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스윈돌의 베스트셀러 <은혜의 각성>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도록 도왔

는데, 이 책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각성 31일 묵상집>(The Grace Awakening Devotional)

이 있다.

이 묵상집은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진리들을 탐험하면서 한 달간의 영적인 여행을 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 <은혜의 각성>의 내용에서 발췌한 글을 성경에서 뽑은 구절들과 함께 읽

어가며 은혜를 공부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읽은 바를 각자 개인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계

획하신 자유를 즐기기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이다!

♣ 개인 적용 부분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생각하기 -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 듣기 - 더 많이 묵상하도록 하는 추가 성경 구절

☞ 반성 -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말하기 - 그날의 사실(진리)들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하기

◐ 독자 대상 ◑

☞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낯설어하는 그리스도인

☞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오래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 <은혜의 각성>을 읽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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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각성 ◑

The Grace Awak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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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소멸하는 자는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우리를 비판하

고 정죄하며, 삶의 기쁨과 희망을 짓밟는 사람들 가운데 둘

러싸여 있다. 스윈돌이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의와 자기

판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다. 우리의 기독교가 엄격하고 딱딱한 얼굴의 종교로 여겨

지기 쉬운 오늘날, 이 책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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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

찰스 스윈돌(Charles R. Swindoll)

이 시대 가장 뛰어난 강해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스윈돌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 풀러톤에 있는 First Evangelical Free Church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하

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섬겼다. 지금은 달라스

신학교 명예총장으로 봉직하면서, 달라스 근교 프리스코 시에서 Stonebriar

Community Church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 교회는 약 1년 만

에 3,000명이 넘는 교회로 급성장하였다.

그는 <은혜의 각성>, 성경 인물 연구서를 포함하여 40권이 넘는 책을 썼으

며, 그 책들은 550만 권 이상 판매되었다. 특유의 환한 웃음과 섬세하고 따뜻

한 어조, 예리한 통찰과 실제적인 삶에 적용, 삶을 향한 용기와 격려, 대담한

정직함과 완숙한 지혜로 유명한 그의 설교는 Insight for Living 라디오 방송

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 전파되고 있다.

스윈돌 부부는 현재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살고 있다.

◐ 옮긴이 소개 ◑

윤매영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이화여대 통역대학원 번역학과 졸업.

월드비전 해외사업팀 근무 중 하나님 곁으로 갔다.

역서로는 <거리의 아이들>, <경배>, <유진 피터슨의 기도학교>,

<자끄 엘룰 묵상집>(모두 죠이선교회 역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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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찰스 스윈돌은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통해 정통이나 경건의 탈을 쓴 교회 안의

율법주의가 성도들의 행복을 빼앗고 신앙을 인질로 삼고 있다며 혁명을 시작했다. 그 후 <은혜

의 각성>은 고전이 되었고, 이 책으로 당신을 포함한 수백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풍성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은혜의 각성 31일 묵상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잇닿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책을 읽는 한 달 동안, 우리를 자유롭게 하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묵상들뿐 아니라 이것의 기반이 된 <은혜의 각성>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

도의 형상대로 빚어진 성도들의 세대가 되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담

대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은혜의 각성>은 단지 한 번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니라,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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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는 은혜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충분히 교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