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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서 이끌어 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4-5) 

 

열 재앙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열 재앙은 그 전초전과 같은 성격의 예비 대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 7:8-13)  

그 다음, 세 재앙씩 묶어진 세 세트의 재앙, 즉 3x3=9, 아홉가지 재앙이 세 세트의 재앙입니다. 마지막에는 종결 재앙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 열 재앙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열 재앙의 특징들입니다. 첫째, 각 세트의 A 재앙, B 재앙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 됩니다. 

이 때, 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각 세트의 C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요술사들도 예비 대결과 1 재앙, 2 재앙까지는 그 재앙을 따라했는데, 3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 없게 

된점입니다. 이 때,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바로와 요술사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대결할 생각 조차 안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그 다음 재앙인 4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열 재앙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7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8 재앙이 되면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백성들을 보내라고 탄원을 하기에 이릅니다. 바로는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고립됩니다.  

 

넷째, 바로의 반응의 변화입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무시해서 듣지 않았다가, 2 재앙때 처음으로 그는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4 재앙 때 처음으로 “가라!” 고 명령하지만, 가까운 곳으로만 가라고 합니다. 8 재앙 

때가 되면 두번째로 “가라!”고 하는데, 남자만 가라고 하고, 9 재앙 때는 가축은 놓고 가라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흥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경됨이 없으십니다. 그는 7 재앙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8 재앙 때는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고, 10 재앙까지 가서 자기 분신인 첫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을 보냅니다.  

 

열 재앙 속에 담겨진 첫째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선포하신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Lordship 을 갖는, 진짜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신 것은, 온 세상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두려워 할 줄 알게 만드신 배려입니다.  

 

둘째,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게 됩니다. 종결 재앙의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대속 (redemption)을 상징합니다.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한 파라오의 신하 에게도 해당되었 듯이, 오늘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인가요? 왜 그렇다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2. 열 재앙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3. 열 재앙을 통해 예표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