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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원망한 주체 원망의 원인

원망한 대상 원망의 결과

①비하히롯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군대 특별병거 600승의 추격을 보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모세 를 원망함 모세가 바다위로 손을 내어밀매 큰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땅이 되었다(출14:21) 

②마라
백성이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이 써서 먹을수 없으므로

모세 를 원망함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므로 물에 던지니 달아졌다 (출15:24,25, 민33:8) 

③신광야

2월 15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말하며 우리를 주려 죽게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이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출16:2)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일회성)를 먹기 시작함-2월 15일

④르비딤

2월 말경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자 백성이 물에 갈하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 를 원망함 모세가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함(그곳이름을 므리바, 맛사(다툼)라 함)

⑤다베라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말로 원망하매 
여호와 를 원망함 하나님이 불로 진끝까지 불살라 심판하셨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매 불이 꺼졌다. (민11:1-3)

⑥기브롯

핫다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섞여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만나에 질려 고기가 먹고싶다고, 애굽에서는 오이,수박,부추,파,마늘 먹었었다고

여호와? 원망하였다 다베라에서 하룻길되는 지면위에 메추라기를 두규빗(1m) 정도 주시고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탐욕한 자들이 죽었다 

⑦가데스1
이스라엘 자손이

10정탐군의 가나안 거민들이 너무 강하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은후 “우리가 애굽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
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서로 말하되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켰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멸을 면하였다

⑧바란광야
온 회중이 레위자손 고라, 르우벤자손 다단,아비람,온과 250명족장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지휘권을 빼앗으려고 했다.하나님께서 고

라,다단,아비람을 산채로 음부에 빠뜨림.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함. 이틑날 온회중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백성들을 2번 진멸하고자 하시므로 모세의 2번의 중보기도로 중단하셨다

⑨신광야 

가데스2

40년 1월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고 다투어

모세를 원망함
모세가 회막문에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총회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
오니 총회와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민20:2-11) 

⑩홍해길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에돔땅못가고 홍해길로 돌아가게되자  길 때문에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하자 모세가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장대위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것이라고 하여 놋뱀을 본자
는 살았다.(민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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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장소

⑤다베라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불로 진끝까지 불살라 심판하셨다. (민11:1-3) 

⑥기브롯

핫다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섞여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만나에 질려 고기가 먹고싶다고, 애굽에서는 오이,수박,부추,파,마늘 먹었었다고 원망하였다
다베라에서 하룻길되는 지면위에 메추라기를 두규빗(1m) 정도 주시고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탐욕한 자들이 죽었다 – 여호와? 원망

⑩홍해길
백성들이 에돔땅으로 못가고 홍해길로 돌아가게되자 마음이 상하여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
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하였다 놋뱀을 본자는 살았다.(민21:4-9)

마실 물 때문에 원망했던 장소

②마라 백성이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이 써서 먹을수 없으므로 모세 를 원망함

④르비딤 백성이 물에 갈하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 를 원망함

⑨가데스2 백성들이 “ 이곳에는 파종할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고 다투어 모세를 원망함

⑩홍해길
백성들이 에돔땅으로 못가고 홍해길로 돌아가게되자 마음이 상하여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
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

이스라엘백성이 원망한 장소중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없는 장소

②마라 백성이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이 써서 먹을수 없으므로 모세 를 원망함

⑤다베라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불로 진끝까지 불살라 심판하셨다. (민11:1-3)

⑧바란광야
온 회중이 고라, 다단,아비람,온과 250명족장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하나님께서 고라,다단,아비람을 산채로 음부에 빠뜨림.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함. 이틑날 온회중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장소중에 애굽이란 단어가 나오는 횟수

①비하히롯앞:4회 ②마라 ③신광야:1회 ④르비딤:1회 ⑤다베라 ⑥기브롯 핫다아와:1회 ⑦가데스1:3회 ⑧바란광야 ⑨가데스2:1회 ⑩홍해길:1회

원망대상이 모세와 아론인 장소 : 신광야, 가데스1, 바란광야  원망대상이 모세인 장소 : 비하히롯, 마라, 르비딤, 가데스2

원망대상이 여호와인 장소 : 다베라, 기브롯핫다아와?         원망대상이 하나님과 모세인 장소 : 홍해길(=하나님과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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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히롯

①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군대 특별병거 600승의 추격을 보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
에게 했던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모세에게 원망하였다(출14:1-12)  모세가 바다위로 손을 내어밀매 큰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땅이 되었다(출14:21)   

마라

②원망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백성이 물이 써서 먹을수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므로 물에 
던지니 달아졌다 (출15:24,25, 민33:8)

신광야

2월 15일

③원망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말하며 우리를 주려 죽게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이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출16:2)-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시작함-2월 15일

르비딤

2월 말경

④원망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자 백성이 물에 갈하
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

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게함(그곳이름을 므리바, 맛사(다툼)라 함)

다베라

⑤원망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이 불로 진끝까지 불살라 심판하셨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매 불이 꺼졌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불사름)라 
하였다(민11:1-3) 

기브롯

핫다아와

⑥원망

섞여사는 다른 인종들이 만나에 질려 고기가 먹고싶다고, 애굽에서는 오이,수박,부추,파,마늘 먹었었다고 원망하자 다베라에서 하룻길되는 지면위에 메추라기를 두규빗
(1m) 정도 주시고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탐욕한 자들이 죽었는데 그곳 이름을‘기브롯핫다아와’(탐욕의 무덤)라 불렀다.(민11:4-34) 시내 광야를 
발행하여 처음으로 진을 쳤던 장소(민 11 : 4-35 ; 33 : 16-17).  

 가데스

2년2월30일

⑦원망

이스라엘 자손이 10정탐군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는 악의적인 보고를 듣은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
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이에 서
로 말하되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켰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멸을 면하였다

바란광야

⑧원망

레위자손 고라(고핫의 손자,모세의 사촌), 르우벤자손 (엘리압 아들 다단,아비람, 벨렉의 아들 온)과 250명족장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지휘권을 빼앗으려
고 했다.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음부에 빠져 회중에서 망하니라(고라,다단,아비람).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다. 
온 회중이 이틑날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백성들을 2번 진멸하고자 하시므로 모세의 
2번의 중보기도로 중단하셨다

신광야 

가데스

40년 1월

⑨원망

백성들이 “너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
도다”고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원망하므로 모세가 회막문에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총회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니 총회와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민20:2-11) 

홍해길 

⑩원망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에돔땅을 둘러서 홍해길로 가게되자  길(에돔땅으로 못가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
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
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하여 죽은 자가 많으므로 모세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장대위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것이라고 하여 놋뱀을 본자는 살았다.(민21:4-9)  출애굽 38년째가 되는 광야 생활 홍해길-가나안땅에서 아카바만으로 향
하는 광야길           



                                                                         4                                                       민해기 목사 편집

이스라엘 백성이 물 때문에 원망한 장소

이스라엘백성이 원망한 회수 10회 : ①비하히롯 ②마라 ③신광야 ④르비딤 ⑤다베라 ⑥기브롯 핫다아와 ⑦가데스1 ⑧바란광야 ⑨가데스2 ⑩홍해길
이스라엘백성이 물 때문에 원망한 회수 4회 :  ①마라 ②르비딤 ③가데스2 ④홍해길
이스라엘백성의 원망중 애굽이 언급안된 회수 3회 : ①마라 ②다베라 ③바란광야
이스라엘백성의 원망중 애굽이 언급된 회수 7회 : ①비하히롯앞:4회 ②신광야:1회 ③르비딤:1회 ④기브롯 핫다아와:1회 ⑤가데스1:3회 ⑥가데스2:1회 ⑦홍해길:1회
이스라엘백성의 원망후 징계가 있었던 회수 3회 : ①다베라 ②기브롯 핫다아와 ③홍해길

 ②원망

 5.마라 

마라  '쓰다' 수르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백성이 물이 써서 먹을수 없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하고 모세를 원망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므로 물에 던지니 달아졌다 (출15:24,25, 민33:8) 

④원망

11.르비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산(호렙산)에 진침(출18:5)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자 백성이 물에 갈하매 모세에게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였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오리까 그들이 얼마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
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쳐서 물이 나게함 (물로 이스라엘백성과 모세가 다투엇으므로 그곳이름을 므리바, 맛사(다툼)라 함)

신광야 

36.가데스2

40년 1월

⑨원망

40년 1월에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죽어 가데스에서 장사되었다(민20:1)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앞에서 
죽을 때(고라반역) 우리도 같이 죽었다면 좋을뻔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를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하느냐 너
희가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고 원
망하므로 모세가 회막문에서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총회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니 총회와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민20:2-1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
는 이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므리바(다툼) 물이라 하였다-
르비딤(호렙산 반석)때처럼 습관적으로 행동함.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들어갔다 (민20:12,13)

⑩원망

홍해길7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에돔땅을 둘러서 홍해길로 가게되자 백성들이 길(에돔땅으로 못가고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하자 백성이 물려 죽은자가 많으므로 모세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
도하매 여호와께서 장대위에 놋뱀을 달아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것이라고 하여 놋뱀을 본자는 살았다.(민21:4-9)  
출애굽 38년째가 되는 광야 생활 홍해길-가나안땅에서 아카바만으로 향하는 광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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