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일꾼, 천국의 일꾼<마태복음 20:1-16>
* 신앙생활의 단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은 감격과 직분을 가진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봉사와 헌신이 많아지다 보면 은혜와 주님에 대한 감사 보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많아지고 세 번째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나
님을 설득하여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 내 것을 포
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며 예배를 터득하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어 내 생
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 지면서 온유와 겸손이 이루어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모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단계가 오는데 이것이 부
흥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치고 열심과 열정은
있으나 하늘의 상급이 없는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 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 관점의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이른 아침에 온 일꾼과 오후 5시에 온 일꾼(1-7)
하늘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예수님은 세상의 일을 예를 들어 영적인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을 포도원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어 일을 시
키려고 일꾼을 구하는데 한꺼번에 일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다섯 차례(이른아침, 삼시, 육시, 구시, 십일시)에 거쳐 장터에 나가 일꾼을 구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이른 아침에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당한 금액
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처음에 필요한 일꾼을 다 구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거
쳐 일꾼을 구했을까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선택 된 일
꾼은 능력 있는 자들이지만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 없어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로 가장 늦은 시간 십일 시 즉 퇴근이 여섯시인데 다섯 시에 일하러 간 품꾼은 사실 일을 잘
할 줄 모르기에 하루 종일 주인들에게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로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천국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름을 알고 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
로, 세상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되고 천국이 진정한 천국
이 됩니다. 부족한 하나 없는 에덴동산에서도 타락을 한 것처럼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천국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2) 포도원 주인의 품삯 계산(8-12)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한 데나리온 씩 줍니다. 이 모습에
그들 보다 좀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 한 시간을 생각하여 품삯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
는데 가장 늦게 온 일꾼과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며 원망합니다. 이 모
습을 보면 주인의 모습이 답답하고 품꾼들의 원망을 사기 충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대로 한 것이기에 아무 잘못이 없지만 늦게 온 사람의 품삯을 보며 주인의 행동을 훌륭
하게 보지 않고 분노하는 그들보다 좀 일찍 온 일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일꾼들은
주인의 행동 보다는 자신들의 일 한 시간에 대한 댓가를 바라는 것이 옳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욕심이 채워지고 사람의 관점이 채워지는 목회가 성공합니다. 예
수님의 사랑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분노하였기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관
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지배해야 나중에 온 사람 수가성 여인과 삭개오와 막달라 마리아가 살

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관점에서 천국관점으로 사람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길 예수 이름으
로 축원 드립니다.
3)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은혜(13-16)
늦게 온 일꾼들의 품삯은 은혜이지만 아침에 일찍 온 일을 잘 한 사람들의 품삯은 은혜가 아
니라 보수입니다(로마서4:4)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하는 온전함은 없습니
다. 일을 잘해서 일찍 와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
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왔기에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만의 무서운 착각입니다.
가장 늦게 온 일꾼임을 터득할 때 평강과 행복과 위로와 감사가 오면서 정죄와 비판과 조롱에
자유하게 되며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괴롭히며 일을 합니다. 이것은 하
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의 일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믿고 열심을 내고 헌금
과 봉사를 많이 했어도 세상관점과 이 땅의 관점을 버리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되고 늦게 믿고
공로가 적어도 하나님 관점, 천국관점으로 헌신 봉사한 자는 큰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가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l 사랑하고 많이 회개한 자가 온유와 겸손의 신앙을 가지
고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에 용솟음
치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예수님 천국의 관점으로 하는 인생을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어 가정의 천국, 목장 모임의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이 보여
지는 멋진 교회 멋진 신앙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