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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십자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민할 숙제를 안겨 주는 책

이 책은 두 명의 저자가 예수의 죽음이 갖는 구원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돕고 예수의 ,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그분의 제자들에게 고민할 숙제를 주는 책이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상징이다 그리스도인은 일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 

긴 속죄 의의를 깨달았고 풍성한 구원을 체험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한 가지 공식만으로 표. 

현할 수 없는 획기적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라는 스캔들에 싸인 은혜다 조엘 그린, . 

과 마크 베이커가 설명하듯이 신약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의 해석은 다양하고 풍성하다 선. 

교하는 교회가 치욕스런 십자가의 구원 이야기를 일상의 현실과 관계의 언어로 전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진정한 스캔들은 밋밋한 것일 뿐 아니. 

라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다양한 해석은 속죄의 단면을 강조하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 축소

되어 버렸다 안타깝게도 속죄를 표현하는 대중적인 방식은 신약 성경과 무관한 새로운 스. 

캔들이 되었고 세기 사람들과 문화에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21 .

이 책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을 다시 살

펴보고 오늘날 특정 상황에서 십자가의 속죄 의의를 새로운 이론으로 충실하게 전할 수 있, 

을지 다시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두 저자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동시대의 다양한 상황에서 . 

속죄를 이해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세기의 다문화 세계에서 십자가의 구원 사전을 새롭게 21

전할 수 있는 철저한 기독교 선교로 우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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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의 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서구 속죄론의 손아귀에서 구해 내고 다른 문화와 복음의 "

관련성을 강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로저 올슨 트루엣 신학교(Roger Olson),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책은 처음이다" ."

스티븐 트레비스 노팅엄 세인트존스 대학교(Stephen Tra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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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드라이버 고센 대학교(John Driver), 

◆ 지은이 소개

마크 베이커(Mark D. Baker)

종교는 그만《 》(Religious No More: Building Communities of Grace & Freedom)의 저자이며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에 있는 메노나이트 성서대학의 선교 신학 조교수다, .



조엘 그린(Joel B. Green)

켄터키 주 윌모어에 있는 애즈베리 신학교의 신약해석학 교수이자 신학대학 학장이다 존 . 

캐롤(John T. Carroll)과 함께 쓴 누가복음《 》(The Gospel of Luke) 예수의 죽음, 《 》(The Death of 

Jesus in Early Christianity)을 비롯해 여러 저서를 썼다.

◆ 옮긴이 소개

최요한

운전면허가 없어서 차도로는 못 다니는 천생 뚜벅이 인도 주의자 길을 걷고 생각을 긷고 ' ' . 

말을 걸고 글을 올기며 지낸다 태국 어썸션 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영. , 

어학을 전공했다 옮긴 책으로는 더 깊이 예배에 빠지다 신의 열애 하나님의 . , , 《 》 《 》 《

밀수꾼 하나님의 부르심 보수와 자유를 넘어 세기 복음주의로, , 21》 《 》 《 》 이상 죠이선교(

회) 사랑의 시작 믿음의 여정, , 《 》 《 》 이상 ( NCD)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일상의 , , 《 》 《

은혜 순수 영성, 》 《 》 이상 두란노( )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