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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서문∣1장 출발점∣2장 공의의 향기∣3장 부족한 한 가지∣4장 하나님 나라

의 공의_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라∣5장 자비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다∣6장 프로그

램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_우정∣7장 이 자리에서 떠나는 여정∣주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갈 2:10)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보낼 때 부탁한 것이 하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예배 인도자인 데이빗 루이스도 예배와 공의가 서로 가로지르는 이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서로 만나는 우리의 여정에서 똑같이 도전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그는 흠 없이 주님을 

예배하며 불의를 모르는 체하지 말고 자비로운 사랑을 키우길 진심으로 권고한다.

이 책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길로 인도한다. 그 길을 따를 때에

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의라는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예배하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의를 실천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들라.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다. 데이빗 루이스는 각 장마다 

예배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일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슬퍼하라.”

_ 매트 레드맨, 「엎드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이상 죠이선교회) 저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낀 예배에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

감미로운 찬양과 열정적인 부르짖음 속에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다고 데이빗 루이스는 말한다. 긍휼한 마음을 지니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긍휼한 마음

으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한다. 그것도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친구로서 말이다! 하나님 나라

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랑을 행해야 한다.

“우리를 세상과 구분하는 것은 공의를 통해 표현된 사랑이다. 이것이 교회의 징표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증명하는 표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_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