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 가인과 그가 남긴 것 2022 년 4 월 16 일

일. 두 형제:
❖ 태어남. 창 4:1-2.
— 하와는 가인을 임신했을 때 창세기 3 장 15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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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인 동생 아벨 (히브리어로
헤벨)보다 훨씬 나은 것이었습니다.
— 겉으로 보기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듯했고 (창. 2:15) 모든 일들이 그
약속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 그들의 제사. 창 4:3-5.
— 가인은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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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인의 죄:
❖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심. 창 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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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고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벌하심. 창 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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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

—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14 절).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이런 죄인도 돌보십니다 (창 4:15, 마
5:45).
삼. 두가지 자손들:
❖ 가인의 자손들. 창 4:17-24.
— 가인의 자손들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 악해졌습니다. 아담의 7 대 손자인 라멕이
그런 예 였습니다..
❖ 하나님의 자녀들. 창 4: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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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 손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삶은 그의 사촌
라멕과 많이 달랐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에녹을 본받아 하루하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시다
(창 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