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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기이해 및 관리, 위기 목회와 상담, 영성 문제들, 위탁 상담, 

약물 중독, 질병, 사별, 우울증, 조울증, 자살,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부부갈등, 학대, 부정, 이혼, 재혼.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위기들을 신학적,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음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한 목회적 개입방법들을 습득함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의 헌신된 자세를 배움 

 목회자의 자기이해와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함 

 

목적과 의의: 

미주 한인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은 가족간의 갈등들과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들로 나타나는 심각한 가족위기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위기 속의 성도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가 탈진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손상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효과적인 위기사역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과 아울러 자신들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과목구성: 1 주일 집중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강의와 토의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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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I. 독서보고서 3000 페이지 

   3000 페이지 이상의 필독도서 혹은 참고도서를 읽은 후 독서보고서 제출. 

  

II. 선택 1 

1)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설교 작성 15p. 

2) 치유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페이퍼를 작성할 것. 20p. 

3) 수업에서 가장 배운 점들이 무엇인가를 토론할 것. 5p  

 

선택 2 

1)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설교 작성 15p. 

2) 목회자의 자기이해와 관리라는 주제에 관한 페이퍼를 쓸 것. 20p.  

3) 수업에서 가장 배운 점들이 무엇인가를 토론할 것. 5p  

 

선택 3 

1)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설교 작성 15p. 

2) 수업 중에 다룬 주제나 그 외의 본인의 관심영역의 위기를 한 가지 골라서 (예; 중년의 위기, 반드시 위기에 관한 

주제여야 함) 주제 paper 를 준비하되, 그 위기에 대한 신학적 설명 5p. 

3) 심리 사회적 설명 5p. 

4) 사례(가능한 한 자신이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고 어떻게 상담했는지를 밝힐 것) 5p. 자신이 상담한 사례가 없으면 문헌에 

나타난 사례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5p), 그것도 가능하지 않으면  2) 3) 5)를 합하여 20 페이지로 준비할 

것. 실패한 사례도 상관없으니 가능한한 자신의 사례를 소개할것. 



5) 그 위기에 관한 목회적 접근책들을 (1.목회자의 역할과  2.교인들의 역할과 3. 교회가 펼쳐야 할 프로그램들)을 토론하고 

5p. 

6) 수업에서 가장 배운 점들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기초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위기사역을 해 나갈 것인 가를 토론할 것. 

5p  

 

참고자료: 8 개 이상 

출처를 반드시 밝히시고 출처의 페이지도 밝힐 것. 

 

* 프로젝트 페이퍼는 Letter Size Paper, 한컴바탕 font, 글자크기 11, Double Space (200%), 각주를 표기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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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