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후감(추은영) 

“티머시 켈러는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로 손꼽은 탁월한 설교자이자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다” 책을 선전하는 문구에서 항상 볼 수 있듯이 쉽게 표현하자면 요새 

뜨는 스타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라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도 이분의 많은 서적이 출간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항상 스타 목사님들의 뒷이야기들이 늘 개운치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솔직히 찾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었다. 

그런데 우연히 담임목사님을 통하여 이 책을 처음 만나면서 그저 쉽게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그냥 

일반 강해서처럼 취급하여 쉽게 읽어 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책 전반을 통하여 복음서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쉽게 

타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에 대하여 좀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이 최후 이 책을 읽고 난 소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할 당시 작가의 접근 방법 자체가 예수님 생존 당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성경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하나의 장을 보면서 각 인물들의 입장에 서 보고 비교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 마침 “병”과 “입원”이라는 수단을 통해 나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마침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까닭은 사는 곳이 캐나다라는 사회이고 이곳은 다종교가 혼재되어있는 곳이다. 특히 

벤쿠버라는 지역은 인도의 시크 교도가 다수로 존재하는 사회인데다가 요사이는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이주를 

하여 그들의 사원이 곳곳에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한 진리로서의 빛을 

발휘하기에 점점 약해져가는 것처럼 느끼며 그것을 언제나 숙제처럼 가슴 아파하는 필자에게는 정말 우리의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한 답을 정리 하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의 잘못을 알았다. 타 종교와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가, 

예수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만 했다. 예수는 세상의 유일한 답이면 모든 것의 답이라는 사실을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씩 다시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였던 것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기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 나의 삶은 주님과의 애초의 만남을 잊어버리고 마치 돌아온 탕자의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여 또 다른 나만의 다른 종교를, 다른 의를 강조하고 그 결과 아버지의 진리를 

놓치고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자꾸 스스로 무엇을 

해서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약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되니 이 책안에서의 나다니엘처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리 없다고 실망하다가 비로서 무화과 

나무에서 나를 보셨다는 초인간적인 경험을 할 때만 그가 진리 이심을 인정하는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기독교가 흥미진진하고 실용적이고 삶에 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는말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 만약 진리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실용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기독교가 삶에 

적절해서 우리가 선택하기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전체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점차 나의 삶을 통해 승리해 가는 것이라는 것, 그러한 진리를 이 책은 

예수님과 다시금 만남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있다.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신 예수, 신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를 이 인생의 끝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실 예수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철저히 알고 신뢰하도록 이 

책은 강하게 부르짖는다. 

인생은 살아가기에는 어쩌면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짦을런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작은 생각…그분이 이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승리를 하셨고 단지 그 승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쉽게 회의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그 진리가 잘 전달 

되도록 이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예수의 참 제자로서 참 증인으로써 오늘도 다시 살아갈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