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아담이 선택하기 나름이었으나 아담과 하와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며(창3:6), 계약을 어긴 대가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창3:24). 여기서 죄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구약성경에서는 죄(sin)라는 단어에 대하여 히브리어로 헤타하( khat·tä·ä', sin/

명)라는 단어를 296번 사용하였다. 신약성경에서는 죄(sin)라는 단어로 하마르티아(ἁ
μαρτία, hamartia, to be without a share in)가 174번 사용되었는데 표적을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화살이 과녁을 벗어난 것과 기차가 레일 위

를 벗어나 탈선 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도에서 벗어나거나 어긋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절대적

인 명령 또는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

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하신 처음 명령은 먹지 말라고 한 것이기에 먹었을 때에 죄

가 시작이 된 것이다(창2:17). 그러나 죄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는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탐내기 만해도 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출20:17) 예

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마5:23). 

”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출20:17)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

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5:28)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롬3:23). 죄라는 것은 명령이 

존재해야 그것을 어김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

기도 하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살인, 폭력, 성적타락, 테러 등과 같은 죄를 지어야

만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을 저지른 자

라고 말한다(요한1서3:15). 이 세상에 어떠한 자도 의로운 자도 없고 인간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창조주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롬3:20).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0...23)

“15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요한1서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