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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김기현 목사의 예배3부작!
하루하루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만찬」(근간)
해마다 불신 가족과 드려야 하는 세상 속 예배 「제사」(근간)

우리 삶은 예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돈, 사랑, 명예, 가족, 성공, 건강……. 우리는 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 기글리오가 한 말처럼 만약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당신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과 공의의 그분,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신 분
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가치를 잃어
버렸다. 가치를 회복하여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는 일,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
“교회마다 처한 상황은 달라도 예배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예배란 최고 가치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자 시간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일 수도 있지
만, ‘가치’라는 키워드로 예배를 읽으면서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예배 핵
심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읽고 예배한다면, 예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_서문 중에서
세계관, 책읽기, 기독교 변증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한 김기현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배! 이 책은 예
배, 만찬, 제사로 이루어진 예배 3부작 가운데 하나로 예배의 의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예배
와 관련된 갈등과 논쟁을 간결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주로 찬양 예배를 주제로 하거나 찬양 예배 인도자들
을 대상으로 한 책이 많은 이 시대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대해 고민하며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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