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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장 45 절부터 25 장 30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그때를 대비하여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비유입니다.  

• 45 절부터 51 절의 비유에서 준비된 종은 신실한 종, 준비되지 않은 종은 신실하지 않은 

종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 라고 표현되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청지기 입니다. 신실한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잘 수행하고, 신실하지 않은 종은 49 절처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종입니다. 주인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돌아와서, 이종을 ‘위선자’ (51 절)로 취급하여 

벌을 내리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23 장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를 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벌은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 25 장 1 절부터 13 절까지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비유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사야 54:4-6, 62:4-5)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부모의 

집을 떠나 친구들과 같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그 뒤에 모든 하객들이 다시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서 축하연을 하는데 보통 밤에 한다고 합니다.  

•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등불은 일반적인, 집안에서 사용하는 작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에 절인 

심지가 있는 횃불같은 것인데, 기름 통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가 기름을 보충해 주면 몇시간 

가량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비유에서 처녀들이 기다리다가 잠이 든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결혼식과 

피로연이 밤에 진행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 두었는가 라는 

부분에서 지혜로운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가 구분이 됩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가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12 절에서 신랑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45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49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50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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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을 기억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레미야 1:5, 디모데후서 

2:19) 즉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25 장 14 절에서 30 절까지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읽어 보세요 

• 이 비유에서 주인은 각 종에게 능력에 따라 다섯, 둘, 한 달란트를 줍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 가서’ 장사를 하여 돈을 법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번 

돈에 대하여 똑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즉 번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 얼마나 신실하였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두가지 잘못이 보입니다. 하나는 그가 주인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맡겨진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지혜롭고 성실하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30 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 25 장 31 절에서 46 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 이제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심판과 상을 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오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민족들을 모두 

심판하십니다.  

• 보통 오른편은 영예로운 자리를 나타내고 왼편은 불명예스러운 자리인데, 이 예화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염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에서 염소는 대부분 희생/속죄 

제사의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선한 것을, 염소는 악한 것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 상급을 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구별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판단 

기준은 40, 45 절에 나오는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상급과 

심판은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것’과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다.  

•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 절 -36 절) 내용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40 절에서 ‘내 

형제자매 가운데’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서,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예화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 모두가 

자신들이 행한/행하지 않은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의식적으로 행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그렇지 않은 삶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