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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감사의 글∣서문 깨뜨릴 준비가 되었는가?∣1장 그분의 

임재 속으로∣2장 의심을 깨뜨리다∣3장 두려움을 깨뜨리

다∣4장 예배하도록 깨뜨리다∣5장 고통을 깨뜨리다∣6장 

죄책감과 수치심을 깨뜨리다∣7장 그분만이 깨뜨리다∣8

장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으리

토미 워커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즉 의심과 두려움, 고통, 죄책감과 수치

심을 깨뜨리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권면한다.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방해꾼들을 깨뜨리시는 것은 큰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하지

만 작은 이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 속으로 이끌어준다.

우리는 깨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

대한 장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대는 모습, 하나님 앞

에 서기에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죄 많은 인간이라는 생각…….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

려는 당신을 막아서지만, 당신은 이 마음을 넘어서기 힘들다고 말한다. 몇 번이고 시도해 보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BREAKTHROUGH.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뜨리신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 아니 당신이 할 수 없

는 것이 당연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깨뜨리신

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관한 것이다. 삶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과 함께 깨

어지는 순간을 바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복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한 것이다! 그분을 만나 우리가 지닌 힘을 다시 제한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

케 하려고 오셨다. 자유, 이 단어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이

다.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깨뜨리실 때,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에 닿을 수 있다.”
-본문 중에서

 더 깊은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깨뜨려져야 할 영역을 내어드리길 원하는 20, 30대 청년, 정

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깨뜨림으로 회중을 인도하길 원하는 예배인도자에게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