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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742: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사역  (4/8 Units: 160/320 hours). 이학준 교수 
  
 
DESCRIPTION:  

본 과목은 다원주의 문화 상황에서 한국 혹은 미주 한인 교회가 직면한 윤리적, 목회적 도전과 
기회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단일문화로부터 포스트모던한 세계화된 사회로의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겸비된 신학과 윤리를 발전시키도록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 하에 있는 미주 한인 교회들 
가운데도 역시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다원주의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여 당황해하며 어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목회 상황에서의 윤리와 
문화가 마주하는 지점에 주목하면서, 본 과목은 포스트모던 시대에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목회 모델들 – 예를 들면 이머징 교회, 미셔널 교회, 셀 교회 등 – 의 강점과 한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지역 상황에서 성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신실할 뿐 아니라, 문화적 상관성을 갖는 자신들만의 목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돕는데 
있습니다.  
 

LEARNING OUTCOMES:  
 본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1. 자신들의 지역 목회와 문화 속에서 핵심적인 기독교적인 도덕적 확신, 비전, 가치의 요청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국 및 미주 사회적 상황에 대한 문화적 분석과 도덕적 묘사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자신들의 목회적 상황에 적합한 문화적 형태를 구축하면서 전근대적, 근대적, 
포스트모던적 사고와 연관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성경적 확신과 비평적 문화 분석의 조명 아래, 다양한 목회적 패러다임과 윤리적 전제들을 
이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URSE FORMAT:  
 본 과목은 한 주간 진행되는 intensive course 로 강의, 멀티미디어 발표,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제적 적용을 위한 과정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기대합니다.  
 
REQUIRED READING: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서울:강. 2009. ISBN: 9788982181313. 20,000  원. 348 pp.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ISBN: 9788904164219. 17,500 

원. 376 pp.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12. ISBN: 9788953114999. 10,000  

원. 260 pp.  
에디깁스. 넥스트처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0. ISBN: 9788983041524. 12,000 원. 379 pp. 
에디 깁스, 라이언 볼저. 이머징 교회. 서울:쿰란출판사. 2008. ISBN: 9788959226160. 

12,000 원. 390 pp. 

강준만. 갑과 을의 나라. 서울:인물과사상사. 2013. ISBN: 9788959062355. 13,000 원. 302 pp.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쌤앤파커스. 2010. ISBN: 9788965700036. 14,000 원. 320 pp. 
이학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서울:두레미디어. 2006. ISBN: 9788960282186. 10,000 원. 94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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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새물결플러스. 2011. ISBN: 9788994752051. 11, 
000 원. 231 pp. 

———, ed. Stepping Stone (in Korean). G2G Christian Education Center, 2014. ISBN: 
9781631735165. (Available in the classroom.) 

게하르트 로핑크. 예수와 공동체. 서울: 분도출판사. 1996. ISBN: 9788941985242. 8,000 원. 

308 pp.  
크레이그 밴 겔더. 선교하는 교회만들기. 서울: 베다니 출판사. 2003. ISBN: 9788985680967. 

9,500 원. 310 pp.  
양현혜 외. 서구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ISBN: 

9788973007226. 12,000 원. 204 pp.  
 
RECOMMENDED READING: 
마누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서울: 한울. 2009. ISBN: 9788946050907. 29,000 원. 638 pp. 
김난도 외. 트랜드 코리아 2014. 서울: 미래의 창. 2013. ISBN: 9788959892525. 16,000 원. 432 pp.  
다니엘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1991. ISBN: 

9788939801073. 30,000 원. 422 pp.  

리차드 마우.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2004. ISBN: 9788932840291. 8,000 원. 196 pp.  

앨런 록스버그. 길을 잃은 리더들. 서울: 사랑 플러스. 2009. ISBN: 9788957313961. 10,000 원. 

252 pp.   
Spohn, William. Go and Do Likewise. Bloomsbury Academic, 2000. ISBN: 9780826412911 [240 pp. 

assigned]. $25.76. 
글렌 스타센, 데이빗 거쉬.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대전: 대장간. 2011. ISBN: 

9788970712215. 30,000 원. 688 pp.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서울: 디모데. 2008. ISBN: 9788938813961. 12,000 원. 444 pp.  

우석훈. 88 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2007. ISBN: 9788995995204. 15,000 원. 328 pp.  
양희송. 다시, 프로테스탄트. 서울: 복있는 사람. 2012. ISBN: 9788963600987. 12,000 원. 244 pp.  
 
ASSIGNMENTS:  

1. 강의에 늦지 않도록 출석. 수업에 요구된 독서 (4 학점- 1,500 pages; 8 학점- 3,000 pages) 와 
강의 토론 참석 (10%)  
Classroom: 40 hours 

2. 독서보고서 (양식에 맞춰 1-2 pages) (30 %) 
(Readings: 4 units – 90 learning activity hours; 8 units – 180 learning activity hours) 

3. 프로젝트 페이퍼. (4 학점- 20 page; 8 학점- 40pages) – 회중 연구 (case study) (60%) 
Term paper: 4 units: 30 learning activity hours; 8 units: 100 learning activity h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