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본문말씀
출애굽기 5장~8장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5 장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6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0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11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13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14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15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17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1)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 6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1)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13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의 조상
14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15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16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17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요
18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백삼십삼 세였으며
19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20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백삼십칠 
세였으며

21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22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23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   고라의 아들들은 앗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다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7 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1)대언자가 되리니
2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였고 아론은 팔십삼 
세였더라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첫째 재앙 : 물이 피가 되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24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 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제 8 장
둘째 재앙 : 개구리가 올라오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셋째 재앙 : 티끌이 이가 되다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17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18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1)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 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9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2)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넷째 재앙 : 파리가 가득하다
2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1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에 파리 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 
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25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6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8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29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30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31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   그러나 바로가 이 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