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절 기간 묵상을 위한 추천 도서
Recommended Books for Lent Devotion

2.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김남준

– 김종남 목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사야 52:1353:12 을 암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그만큼 구약과

올 해 사순절에는 한 권의 책을 정해 다 같이 읽는 것이 아닌 목회실에서

신약, 전체 성경의 메시지를 가장 잘 압축하여 드러낸 말씀이 ‘고난

추천한 도서 중 각자 한 권을 정해 읽게 됩니다. 마음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받는 종’이라는 표제어가 붙은 이사야 53 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모두 한 권씩 책을 정해 말씀과 함께 읽으며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베푸신

책은 이사야 53 장에 그려진 ‘고난의 종’에 대한 800 여 년 전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1. 「거듭남」, 존 파이퍼 (Finally Alive by John Piper) – 김한성 목사

말미암은 영광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증거임을 역설하는 성경공부용
강해설교집입니다. 20 여 년 전 <메시야,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책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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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되었는데,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3. 「세상을 바꾼 24 시간」, 아담 해밀턴 (24 Hours That Changed
– 조희원 목사

the World by Adam Hamilton)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세상을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하라!(p.22) 마땅한 것이 오히려 기적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찬, 예수의 신실한 팔로워라면 당연히 거듭남의 확신
위에 정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John Piper 의 <Finaliy Alive>는 '긴가민가'
신앙과 '왔다리 갔다리' 삶에서 벗어나 당당한 제자가 되기 위한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원제목인 마침내 생명, 드디어 생명은 신학자/목회자로서의 깊은
고뇌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듭남>은 균형잡힌 신학과 신앙의
교차로에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자와 함께 꼭 물어야 될 질문들을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이 수난에 대해 감상적인
접근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성경 속의 현장 상황과 인물들의
모습을 재료 삼아 깊은 성찰과 상상력을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중 가장 역동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교회(The Church of
Resurrection)을 세우고 이끄는 아담 해밀턴 목사님의 연속설교를 기반으로 한 이 책은

묻고, 책의 겉표지를 덮는 순간 나도 모르게 'Yes!' 큰 내면의 목소리로 대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24 시간에 대한 성경과 역사적인 자료들과 인문들을 그 시대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되는가?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어떤' 새로운 삶이 펼쳐질

보여 주신 행적과 주변 인물들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볼 수 있도록 독자들을 인도합니다. 유다,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깨어 있는 읽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분명히 거듭남의

베드로, 요한, 빌라도, 공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

확신을 소유하게 될 것 입니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24 시간을 함께 상상하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4. Make Room by Laura Alary – Pastor Tarah Lee (for children)
Lent can be a difficult season for children. Unlike
Advent, which is filled with delightful anticipation
and growing light, Lent is a journey through dark
and frightening places. Make Room presents Lent
as a special time for creating a welcoming space for
God by weaving together episodes from the life of
Jesus with a child's reflections on how these stories
can shape their own choices and actions throughout the season.
This 32 page book offers simple and practical activities like cleaning a
room, making bread and soup, turning off the television, clearing
clutter, or inviting a neighbor for supper, that encourage kids to learn
how to live like Jesus.
5. King’s Cross: The Story of the World in the Life of Jesus
by Timothy Keller

- Pastor Daniel Cho

Through the key parts of the story in the Gospel of
Mark, the book structures itself into two parts: “The
King” and “The Cross.” Mark’s account of Jesus’ life is
presented in two symmetrical acts: His identity as King
over all things (Mark chapters 1-8), and His purpose in
dying on the cross (Mark 9-16). The author has chosen
specific texts from Mark that best focuses and traces
the narrative of Jesus’ life and expand on the themes
of His identity (the King) and His purpose (the Cross).
Reading the full Gospel of Mark before reading this
book may help you capture some of the other passages that do not get
addressed in the book. Through the journey of Lent and in reading this
book, we hope you find and encounter the relationship with Jesus as the
highest worth of your attention: unpredictable yet reliable, gentle yet
powerful, authoritative yet humble, human yet divine. We pray Jesus’ life
may be of great and serious significance within your own lives.

6. Journey to the Heart by Frank X. Jelenek
- Pastor Tarah Lee (for children)

Centering prayer is a way of opening our whole
being to God, beyond thoughts, words and
emotions. It is simple and practical—a way of
preparing heart and mind to receive the gift of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Jesus said,
“When you pray, go to your inne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in secret.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Matthew 6:6)
This is a great book to help our children learn how to calm our hearts
and focus on God in 6min exercise.

7. Questions of Life (Alpha) by Nicky Grumbel
- Pastor Daniel Cho
Questions of Life was first published over twenty
years ago known as the “Alpha Course” and over 29
million people have completed this course in 169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troduced to OMEGA
Ministry’s Nurture Class this year, this “friendly to
non-Christian book” have introduced and brought
countless amount of people to Jesus Christ for the
first time. It acts as a great reminder and helps
refocus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been born and raised in the church
for a long time. The book provides some answers to the hunger and
growing hope in every human heart that somewhere, somehow, there
may be found contemporary answer to the timeless questions, “What is
truth and how and where can we discover it?” The book helps guide us
to introduce Jesus Christ as the most attractive and captivating person
possible to know; through well-researched and thought out chapters,
they answer more specific important questions: “Is there more to life
than this? Who is Jesus? Why did He die? How can I have faith? Prayer?
Bible? God’s guidance? Holy Spirit? Healing? 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