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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17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주｜참고 문헌

포스트모던 세계의 도전에 맞서는 새로운 복음주의자들!

20여 년 전, 리처드 퀴베도우가 쓴 고전 「The Young Evangelicals」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세대를 이야기

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하다」에서 로버트 웨버는 또 다른 떠오르는 리더 세

대가 어떻게 21세기 복음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웨버는 이 떠오르는 리더, 즉 

“젊은 복음주의자”의 특징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준다. 

세계 곳곳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로운 복음주의! 이 변화를 이끄는 무리가 바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리더 

세대, 즉 젊은 복음주의자다. 젊은 복음주의자,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급변하는 이 시대 문화와 발맞추어 사역하고 있는가? 도발적이고 활기 넘치는 이 

책이 대답해 줄 것이다.

이 책에서는 20세기 복음주의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 “젊은 복음주의자”가 생각하는 신앙과 교회 생활이 

“전통적 복음주의자”(1950-1975)나 “실용적 복음주의자”(1975-2000)와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한다. 통찰

력 있고 시기적절한 사고가 담긴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문화 환경에서 일어난 새로운 복음주의

를 준비하고 그에 반응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성경적인 기준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이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갈수록 다원화되고 글

로벌화하는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현대인을 향해 계속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

한 시대의 징조를 잘 읽고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태웅_ 선교학박사, 한국해외선교회글로벌리더십연구원장(GLfocus.org)

“복음에 대한 바른 앎과 삶이 없어 상한 주의 몸을 아파하는 사람, 과연 바른 복음신앙은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고  도대체 어디서 ‘진정성 있는 복음공동체’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소망과 도전을 줄 것이다.”

이승장_ 예수마을교회 목사 

“열띤 논쟁과 지혜를 담아 적절한 시기에 출간된 이 책에서 웨버는 새롭고 신선한 젊은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 많은 경험에서 쌓아온 자료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

브라이언 맥클라렌_ 작가, 목회자, Emergent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