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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신디 제이콥스∣해마다 국내외 여러 교회와 집회에서 수십만 명에게 강연하는 신디 제이콥스는 현대 기도운

동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리더로 전 세계를 다니며 중보기도와 회개, 부흥을 전파한다. 남편 마이크와 함께 "세계의 용

사들"(Generals International)을 설립하고 중보기도와 예언으로 사회 개혁에 힘쓰고 있다. 신디는 「대적의 문을 취하

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죠이선교회) 등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다. 갓 채널(God Channel)에서 신디가 진행

하는 "하나님은 아신다"(God Knows)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변혁을 촉구하는 긴급한 요청

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락한 삶을 누리는 동안 원수는 세력을 넓히고 있다. 하나님

은 교회에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신다. 부흥만으로는 부족하다. 부흥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개혁이 없으면 변

화는 지속되지 않는다. 지상명령의 참된 목적은 모든 민족이 개혁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급속히 부패할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로 변화의 토대를 닦아왔다. 이제는 개혁자가 되어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할 때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마르틴 루터의 개혁만큼 중요하다.

교회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과 개인과 교회를 개혁하라.

교회는 이 비전과 예언을 이해하고 응답해야 한다.

부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인 지상 명령을 새롭게 해석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

로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제자 삼으라고 하신 대상은 민족이다! 그동안 지나쳐온 그 단어 하나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부흥보다 나라의 개혁을 꿈꾸어야 한다. “회개하

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개혁은 부패한 것을 고치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체계에 따라 사회와 정치의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정의를 베풀고 법을 만

드는 방식에,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의 뜻을 제도화하자는 말이다. 그래

야 사람들이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다. 천국과 같이 우리 사회도 사람들 사이에서 하

나님의 복이 흐르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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