를 회막, 증거궤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물건과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22-33 절). 향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이 34-38 절에 나옵니다.  

• 향유와 향에 대한 내용에서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