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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9 장 11-27 – 열므나의 비유 
 

 
 

 

 

 

 

 

 

 

 

 

 

 

 

 
 

•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비유로 

등장합니다. 11 절 후반부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올 줄 생각하는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 장 14-30 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싯점이 다르고 (예루살렘 입성 전, 후) 종들에게 주는 돈이 다르고 

(한 므나와 1, 2, 5 달란트), 종들에게 주는 상과 칭찬이 달라서 다른 비유로 다루는 것이 맞다. 

• 12 절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주전 40 년경에 헤롯 대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받아 

온 사실이 있고, 주전 4 년경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같은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 절의 내용이 아켈라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 받으려고 하였을 

때에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서 삼천명 정도의 사람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에 유대 사람들이 대표들을 황제에게 보내서 그를 

왕으로 인준하지 않도록 청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의 유언을 따라 

11b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13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 므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4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16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 

습니다.' 17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 

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18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19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20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므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 

니다. 21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시므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22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24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서, 열 므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27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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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일부분에 대한 통치권을 받기는 했지만,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급인 

행정 장관격으로 인준을 받고 통치를 하였습니다.  

• 주인이 열명의 종들에게 돈을 벌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진 자산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것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므나는 백 드라크마 

이고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시간당 10 불을 계산하면 한므나는 대략 팔천불, 

열므나는 8 만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종과 두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상과 

칭찬이 다릅니다. 그들이 벌어온 돈에 비례하여 상을 주고 칭찬도 달라집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열명의 종들이 나오지만, 나중에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는 세명의 종만 등장하고, 첫 

두 종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다가 세번째 종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고, 

상대적으로 내용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 비유의 핵심이 세번째 종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 절을 보면, 이 세번째 종을 ‘다른 종’ 이라고 언급합니다. 앞에 나온 두 

종과 구별이 되는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 21 절에 ‘야무진’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기적이다, 

불공평하다 라는 의미 보다는 엄격하다, 판단 기준이 높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비유의 

내용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종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주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인이 다른 두 

종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 주인은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 주인이 세번째 종을 나무라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인은 돈을 벌어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종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모시는 척, 

주인을 아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주인과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것이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인이 그 종을 ‘악한 종’ (22 절) 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고, 

‘다른 종’ 이라고 불리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 24 절에서 세번째 종에게서 한 므나를 빼앗아 열므나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벌어온 열므나를 그 종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벌어온 

것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그 종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마지막으로 주인은 (이제는 왕이 된 신분),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을 

심판을 예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귀족/주인이 먼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주인이 돌아오면 정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