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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과목은 주제별 접근을 통하여 구약성경의 신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역할 

관계들 (role relationships)과 기대들(expectations)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며, 구약성경이 어떻게 신약성경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고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요 주제들은 창조와 시내산 언약이다. 창조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지혜”의 문제를 소주제로 다루고, 언약이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다윗 언약을 소주제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와 언약 두 주제와 공통적으로 연관된 소주제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를 다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주제들을 구체적인 본문들을 신학적으로 주해함을 통해 제시하게 될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1. 구약의 주요 본문들을 통해 구약성경의 신학적 개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정기적으로 구약성경을 자신들의 설교와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목적과 의의:   

설교자들은 너무 자주 자신들의 설교와 성경공부를 위해 오직 신약성경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구약성경을 기초로 사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이 과목은 이런 설교자들이 구약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사역 안에서 

구약성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과목 구성:   

이 과목은 1주 간의 인텐시브 과정으로, 매일 8시간 5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수업은 강의와 그룹 토론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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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labus 에 표시된 구약성경 본문들 (한글성경) 

Anderson, Bernhard W. 구약신학 (Contours of Old Testament Theology). 서울: 한들, 2001. 552 pages. Price:  25,000 

won. ISBN: 89834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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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 Brevard S. 신구약성서신학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서울: 은성, 2001. 874 pages. 

Price:  28,000 won. ISBN: 897236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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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Price: 9,000 won. ISBN: 8941971306. Parts 2 and 3 of Volume 2. 292 pages. Price: 8,500 won. ISBN: 

8941971519.  

 

추천도서: 

Goldingay, John. 구약 해석의 접근 방법 (Approaches to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2. 222 pages. Price: 7,000 won. ISBN: 8944701725. 

________. 구약의 권위와 신학적 다양성 (Theological Diversity and the Authority of the Old Testament).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3. 336 pages. Price: 9,000 won. ISBN: 8944701911. 

House, Paul R. 구약신학 (Old Testament Theology).서울: CLC, 2001. 1,054 pages. Price: 30,000 won. ISBN: 8934106999. 

Matthews, Victor H. Old Testament Themes. St. Louis: Chalice, 2000. 160 pages. Price: $16.99. ISBN: 0827227124. 

Routledge, Robin. Old Testament Theology: A Thematic Approach.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9. 384 pages. 

Price: $32.00. ISBN: 9780830828968. 

 

과제 및 평가: 

1. 모든 학생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2.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읽으신 후 독서 보고서를 작성. (8 학점 수강일 경우는 3,000 페이지, 4 학점 수강일 경우는 

1,500 페이지)  

3. 세미나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a. 8 학점 등록자는 40 페이지, 4 학점 등록자는 20 페이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주제들 (혹은 소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i. 관계된 구약 본문(들)에 대한 신학적 주해를 하고 역사적 문맥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30%) 

ii. 관계된 신약 본문(들)에 대한 신학적 주해를 하고 역사적 문맥과의 관계를 고찰할 것. 또한 

선택한 주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 주고 (30%) 

iii. 연구한 성경의 주제를 설교나 성경 공부의 형식으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지 고찰해야 

합니다 (40%) 

b. 출석: 이 수업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4/8 학점 구분 없이) 모든 수업에 참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