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매 맺는 땅이 됩시다 

눅 8:4-15                                                                              3. 15. 20 주일 설교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

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

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 가에 있다

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

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 열매 맺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 사 5:4,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 예수님의 마음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 씨 뿌리는 비유 

 

-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것인가?(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 예수님이 분류하신 네 부류의 유대인들(성도들)은?(5-8절) 

 

- 예수님의 비유(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요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 길가 밭 

 

  5절 하반절, “..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 사람의 마음이 왜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가?  

  -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 말씀하시는 거다.  



 2) 바위 위 = 돌밭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 예) 광풍을 만난 제자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40) 

 

 

 3) 가시떨기 밭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 가지 가시  

    1) 이생의 염려  

     마 6:25~33,“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 

                 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 재물 

      딤후 3:1-2,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3) 쾌락(향락) 

      딤후 3장 4-5,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4) 좋은 땅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cf) 마 13: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 결론  

 

 - 네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