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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P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5  매주 엿샛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15b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
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16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
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
다."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
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
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인 
것이다.

  19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고 하
였다.

  2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
을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남겨 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
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21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
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22  ○매주 엿샛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에 두 오
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2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
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
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24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
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
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
다.

  26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
니, 그 날에는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 것입니다."

  27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
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
다.

  28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
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29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샛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
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0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31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

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
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
였다.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
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
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6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 주
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7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
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
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
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
까?"

  8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
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
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
입니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
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
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1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

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
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13  ○그 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 친 곳을 뒤덮었고, 다
음날 아침에는 진 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14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
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
가!

  15a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32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
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
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 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
게 하여 주십시오."

  34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
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35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
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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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중심소재 만나, 안식일 메추라기 만나 

먹을 거리 만나 (לחם) 메추라기 (בשר)와 만나 (לחם)

주시는 이유 하나님게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냈다는 것
과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하는 전통



ם  י ְלֵצאָת֖ ֶדׁש ַהֵשִנ֔ ֹ֣ ר יֹו֙ם ַלח ה ָעָש֥ י ַבֲחִמָש֨ ין ִסיָנ֑ ם ּוֵב֣ ר ֵבין־ֵאיִל֖ ין ֲאֶׁש֥ י־ִיְשָרֵא֙ל ֶאל־ִמְדַבר־ִס֔ ת ְבֵנֽ אּו ָכל־ֲעַד֤ ֹ֜ ם ַוָיב ֵאיִל֔ 1 ַוִיְסעּ֙ו ֵמֽ
נּו ְבַיד־ ן מּוֵת֤ י־ִיֵת֨ ל ִמֽ י ִיְשָרֵא֗ ם ְבֵנ֣ ר׃ 3 ַויֹאְמ֨רּו ֲאֵלֶה֜ ן ַבִמְדָבֽ ֹ֖ ל־ַאֲהר ה ְוַעֽ ל ַעל־מֶֹׁש֥ ת ְבֵני־ִיְשָרֵא֛ ִים׃ 2 ַוִיּ֜לֹונּו ָכל־ֲעַד֧ ֶרץ ִמְצָרֽ ֵמֶא֥
ל  ית ֶאת־ָכל־ַהָקָה֥ ה ְלָהִמ֛ ר ַהֶז֔ נּ֙ו ֶאל־ַהִמְדָב֣ ם אָֹת֙ י־הֹוֵצאֶת֤ ַבע ִכֽ ֹ֑ ֶחם ָלש נּו ֶל֖ ר ְבָאְכֵל֥ יר ַהָבָש֔ נּ֙ו ַעל־ִס֣ ִים ְבִׁשְבֵת֙ ֶרץ ִמְצַר֔ ְיהָו֙ה ְבֶא֣

ב׃        ס         ה ָבָרָעֽ ַהֶז֖

י  ְך ְבתֹוָרִת֖ ּנּו ֲהֵיֵל֥ ַען ֲאַנֶס֛ ְקטּ֙ו ְדַבר־֣יֹום ְביֹו֔מֹו ְלַמ֧ ם ְוָלֽ א ָהָע֤ ִים ְוָיָצ֨ ֶחם ִמן־ַהָשָמ֑ ם ֶל֖ יר ָלֶכ֛ י ַמְמִט֥ ה ִהְנִנ֨ אֶמר ְיהָו֙ה ֶאל־מֶֹׁש֔ ֹ֤ 4 ַוי
ר־ִיְלְק֖טּו ֥יֹום ׀ ֽיֹום׃        ס         ל ֲאֶׁשֽ ה ַע֥ ה ִמְׁשֶנ֔ יאּו ְוָהָי֣ ת ֲאֶׁשר־ָיִב֑ ינּו ֵא֣ י ְוֵהִכ֖ א׃ 5 ְוָהָי֙ה ַב֣יֹום ַהִשִש֔ ֹֽ ִאם־ל

ֶקר ּוְרִאיֶת֙ם ֶאת־ְכ֣בֹוד  ֹ֗ ִים׃ 7 ּוב ֶרץ ִמְצָרֽ ם ֵמֶא֥ יא ֶאְתֶכ֖ ה הֹוִצ֥ י ְיהָו֛ ם ִכ֧ יַדְעֶת֕ ֶרב ִוֽ ל ֶע֕ י ִיְשָרֵא֑ ל־ָכל־ְבֵנ֖ ן ֶאֽ ֹ֔ אֶמר מֶֹׁש֙ה ְוַאֲהר ֹ֤ 6 ַוי
ֶחם  ל ְוֶל֤ ֹ֗ ר ֶלֱאכ ֶרב ָבָש֣ ם ָבֶע֜ ת ְיהָו֩ה ָלֶכ֨ ה ְבֵת֣ אֶמר מֶֹׁש֗ ֹ֣ ינּו׃ 8 ַוי ינּו ָעֵלֽ י ַתִּל֖ ה ִכ֥ ְחנּו ָמ֔ ה ְוַנ֣ ם ַעל־ְיהָו֑ ה ְבָׁשְמ֥עֹו ֶאת־ְתֻלּנֵֹתיֶכ֖ ְיהָו֔
אֶמר מֶֹׁש֙ה  ֹ֤ ה׃ 9 ַוי י ַעל־ְיהָוֽ ם ִכ֥ ינּו ְתֻלּנֵֹתיֶכ֖ ה לֹא־ָעֵל֥ ְחנּו ָמ֔ יו ְוַנ֣ ם ָעָל֑ ם ַמִּליִנ֖ ם ֲאֶׁשר־ַאֶת֥ ֵתיֶכ֔ ֹ֣ ַע ְיהָו֙ה ֶאת־ְתֻלּנ ֹ֤ ַע ִבְׁשמ ֹ֔ ֶק֙ר ִלְשב ֹ֨ ַבב
י־ ת ְבֵנֽ ר ַאֲהרֹ֙ן ֶאל־ָכל־ֲעַד֣ י ְכַדֵב֤ ם׃ 10 ַוְיִה֗ ת ְתֻלּנֵֹתיֶכֽ ע ֵא֖ י ָׁשַמ֔ ה ִכ֣ י ְיהָו֑ ל ִקְר֖בּו ִלְפֵנ֣ י ִיְשָרֵא֔ ל־ָכל־ֲעַד֙ת ְבֵנ֣ ר ֶאֽ ֹ֗ ן ֱאמ ֹ֔ ל־ַאֲהר ֶאֽ
ְעִתי ֶאת־ְתלּוּנֹ֮ת  ר׃ 12 ָׁשַמ֗ ֹֽ ה ֵּלאמ ה ֶאל־מֶֹׁש֥ ר ְיהָו֖ ֽן׃        פ        11 ַוְיַדֵב֥ ה ֶבָעָנֽ ה ִנְרָא֖ ר ְוִהֵּנ֙ה ְכ֣בֹוד ְיהָו֔ ל ַוִיְפ֖נּו ֶאל־ַהִמְדָב֑ ִיְשָרֵא֔
ֶרב  י ָבֶע֔ ם׃ 13 ַוְיִה֣ ה ֱאֹלֵהיֶכֽ י ְיהָו֖ י ֲאִנ֥ ם ִכ֛ יַדְעֶת֕ ֶחם ִוֽ ֶקר ִתְשְבעּו־ָל֑ ֹ֖ ר ּוַבב ִי֙ם תֹאְכ֣לּו ָבָש֔ ַעְרַב֙ ין ָהֽ ר ֵב֤ ֹ֗ ם ֵלאמ ר ֲאֵלֶה֜ י ִיְשָרֵאל֒ ַדֵב֨ ְבֵנ֣
ק  י ַהִמְדָב֙ר ַד֣ ה ַעל־ְפֵנ֤ ל ְוִהֵּנ֞ ת ַהָט֑ ַעל ִׁשְכַב֣ ה׃ 14 ַוַת֖ ַמֲחֶנֽ יב ַלֽ ל ָסִב֖ ת ַהַט֔ ְיָת֙ה ִׁשְכַב֣ ֶקר ָהֽ ֹ֗ ה ּוַבב ַמֲחֶנ֑ ס ֶאת־ַהֽ ו ַוְתַכ֖ ַעל ַהְשָל֔ ַוַת֣

א ָיְד֖עּו ַמה־֑הּוא  ֹ֥ י ל ן ֔הּוא ִכ֛ יׁש ֶאל־ָאִחי֙ו ָמ֣ אְמ֜רּו ִא֤ ֹ֨ ל ַוי י־ִיְשָרֵא֗ ֶרץ׃ 15a ַוִיְר֣אּו ְבֵנֽ ר ַעל־ָהָאֽ ֹ֖ ק ַכְכפ ס ַד֥ ְמֻחְסָפ֔

י ָאְכ֑לֹו  יׁש ְלִפ֣ ּנּו ִא֖ ה ִלְק֣טּו ִמֶמ֔ ה ְיהָו֔ ר ִצָּו֣ ה ַהָדָב֙ר ֲאֶׁש֣ ה׃ 16 ֶז֤ ם ְלָאְכָלֽ ה ָלֶכ֖ ן ְיהָו֛ ר ָנַת֧ ֶחם ֲאֶׁש֨ ם ֣הּוא ַהֶּל֔ אֶמר מֶֹׁש֙ה ֲאֵלֶה֔ ֹ֤ 15b ַוי

דּו  ֹ֣ יט׃ 18 ַוָימ ה ְוַהַמְמִעֽ ִֽיְלְק֔טּו ַהַמְרֶב֖ ל ַוֽ י ִיְשָרֵא֑ ן ְבֵנ֣ חּו׃ 17 ַוַיֲעשּו־ֵכ֖ ר ְבָאֳה֖לֹו ִתָקֽ יׁש ַלֲאֶׁש֥ ם ִא֛ ֵתיֶכ֔ ֹ֣ ֶלת ִמְסַפ֙ר ַנְפׁש ֹ֗ ג ֶמר ַלֻגלְֽ ֹ֣ ע
ּנּו ַעד־ ר ִמֶמ֖ יׁש ַאל־יֹוֵת֥ ם ִא֕ ה ֲאֵלֶה֑ אֶמר מֶֹׁש֖ ֹ֥ טּו׃ 19 ַוי י־ָאְכ֖לֹו ָלָָקֽ יׁש ְלִפֽ יר ִא֥ א ֶהְחִס֑ ֹ֣ יט ל ה ְוַהַמְמִע֖ א ֶהְעִדי֙ף ַהַמְרֶב֔ ֹ֤ ֶמר ְול ֹ֔ ָבע
ֶקר  ֹ֣ ה׃ 21 ַוִיְלְק֤טּו אֹתֹ֙ו ַבב ם מֶֹׁשֽ ף ֲעֵלֶה֖ ֹ֥ ׁש ַוִיְקצ ים ַוִיְבַא֑ ֻֽרם תֹוָלִע֖ ֶקר ַוָי֥ ֹ֔ ּנּ֙ו ַעד־ב ים ִמֶמ֙ רּו ֲאָנִׁש֤ ה ַויֹוִת֨ ֶקר׃ 20 ְולֹא־ָׁשְמ֣עּו ֶאל־מֶֹׁש֗ ֹֽ ב
ה  ֵעָד֔ י ָהֽ אּ֙ו ָכל־ְנִשיֵא֣ ֹ֙ ד ַוָיב ֶמר ָלֶאָח֑ ֹ֖ י ָהע ה ְׁשֵנ֥ ֶח֙ם ִמְׁשֶנ֔ ְק֥טּו ֶל֙ י ָלֽ י ׀ ַב֣יֹום ַהִשִש֗ ס׃ 22 ַוְיִה֣ ֶמׁש ְוָנָמֽ ם ַהֶש֖ י ָאְכ֑לֹו ְוַח֥ יׁש ְכִפ֣ ֶקר ִא֖ ֹ֔ ַבב
ר־ ֲאֶׁשֽ ת  ְוֵא֤ ֵא֗פּו  ת ֲאֶׁשר־תֹא֞פּו  ֵא֣ ר  ָמָח֑ ה  יהָו֖ ַלֽ ֶדׁש  ֹ֛ ַׁשָב֧תֹון ַׁשַבת־ק ה  ְיהָו֔ ר  ִדֶב֣ ר  ֲאֶׁש֣ ם הּ֚וא  ֲאֵלֶה֗ אֶמר  ֹ֣ ַוי  23 ה׃  ְלמֶֹׁשֽ ידּו  ַוַיִג֖
יׁש  א ִהְבִא֔ ֹ֣ ה ְול ה מֶֹׁש֑ ר ִצָּו֣ ֶקר ַכֲאֶׁש֖ ֹ֔ יחּו אֹתֹ֙ו ַעד־ַהב ֶקר׃ 24 ַוַיִּנ֤ ֹֽ ֶרת ַעד־ַהב ם ְלִמְׁשֶמ֖ יחּו ָלֶכ֛ ף ַהִּנ֧ עֵֹד֔ לּו ְוֵא֙ת ָכל־ָה֣ ְתַבְשלּ֙ו ַבֵש֔
הּו  ים ִתְלְקֻט֑ ֶׁשת ָיִמ֖ ה׃ 26 ֵׁש֥ הּו ַבָשֶדֽ א ִתְמָצֻא֖ ֹ֥ ה ַה֕יֹום ל ת ַה֖יֹום ַליהָו֑ י־ַׁשָב֥ הּו ַה֔יֹום ִכֽ אֶמר מֶֹׁש֙ה ִאְכֻל֣ ֹ֤ ְיָתה ֽבֹו׃ 25 ַוי ה לֹא־ָה֥ ְוִרָמ֖
ה ַעד־ ה ֶאל־מֶֹׁש֑ אֶמר ְיהָו֖ ֹ֥ אּו׃ ס 28 ַוי א ָמָצֽ ֹ֖ ט ְול ֹ֑ ם ִלְלק י ָיְצ֥אּו ִמן־ָהָע֖ ְֽיִה֙י ַב֣יֹום ַהְשִביִע֔ ְהֶיה־ֽבֹו׃ 27 ַוֽ א ִיֽ ֹ֥ ת ל י ַׁשָב֖ ּוַב֧יֹום ַהְשִביִע֛
ִים ְׁש֣בּו ׀  ֶחם יֹוָמ֑ י ֶל֣ ם ַב֥יֹום ַהִשִש֖ ן ָלֶכ֛ ן ֣הּוא נֵֹת֥ ם ַהַשָבת֒ ַעל־ֵכ֠ ן ָלֶכ֣ י־ְיהָו֮ה ָנַת֣ י׃ 29 ְר֗אּו ִכֽ י ְותֹורָֹתֽ ר ִמְצֹוַת֖ ֹ֥ ם ִלְׁשמ ַאְנֶת֔ ָנ֙ה ֵמֽ ָא֙
ן ְו֗הּוא  ל ֶאת־ְׁש֖מֹו ָמ֑ ית־ִיְשָרֵא֛ י׃ 31 ַוִיְקְר֧אּו ֵבֽ ם ַב֥יֹום ַהְשִבִעֽ י׃ 30 ַוִיְׁשְב֥תּו ָהָע֖ יׁש ִמְמקֹ֖מֹו ַב֥יֹום ַהְשִביִעֽ ֵצא ִא֛ יו ַאל־ֵי֥ יׁש ַתְחָת֗ ִא֣

ׁש׃  ת ִבְדָבֽ ן ְוַטְע֖מֹו ְכַצִפיִח֥ ַֽרע ַג֙ד ָלָב֔ ְכֶז֤

ְלִתי  ר ֶהֱאַכ֤ ֶחם ֲאֶׁש֨ ַען ׀ ִיְר֣אּו ֶאת־ַהֶּל֗ ם ְלַמ֣ ֶרת ְלדֹרֵֹתיֶכ֑ ּנּו ְלִמְׁשֶמ֖ ֶמ֙ר ִמֶמ֔ ֹ֨ א ָהע ֹ֤ ה ְמל ה ְיהָו֔ ר ִצָּו֣ ה ַהָדָב֙ר ֲאֶׁש֣ ה ֶז֤ אֶמר מֶֹׁש֗ ֹ֣ 32 ַוי

ח  ן ְוַהַּנ֤ ֶמר ָמ֑ ֹ֖ א־ָהע ֹֽ ָמה ְמל ת ְוֶתן־ָׁש֥ ֶנת ַאַח֔ ח ִצְנֶצ֣ ן ַק֚ ֹ֗ ל־ַאֲהר ה ֶאֽ אֶמר מֶֹׁש֜ ֹ֨ ִים׃ 33 ַוי ֶרץ ִמְצָרֽ ם ֵמֶא֥ י ֶאְתֶכ֖ ר ְבהֹוִציִא֥ ֶאְתֶכ֙ם ַבִמְדָב֔
ל  י ִיְשָרֵא֗ ֶרת׃ 35 ּוְבֵנ֣ ת ְלִמְׁשָמֽ י ָהֵעֻד֖ ן ִלְפֵנ֥ ֹ֛ הּו ַאֲהר ה ַוַיִּניֵח֧ ה ֶאל־מֶֹׁש֑ ה ְיהָו֖ ר ִצָּו֥ ם׃ 34 ַכֲאֶׁש֛ ֶרת ְלדֹרֵֹתיֶכֽ ה ְלִמְׁשֶמ֖ י ְיהָו֔ אֹתֹ֙ו ִלְפֵנ֣
ית  ֶמר ֲעִשִר֥ ֹ֕ ַען׃ 36 ְוָהע ֶרץ ְכָנֽ ה ֶא֥ ם ֶאל־ְקֵצ֖ ְכ֔לּו ַעד־בָֹא֕ ֶבת ֶאת־ַהָמ֙ן ָאֽ ֶרץ נֹוָׁש֑ ם ֶאל־ֶא֣ ה ַעד־בָֹא֖ ים ָׁשָנ֔ ְכ֤לּו ֶאת־ַהָמ֙ן ַאְרָבִע֣ ָאֽ

ה ֽהּוא׃ פ ָהֵאיָפ֖

קרי

קרי



JEDP가 말하는 안식일

J E D P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20:8-10; 23:12 신명기 5:12-15 창세기 2:1-3; 출애굽기 31:12-
17; 35:1-3; 레위기 19:3,30; 
23:1-3; 24:5-8; 26:2; 민수기 
15:32-36; 28:9-10

쉬는 날 (신뢰와 순종) 쉬는 날 (절제)-박애적 쉬는 날-박애+사회적(노예도!) 거룩한 날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먹을 거리"
를 주신다 ("신뢰와 순종").

2. J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J의 Idea)를 만나 사건
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원
인론적인 이야기).

3. J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조직
화해서 어떤 법률이나 법령, 
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장래에도 지킬것으로 제정하
지 않았다(J는 Law code가 
없다).

4. 안식일을 שבת이라고 부른다.

1. 육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는 일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
지만, 원인론적인 어떤 이야
기도 하지 않는다. 

2. 안식일을 שבת이라고 부른다. 
3.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뿐

이다.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
지 않는다. 안식일은 쉬는 날
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된
다는 것 ("절제")을 이야기하
고 있다. 

4. 좀더 박애주의를 강조하여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짐승과 
종과 나그네까지 모두 쉬라고 
명령한다. 

† 그러므로 E에게 안식일은 충
전을 위한 "쉼"의 날이다.

1. D는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
들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
한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은 E의 박애적인 
영향에 사회적인 면을 더하게 
하는 요소였다. 

2.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D에게
는 안식일이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이집트에서의 노예생
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
들어진 기념일같은 것이 아니
라, 그런 노예생활을 통해서 
호렙에서 받았던 안식일 율법
의 박애적이고도 사회적인 원
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1.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
나님이 거룩한 날로 명령하였
고, 그 날(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 사용할수 없는 시간이다. 

2.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3. 창조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4.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의 "표식"이기도 하다. 이 표
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
룩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다.

J의 안식일 (만나 이야기)

J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을 말하고 있다. 본문은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나누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신뢰"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J에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는 이야기만 있
고, 메추라기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J에서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P의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J는 안식일
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J의 Idea)를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J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하지 말아야할 일을 하지 말아야하는 이스라엘의 준수사항을 말하고 있다. 즉 J는 안식일의 목
적은 "하나님을 신뢰함"를 실행하는 것이다. 

J는 이 이야기를 전후해서 율법의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J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해서 
어떤 법률이나 법령, 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장래에도 지킬것으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J의 스타일이다. J는 מצות 절기, 할례, 살인금
지 명령, 예배의 제장, 넓적다리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제사장의 율례등 거의 모든 법령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거나,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둥의 말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J는 Law-code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J는 Law-code보다는 일상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규범은 원인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J와는 관계가 없는 본문이다.

J에서는 왜 열흘째에나, 여드레째가 아닌 일곱째날에 안식일을 지켜야하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J의 이야기는 "창조이
야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사회적인 복지나 안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절제와 신뢰, 그리고 순종을 말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J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명백
하게 하나님의 간섭에 기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의 안식일 이야기 (십계명)

출애굽기 20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9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 12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

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십계명(출 20)의 대표적인 E의 본문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J또는 P와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 그리고 십계명의 이야기를 보면, E의 십계
명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들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Theophany할 때에 주어
졌다. 십계명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며, 이 십계명은 강력
하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간략하게, 딱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해졌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 십계명의 한 부분이다.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Covenant Law와 Decalogue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E
는 창조의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 출20:11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은 E버전의 본문이 아니다. 
이것은 삽입된 구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조의 이야가와 연관된 일곱째 날의 안식을 준수명령은 P의 것이다. 안식일
이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지는 자료는 오로지 P뿐이다. E자료를 복사한 Deuteronomy버전의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면, E자료의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에 없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11절의 본문이 P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에서 וינח라는 Qal consecutive 
동사형은 P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형태는 편집자가 출애굽기 23:12장을 차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D의 안식일 이야기

D의 안식을 이야기는 E의 안식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는 십계명과 십계명의 축어적인 기록들을 차용하였고, E와 같은 목적을 가
지고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다. D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점은 D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안식일 이야기의 D버전의 윤색은 E버전의 안식일 
이야기에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첨가하였다는 것이다. D는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 대
한 기억들은 E의 박애적인 영향에 사회적인 면을 더하게 하는 요소였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D에게는 안식일이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일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노예생활을 통해서 호렙에서 받았던 안식을 율법의 박애적이고도 사회적인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신명기 5 12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13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4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

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15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P의 안식일 이야기

일반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P는 이스
라엘이 모든 생산적인 일을 일곱째 날에는 삼간다면, 일곱째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말은 그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진 사람들, 물건들, 단어들이 거룩한 것과 같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와 D에서는 "
쉬는 날"로, J에서는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날"이 P에서는 "거룩한 날"이 되었다.

P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다. 성소의 안이나 성소 밖의 뜰이나 어느 곳에서
든지 제사가 드려져야하는 날인 것이다.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은 없다. P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
엇인가를 말하고있다. 다른 자료들은 이러한 "거룩함"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P는 어떤 사람, 내지는 사물따위가 "거룩하게 되어
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성별" consecra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성소와 제사장들은 기름부음과 기름부음
에 해당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스러운 장소와 접촉contact함으로 거룩해진다. 시간은 하나
님이 특별한 절기를 모세에게 말해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만약에 시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면, 매
주마다 일곱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하는 안식일은 어떠한가? 오로지 P만이 안식일을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시킨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의 
체계 안에서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삼는다. 왜냐하면 P만이 "거룩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