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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요: 

이 과목은 회복 사역의 신학적인 기본, 회복의 개인적인 역동의 개관 그리고 지역교회에서의 회복사역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련된 실천적인 고찰을 탐구하기 위한 개략적인 소개를 제공한다. 

과목의 목적: 

이 과목의 세 가지 목적은: 

(1) 학생들이 중독, 학대 그리고 외상의 역동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지식을 잘 갖추게 한다. 

(2) 학생들이 이러한 이슈로 고민하는 사람들과 효과적인 사역을 발전시키기를 도와줄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인 자원을 이해하게 한다. 

(3)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 효과적인 회복사역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을 더욱 더 가능하게 

한다.

목회 사역과의 관련성:

    중독, 학대 그리고 외상의 역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목회적인 전략은 이러한 이슈로 고민한 사람

들과는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없어 보인다. 다행이도 회복사역의 근본은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많은 교회는 지금도 독특한 크리스천 회복사역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 

과목구성: 

한 주간의 집중 강의로 수업이 이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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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1. 모든 등록학생은 일주일간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2. 독서 보고서를 제출(4학점: 1,500 페이지 / 8학점; 3,000 페이지) 

3. 세미나 보고서(Theological Reflection Paper): 

  회복과 관련된 신학적 주제를 선택하고 자세히 연구한다. 

  신학적 주제의 예들: 신앙고백(회복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적인 관점과 실제적인 영향), 

회복시키는 자와 치유(인내와 내버려두는 것 사이의 파라독스), 제자도에서 자유의지의 역할 (예수를 

위해 결정하는 것 또는 예수를 따르는 것), 중독(죄, 아픔, 습관 또는 질병, 중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올바른 단어를 찾아가는 것), 수치심과 중독(어떻게 중독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수치심이 중독을 유발하는 

가?), 한국에서 회복사역(한국적 상황에서 회복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 선행되어야만 될 신학적 이슈들), 

건강한 방식을 통한 회복사역(수치심을 강화시키지 않고 신앙고백과 회개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예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신학적 근육과 창조성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학점 등록자 :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20페이지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한국이민 

사회의 문화의 차이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인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한다.    

   *8학점 등록자:

    (1)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 20페이지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한국이민 사회의 문화의 

차이점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인식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어야 한다.    

    (2) 특정한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학적 성찰을 뒷받침하는 계획에 대해 20페이지의 연구보고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어떻게 자신의 이론들을 실제상황에 적용시킬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당신이 필요한 자료들은 무엇인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어떤 저항들이 예상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저항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 신앙고백과 회개같은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중요한 영적 훈련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의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신의 

전략들이 성공했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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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