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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세미나는 교회를 평신도 목회 상담을 통한 돌봄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 

상담과 사역을 위한 성경적 접근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교회를 돌봄의 공동체로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탄 

교수가 직접 개발한 지역교회에서의 평신도 상담 및 사역 훈련의 모델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Mel Steinbron 박사의 Lay Pastors Ministry 를 비롯하여 평신도 상담의 다양한 이론과 사역 모델을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과목이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와 상담 사역의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평신도 상담가들을 선택하고, 훈련시키며, 감독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평신도 상담 사역에 관한 법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목회사역과의 관련성: 

이 세미나는 목회 상담과 관련된 과목으로 교회 안팎의 평신도 사역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가르침(벧전 2:5, 9)과,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요 13:34, 35),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라(갈 6:1, 

2)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 세미나는 평신도 목회와 상담 사역을 통해 돌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과목 구성: 

1 주일 집중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강의와 토의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소그룹 나눔과 특별한 돌봄과 상담의 

기술들을 습득하기 위해 역할연기(roleplaying)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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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1.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읽으신 후 각 권에 대해 독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학점 수강일 경우는 

3,000 페이지, 4 학점 수강일 경우는 1,500 페이지) 

2. 세미나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1) 평신도 상담 사역의 모델, 2) 그 모델의 성경적 관점, 3) 평신도 

상담 사역자의 선발, 훈련, 관리, 평가, 4) 평신도 상담 사역을 통해 어떻게 교회 사역과 성장 및 성숙을 

다양한 측면으로 극대화 시킬 것인지를 제시한다. (8 학점: 40 페이지, 4 학점: 20 페이지) 

3. 모든 학생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주의: 위의 사항은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www.fuller.edu/kdmin) 를 통해 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