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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강좌는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확실하고 깊이 있게 터득하도록 하고, 그 복음을 자신들의 

회중에게 포괄적으로 선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1) 먼저 공관복음서들을 토대로 

하여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와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어떻게 사도적 선포가 기원했는가를 

살펴보고, 2) 사도들의 공통 복음의 기독론적, 구원론적 선포 양식들을 분석하여,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음미하고, 3)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며 그의 사도직을 수행해 갔는가를 토론할 것입니다. 이 강좌의 

전 과정에서 성경 주석의 방법론 (exegesis), 해석(interpretation), 상황적 해석(contextualization)에 관련된 해석학적인 

이슈들도 다루게 될 것이며, 성경 신학에 대한 더 포괄적이고 깊은 이해와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울 것이고, 목회자들이 오늘 자신의 회중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습 목표:  1) 복음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과  

2) 사역을 위한 견고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세우며  

3) 본문 해석과 설교를 위한 해석학적 기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목 형태:  1 주일 집중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강의와 토의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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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1.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읽으신 후 독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총 3,000 페이지 이상) 

2. 세미나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세미나 후에는 40 페이지 (Letter Size Paper 기준, 글자크기 11, Double 

Space (200%)) 정도 길이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1)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들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상호 연관 지어 

설명하고(25pp),  

2)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약술한 뒤(3pp),  

3) 나의 회중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과 필요들을 분석하고(5-7pp),  

4) 오늘 내가 나의 회중에게 선포해야 할 “복음”을 그려보십시오(7-1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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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