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이해와 묵상

Chapter 1.



UBC  창세기
창조, 타락, 구속 역사의 시작에 관한 안내

존 E. 하틀리 지음

김진선 옮김

양장 536면｜29,000원

UBC  출애굽기
출애굽의 구성과 내러티브 흐름에 따라 써 내려간 해설

제임스 브루크너 지음

김귀탁 옮김

양장 520면｜25,000원

UBC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중심이 되는 삶

윌리엄 벨링거 지음

김진선 옮김

양장 448면｜22,000원

UBC  신명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위한 신명기 해설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전의우 옮김

양장 468면｜23,000원

UBC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 너머에 흐르는 하나님 이야기

이안 프로반 지음

전성민, 최종원 옮김

양장 420면｜22,000원

UBC  잠언, 전도서, 아가
학문적 논쟁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만 엄선한 해설

롤란드 머피,

엘리자베스 휴와일러 지음

전의우 옮김

양장 432면｜22,000원

UBC  이사야   방대한 대예언서를

이해하기 쉽게 분석한 균형 잡힌 해설

존 골딩게이 지음

윤성현 옮김

양장 552면｜30,000원

UBC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탄탄한 주해와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통찰

트렘퍼 롱맨 3세 지음

이철민 옮김

양장 584면｜29,000원

UBC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최초의 복음서

래리 허타도 지음

이여진 옮김

양장 408면｜22,000원

UBC  요한복음   ‘표적의 책’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한 해설

램지 마이클스 지음

전의우 옮김

양장 504면｜25,000원

“UBC(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는 성서학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 
는 학자들이 누구나 읽고,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집필한 주석으로, 목회자와 신 
학생은 물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주석 시리즈입니다.

 



“LAB(Life Application Bible)” 주석 시리즈는 
본문에 대한 충실한 주해와 현재 삶에 적용 
할 수 있는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는 물론 성경공부 
를 인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분에게 더 
없이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LAB  마태복음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전광규 옮김 896면｜31,000원

LAB  마가복음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박대영 옮김 760면｜27,000원

LAB  누가복음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924면｜28,000원

LAB  요한복음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전광규 옮김 670면｜24,000원

LAB  사도행전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일우, 임미영 옮김 702면｜22,000원

LAB  로마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박대영 옮김 472면｜15,000원

LAB  고린도전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일우 옮김 400면｜14,000원

LAB  고린도후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355면｜11,000원

LAB  갈라디아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346면｜12,000원

LAB  에베소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211면｜11,000원

LAB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전광규 옮김 386면｜15,000원

LAB  데살로니가전후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박대영 옮김 206면｜6,000원

LAB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424면｜16,000원

LAB  히브리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김진선 옮김 384면｜11,000원

LAB  야고보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박대영 옮김 246면｜10,000원

LAB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류호영 옮김 392면｜13,000원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전성민 지음 328면｜15,000원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김근주 지음 648면｜30,000원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김근주 지음 584면｜27,000원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3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김근주 지음 892면｜38,000원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

양용의 지음 696면｜38,000원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메시아 예수의 도

신현우 지음 372면｜18,000원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증보판]

복음의 성장, 로마서에 오르는 길

홍인규 지음 296면｜13,000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는 성경 각 권 
의 개요, 신학, 주제를 소개하고, 본문의 흐 
름에 따라 문단을 나눠 주해와 메시지(의미) 

를 전달하기에, 히말라야를 오르는 등반가 
들을 안내하는 세르파와 같은, 성경 연구의 
친절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LAB  요한123서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전광규 옮김 240면｜10,000원

LAB  요한계시록 그랜트 오스본 책임 편집  |  전광규 옮김 416면｜16,000원



빌립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김도현 지음 244면｜12,000원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판]

위기에 처한 교회에 주는 간곡한 권면

양용의 지음 504면｜22,000원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2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이필찬 지음 432면｜20,000원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 인류

길성남 지음 584면｜25,000원

고린도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는 한 몸이라

조병수 지음 396면｜18,000원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사람들

정성국 지음 414면｜20,000원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위선적 영성에 빠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

권연경 지음 260면｜12,000원

구약특강 01   모세오경 바로 읽기 차준희 지음 252면｜12,000원

구약특강 02   역사서 바로 읽기 차준희 지음 340면｜15,000원

“평신도를 위한 구약특강” 시리즈는 꼼꼼 
하고(精) 바른(正) 성경 읽기로 안내하는 
차준희 교수의 친근하면서도 열정과 영성 
이 넘치는 강의입니다. 구약의 큰 숲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심겨진 나무 한 그루 한 그 
루에도 주목하게 합니다.

 



구약특강 03   시가서 바로 읽기 차준희 지음 232면｜10,000원

구약특강 04   예언서 바로 읽기 차준희 지음 296면｜12,000원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에서 신학석사(Th.M.), 독일 본(Bonn) 대학교에서 신 
학박사(Dr.theol.)를 취득했다. 남현교회에서 담임목 
사로 섬겼고, 한국구약학회 회장 및 「구약 논단」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30 년 넘게 구약 성경 메 
시지의 기쁨과 은혜를 연구하며 말씀이 갈급한 곳 
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구약성경을 쉽게 풀어 주는 
것을 가장 큰 소명과 보람으로 여기는 구약 전도 
사이며 교수 부흥사다.
『모세오경 바로 읽기』, 『역사서 바로 읽기』, 『시가서 
바로 읽기』, 『예언서 바로 읽기』(이상 성서 유니온), 
『창세기 다시 보기』, 『시편 신앙과의 만남』, 『구약 
사상 이해』(이상 대한기독교서회), 『교회 다니면서 십계 
명도 몰라?』(국제제자훈련원), 『출애굽기 다시 보기』, 
『예레미야서 다시보기』, 『최근 구약 예언서 이해』
(이상 프리칭 아카데미), 『열 두 예언자의 영성』(새물결 
플러스) 등을 썼고, 『구약 예언서 신학』, 『오경입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묵시문학』(이상 대한 
기독교서회), 『신학의 렌즈로 본 구약개관』, 『구약의 
성령론』(공역), 『구약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새물결플러스) 등을 번역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

차준희



성경 읽기, 연구

Chapter 2.



LTC 주제강연 02   성경을 보는 눈 김근주, 박영돈, 박영호 지음 204면｜8,000원

LTC 주제강연 03   광야에서 소망을 보다 이한영 지음 212면｜8,000원

LTC 주제강연 05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LTC 주제강연 06   6개의 키워드로 읽는
이사야서

이상명, 민종기,

 박일룡, 송병주 지음

256면｜10,000원

차준희 지음 272면｜12,000원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시리즈 1  

그레엄 골즈워디 지음

김영철  옮김

183면｜8,000원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복음시리즈 2

그레엄 골즈워디 지음

김영철  옮김

254면｜10,000원

골즈워디              복음과 요한계시록
복음시리즈 3

그레엄 골즈워디 지음

김영철  옮김

224면｜10,000원

LTC 주제강연 07   누가복음과 하나님 나라 김형국 지음 260면｜12,000원

LTC 주제강연 04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김형국 지음 200면｜8,000원

“LTC 주제강연” 시리즈는 성서유니온의 성 
경 묵상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인 LTC(Lead-
ership Trainning Course)의 주제 강연을 지면에 
옮긴 것으로, 특정 본문을 개괄하는 것 외에 
도 ‘세계관적 성경읽기’나 ‘콘텍스트를 살리 
는 성경읽기’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들이 계 
속해서 독자들에게 글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L E A D E R S H I P 

TRAINING COURSE

LTC주제강연

골즈워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복음시리즈 4

그레엄 골즈워디 지음

김영철  옮김

365면｜18,000원



New 성경이해 1    모세오경 고든 웬함 지음  |  박대영 옮김 324면｜16,000원

New 성경이해 2    역사서 고든 맥콘빌, 필립 세터드웨이트 지음

김덕중 옮김

524면｜24,000원

New 성경이해 3    시편과 지혜서 어니스트 루카스 지음  |  박대영 옮김 386면｜19,000원

호주 무어 신학교(Moore Theological college)에서 구약학 
과 성경신학, 해석학을 가르쳤으며, 은퇴한 후로도 
계속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 『복음과 요 
한계시록』,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성경신학적 설 
교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 성서유니온) 등이 있고, 『IVP 
성경신학 사전』(IVP)의 편집 자문으로 활동하기도 했 
다. 지금은 성경 신학적 설교 연구회인 Biblical Theo 
logy Briefings의 고문으로 있다.

Graeme Goldsworthy

“성경이해” 시리즈는 갓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입문서의 역할을 하지만, 일반 
독자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입 
니다. 특히 스스로 성경 본문을 다룰 수 있 
는 탐구 활동, 적절한 수준에서 성경을 연구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배경 정보와 진일 
보한 신학적 사고, 성경 읽기를 위한 아이디 
어를 제공합니다.

 

성경이해 시리즈

그레엄 골즈워디

New 성경이해 4    예언서 고든 맥콘빌 지음  |  박대영  옮김 8월 출간예정



New 성경이해 5    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비드 웬함, 스티브 월튼 지음

박대영 옮김

584면｜26,000원

New 성경이해 6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스티븐 트레비스

이얀 폴 지음  |  박대영 옮김

642면｜30,000원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한영 지음 304면｜13,000원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김근주 지음 184면｜8,000원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 김도현 지음 544면｜24,000원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 유상섭 지음 500면｜25,000원

나의 사랑하는 책 창세기 류응렬 지음 384면｜16,000원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전의우  옮김 360면｜17,000원

개인성경연구 [개정판] 이용세 지음 304면｜14,000원

논쟁자 그리스도

말씀의 기쁨 (시편 119편 강해)

바울과 편견

삶을 위한 성경읽기

존 스토트 지음  |  홍병룡  옮김 312면｜15,000원

크리스토퍼 애쉬 지음  |  김진선  옮김 298면｜14,000원

랜돌프 리처즈, 브랜든 오브라이언 지음

홍병룡  옮김

272면｜13,000원

조지 거스리 지음  |  홍종락  옮김 400면｜5,000원

성경 핸드북

성경과 편견

스티븐 M. 밀러 지음  |  박대영  옮김 576면｜23,000원

랜돌프 리처즈, 브랜든 오브라이언 지음

홍병룡  옮김

332면｜15,000원

존 스토트는 이 책에서 성경을 읽는 이유 
에 집중한다. 성경의 지리, 역사, 신학, 권 
위, 해석을 다루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 
도를 세상에 보내신 정황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성경읽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더 굳건 
히 붙잡고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이끈다.

존 스토트 지음

전의우  옮김

316면｜14,000원

성경연구입문

존 스토트
서거 특별판



이 책은 창세기부터 죽 나열하며 소개하 
지 않고, 성경의 각 책들을 세 가지 주제 
로 나누어 그 시기와 상황에 맞게 다시 배 
치하여 성경 전체를 보게 하며, 그런 성경 
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도 생각해 보게 한다. 

존 골딩게이 지음

손승우  옮김

238면｜12,000원

성경을 만나다

거장의 안내를 따라 
알아가는 성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4판]

성경, 이야기로 읽는다 스티븐 니콜스 지음  |  전의우  옮김 240면｜5,000원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지음

박대영, 오광만  옮김

372면｜17,000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길성남 지음 488면｜20,000원

성경의 큰 그림 본 로버츠 지음  |  전의우  옮김 202면｜11,000원

세상 속으로 들어온 말씀 폴린 호가스 지음  |  김진선  옮김 248면｜5,000원

성경해석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즈 지음

류호영  옮김

743면｜30,000원

성경실천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즈 지음

이승진  옮김

472면｜20,000원

성경해석의 원리 [개정3판] 노튼 스테레트, 리처드 슐츠 지음

이진경  옮김

288면｜13,000원

전성민 지음

200면｜11,000원

세계관적 성경읽기

콘텍스트를 품고
다시 텍스트로

혐오와 차별, 독선과 대결의 근본주의 신 
학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퍼 
지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실패 
이유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 
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신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세윤 지음 272면｜13,000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성경읽기 밥 에크블라드 지음  |  전의우  옮김 344면｜5,000원

해석,
성경과 삶의 의미를 찾다

다니엘 도리아니 지음

정옥배  옮김

351면｜8,000원

파란 앵무새

오늘, 우리를 위한
성경읽기

‘파란 앵무새’는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낯 
설고 불편한 구절을 상징한다. 저자는 파 
란 앵무새 구절 또한 성경 이야기의 일부 
라는 점을 지적하며, 길들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방식 
으로 ‘그 이야기’를 살아 내라고 말한다.

스캇 맥나이트 지음

전의우  옮김

376면｜17,000원

예수 렌즈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이클 윌리엄스 지음

이지혜  옮김

364면｜16,000원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다니엘 도리아니 지음

정옥배  옮김

432면｜9,500원

왜, 성경인가? 데이비드 잭맨 지음  |  김진선  옮김 352면｜5,000원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티칭 로마서

티칭 시편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지음

길성남  옮김

604면｜25,000원

욥기 크리스토퍼 애쉬 지음  |  전의우  옮김 양장 664면｜30,000원

크리스토퍼 애쉬 지음  |  전의우  옮김 634면｜32,000원

크리스토퍼 애쉬 지음  |  전의우  옮김 652면｜33,000원

티칭 이사야 데이비드 잭맨 지음  |  정옥배  옮김 340면｜15,000원



설교, 신학

Chapter 3.



마침내 시인이 온다 월터 브루그만 지음  |  김순현 옮김 244면｜12,000원

세계관적 설교 전성민 지음 372면｜17,000원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 (다니엘서 강해) 브라이언 채플 지음  |  김진선  옮김 404면｜18,000원

영광의 회복 다니엘 블록 지음  |  전남식  옮김 양장 588면｜30,000원

예언자적 설교 월터 브루그만 지음  |  홍병룡  옮김 252면｜12,000원

바울의 생애와 서신과 신학 담론을 실용 
적이고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입문용 개론서다. 바울 연구자인 저자들 
이 바울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논의들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견해도 존중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 주는 
책으로, 바울을 깊이 고찰하게 만든다.

브루스 W. 롱네커,

토드 D. 스틸 지음

박규태  옮김

양장 800면｜44,000원

바울

그의 생애, 
서신, 신학

구약에 나타난
예수, 성령, 하나님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홍종락  옮김

양장 788면｜35,000원

네 편의 초상,
한 분의 예수

사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 연구 입문

복음서가 예수의 역사적 사건들에 기초 
한 각 저자의 신학적 증언을 문학의 형태 
로 담아낸 저작이라는 건전한 관점을 가 
지고, 복음서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명쾌하게 풀어낸 책이다.

마크 L. 스트라우스 지음

박규태  옮김

양장 1,010면｜54,000원



“SU 신학총서” 시리즈는 짧은 분량이지만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저자들이 정리해 주는 
핵심 내용을 통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성경의 원리에 
기초하여 실천적인 측면까지 아울러, 당면 
한 이슈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 신학총서 01    잠언 바로 일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지음  |  김대웅 옮김 88면｜2,500원

SU 신학총서 02    발람, 참예언자인가? 월터 모벌리 지음  |  방정열 옮김 72면｜2,500원

SU 신학총서 03    목격자의 증언, 복음서 리처드 보컴 지음  |  권오창 옮김 68면｜2,500원

퇴고 설교학 채경락 지음 148면｜7,000원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월터 브루그만 지음  |  홍병룡  옮김 392면｜16,000원

하나님, 이웃, 제국 월터 브루그만 지음  |  윤상필  옮김 양장 312면｜16,000원

SU 신학총서 04    새 하늘과 새 땅 톰 라이트 지음  |  윤상필 옮김 80면｜2,500원

SU 신학총서 05    역사적 예수 하워드 마샬 지음  |  김경민 옮김 80면｜2,500원

SU 신학총서 06    성경은 남성적인가? 리처드 보컴 지음  |  박영희 옮김 80면｜2,500원

SU 신학총서 07    복음서, 복음으로 읽기 스티븐 라이트 지음  |  김경민 옮김 80면｜2,500원

SU 신학총서 08    누가복음의 예수 존 프록토 지음  |  황의무 옮김 80면｜2,500원

SU 신학총서 09    레위기 읽기 필립 젠슨 지음  |  윤주열 옮김 84면｜2,500원

SU 신학총서 10    성령세례 막스 터너 지음  |  윤상필 옮김 72면｜2,500원

SU 신학총서 11    요한복음의 예수 존 프록토 지음  |  김경민 옮김 96면｜2,500원

SU 신학총서 12    구약의 율법,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필립 젠슨 지음  |  김순영 옮김 72면｜2,500원



신앙생활, 영성

Chapter 4.



이 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행동주의 
적 선교 이해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 속으로 들어가려는 내적 성찰의 사 
잇길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한 선교적 영성을 ‘세상을 위해 하나 
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풀이한다. 

배리 존스 지음

전의우  옮김

320면｜14,000원

dwell (드웰)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김기석 목사의 청년편지 김기석 지음 220면｜11,000원

글쓰는 그리스도인 (워크북 합본집) 김기현 지음 240면｜12,000원

광야의 소리, 윤종하 손봉호 외 지음 양장 368면｜18,000원

매일기도 존 베일리 지음  |  박대영  옮김 264면｜12,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1

믿음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양혜원  옮김

176면｜8,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시리즈는 우리 
가 눈으로 보는 세계와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큰 그림’을 그리는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파노라마’처럼 전 
체를 다루고, 이어지는 네 권의 책은 각각의 
신앙 요소들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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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4

성령님은 누구인가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양혜원  옮김

182면｜8,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3

예수님은 누구인가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양혜원  옮김

184면｜8,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5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는가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양혜원  옮김

184면｜8,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2

하나님은 누구인가
알리스터 맥그래스 지음

양혜원  옮김

164면｜8,000원

1953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태생으로 스물네 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1년에 같은 학 
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쳤으며, 런던 대학교 킹스칼리지의 CTRC 
(CENTRE FOR THEOLOGY, RELIGION & CHURCH) 학장으로 재직하며 
사회, 종교, 과학, 교회에 대한 문제를 연구해 오다가, 2014년 
4월 옥스퍼드 대학교의 과학과 종교 석좌교수직을 수락하여 
모교에 복귀했다.
청소년 시절 과학과 무신론에 심취하기도 했으나,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공부하는 동안 과학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치열한 
지적 탐구 끝에 기독교로 회심하게 된다. 그런 여정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독교’ 시리즈에서 그가 설명하 
는 기독교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지칠 줄 모르는 연구와 저술로 유명한 맥그래스의 대표적인 
책으로는 『회의에서 확신으로』, 『삶을 위한 신학』, 『십자가란 
무엇인가』(이상 IVP), 『신학이란 무엇인가』, 『C. S. 루이스』
(복있는사람),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국제제자훈련원), 
『도킨스의 신』(SFC) 등이 있다.

Alister E. McGrath알리스터 맥그래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지음 308면｜15,000원

묵상과 일상 김병년 지음 196면｜10,000원

묵상과 해석 정성국 지음 352면｜15,000원

묵상의 여정 박대영 지음 양장 440면｜21,000원

싯처 에디션 01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싯처 지음  |  윤종석  옮김 444면｜15,000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케빈 드영 지음  |  박총  옮김 양장 128면｜18,000원

싯처 에디션 02   하나님의 침묵 제럴드 싯처 지음  |  마영례  옮김 312면｜12,000원

싯처 에디션 03   하나님의 은혜 제럴드 싯처 지음  |  윤종석  옮김 344면｜13,000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피터 블룸필드 지음  |  양혜원  옮김 264면｜12,000원

성령과 신앙 잭 레비슨 지음  |  홍병룡  옮김 336면｜15,000원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아이오와주 오렌지 
시티에서 대학 교목으로, 남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사 
로 사역했다. 현재 워싱턴주 스포케인에 있는 휘트워 
스 대학교의 종교 및 철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휘트워스의 졸업생들은 7회에 걸쳐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로 선정한 바 있다. 커다란 상실과 비극 앞에 
서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담아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준 싯처의 저서로는 『회복력 있는  
신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
, 『사랑의 짐』(이상 성서유니온), 『하나님 앞에서 울다』
(좋은씨앗), 『영성의 깊은 샘』(IVP) 등이 있다.

Gerald L. Sittser제럴드 싯처



영성 작가이자 탁월한 역사학자인 싯처 
는 학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언어로 초 
대 교회의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책을 통해 신앙교리, 교회사, 영성 형 
성과 실천, 무엇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과 같은 헌신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따라 
야겠다는 영감과 도전을 받을 것이다.

제럴드 싯처 지음

이지혜  옮김

370면｜18,000원

회복력 있는 신앙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제3의 길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최종상 지음 388면｜17,000원

ONE. LIFE (원. 라이프) 스캇 맥나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336면｜15,000원

하나님의 공동선 송용원 지음 272면｜14,000원

하나님의 뜻 [개정3판] 제럴드 싯처 지음  |  윤종석  옮김 양장 380면｜19,000원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조엘 비키 지음  |  김진선  옮김 128면｜6,000원

예수의 도전 톰 라이트 지음  |  홍병룡  옮김 304면｜13,000원



어린이, 청소년

Chapter 5.



이 책은 성경 이야기를 인포그래픽 
과 이미지를 통해 ‘생생한 이야기’ 
로 다가오게 한다. 성경의 중요한 
지명과 사람을 지도와 표로 깔끔하 
게 정리하고, 중요한 개념을 기발한 
방법으로 묘사한다. 어린이가 스스 
로 성경을 읽도록 돕고, 다양한 자 
료는 소그룹에 활용할 수 있다.

바이블 인포그래픽 팀 지음

김경희  옮김

양장 52면｜15,000원

바이블 인포그래픽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
인포그래픽으로 읽는
성경 이야기

양장 32면｜17,000원동글동글 예수님 로린 부이쑤, 샤를로뜨 아멜링 지음

박진숙  옮김

24면｜6,000원만들며 배우는 성경 00

큐티가 뭐예요   (워크북 + 팝업북)

박명섭 지음

10면｜6,000원만들며 배우는 성경 01

성경이 뭐예요   (팝업북)

박명섭 지음

60면｜8,000원만들며 배우는 성경 01

성경이 뭐예요 활용가이드
성서유니온 어린이 사역팀 지음

양장 32면｜17,000원동글동글 성경 이야기 로린 부이쑤, 샤를로뜨 아멜링 지음

박진숙  옮김



양장 60면｜16,000원바이블 인포그래픽 2 바이블 인포그래픽 팀 지음

김경희  옮김

144면｜10,000원바이블 인포그래픽 활동북 바이블 인포그래픽 팀 지음

정효진  옮김

132면｜12,000원사도행전 비주얼 가이드 케빈 드영 지음  |  이여진  옮김

스물네 개의 신앙낱말을 손에 잡히는 
언어로 풀이한 책이다. 신앙낱말마다 
6-7개의 예시로 다양하게 설명했기 
에 자칫 어린이가 어려워할 수 있는 
신앙개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고,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은 마음이 
따뜻해지게 한다.

김주련 지음

이수빈 그림

152면｜12,000원

어린이를 위한

신앙낱말사전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앙낱말을 손에 잡히는 
언어로 친절하게 풀다

와! 성경이 살아 있다 (그림으로 말하는 성경) 데니스 존스 지음 양장 352면｜25,000원

양장 192면｜15,000원와! 나도 성경을 읽어요 그웬 엘리스 지음  |  김경희  옮김

168면｜9,000원요나와 꼬마벌레 질 브리스코 지음  |  이혜림  옮김

우리 아이 작은 기도 로이스 록, 케이 위도우슨 지음

황병훈  옮김

양장 64면｜8,000원

우리 아이 작은 성경 로이스 록, 케이 위도우슨 지음

김경희  옮김

양장 128면｜12,000원



성경묵상, 소그룹

Chapter 6.



 

성경의 큰 그림 본 로버츠 지음  |  전의우  옮김 202면｜11,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지음 308면｜15,000원

묵상과 일상 김병년 지음 196면｜10,000원

성경묵상 처음과정
성서유니온선교회 지음 ｜ 28면 ｜ 3,000원

대상: 성경묵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활용: 묵상 동기 부여 및 새신자 교육

이 책은 1단계에 해당하는 훈련교재로서, 성경묵상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 
로서의 성경묵상을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성경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교회나 모임에서 1:1 성경묵상 교육이나 묵 
상 시작 프로그램뿐 아니라 새가족(새신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개정4판]

고든 D.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지음

박대영, 오광만  옮김

372면｜17,000원

묵상과 해석 정성국 지음 352면｜15,000원

개인성경연구 [개정판] 이용세 지음 304면｜14,000원

성경묵상 배움과정
성서유니온선교회 지음 ｜ 52면 ｜ 4,000원

대상: 성경묵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활용: 묵상 기본 및 실습 훈련, 제자훈련 묵상 교육

이 책은 2단계에 해당하는 훈련교재로서, 성경묵상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아직 성경묵상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성경묵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단 
계와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성경묵상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습니다. 각 과가 실제 묵상하는 순서를 따라 
진행되고, 각 과의 끝에 성경묵상 실습 본문을 제시하 
고 있어 배운 것을 자연스럽게 실습함으로서 성경묵 
상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도록 돕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나님의 뜻 [개정3판] 제럴드 싯처 지음  |  윤종석  옮김 양장 380면｜19,000원

성경실천 J. 스코트 듀발, J. 다니엘 헤이즈 지음

이승진  옮김

472면｜20,000원

묵상의 여정 박대영  지음 양장 440면｜21,000원

성경묵상 세움과정
성서유니온선교회 지음 ｜ 76면 ｜ 5,000원

대상: 성경묵상의 깊이를 더하며, 다른 사람에게 묵상

        

활용: 묵상나눔 인도자 훈련, 목자(구역장) 교육

을 소개하고 묵상 모임을 인도하고 싶은 분들

이 책은 3단계에 해당하는 훈련교재로서, 지속적으로 
묵상의 삶을 살아가며 개인 성경묵상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묵상을 소개하고 묵상 나눔 모임을 
인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묵상을 위한 
신학에서 부터 성경해석과 적용, 묵상 나눔 모임 만들 
기와 인도하기, 그리고 말씀 공동체로 이어지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56면｜4,000원큐티 스타트 (청소년 큐티 훈련교재) 성서유니온 청소년 사역팀 지음

312면｜3,000원큐티로 날다 성서유니온선교회 지음

199면｜8,000원큐티는 파티다 탁주호 지음

44면｜6,000원큐티 첫걸음 (어린이 큐티 훈련교재) 성서유니온 어린이 사역팀 지음

큐티 나눔 모임을 재밌고 풍성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도구다. 
카드 순서를 따라 가면서 모임의 시작
부터 마무리까지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으며, 카드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말씀 
을 깊게 묵상하고 넓게 나눌 수 있다.

성서유니온선교회 지음

108면｜10,000원

큐티 나눔 카드

깊이 있는 성경묵상,
풍성한 큐티 나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