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결실로 아는 천국인 Know Fruit of Heaven Men 

본문: 누가복음 Luke 8:4-15 절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When 

a large crowd was coming together, and those from the various cities were journeying 

to Him, He spoke by way of a parable: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쌔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The sower went out to sow his seed; and as he sowed, some fell 

beside the road, and it was trampled under foot and the birds of the air ate it up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Other seed fell on rocky 

soil, and as soon as it grew up, it withered away, because it had no moisture.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Other seed fell 

among the thorns; and the thorns grew up with it and choked it out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Other seed fell into the good soil, and grew up, and 

produced a crop a hundred times as great." As He said these things, He would call out,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His disciples began questioning Him as to what this 

parable meant 

10.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And He said, 

"To you it has been granted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but to the rest 

it is in parables, so that SEEING THEY MAY NOT SEE, AND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Now the parable is this: the seed is the 

word of God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Those beside the road are those who have 

heard; then the devil comes and takes away the word from their heart, so that they will 

not believe and be saved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간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Those on the rocky soil are those who, when they hear, receive 

the word with joy; and these have no firm root; they believe for a while, and in time of 

temptation fall away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The seed which fell among the thorns, these are 



the ones who have heard, and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are choked with worries and 

riches and pleasures of this life, and bring no fruit to maturity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But the seed in the good soil, these are the ones who have heard the word in an 

honest and good heart, and hold it fast, and bear fruit with perseverance 

 

첫째, 천국인은 결실로 결정되는 것입니다(8 절)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31 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실천하면 됩니다: 야고복서 2:26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1 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둘째, 천국인은 공중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12 절)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2 절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늘의 악한 영들: 에베소서 6:12 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알세불: 마태복음 12:26-27 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큰 용: 요한계시록 12:7-9 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8 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셋째. 천국인은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자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15 절) 

 예수님의 은혜로 착하고 좋은 마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52 절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15-17 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신앙을 인내로 지켜야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17-20 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