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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종교 다원 사회에서 영적 혼란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정립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 초판 발행 17년 만에 수정판 출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즉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이 성경적 세계관과 충돌하는 비성경

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사탄이 문화와 세계관과 종교들을 통해서 역사해 온 전략들의 보편적인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인간의 

갈망과 반역성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을 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과 비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양상으로 대치하고 있는지 전선(戰線)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과,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들은 연합 전선을 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

을 보게 될 것이다. 

책 속으로

“성숙이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연, 역사, 사회, 개인사를 보는 것이다. ‘영적’



이란 말은 ‘초자연적’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이라는 의미이며 ‘하나

님의 관점과 방식을 따르는’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다.” _ 1

부 1장 세계관의 대결

“타락한 인간의 인식 능력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 없이 절대자를 추구하는 사람들

은 일반 계시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서 부분적인 진리만을 가진 세계관을 구성한다. 이것이 

타종교와 세계관이 발생한 기원이다.” _ 1부 4장 타세계관에 대한 성경적 관점 

“신념이 의식에 관련된 것이라면 신뢰는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_ 1부 9장 바알 신비주의

의 본질

“그들은 세계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이며 인간의 힘으로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인본

주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며 나아가서 인간이 곧 신이라는 선언이다.” _ 2부 7장 윤회(輪廻)와 환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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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

안점식 

1962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

하였다. 대학시절 동서양의 철학, 종교, 사상을 탐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안식

을 얻게 되었다. 그 후 한국선교훈련원(GMTC)과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트

리니티 신학교(TEDS)에서 선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 사역을 했고, 지금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자는 세계관의 싸움이 치열한 오늘날, 혼란 가운데서도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옮긴 책으로《영적전투》(죠이선교회)가 있고 지은 책으로 《세계관과 영적전쟁》, 《세계

관 종교 문화》(이상 죠이선교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