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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지 토양        방해    중심 문제 

짓밟힌 마음 (길 가)   새들    불신앙 

얕은 마음 (돌 밭)   돌    죄의 용인 

방치된 마음 (가시떨기)  잡초    나뉘어진 초점 

열매 맺는 마음 (좋은 땅)  위의 세 가지 모두  30/60/100 배 

 

영적 열매: 영원한 시대까지 이어지는 모든 경건한 행동 혹은 성품 

 

영원한 열매의 예: 

1)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2)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3)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4)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5)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명성을 높이는 것 

6) 지혜로운 재정적 청지기 역할 (눅 16:9). 

7)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견디기 

 

비유 해석: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씨앗: 하나님의 말씀 

토양: 듣는 자의 마음 

 

 

잠 24:30-31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왜 모든 성도들이 100 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바로 3 가지의 방해 요소들 

때문이다: 새들, 돌, 가시덤불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때로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막 8:17(완악한 마음); 

마 19:8(둔한 마음) 

 

시 73:22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눅 24:25; 시 14:1)  

 

렘 4:3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돌들은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 

용서하지 못함, 교만, 분노, 증오, 나쁜 습관, 믿지 않는 자와의 연인 관계, 거짓 교리, 

냉소, 악한 말, 악의, 성적인 죄, 탐심, 어리석은 이야기, 고집, 두려움.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잡초에 관한 4 가지 사실: 

1. 잡초는 항상 좋은 식물보다 빨리 자란다. 

2. 잡초는 압도하고 장악한다. 

3.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잡초는 항상 다시 자란다.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딤전 4: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마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막 4:19 “염려”의 문자적 의미 “생각을 나누다”  

 



“이생의 향락” (눅 8:14)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 16:11)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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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로 시작하며 (30 배), 우리 모두는 성장하기 원한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 12:7) 

 

요일 2 장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안다. 

청년들은 싸움에 강하다. 

아비들은 하나님을 안다. 

 

요셉의 100 배의 열매의 증거 

- 그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 그는 열방을 먹이는 자가 되었다. 

- 그는 바로 왕을 부요하게 만들어줬다. 

- 요셉의 최고의 보석: 고센 

 

애 3: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욥 1:21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 12: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60 배 테스트에 관해 내가 저술한 책들 (한글 번역판): 

- 기도 응답의 지연이 주는 축복 (은혜 출판사) 

- 욥기 (샬롬서원) 

- 주님의 징계하심 (벧엘 북스에서 현재 번역 중) 

 

시 91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