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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
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
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V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
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
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
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2020년 마태복음 제 20 강
말씀 / 마태복음 13:1-23
요절 / 마태복음 13:23

네 종류의 밭의 비유 
1. 씨 뿌리는 자는 씨들을 어디어디에 뿌렸습니까(1-8)?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왜 결실하지 못했으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을까요(9)? 

 

2.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10-13)?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15)? 제자들의 눈과 귀는 왜 복이 있습니까(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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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
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
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V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
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3.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와 ‘씨가 뿌려진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18,19a)?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19b)?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20,21)? 

4. ‘가시떨기’는 무엇을 가리키며, 이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까(22)?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23)?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