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T 748:  요한복음 원어 강독 Reading the Gospel of John in Greek 

Jin Ki Hwang, PhD |  4/8 학점 Con 1 

 

강의개요:   

이 세미나는 초급과 중급 헬라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읽고 해석하는 강독과목입

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강독과 주해 연습을 통해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와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게 됩

니다. (이 과목은 성서언어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삶과 사역을 위한 중요성:  

비록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신약 원어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목회에서 실제로 신약 성경을 활용하는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신약 헬라어 성경에서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요한복

음을 목회에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의 수강생들은  

(1) 초중급 헬라어 문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2) 요한복음의 헬라어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3) 요한복음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들을 이해하고 

(4) 주해에 기초하여 설교나 교육자료를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과목의 구성: 

이 과목은 매주 3시간씩 10주간 진행되며 짧은 강의와 헬라어 문장 독해, 웍샵, 소그룹 토론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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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및 평가 

1. 모든 수강생들은 모든 수업에 참석해야 하며 주해 웍샵과 소그룹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30%). 

2. 세미나 이전 과제: (30%) 

(1) 첫 세미나 때까지 초중급 헬라어 문법 1권을 택하여 헬라어 문법 핵심 사항을 10페이지로 정리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single space). 자세한 것은 강의계획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 매주 수업에서 다루게 될 헬라어 본문을 미리 예습하고 문법 노토를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3. 세미나 이후 과제: (40%) 

(1) 독서 리스트에서 읽은 책 각각에 대한 독서 비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4학점 등록자는 필독도서에서 

1,500페이지 이상 독서, 8학점 등록자는 필독/추천도서에서 3,000페이지 이상 독서) 

(2) 주어진 본문에 대한 15페이지 주해 보고서. 

다양한 주해 방법을 활용하여 본문의 문학적, 역사적 문맥 속에서 그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에 기초

하여 자신의 회중에게 전할 설교 아웃라인을 제시한다 (4학점 등록자는 1편, 7학점 등록자는 2편. 자세한 

보고서 작성 요령은 수업시간에 안내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