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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세미나는 NT745 신약 성경 신학 I 의 후속 과목입니다. 세미나의 목적과 연구방법은 NT745 와 같으나, 

후반부에서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던 부분들, 즉 4 복음서에 나타난 다양한 사도적 선포, 히브리서와 계시록의 신학들을 

다루게 됩니다. 계시록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은 한국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겼는데, 이 과목에서는 한국교회 

내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이러한 신약성경의 책들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이러한 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따라서, 한국의 강단을 풍요롭게 하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상황화 할 수 있는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네 복음서, 히브리서와 계시록에 여러 설교 방법들을 이해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성서 해석학(Hermeneutical) (해석(interpretation) 과 설교) 기술을 훈련을 하게 될 것이며 

 사역을 위한 견고한 성경적 신학기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목 형태:   이 과목은 일주일 강의와 토론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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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1.적극적인 토론 참여와 출석- 40 hrs.   

2. 3000 페이지 이상의 필독도서 혹은 참고도서를 읽은 후 독서보고서 작성. (8 학: 3,000 pages – 160 learning activity 

hours, 4 학점:1500 pages- 60 learning activity hours)          

3. 연구 보고서 (40 페이지). 연구 보고서의 주제는  

1) 신약 성경의 다양한 복음 선포 유형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을 설명하고 (공통점들과 

상이한 특징들)  

2) 나의 회중에 이를 어떻게 조화 있게 선포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8 학점: 40 pages – 120 learning activity hours, 4 학점: 20 pages – 60 learning activity hours)  

• 제출할 과제물은 Letter Size Paper, 한컴바탕 font, 글자크기 11, Double-space(200%), 각주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과제물 제출 시한 (세미나 후 6 개월) 

 

 

 

 

 

주의: 위의 사항은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