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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이선교회 신간안내

9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to Nine Generation

값 4,500원

ISBN 89-421-0211-5

저자

짐 테일러(Jim Taylor) 박사는 중국내지선교

회(현재 OMF 인터내셔널)의 창설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3대손이다. 그는 타이완에 있는 중국복

음신학교의 초대 학장과 싱가폴에서 OMF 선교

회 총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제 의료 봉사회

와 홍콩에 본부를 둔 중국 전문인 봉사단의 창의

적 사역의 총재직을 맡고 있다.

OMF 창립 140주년과 한국 OMF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이 책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 알

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본인

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짧고 간

결한 문체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여호수아 24:15

저자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이 이야기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 가문이 얼마나 주님에게 신

실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이 9대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다.”

- 손창남 선교사/한국 OMF 대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를 보여주는 흔치 않은 사건이다. 영국 북부

에 살던 한 석공이 그의 결혼식 날 회심하였

고, 신부는 자신도 모르게 “감리교도와 결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녀의

삶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리하여 제임스와 베

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강정을 꾸미고 자녀

들을 양육했고, 결국 그 다음 세기에 태어난

그들의 증손자가 중국의 내륙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테일러 가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

어가며, 우리는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섭리,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그분에 대해 배

우게 된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징

-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며, 분량

이 길지 않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 영한 대역이다.

- 한 가족 안에 있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독자 대상

평소 여러 신앙인물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 (선교 관심자 및 선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