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 4:7).

3과 2022 년 4월 16일,

맏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과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세상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4:1)

하와는 가인을 임신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와는 자기 첫 아들 가인이
이 약속, 곧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씨’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의 이름은 “헛되다, 비어있다”(전 12:8
참조)라는 의미인 동생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보다 훨씬 좋은 것 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동물을 돌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창 4:2).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듯했고 (창. 2:15) 모든 일들이 그
약속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창 4:3)
하나님은 동물과 곡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레 1:2, 출 23:19).
이 두가지 제물은 구원과 감사드리는
목적으로 다르게 쓰였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제물 중에 하나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
4:4-5).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생각했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기억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것들, 즉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기 원했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동생도
미워했습니다. 자기 제물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는 왜 동생에게 화를 냈을까요?
요 3:12.
하나님은 잔뜩 화가나 있는 가인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가
더 심각한 실수를 피하도록 몇 가지 조언을 주시면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의롭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언제든지 받아 주실 것이지만, 가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인에게 자기 죄를 이기라고 하셨고 항상 그의
곁에서 도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전 10:13).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짓고 숨었을
때 하신 것과 같이 가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창 4:9). 가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 동생의 피를 흘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창 4:11).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방황하며 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12절).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이런 죄인도 돌보십니다 (창 4:15, 마 5:45).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 4:24)

가인의 자손들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 악해
졌습니다. 아담의 7대 손자인 라멕이 그런 예
였습니다.

가인

라멕

한 아내와 삶

여러명의 부인들

자기 죄를 감춤

자기 범죄를
자랑함

은혜를 구함

은혜를 거절함

일곱배의 형벌

70배의 일곱배의
형벌을 받겠다고 함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4:26)
ADAM
ADAM
SETH
CAIN
ENOCH
ENOSH
CAINAN
IRAD
아담으로 부터
MAHALALEL
MEHUJAEL
JARED
METHUSHAEL
일곱세대
ENOCH
LAMECH
METHUSELAH
JABAL
LAMECH
JUBAL
NOAH
TUBAL-CAIN

하와는 구원하실 분이 셋의 자손 중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창 4:25). 구원자가 될
‘씨’는 셋의 자손 중 한 분이 될 것이었습니다.
셋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들 과 가인, 즉
사람의 자손은 에녹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창 6:1-2).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 갔고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에녹도 아담의 7대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그의 사촌 라멕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녹을 본받아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창
5:22).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 마음에 계속
함께하시는 것밖에는 죄악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지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그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기심을 우리의 영혼에서
쫓아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며 유혹은 그
힘을 잃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킵니다.”
엘렌 화잇. (산상보훈, 5장,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