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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23 주일 오후 특강>

죄란 무엇인가?
김문수
1. 죄의 개념
가. 정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
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
다. 거짓, 불의, 시기, 다툼, 탐욕, 살인, 간음, 사기 등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악(惡)
2. 성경적 용례(시32:1-2)
가. 죄(sin)
1) 의미: 화살이 겨냥한 목표에서 벗어나 빗나가는 것
2)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
나. 범법(transgression)
1) 의미: trans + gress 정해진 경계를 넘어가는 것. 법, 명령, 규칙을 위반하는 것.
2)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는 것. 반역(rebellion)
3) 딤전2:14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요일3:4 율법을 범하는 것.
다. 불법(iniquity)
1) 의미: 구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2) 하나님의 뜻(will)을 거스르는 것
라. 결론: 죄는 개인의 인격, 도덕성이나 준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함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며 죄의 용서도 하나님께 있음. 후회나 반성이 아닌 회개가 필요
3. 죄가 나타나는 모습
가. 마음의 상태
1) 렘17:9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2) 마15:19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나. 생각과 동기
1) 마5:27-28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
2) 요일3:15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
다. 행동
1) 요3:19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
2) 요7:7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
라. 결핍된 상태
1) 롬14:23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
2) 약4:17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4. 두 종류의 죄
가. 사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we have turned every one
to his own way)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1) 온 인류(all human being)의 죄: “we have turned” 모든 사람은 죄인
2) 각 개인이 짓는 죄: "every one to his own way"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죄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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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담의 죄와 우리의 상태
1) 롬5:14 아담~모세,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함
2) 이 사망은 지옥이나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님.
-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도 사람들의 몸이 죽음
-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
- 따라서 이 사망은 지옥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의 몸이 죽었다는 뜻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침 -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아이도 죽음
3) 인류 종족의 대표인 아담의 죄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으로 간주되었다(언약주의 입장)
우리의 믿음: 우리는 아담의 일부로서,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다(롬5:12, 히7:9-10)
4) 신24:16, 겔18:4.20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아담의 죄가 가져온 결과
1)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음(사59:2)
2)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남(창5:3)
3) 사람은 불법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남(시51:5) -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4) 육체의 사망: 사람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됨
5)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며, 개인적으로도 죄를 짓는다.
살아있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계21:8, 살후1:8-9).
5.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5:16)
1) 둘째 사망이 아닌 몸의 죽음을 말함 - 하나님의 징계
2) 성경에 구체적인 목록은 없으나, 몇 가지 예를 찾을 수 있음
살인자는 사람(인간 정부)에 의해 사형 집행(창9:6)
근친상간과 같은 부도덕한 행실(고전5:1-5) - 육체를 멸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 함(행5:1-11)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고전11:29-30)
나.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의 죄(마12:31-32)
1)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비판하면 “성령모독죄”가 되어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협박함
2)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가 성립하려면,
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이 메시야로서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분께 직접 “이
는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이라고 비방해야 함
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신약 교회와는 무관함(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음)
3) 신약 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 믿지 않는 죄
계속 복음을 거절하고, 성령님의 사역(요16:8-11)을 거역하면(행7:51),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됨. →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됨
6.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
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지는 않음
나.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함(요일1:6-7)
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됨(시51:12)
라.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됨(시66:18)
마. 해결책: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悔改)
2)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 - 죄 용서 받고 깨끗하게 됨(요일1:9, 요일2:1-2 우리의 변호자)
3)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함(시119: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