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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13:24-30 밀과 가라지의 비유 
 
 
 
 
 
 

 

 

 

 

•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세가지 비유;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들은 하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비유를 

말씀하시는 첫 부분에 “하늘 나라는 ~~ 같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 밭에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라지라고 표현된 단어는 처음에는 

밀과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추수할 무렵에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보리같은 잡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원수가 (악마) 뿌렸다고 합니다.  

•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가라지가 

발견된 싯점에 그것들을 뽑아 없애려고 하면, 밀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엉킨 상태에서, 가라지만 

뽑혀 나오지 않고 밀도 같이 뽑히던지 뿌리가 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발견되는 순간 없애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려, 밀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가라지만 없애버릴 것이라는 메시지 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살도록 허락하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확실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31-33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 겨자씨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는 농작물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그 키가 대략 3-4 미터까지 자랍니다. 작은 씨앗을 보고는 그것이 자라서 

그렇게 크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늘 나라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예상을 뛰어 넘어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하늘 나라가 이처럼 작게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무척 다릅니다. 그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25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27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28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29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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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람들은 하늘 나라가 웅장하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 33 절에서 가루 서 말은 밀가루 50 파운드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으로 빵을 만들면 약 100 명 

정도는 먹일 수 있습니다. 누룩은 빠르게 발효가 되어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효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누룩은 죄가 번져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예로써 사용이 되지만, 이 비유에서는 

하늘 나라가 눈에는 크게 띄지 않지만 빠르게 번져가는 것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겨자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은 하늘 나라의 외양적인 성장을 의미한다면 누룩은 

효소가 발효하는 것과 같이,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 36-43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일일이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을 교회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좁은 의미이고, 38 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세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넓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을 예수님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들과 (좋은 씨) 

그렇지 않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은 추수 때,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세상 마지막 날 (마태 24:3) 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 악마는 통상적으로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the enemy, the devil 이라고 

적습니다. 마태 복음 4 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악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악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것 (하늘 나라가 확장 되는 것) 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추수 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이 세상에서 죄짓게 하는 일과 죄인들을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넣습니다. 불 아궁이는 요한 계시록에 (19:20, 20:14)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울며 이를 가는 일은 

마태복음에서 자주 쓰인 (마태 8:12, 13:50, 22:13)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41 절에 ‘자기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43 절의 ‘아버지의 나라’ 라는 표현은 각기 다른 두개의 

하늘 나라가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하늘 나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3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42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