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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지듯 송 박사의 글은 감칠맛이 날 

뿐 아니라, 읽어가며 ‘나도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 ‘나도 할 일이 

있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느끼게 한다.

- 성기호(캄보디아 바티에이국제대학교 총장)

그는 리더십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성품과 기도에 대한 것이

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보여 준다.

- 그레이엄 힐(몰링칼리지 학장)

저자는 리더십을 인물이나 직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기

에 리더십은 위대한 지도자나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

구에겐가 영향을 미치며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며 의미 있게 삶을 살

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전 총장)

완벽한 리더십 교본 《N리더십》은 느헤미야서를 근거로 교회의 리더십, 국가의 리더십, 심지

어 일반 조직 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귀한 교과서이

다.

- 박형용(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 총장)

이 시대에 젊은 리더들에게 다시 없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고 본다. 리더십에 대한 풍성한 자

료와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특별한 부분의 리더십을 쉽고 간결하게 해석하고 정리한 책이다.

- 권다윗(알파크루시스대학교 한국학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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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시드니에 소재한 알파크루시스대학교 한국학부 교수

(원격교육학부장). 

초신자 시절부터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탁월

한 리더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가장 큰 은총과 축복으

로 여기고 있다. 대학 시절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김준곤 목사의 하나님 사

랑과 영혼 사랑, 그리고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비전에 깊은 감동을 받고 평생의 멘토로 모셨다. 두란

노서원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월간 잡지 <빛과 소금> 

을 창간할  당시부터 9년간 일하면서, <빛과 소금> 

<목회와 신학> 편집장을 지내며 하용조 목사의 탁월

한 통찰력과 안목, 미래 지향적 리더십의 영향을 받았

다. 1995년 호주로 이민하여 LA 동양선교교회 지교

회인 두란노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며 임동선 목사의 

‘선교적 리더십’이 사역의 모델이 되었다.

극동방송 MC로 ‘하나 되게 하소서-신앙 논단’ 프로그

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시드니 2대 명문 신학교인 

몰링칼리지 한국학부장으로 잠시 일했다. 몇몇 신문

과 잡지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집필하며 문서사역에 소

명과 애정을 갖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헨리 나우웬 

의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있고, 칼럼집으로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을 돌파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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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리더십’은 무엇보다 느헤미야(Nehemiah) 리더십이다. 넘버원(No. 1) 리더십이며, 

훌륭한(Nice) 리더십이다. 고결한(Noble) 리더십일 뿐 아니라 출중한(Notable) 리더십

이며, 멋진(Neat) 리더십이다. 현재와 미래의(Now and Next) 리더십이며, 영양가 있는

(Nutritious) 리더십이다.

No.1 Leadership Nice Leadership Noble Leadership

Notable Leadership Neat Leadership Nutritious Leadership

Now  and Next Leadership

우치무라 간조의 저서

김유곤 옮김 | 272쪽 | 10,000원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결을 옹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의 글!

우리는 하나님을 얻어서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 세상은 최대

의 행복을 찾고 있으면서 아직 그 최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는 일이다.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얻는가? 

구안록

김유곤 옮김 | 288쪽| 12,000원 

시대를 넘어선 복음, 그에게 진정한 신앙은 행동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성경, 신앙, 소망, 사랑, 구원 등 신

앙인들의 영원한 주제 안에서 세계적 기독교 사상가 간조는 하

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에 부딪힐 때 생기는 소감所感을 전한다. 

시대를 넘어서서 한 영혼이 경험한 고투, 승리와 환희, 감사의 

기록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의 신앙과 정신, 사상, 생애, 

사업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복음, 그 진리와의 대화

소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