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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교회에 반드시 다녀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요가를 하면 안 되나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성경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반대해야 하나요?”

신구약 성경 속 의문들부터 현대 과학, 종교, 일상 이슈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지는 온갖 질문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추천사

이 책은 성경을 주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과정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검토된 대답이기에 신학적인 뿌리를 가지면서도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명쾌하고 설득

력 있는 논리와 근거를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자들은 물론 교회학교 교사나 아니면 기독교나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김형준 (동안교회 담임 목사)

목회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지내 온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대답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질문에 간략하게 

대답을 했기에 이것을 기초로 더 폭넓은 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신앙인은 한 권씩 구비하

여 두면 예기치 않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웅 (마중물교회 담임 목사)

눈에 띄게 명확한 해답이 읽는 저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 또 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다가왔

던 궁금점을 질의응답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관하 (DAUM카페 [기독교사모임]의 멘토,《울보선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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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구도자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자.

신실한 기독교인이라 해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던 오랜 의문들을 이제는 해결하자.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인 행크 해네그래프는 [바벨탑에 갇힌 복음], [빈야드와 신사도의 가짜 부흥 운동] 등을 통해 

번영 신학을 고발하고 신비주의 부흥 운동의 위험을 경고했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락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분별하고 물리치도록 구비시키고자 한다. 그가 20년 이상 진행해 온 라디오 프로그

램 <Bible Answer Man>은 성경적 답변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깊은 우물과도 같다. 

종종 만나지만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질문들과

신학적으로 잘 정돈된, 신뢰할 수 있는 대답들

= 목회자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최고의 도움서 =

저자  행크 해네그래프

국제 기독교 연구소(Christian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의 대표이자 이사장이며,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매일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바이블 앤서 맨>의 진행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www.equip.org에서 전 세계 어

디서나 들을 수 있다. 해네그래프는 시청자 전화 참여 방식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최대한 

잘 읽도록 구비시키며, 주의 깊은 연구와 건전한 추론에 기초하여 대답하고, 현대의 중요한 지도자, 변증가, 사상

가와 인터뷰를 한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잘 알아서 가짜가 

수면 위로 어렴풋이 떠오를 때 즉각 알아차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한다. 

<예수님의 기도>, <바벨탑에 갇힌 복음>(새물결플러스 역간), <부활> 등의 책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베스트셀

러 작가이며, <부활>은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심 사건에 대한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를 제공한

다. <부활>과 <바벨탑에 갇힌 복음>은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 협회가 주는 기독교 문학상 금상을 수상했다. 그 외

에 <빈야드와 신사도의 가짜 부흥 운동>(부흥과개혁사 역간)과 <더 페이스>는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독교 도서 판매 협회를 통해 2001년과 2002년에 논픽션 부문 베스트셀러 10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

았으며 <예수님의 기도 : 학습 가이드>라는 소그룹 비디오는 2003년에 텔리 상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책으로는 <묵시록 코드>, <레거시 스터디 바이블>이 있고, 공동 저서로는 <아마겟돈의 도화선>, <다

빈치 코드, 진실인가 허구인가>(생명의말씀사 펴냄), <프라미스 키퍼에 대한 일곱 가지 질문>가 있으며, 다른 책

으로는 <더 커버링>, <제삼일>, <치명적 결점>이 있다.

그는 잡지 <크리스천 리서치 저널>과 <더 플레인 트루스>의 정기 기고자이며, 유명한 컨퍼런스 연사로서 교회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하며 전국 미디어 방송에서 다양한 이슈로 토론하고 있다.

해네그래프와 그 아내 캐시는 노스 캐롤라이나에 살며 다섯 명의 손자와 아홉 명의 자녀인 미셸, 케이티, 데이빗, 

존 마크, 행크 주니어, 크리스티나, 폴, 페이스, 그레이스가 있다.

옮긴이 이주일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학, 철학, 사학을 공부했으며 한국 라브리, 기독학생연합운동, 한국리더십학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대학생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졸업 후 뉴스앤조이/기독청년아카데미에서 정책기획팀 간사

로 잠시 근무하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 진학하여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신학과 윤리학, 기독교 

사상 등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