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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 상황∥참고문헌

이 책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와 문화의 발생과 본질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특히 한국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토양 속에서 성

장한 한국 교회의 특성을 깊이 파헤쳐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권위주의와 성공주의를 어떻게 뿌리 뽑아야 

하며, 무엇이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인지를 알려준다.

하나님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

인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문화를 변혁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

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_ 창세기 1장 27-28절

“가나안 땅은 물질을 기초로 한 문화와 종교가 지배하는 곳이다.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요, 가나안 문화는 현세적, 물질적 축복을 추구하는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

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께 생존과 안전의 기반을 두는 훈련이 필요했다(신 8:11). 그러

나 세계관이 일단 형성되고 나면 폐쇄성을 띠고 굳어지므로 세계관이 바뀌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폐쇄성과 경직성이 바로 고집과 강퍅함으로 나타난다. 이집트에서 형성된 물질주의 세계관의 뿌리가 너

무 깊었기 때문에 생존과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다(출 16:2-3, 민 

11:4-5).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실패하고(민 14:30, 

26:63-65, 32:11-13)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만 들어갔다.”
_ 본문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와 같다. 하나님께 

기초하지 않은 삶과 세계관으로 인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 그들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체질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제 참된 성경적 세계관으로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