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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요 

본 과목은 열두 소선지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개관하겠지만 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대선지서에 초첨을 

맞추고 이 세 선지서의 내용을 각각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의 빛 아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이 선지서들을 사용하는 주된 방법들에 대해서도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메시지들과 신약성경에서의 발전이라는 이 두 요소를 오늘날의 설교 사역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삶과 목회사역을 위한 중요성 

너무나 자주 회중은 신약성경 본문에 대한 설교만 듣고 구약성경의 풍부하고 근본을 이루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약성경의 본문을 설교하기 겁내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이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선지서들에서 회망과 도전에 대해 설교하는 장을 열어줄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이스라엘 예언의 전통들의 다양성과 일치성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며, 

 이 책들의 중심 주제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과 예언자적 고발과 소망에 나타나는 윤리적 암시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며,  

 기독교 복음 선포에 선지서들의 공헌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구약 성경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로서 비평적이며 건설적으로 학문적 자료들과 방법들을 사용하는 향상된 

기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과목 구성 

매일 8 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 주간 진행되는 집중강의로 강사의 강의와 소그룹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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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및 평가 

1. 독서와 독서 보고서:  

4 학점 등록자: 1,500 페이지 이상 독서에 15 페이지 보고서;  

8 학점 등록자: 3,000 페이지 이상 독서에 30 페이지 보고서 

2. 학생들이 선택한 각 선지서들의 역사적인 상황과 메세지들과 신약과 연관성을 연구한 연구보고서 (4 학점:15 pages;  

8 학점: 30 pages)    

3. 선택한 예언서 본문들에 대한 연구와 주해에 기초하여 설교 아웃라인을 만들어 제출한다 (4 학점 등록자: 10 페이지; 

8 학점 등록자: 20 페이지). 

3. 모든 등록 수강자는 1 주일간 집중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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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