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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뿌리는 자의 비유

1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

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

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

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2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

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

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4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

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

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씨를 뿌

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

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

어버렸고 6더러는 바위 위에 떨

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

으므로 말랐고 7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

라서 기운을 막았고 8더러는 좋

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눅8:1-8)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제거될 수 없는데요, 그

렇다고 악이 드러나도록 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자기 자신과 생각, 그

리고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exa

mine)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법

과 오명을 두려워하지 않을 시

자기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주목해야(see) 한다는 말

입니다. 특히 자신의 영에 악을

허용, 일상화된 악에(for these h

e still does) 더 이상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되는 건 아닌지

를 주목해야 합니다. (DP.278)

※ DP(Divine Providence, 하나

님의 섭리) 위 278번 글에 대한

Wunsch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Evils cannot be removed un

less they appear. This does not

mean that man must do evils in

order for them to appear, but t

hat he must examine himself, hi

s thoughts as well as his deeds,

and see what he would do if he

did not fear the laws and disrep

ute—see especially what evils h

e deems allowable in his spirit

and does not regard as sin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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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hese he still does.

이는 이 책 열네 번째 주제인 ‘악

이라는 것은 끝, 곧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라야 상대할 수 있다’(E

vils Are Tolerated in View of t

he End, Which Is Salvation) 중

두 번째 순서인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거

될 수 없다’(Evils cannot be re

moved unless they appear)에 나

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제자들과 다

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거나 사람

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자주 나

옵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군중들

과 함께 계시지만, 밤이 되면 홀

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

습니다. 말씀에서 밤은 인간의 자

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에게 밤은 육신의 어머니 마

리아로부터 받은 인간적 자아가

주님을 시험하는 때를 나타냅니

다. 그러므로 주님이 밤에 기도하

시는 것은 당신 안의 여호와를

의지해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지

옥과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러

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주

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

에게로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들

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도울까

요? 각자 거듭나는 삶을 통해 주

님을 돕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동행하시고 복

음을 전하십니다. 그 모습을 1절

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

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

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

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주님께서 성들과 마을에 두루 다

니셨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성과

마을을 구별하는 이유는 내적 의

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

(城, city)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

니다. 그리고 마을(village)은 예

배 의식 같은 교회의 외적인 것

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의 교리를 마

음에 굳힌 사람들이고, 마을에 사

는 사람들은 예배에는 참석하지

만, 아직 교리에 대한 확신은 없

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

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까요? 당연히 자기 종교의 교리

를 마음에 굳히지 않은 후자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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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

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

을 전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

다는 것, 또는 새로운 진리의 출

현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새로운 진리

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

떤 것일까요? 이전의 교회가 문

을 닫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음

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

님은 이 일을 열두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진리를 실천하며 사

는 모든 사람입니다. ‘열둘’(12)은

모든 형태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

문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 같

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

고 색깔이 다 다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깊이와 색깔은 다

르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자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

사하십니다. 진리는 인간의 언변

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

앙인들의 신실한 말과 행동 가운

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것

이 주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성

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

하시는 모습입니다. 통계에 따르

면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

고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의 언변

과 학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인애의

삶을 분리한 교회에 더 이상 주

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래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입

니다. 2절과 3절은 열두 제자와는

별도로 주님을 돕는 사람들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

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

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의 제자들 말고도 주님을 돕

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

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여인이었습

니다. 그들은 한 때 병자였거나

귀신이 들렸던 자들입니다. 그러

나 주님의 은혜로 이제 완전히

치유 받은 사람들입니다. 질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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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신 들림은 영적으로는 악과

거짓에 의해 지배받는 상태를 말

합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유되었

다는 것은 그들이 악습에서 완전

히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

서 주님에 의해 내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

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그들을 여자 또는 아내라고 표현

하는데, 여자와 아내는 모두 교회

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헤

롯의 청지기의 아내도 있었습니

다. 헤롯의 청지기라는 말에서 그

가 유대교회의 중심으로부터 멀

리 떨어진 사람, 즉 유대교회의

교리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임

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

지기는 속뜻으로 외적인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마을에 사는

사람의 의미를 구별해 설명했는

데, 이를테면 청지기는 마을에 사

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청

지기는 유대교회의 예배에 참석

하는 등 외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만 교리에 대한 내적 확신은 없

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청지기가

그런 의미라면 청지기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청지기의 아내

라고 해서 청지기와 다른 사람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자적인 해

석이고요, 아내와 남편을 같은 사

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생각

합니다. 즉 유대교회 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진

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병

고침을 받고 내면이 거듭난 사람

이 바로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

들과 함께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

습니다.

본문에는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

로 주님의 일행을 섬겼다고 하는

데, 이 말은 각자의 애정에 따라

주님을 도왔다는 뜻입니다. 사람

이 자기 소유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의 내면의

애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Divine L

ove and Wisdom) 209번 글에는

‘물질은 곧 형상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형상이란 무엇의 형상

일까요? 각자의 사랑의 형상입니

다. 따라서 여인들이 자기 소유의

물질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는 것은, 마음속에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내면의 사랑의 형상대

로 주님과 이웃을 섬겼다는 뜻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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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4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

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

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자 4절에서 ‘각 동네 사람들

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각 동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은 ‘city’입니다. ‘city’는 종교

의 교리를 의미하니까, 이 말씀은

모든 종교의 교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

과 함께 계실 때, 진리는 모든 종

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

다. 그리고 진리에 감화된 사람들

이 참된 진리를 찾아옵니다. 그것

이 모든 동네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의 삶

을 보고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에 의해 병 고침 받은 사람

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왔습

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모

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

해 설명하십니다. 5절은 그 첫 번

째 유형입니다.

5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

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

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

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

시고, 씨는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

는 진리를 뜻합니다. 또한 길은

본래 진리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므

로 씨가 길에 떨어졌다는 것은,

물질과 감각의 기쁨을 좇는 사람

들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진

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적 기쁨, 감각의 기쁨을 좇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새로운

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곧

그것을 악용합니다. 주님과 이웃

을 위해 진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진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말씀에는 ‘씨앗이 발에 밟히

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발에 밟힌다’는 것은

진리를 악용하는 순간 진리가 파

괴된다는 뜻이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는 것’은 거짓으로 인해

서 진리가 변질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새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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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유형입니다.

6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

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

랐고

말씀에서 바위는 믿음을 뜻합니

다. 예를 들면, 베드로라는 말도

어원적으로 보면 바위를 뜻합니

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상징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위는 그

바탕에 이웃 사랑의 삶, 체어리티

의 삶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곧이어서 습기가 없다

고 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

다’는 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 체

어리티(charity, 인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

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

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3절)

다음은 진리를 찾는 세 번째 유

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

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합니

다. ‘가시떨기’는 육신의 욕망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합니다.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같은 불결한 욕망

을 좇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

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겉

으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같

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

우기 위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

러므로 진리를 가로막는 가시떨

기는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한 거

짓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

씀하실 때, ‘이것이 무슨 말인가?,

나와는 상관없는 말이 아닌가?’라

며 즉시 잊어버립니다. 그런 식으

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

에,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며, 그

러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은 그런 자를 가리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

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

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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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진리를 찾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8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

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

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에서 땅은 교회나 교회를 형

성하는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입으

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삶

이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주님으

로부터 진리를 받았으면 믿고 행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배의 결실

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백배로 결

실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백배’란 완전한

것, 충만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

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

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

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

5절)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귀’는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

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

대교회의 성직자들은 주님의 말

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

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주님을 비

난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유

대인이라고 멀리하거나 이방인이

라고 더 가까이하지 않으셨습니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새로운

진리를 전하셨고, 새 교회의 출현

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서는 주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

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열

두 제자와 주님에 의해 병 고침

을 받은 여인들이 바로 그들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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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당시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

람입니까?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

이고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신

앙인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믿

음에 따라 주님을 도울 때 새 진

리는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

무리 지어 올 것입니다. 새 교회

교세가 미약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

서 믿음에 따라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는 저절로 커질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오

는 마지막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

입니다. 앞으로 이 진리가 종교의

벽을 모두 허물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날

이 올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서울

새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

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

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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