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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회심

(회심의다양한얼굴)
존스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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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심에대한정의

- 복음이 요구하는 응답, 그것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응답

- 회개(우상과 죄에서 돌아섬)와 믿음(하나님과 그리스

도께로 돌아섬)

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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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상대주의와보편구원론

- 하나님이 ‘그리스도안에서” 세상을자신과화목하게하심

- 화목하게하심을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안에있어야함”

- 메시지의내용:심판,회개,평화

02

회심에대한오늘날의혐오감

회심

잘못된형태의전도:오만한제국주의인상,개종주의

- “공손한 겸손과기대하는소망으로씨를뿌리고기다리는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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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듭남

- 하나님이 하시는 일

- 무의식적

-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완성된 사역

회심과거듭남

03 회심: 복음에대한인간의반응

2) 회심

- 인간이 하는 것

- 의식적

- 일회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점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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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지닌 의미를 진실되게 전해야 함

현실
주의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해야

함

04

회심과회개

회심: 복음전도에서회개선포의중요성

회개선포시필요한두가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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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은세상에속하지만세상과구별된하나님의백성

신약은 회심자들이 예배하고 가르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속할

것을요구함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

귐을가시적으로드러내야함

05

회심과교회

회심: 교회공동체에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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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세상(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에서

돌아섬

Go: 세상 속으로 향해 돌아섬(사회적 책임)

06

회심과사회

회심: 두가지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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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은회개를포함하며,회개는이전것을거부할것을요구함

회심자에게 이전 문화를 거부하고 기독교 하위문화로 들어감을 의

미하지않음

그리스도를 위해 거부해야 할 문화, 유지해야 할 문화, 변화시키고

풍성하게해야할문화를구별할줄알아야함

07

회심과문화

회심: 성경과문화의구분



9 9

아닌
바 전도의 성공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 여부에 달려 있음

맞는
바

성령만이 사람들의 눈을 여시고, 어두움을 밝히시고,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심

08

회심과성령

회심: 성령의사역과복음전도자의수고의융합



10

제10장회심에관한고찰
(크리스토퍼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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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01 회심과내부자운동

내부자
운동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믿지만, 그들의 이전 신앙 공동체와 주변 신앙

공동체 ‘내부에‘ 계속 남아 있거나, 어떻게든 가시적으로는 공식적인

기독교 교회에 합류하는 식으로(혹은 전통적인 이미지로 교회를

세우거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운동이다(p.242)



12 12

1) 긍정적 측면

-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현상 방지

-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극복(십자군

운동, 제국주의 등)

존스토트의내부자운동견해에대한라이트의평가

01 회심과내부자운동

2) 부정적 측면

- 혼합주의의 위험(그리스도

유일성 부인)

-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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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선교 중심적 교회

온 창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에

교회는 필수적임

02 회심, 교회, 복음

2) 복음: 복음 중심적 교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 그분이 화해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화해한 공동체를 창조하심

존스토토의 “회심과교회”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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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므로, 교회가 함께 살고 사랑하며, 예배하며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세상에서 교회의 증언과 선교에 중요한 부분이다.

- 교회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체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메시지의

구현이다.

02 회심, 교회, 복음

라이트의견해: “복음의해석으로서의회중”

교회, 선교, 윤리 영역의 통합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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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토트의 “회심과문화“에대한고찰

03 회심, 문화,상황화

존 스토트의 “회심과 문화＂이슈를 “상황화” 로 봄

회심은 문화 내에서, 문화와의 역동적이고 피할 수 없는
교전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

어떤 구원을 포함하든지,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회심을 포함하든지,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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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들

회심은 반드시 “경험”이 동반되어야 하는가?(모태신앙 자녀들)

회심의 범위: 구원의 전 여정(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포함하는 용어인가?

개인 구원과 영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 공동체
의 중요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