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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지상주의 기독교를 넘어선 진정한 신앙을 찾아서
현대 교회가 드러내는 가치가 점점 많은 사람을 물들이고 있다.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교회는 쇼핑몰이 되며, 하나님은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린 현대 교회!

성경과 역사, 매력적인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의 영감 어린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팝니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대립

하는 오늘날 소비문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자유케 해줄 영적 실천을 탐색한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소비자지상주의가 우리 신앙을 얼마나 일그러뜨렸는지를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을 팝니다?」는 많은 사람이 느낀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후기-소비자 중심 

기독교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한다.

기독교에 스며든 소비자지상주의의 영향력을 다룬 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책이다.

_월터 브루그먼, 콜롬비아 신학교

스카이 제서니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찾아줄 뿐 아니라 그가 지닌 노련한 목회적 기술을 통해 역사적인 영적 훈련의 길을 

제시한다. 

_스캇 맥나이트, 「파란 앵무새」(미션월드) 저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물고기 모양 스티커, 차 앞 유리창으로 보이는 십자가, 가방 안에 든 

성경책, CCM으로 가득한 MP3, WWJD 팔찌나 십자가 목걸이를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영어예배, 찬양예배, 전통예배, 드라마…… 우리 교회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어느 예배로 모실까요?”

이러한 멘트로 구도자를 모으는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기업체며, 교회의 구제활동은 마케팅의 일환이고, 교회의 예배는 오락거리다.  최종적으로 교회의 하나님은 하나의 상

품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중심 기독교의 교회다.”

_본문 중에서

세속문화와 다를 게 없는 교회, 성도를 모으기 위해 하나님을 상품화한 기독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

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상상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를 상상하라. 그리고 그 상상대로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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