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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는 것 vs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 후서 4:16~18 

1.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

니다. 우리는 돈이 가득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 아까워한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책에서 본 좋은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면

서 기억해야 하는 생각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은 

잃어버리고도 그런 사실 조차 곧 잊어버린다. 금은보화보다 더 값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신

을 문득문득 발견한다. 또 시대와 사회가 그것들만을 바라보게 하

고 강요한다. 모두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해야 하고, 

그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쓴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된다. 때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도 한

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보이지 않

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곧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

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기독교는 자꾸 세상

의 방식으로 믿음을 증거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세상의 것을 주

시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복주의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

로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다. 대

개 우리의 생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것들을 말한다. 돈,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뿐만 아니라 

나를 다른 이에게 증명하는 학

위, 직장, 자격증 따위가 있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우리 삶 속의 가치

와 신념들이다. 사랑, 꿈, 희망, 

정의, 평화, 연대 등. 눈에 보이

지 않지만 분명 세상에 있는 것

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요즘의 현실에 비추어서) 

3. 신앙인의 태도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

지느냐에 따라 네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이 전

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물주의자들입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신주의 

자들입니다. 셋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되 보이

는 것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 실용주의자들입

니다. 넷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인정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신앙

인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 볼만한 대목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4. 목사와 교회에 대한 평가 기준 

예화: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사람과 교회 부흥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고 있었다. 아무개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했으며, 아무

개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는 등의 소담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

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교회의 부흥에 대해 말

할 때, 내 자신이 교회 부흥의 기준을 모두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교회의 교인 수가 몇이며, 얼마나 큰 

교회 건물을 지었으며, 매 주일 헌금이 얼마나 되며, 목사님의 사

례비는 얼마나 드리느냐 하는 것들, 즉 하나 같이 눈에 보이며 측

정될 수 있는 것들이었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적인 설

교를 하며,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주님과 형제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복음전파

를 위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보이지 않고 측정될 수 없

는' 현상들은 나의 기준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았었다.  

어떤 이의 믿음의 고백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눈

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존재를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인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

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

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 및 알리는 소식 후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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