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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21 세기에는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제자도, 선교 등이 실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육신하신 분으로 경험하는 점에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큰 회중은 상호연결되어 있는 보다 

작은 공동체들(의도적이든 임의발생적이든 간에)의 네트웍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역과 삶의 모델로 삼아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대변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영적 형성(Spirit transformation)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어떻게 지역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겠는지 그 이론과 실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  

(1) 수업 동안 기독교 형성과 제자도를 위한 성육신적 공동체를 경험한다. 

(2)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성육신적 신앙 형성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이해한다. 

(3) 신앙 형성의 보편적인 패턴들과 기독교 제자도의 단계들을 인지한다. 

(4)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신앙 형성 공동체를 이끄는 성육신적 지도자로 보고 평가한다. 

(5) 공동체를 통한 성육신적 신앙 형성을 위해 자신의 목회 사역을 새롭게 디자인한다. 

(6) 어떻게 다양한 크기의 신앙 공동체들이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한다. 

 

목적과 의의:  

목회의 이슈들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위해 

효과적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학위 논문을 쓰도록 도울 뿐 만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목회 현장을 

재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과목 구성:   

1 주일 간의 집중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 토론, 소그룹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매일 오전 8 시에 시작하여 오후 5 시에 

끝난다. 점심시간(12:00-2:00)에는 소그룹 세션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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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1) 독서보고서 (4 학점 등록자: 1,500 페이지 독서 후 각 책에 대해 독서보고서; 8 학점 등록자: 3,000 페이지 독수 후 각 책에 대해 

독서보고서) 

(2)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3 회 읽으면서 본문의 내러티브에서 성육신적 공동체와 신앙 형성에 대해 배우는 내용을 노트에 

정리한다. 

(3) 연구자의 신앙 여정과 신앙 형성 경험, 제자의 길을 걷는 동안 멘토가 되어준 분들에 대해 2 페이지 정도로 정리한다. 

(4) 성육신적 제자도를 위한 자료나 개념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볼 것 (총 20 시간 이상). 주제어: 제자(도), 성육신적 제자도, 

영적 형성, 기독교 형성, 기독교 제자도, 소그룹, 팀구축, 공동체 리더십, 리더십, 발달심리, 발달 학습, 믿음의 단계, 가르침 혹은 

배움. 연구자 자신의 성육신적 사역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나 인용문, 자료, 사람들, 커리큘럼 등을 정리할 것. 

(5) 연구자의 지역교회를 위한 성육신적 사역 계획을 5-7 페이지 정도로 작성한다. 

(6) 연구자의 지역교회를 위한 성육신적 리더 훈련 매뉴얼을 작성한다 (4 학점 등록자: 15-20 페이지; 8 학점 등록자: 30-35 페이지 

분량) 

(7) 모든 수강 등록자는 수업 시간에 빠짐 없이 참석해야 한다. 

*주의: 위의 사항은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kdmin.fuller.edu)를 통해 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