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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

“성경에는 초대 교회가 성직자와 평신도 또는 사업가와 사역자를 분리했다는 이야기가 없다. 모든 믿는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부름 받았다. 교회는 제도라기보다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위나 전문적인 자격에 훨씬 덜 의존

적이다. 그리스도인은 소명과 영적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기름부음 받은 지도자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활용했고, 가장 실제적인 방식으로 전문적인 후원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사역했다.”

_ 본문 중에서

건축가 예수님, 자비량 사역자 바울……. 그중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선교 모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가깝다. 

예수님과 바울도 비즈니스와 관련된 훌륭한 사역 모델을 제시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적합

한 “하나님 나라 전문가”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하나님 나라 전문가는 비즈니스와 사역을 통합하며 

두 세계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로 이 모델을 대표한다.

당신의 비즈니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다가오는 세기에는 다양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 일꾼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막중한 직무가 놓여 있다. 20세기에 이

슬람교는 50퍼센트 넘게 성장했지만 기독교는 ‘시장점유율’조차 유지하지 못했다. 만약 대위임령에 충성하려는 우리 

노력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는 분명 21세

기에 적합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 책은 이것에 대한 개념적 기초 원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_ 서문 중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우리 생각을 뒤엎는다. 경제가 중심이 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윤추구가 주목

적인 비즈니스를 흔히 돈과 연결지어 생각한다. 그들에게 사업가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주님

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하신다.

이 책은 국내외에서 사업을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을 안내한다. 이미 하나님 나

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의 사례연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며, 하나님 나라 비즈

니스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기업가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업 운영에 임해야 하는

지에 대한 소논문은 올바른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로 이끌어준다.

이 책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신에게 있는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

는 당신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