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1 • CREATION FALLS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Devotional Thoughts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첫 소망의 희미한 빛은 성경의 매우 앞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의 첫 세 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한 그들만의 교감도 깨어지게 되고 처음으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처럼 이제 모든 창조질서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안했던 삶은 끝이 났습니다. 

또한 하와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관계는 약육강식에 의해 지배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단이 여자와 그 후손의 원수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하와의 후손은 결국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사단은 머리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깨어진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하실 겁니다. 그는 

사단의 머리를 단번에 부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분은 바로 하와의 후손 즉, 예수님입니다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부숴진 인생 가운데 살아 갈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