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약속에 숨겨진 비
밀(1): 심판속의 구원

창세기 3:15-24



창세기 3:15-24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
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15-24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
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
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
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
히시니라



창세기 3:15-24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
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라





NEPESH HAYYIAH 네페쉬 하이야



창세기 2:15-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
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 깨어진 관계를 정리하시는 하나님 (15-20)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
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
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 깨어진 관계를 정리하시는 하나님 (15-20)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
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
머니가 됨이더라



1. 깨어진 관계  (15-20)
1.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2. 여자와 자식, 여자와 남편
3. 남자와 땅(자연), 
4. 남자와 여자 (하와, 생명) 



2.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15-21)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
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
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15-21)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
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
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
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 회복의 메시지
1. 15절 –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사단을 향한 심
판, 구원의 메시지

2. 창 1:28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 (왜곡되고,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여전히 유효함)

3. 여자와 남자의 관계의 회복 (20절)
4.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만남의 자리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 



3.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22-24)

22.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
시니라



3.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22-24)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 사람을 동산(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쫓아내셨습니다. 
- 선악을 아는 일(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로 인하여 그가 죄
된 상태에서 영생할까 염려하심. 



3.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22-24)
-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에덴 동편에 거함
- 에덴? ➔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 성막, 성전으로 연결 
- 가인 ➔ 에덴 동편에서 더 동편으로 이동함 
- (창 4: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
하더니)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1. 깨어진 관계를 다루시는 하나님
2.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3. 사람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핵심/ 죄의 결과를 온전히 기억해야 합
니다.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
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