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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신대원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어성경을 목회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목회자들은 그

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특별히 헬라어 신약성경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배우고 헬라어 원문 주해에 기초

한 설교문 작성을 연습하게 됩니다. 4학점과 8학점 중에 선택하여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성경언어 학점으로도 인정됩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의 목적은 목회자들이  

 다양한 성경 비평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헬라어 신약성경을 문학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주해의 결과들을 설교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과목 구성: 이 과목은 1주일간 진행되는 코스로, 강의와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소그룹에서의 주해 연습으로 구성됩니

다. 헬라어 신약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되겠지만,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용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설명이 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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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어 신약성경/소트프웨어: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혹은 The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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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e Works 8.0 이상 

 

과제 및 평가:  

1. 세미나 기간 내 2회의 take-home assignments가 있습니다. (20%. 4학점의 경우에는 2개 중 가장 점수가 잘 나온 

것 1개만 최종 학점에 고려될 것입니다.) 

2. 3,000페이지의 독서와 독서보고서 제출 (20%. 4학점의 경우 1,500페이지). 

3. 수업시간에 제시될 본문들 중 택 2하여 각각에 대해 15페이지 분량의 주해보고서를 제출.  이 보고서에는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한 주해 방법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본문을 문학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학생 자신의 교회 청중들에게 제시한 설교의 아웃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50%. 

4학점의 경우 주해보고서 1개) 

4. 출석 및 소그룹 활동 참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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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