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갈래 길

2022. 1. 9

(창 4:1-7)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창세기 3장의 주 무대는 에덴동산이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무대가
바뀌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 4: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
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 3:16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가인=‘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아벨='비었다. 공허하다.'

2.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
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선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3.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
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아벨이 피
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
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4. 예배 드릴 때마다 제게 경각심을 주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삼하 6: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
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삼하 6: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
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
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첫째 가인과 아벨 제사의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5. 둘째, 가인과 아벨 제사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창 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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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4: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
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데 “양의 첫 새끼”는 무엇
을 의미합니까? 아벨은 신경을 써서 첫 번째 새끼를 특별히 구별했다, 마음
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잠 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6.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가장 기름진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순위(priority)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사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도 드림이 있으면 그것이 예배인 것
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7. 가인의 제사는 왜 실패했습니까?
창 4: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
색이 변하니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인본주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에
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5절 하반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낼 뿐
만 아니라 동생 아벨에게 분풀이를 하며 죽여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은 예
배의 실패자리에서 살인극이 벌였습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삶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2022년 바른 예배 드리기 점검표>
1. 나는 예배 시작부터 예배에 참여
합니다.
O X
2. 나는 예배 예식에 맞는 단정한 복
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O X
3. 나는 예배 중 다른 일을 하지 않으
며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O X
4. 나는 마지막 축도 시간까지 예배
에 참여합니다.
O X
2022/1/9 요절 말씀② 잠 3: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with the firstfruits of all your cro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