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9.18. 새은혜 강단

뿌림과 거둠(마가복음4:26-29)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뿌림과 거둠은 자연의 법칙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자연도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추가 자라 꽃이 피고, 씨가 맺혀서 그 씨를 화분에 털었는데 
시간에 지나 그 곳에서 많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와 다시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참 신
기하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때가되면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
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강단과 현장에서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것
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수고의 땀을 흘리며 뿌려야 거둘 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오늘은 뿌림과 거둠이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자라나는 씨 비유 

  ⑴ 나 : 뿌리고, 심고(막4:26)

 * 막4: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합니다. 과거의 뿌려놓은 열매를 지금 따먹고 사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염려, 원망, 불평, 불신앙의 씨를 뿌리고 살면 미래에 불행한 열매만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생각이 곧 기도이고, 지금 말하는 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
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뿌리며 사는가?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나
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⑵ 하나님 : 자라게(고전3:6-9)

 * 고전3:6-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
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어느 콩나물 장사 아줌마가 세 명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새벽기도에 나가 세 명의 자녀
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남편 없이 세 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새벽기도가 
끝나면 시장에 나가 콩나물을 팝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새벽종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눈



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랍니다. 거기서 유명한 제약회사 이종근 회장이 탄생합니
다. 이종근 회장은 어릴적 교회 새벽종소리가 생각이 나서 교회 종을 심볼 마크로 만들었
고,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2. 뿌림과 거둠의 법칙

  ⑴ 뿌림(막4:26)

 * 어떤 성도는 늘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면서 불행한 열매만 
먹고 사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심으며 사는지 냉철하게 진단해야겠습니다. 오늘 우
리는 새롭게 믿음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헌신
 * 어느 집사님이 매주 강단 꽃꽂이를 합니다. 그분은 오직 꽃꽂이가 전부입니다. 렘런트
가 꽃꽂이 좀 만졌는데 그 집사님이 달려가 아이의 등을 찰싹 때렸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은 믿음의 헌신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예배 때도 꽃만 쳐다보고 감상을 한다는 것입니
다.     
    ② 예배, 기도, 전도(복음)
 * 옛말에 자녀농사 잘 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중요한 것들을 심어야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미래에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자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⑵ 거둠(막4:29)

 * 막4: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① 심은대로(갈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
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② 뿌린대로(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 때 낫 들고 나가
는 농부는 없습니다. 
    ③ 생각대로(렘6: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
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 하였음이니라”

결론> 시126:1-3절 기쁨의 열매

  ⑴ 꿈꾸는 것 같았도다.
  ⑵ 입에는 웃음 가득,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⑶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