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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Framework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

학습 안내 질문서

Q
이현민·김종훈 지음



일러두기

* 이 자료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안내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저자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문항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페이지 번호. 단락 번호

        <보기>  33.2-3  (33쪽 2번째 단락부터 3번째 단락까지)

   2. 페이지 번호: 행 번호

        <보기>  50:3-5  (50쪽 3~5행)

※ 이전 페이지에서 이어지는 단락도 새 페이지에서 2행 이상일 때는 새로운 한 단락으로 간주합니다. 

저자

이현민

부산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학교 포쳅스트룸 캠퍼스(옛 기독교

고등교육을 위한 포쳅스트룸대학교)에서 교육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찰스 도나휴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템북),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샬롬을 위한 교육』(SFC)을 공

동 번역했고, 한국교육철학회 편 『교육과 지식』(학지사)의 공저자이다. 부산 엄궁초등학교 교사

로 재직하고 있으며 부경대, 한동대에 출강하고 있다.

김종훈

경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컨신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학 시절, 같은 마을에 사는 '교사들의 교사' 파커 파머를 만나 인터뷰했던 감동을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있다. 예비교사들에게 감동을 가르치는 교수로, 교사선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가르침의 

의미를 고민하는 실천연구자로 살고 있다. 찰스 도나휴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 새로운 틀』(템북)을 

공동 번역했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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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 저자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생활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를 제시하

면서 지금까지 교회나 선교단체가 실천해온 제자 양육이 성경적 기준에 미흡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제자 양육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을 제시한

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의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개념적 틀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알고, 이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가능하다.

1장 하나님 나라 모델의 개관

1.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이 신자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32.1)

2. 갤럽과 린지가 주장한 미국인의 종교 생활에 나타난 경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33.2)

03.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내린 제자의 정의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무엇일까?  

(35.2)

04. 노만 하퍼는 무엇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했나? (35). 그는 “제자”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그에 따르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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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저자는 짐 피터슨의 말을 인용한 후에(36.2) 지금까지 실천해온 제자 삼는 방식을 세 개의 유

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세 가지 미흡한 접근방법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설명하라. (41-45)

 (1)“프로그램 기반 모델”의 강조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2)“개인적 모델”의 강조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3)“소그룹 모델”이 대두된 배경과 강조점은 무엇인가?

06. “하나님 나라 접근법”이 다른 세 접근방법과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제시된 범위의 각 단락별

로 중심 문장(생각)을 찾고 그것들을 정리해 보라. (45.2-48.2)

07. 하나님 나라 모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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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제자 삼는 사역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50.2, cf.50:3-5)

09.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51.1)

10. 저자는 기독교교육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51.3)

11. 저자가 바나, 엥겔스, 노턴, 모어랜드, 크레이그 등의 말을 빌려서 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 

시키는 문제는 무엇인가? (52.2-53.1)

12. 저자는 마지막에 한 가지 유념할 점을 언급한다. 무엇인가? (53.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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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 저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진정한 변혁이 가능하려

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철학(인식론)에 대해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성경적으로 온전한 인식(진리,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판단의 유

일한 기준인 성경을 역사적,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2장 인식론: 앎의 내용과 방법

1. 인식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9.1)

2. 이 장에서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60.1)

03. 포스트모던 문화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60.2)

4. 근대 서구인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62:8-9)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주장을 

하시는가? (6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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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지식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63.2)

6. 우리 각자의 인식(앎)과 가정, 진술,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은 개인적이다. 이것이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64.3)

7. 저자는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인식론적 자의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

하는가? (65.1) 이어지는 인용문은 인식론적 자의식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65-66)

8.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 (66.2)

9. 전근대 시기의 인식론에서 진리, 지식, 권위의 중심은 무엇인가? 보편적 진리는 무엇으로부

터 나오는가? (68.2)

10. 근대 시기의 인식론에서 진리와 지식의 최종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69.1)  (주관적인 감정, 

신념을 배제한)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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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스트모던 인식론에서는 “우리가 진리와 지식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

리와 지식이 된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70.2-71.1, 71:2-3) 그런 논리를 따르다보

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72.1)

12. “지식의 인격적 측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72.3)

13. 저자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지식에 대한 바른 접근법이라고 주장하면서 

(73.3), 한 가지 원리, 즉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 사고(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부연하여 설명하는가? (74.2)

1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주신 두 개의 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

는가? (76.2)

15.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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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의 인식론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결국 레슬리 뉴비긴이 주

장하는 “유아론”으로 귀결된다. “유아론”을 설명하라. (78.3-79)

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판단하는 두 개의 다림줄을 주셨다. 무엇인가? “견제와 균형

의 접근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1.2-82)

18. 코넬리우스 반틸은 ‘내부적 전망’과 ‘외부적 전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참된 지식을 위해서

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내부적 전망’과 ‘외부적 전망’에 대해서 자신

이 이해한 대로 한두 문장으로 기술하라. (85-86)

19. 불신자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87.2) 불신자도 하나님에 의존하여 뭔가

를 안다면 (89)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90)

20. 에덴동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는 두 가지 인식론의 분파가 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라.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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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은 하나님 나라가 제자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밝힌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신앙(믿음)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 삶과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경의 

핵심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실체라는 점과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3장 하나님 나라

1. “교회 안의 이분법적 구분”이란 무엇인가? (99.1)

2. 교회 안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해 신학과 선교,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생겨났다. 그것

을 정리하라. (100)

03.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102.1)

4.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1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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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님 나라”(천국)가 가진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은 무엇인가? (103.3)

6.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104.2)

7. 펌프 씨의 오류는 무엇인가? (105.1)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라. 

(cf. 105-108)

8.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요점은 무엇인가? (109.3-110.2)

9.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가?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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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회론이나 교의학 관련 도서, 혹은 주변의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 다음 개념에 대해 이해하면 

3장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관한 저자의 설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가시적(가견적) 교회와 불가시적(불가견적) 교회

(2) 개교회(지역교회)와 보편교회

11.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실천적 함의를 가지는가? (116-117)

12.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리델보스, 클라우니, 래드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히 

정리하라. (118.3-120.3)

13. “영역 주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12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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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적 신념의 사유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었는가? (124.2)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떻게 이런 오해를 극복하게 하는지 설명하라. (cf. 124.3)

15. 저자는 교회가 사회 개혁을 위해 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5.2-126.2, cf.128.2)

16. 교회의 교육적 과업은 무엇인가? (127.2) 교회는 학교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가?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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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룬다. 참된 회심은 전체 삶을 변화시킨다. 그런 변화

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근본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

다. 저자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 답하고 있는 인생의 근본 질문들

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고,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논한다.

4장 기독교 세계관

1. 참된 회심은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가? 그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35.1)

2.  사고와 판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37)

03. 저자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가? (138.2)

4. 우리가 세계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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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각의 세계관은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가? 왈쉬와 미들턴의 견해와 제임스 사이어의 

주장을 각각 정리하라. (141)

6.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본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43.3-147.1)

7. 아더 홈즈가 주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네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149.2-153.1)

8. 그리스도인이 회심한 이후에 기독교적 관점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

가? (155.2)

9. “성경적 세계관은 통일된 틀을 제공해 주지만, 다양한 결론을 허용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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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데이비드 노글이 세계관을 다룰 때 주의할 점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157-158)

11.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사역에서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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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 저자는 신학과 교리가 평신도들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널리 퍼진 오해를 

불식시키려 한다.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려면 신학과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

적이다. 저자는 인생과 세계를 가장 폭넓게 규명해주는 신학 혹은 교리 체계를 개혁

주의 신학(신앙)으로 규정하고, 그 핵심 이념을 여덟 개의 주제, 즉 성경, 하나님, 사

람, 그리스도, 성령, 구원, 교회, 마지막 일들로 나누어 간략하게 정리한다.

1. 스탠리 그렌츠는 우리에게 교리적 확신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주장하는가? (168.1)

2. 제자 삼는 사역에서 교리적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1) 바울의 가르침에서 (171.1)

(2) 종교 현황 조사에 나타난 결과와 목회 현장의 실상에서 (171.2-173.2)

03. 신학에 대한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은 무엇인가? 그 각각은 왜 잘못되었는가? (174-182)

5장 개혁주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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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마스덴은 “개혁주의”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이해(접근방법)가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것을 

소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183.1)

05. 개혁주의 신앙의 고유한 특징 혹은 주장은 어떤 것들인가? (185.2)

06.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186-188)

07.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믿는가)? (189.1, 191.2, 192.2) 관련도

서를 참고하여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설명하라. (191.2)

08.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193-195.2) 저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는가? (195.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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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기 신경(信經)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였나? (198.1) 빌립보서 2:1-11에서 그리스

도는 어떤 분이신가? (198.2)

10.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전적 격언은 구원의 사역에서 각 위격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199.3-200.1)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200.2)

11.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에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201-203)

12.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둘이 어떤 상태일 때 가장 이상적인

가? (205.3-206.1)

13.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유형의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유형 교회에서 경험하는 요

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206.2) 참된 교회를 가려낼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인가?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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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개혁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일깨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07.2)

15. 종말론과 관련하여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은 무엇인가? (209.2) 그리

스도인이 역사의 끝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일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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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은 언약 신학에 대해서 다룬다. 팔머 로벗슨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행하는 피로 맺은 계약”으로 정의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

하시고 위임하실 때 언제나 계약(언약)을 맺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

로 구성된 언약의 책이다. 따라서 “언약”은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다. 저자는 언약의 개념을 “행위의 언약”에

서 시작하여 “은혜의 언약”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순서대로 찬찬히 설명한다.

1. 범신론자들과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

해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 (220.3-221.1)

2. 율법을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23.3-224.2)

03. 언약을 “하나님께서 인간(더 나아가 그분의 창조세계)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할 때 서

구적 사고방식이(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흔히 간과하는 측면은 무엇인가? (227.2-

228)

6장 언약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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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위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제시하신 조건과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얻는 결과는 무

엇인가? (230.2-232.1) 

05. 그 언약에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32.2-233.1, 234.2)

06.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지 저자의 설명을 요약하라. (235.2-237.1)

07. 헤인즈가 말한 은혜 언약의 특징(일방적, 파기 불가능, 무조건적)을 설명하라. (237.2)

08.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빠트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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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수직적 언약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 맺음에 영향을 미친다. 저

자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삶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

라. (240-243)

1부를 통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가 그분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런 제

자를 삼는 사람이 되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통일

성 있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적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 기

독교 세계관, 개혁주의 신앙, 언약 신학을 차례로 소

개한다. 

신학적 기본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1부의 내용 중

에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에 제시된 주제들을 학습하여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을 향후 제자 삼는 사역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제로 생

각하고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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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은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문화가 서구의 근대성, 근대주의의 철학에 의해 형성되

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 그리고 근대성이란 틀에 맞춰진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끼

친 부정적인 영향, 즉 근대성의 원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에 들어와 생기는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한다. 그런 다음 이 시대의 대중문화의 특징과 우리 삶에 끼치

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주류 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언급한다.

7장 근대성 속에 틀 지워진 문화

1. 근대성이 어떤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어떤 때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가? (257.1-258.1)

2. 저자는 다음의 용어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259-260) 만약 저자의 정의만으로 이

해가 어렵다면 백과사전이나 관련 자료를 참고하라.

(1) 전근대(premodern)

(2) 근대(modern)

(3) 근대주의(modernism)

(4) 근대화(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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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대성(modernity)

(6)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3. 저자는 근대성을 어떤 태도라고 규정하는가? (260.5-262.2)

4.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생존 이상의 과업이 존재한

다. 그것은 무엇인가? (264.1-2)

5. 저자는 소위 “문화의 변혁자”가 되는 것에 회의적이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는가? 

(264.3-265.1)

6. 저자는 근대성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위협이 되는 것들, 즉 근대성의 원리와 과정이 우리 

삶에 부지불식간에 들어와 작동함으로써 생겨난 위험에 대해서 설명한다. 각각에 대해서 저

자가 설명하는 것을 정리하라. (267-275)

 (1) 다원주의(pluralism)의 기본 주장, 선호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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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주의(privatism)의 기본 주장, 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 (269-271.1)

(3) 개인주의(individualism)의 기본 주장,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271.2-

272.1)

(4) 상대주의(relativism)의 기본 주장,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은 무엇인가? (272-

274.2)

(5) 기술주의(technism)의 기본 주장, 기술의 발전은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

기도 한다. 어떤 때에 생기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274-275, cf.265.2)

7. 대중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중문화가 우리의 (종교적)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

인가? (276-277)

8. 켄 마이어스는 문화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277.2-278.1)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제기하는가? (278.2) 오스 기니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의 문화에 대해 취할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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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이 장은 근대주의에 관한 7장에 이어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먼저 포스

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용어들(토대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구조주의/해체주의)을 설명한 뒤,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

점과 그럴 수 없는 점들을 구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우리

는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포스트모던 패러다임

1. 마이클 리겔이 말하는, 세상을 이해할 때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287)

2.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철학의 변천을 전근대, 근대, 포스트모던 패

러다임(모델)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시기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전근대, 근대의 패러다임

은 그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으며, 진리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나? (289.2-290)

03. 메타내러티브, 진리, 아름다움(美) 등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은 어떠한가? (291-

292)

04.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다음의 핵심용어들을 살펴보라.

(1) 토대주의(foundationalism): 의미 (300), 진리에 대한 입장 (301.3), 포스트모더니즘과

의 차이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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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주의(pragmatism): 진리에 대한 입장 (304.1),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304.2)

(3) 상대주의(relativism): 상대주의의 세 유형 (306.1),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305.3, 

307.1)

(4) 해체주의(deconstructionism): 의미(진리)에 대한 입장 (308.2-3)

05.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지점은 무엇인지 다음 세 가지와 관련하여 생

각해 보라.

(1) 하나님, 진리, 권위 (310.3, 311.2)

(2) 공동체와의 관계 (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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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삶과 경험의 방향성 (313.3, 314.1)

06.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함에 있어 우리가 포

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부터 경계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314.2, 317.2)0

07. 지식, 사물, 현상 등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

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기준은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의 메시지와 어떤 점에서 다른

가? (316.3,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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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제자 삼는 일에 있어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사회학적으로 구분된 

다섯 세대들(전통주의자 세대, 중간자들, 베이비 부머, X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특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자 삼는 하

나님 나라의 접근법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기술하고 있다. 

9장 세대 차이의 배경

1. 저자는 ‘세대(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321)

2. 저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라고 주장하는가? (323.2-3)

03.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의 접근법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세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라. (326.3, 327.2)

04. ‘전통주의자 세대’(2차 세계대전 이전)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329.2, 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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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간자들’(1940-1945)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331-332)

6. ‘베이비 부머’(1945-1964) 세대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333.2, 334.2, 336.1)

07. ‘X세대’(1965-1979)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338-340)

08. ‘밀레니얼 세대’(1980-2000)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342.2, 343.1)

09. 제자 삼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에 대한 이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345.1, 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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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제자도가 실천되는 맥락(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

서 우리를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 살도록 하신 것은 그분의 통치 계획의 일부이다. 우

리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한다. 2부는 우리가 처한 시

대를 이해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근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세대 차를 제안하고 각각에 대

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한다. 

저자는 데카르트 이후 400년간 서양의 문화를 형성하고 주도해 온 ‘근대주의’, 그에 대한 

반발로 발흥하여 현재 서구의 지배 정신이 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다룬다. 그리고 복

음 전도와 제자 사역을 위해 현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대들 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대 차”는 제자도에 관한 다른 책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이 점

은 저자의 탁월한 통찰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세대 차”의 내용은 미국 상

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이해하기 위한 재해석 작업을 한번 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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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사역을 본보기로 삼아 복음의 진리

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

지 보여준다. 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실수/오류를 

지적한다. 그리고 진리의 내용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청중들의 주목을 끌고 진리를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하기 위해서 복음 전달자(제자 삼는 사역자)가 

구비해야 할 세 가지 지식/이해에 대해서 논한다.

10장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는 바울의 사례

01.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섭리적 통치)이 나타나는 한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356-

357.1, 특별히 356:8-9, 357:6-7)

02. 행 17:26, 행 13:36-37, 대상 12:32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기본 개

념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필수 과제는 무엇인가? (358.1)

03. 벧전 3:15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359.3)

04. 키스트메이커와 위더링턴 3세는 각자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행한 설

교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을 한 단어로 표현하였다.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뜻하는 바를 정리하

라. (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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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중대한 실수 중 하나는 무엇인가? (361.2)

06. 그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62.3-363.1)

07.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려는 노력이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는 

무엇인가? (363.2-364.1)

08.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달자가 갖추어할 세 가지 지식

은 무엇인가? (364.3-365.1)

09.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확고하게 고정된 진리의 기준을 성경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었다. 저

자는 이것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무엇인가? (365.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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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이 

아테네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들 7가지를 본문에서 찾아 열거하라. (367-368)

11. 바울이 아테네인들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 

(370.1)

12.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채택한 접근법은 포스트모던/포스트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은 무엇인가? (372.3)

13. 이 책에서 다룬 이전의 내용에서 바울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무엇인가? (373.2-374.1) 이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토론하라.

14. 바울의 방법을 21세기에 적용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하는가?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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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에서 저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두 가지 궁극적으로 다른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고,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따라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도서는 두 가지 대조되는 

세계관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저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어

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조해서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시

작할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체계임을 분명히 알고, 신앙에 일

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제자 사역의 근간이다. 

11장 전도서: 세계관 연구

1. 제자 삼는 과정에서 전도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381.3-382.1, 382.3)

2.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해 아래”는 무엇을 은유하는가? 이것과 대조되는 것을 이 

책의 저자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382.2)

03.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

가? (385.2)

04. 전도서는 두 가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세계관을 대조해서 보여준다. 이 세계관을 잘 반영해

주는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87.3)



40

5. 두 가지 다른 세계관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요약하라. (388 

도표 참고)

(1) 인생 (389-390.1)

(2) 기쁨 (390.2-392.2)

(3) 행복 (392.3-394)

(4) 지혜 (395-397)

(5) 일 (39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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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 (400.2-404.2)

(7) 사람 (404.3-406.2)

(8) 영원 (406.3-409.2)

6. 저자는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411.1) 저자

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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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이 책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창세기 13장의 사례를 통해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 왜 중요한가를 

다루고 있다.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는 공동체, 메타내러티브, 은

혜, 삶에 대한 방식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 그리고 “나 중심”의 기존 성경공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는 일

에 있어 핵심이 된다.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기

01. ‘공동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416.3, 

417.2-3)

02. ‘메타내러티브’의 관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18.2)

03. ‘은혜’의 관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부터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419.1) 특히 

이러한 이해는 율법주의 및 도덕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419.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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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의 관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왜 중요한가? 

(421.1) 이것을 위해 더흐라프가 제시한 성경 읽기, 연구, 이해,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422.1)0

5. ‘참된 지식과 그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

가? (423.1)

06. 창세기에 서술된 언약은 어떤 점에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424.2-3)

07. 율법주의자들은 창세기 13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429.1) 또한 도덕주의자들의 입장은 어

떠한가? (429.2)

08. 율법주의나 도덕주의와 달리,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3장은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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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언약적 해석학을 적용할 때, 창세기 13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432.3-4)

10.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 구속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433.2, 432.2) 특히 “구속의 메타내러티브”(432.2), “총체적인 구속 서사”(439.1)와 같은 표

현에 주목하여 보라. 

11. 창세기 13장은 언약에 따른 ‘특권과 책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434.1)

12.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기존의 성경공부 방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

어 어떤 의미를 갖는가? (435.1)

13.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읽는 것’은 제자 삼은 일에 있어 왜 중요한지 간단히 설명하여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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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는 1, 2부의 논의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

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

범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

일성 있게 알고 이 세상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저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복음의 진리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하고, 

성경적 관점으로 삶 전체를 조망하는 구별된 세계관을 견

지하며, 성경을 언약적 관점으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한다. 3부의 각 장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예시이다.

14.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 (441) 이 책 본문의 마지막에 실린 찬송가 가사를 소리 내어 

읽어보라.(4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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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매 품

상업목적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템북은 교사선교회출판사입니다.

아이들을 꿈꾸게 하고, 교사에게 소명을 주며,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책을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