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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마태복음 13:24-30, 36-43 

말씀제목: 천국의 신비-알곡(좋은 씨)과 

가라지(독보리) 

 

         이 천국의 신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알려져 있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자라고 있는  

보리(wheat)와 독보리(tare)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독보리는  어릴 때는 마치 좋은 

곡식처럼 보이지만 자라면서 전혀 곡식가 다른 

독보리로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 해석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독보리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 

13:37-43) 

 

        좋은 씨는 예수께서 뿌리시는 왕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왕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국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마태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신비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특한 보물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신비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는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좋은 씨와 독보리 

비유에서는 장차 대 환란 끝에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판 받게 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자녀들은 장차 대 환란 끝에 인자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 후 세상에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국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밭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왕국의 말씀을 뿌리시고 그 왕국의 말씀을 

믿어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예수께서 오시기 사천  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난 육천 년 동안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끊임 

없이 독보리들을 세상에 심어놓았습니다. 마귀의 

영들인 그들이 심어놓은 독보리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좋은 씨들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마치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 왕국의 자녀들 사이로 침투하여 

왕국의 자녀들을 속이고 세뇌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오니즘을 자기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속임으로써 왕국의 자녀들이 만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가 뿌려놓은 



독보리들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민족들을 따라 

그들이 앞으로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만드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뉴월드오더의 딥스 

세력들과 연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독보리들을 세상 끝에 추수하는 

날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보리를 

한데 모으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보리는 곡식 사이에 자라면서 

곡식의 뿌리가 있는 곳까지 뻗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뿌려놓은 독보리 같은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온갖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시스탬 등을 만들어서 왕국의 

자녀들 속으로 침투하여 그들이 세운 것들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 까지 잠시 동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 휴거 되고 대 환란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독보리들을 단으로 묶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왕국의 

자녀들을 연단하여 그들로 마침내 회개케 하여 

그들은 대 환란 끝에 하나님의 곡식 창고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대 환란 끝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고 

독보리들을 한 데 묶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 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일천육백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계 14:15-20) 

 

          마침내 심판 받는 독보리 민족들이 받게 되는 

심판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끝까지 

견딘 유대인의 남은 자들은 왕국 백성이 되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왕국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보리를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 13:33) 

 

       또한  예수께서는 은혜시대에 자신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놓으셨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심으셔서 자신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어 세상에 있는 

천국이 아닌 영적인 천국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독보리를 심어놓았던 마귀는 

세상에 기독교계(Christiandom)라는 종교를 

만들어놓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가짜 교회들을 만들어서 

교회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걸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회를 대형화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곳입니다. 성령을 받아 산 돌이 되어 알곡이 된 

자들만이 산 돌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