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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과목은 목회학박사 과정의 시금석 과목(touchstone course)입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목회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다

시 확인하고, 목회자로서의 사역과 삶에 대한 전인적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목회사역을 돌아보고, 목회현장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 자신의 목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

게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모두 마친 후에 학생들은 목회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얻고, 자신의 소명과 영적 은사, 목회 철학과 

목표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들, 곧 목회학박사과정을 진행하면서 심층 연구의 주

제로 삼게 될 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게 되고, 자신의 현재 목회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명과 어떻게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삶과 사역과 관련한 이 과목의 중요성:  

이 과목은 한인 목회자들이 목회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목회학박사 과정에서의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

회 여정의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과목 형태:   

이 과목은 강의와 퇴수회(retreat), 소그룹 토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주일 집중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과목과 관

련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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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1. 출석과 적극적인 과목 활동 참여 (20%).  

2. 할당된 분량의 독서를 하고(필독도서에서 1,500 페이지) 읽은 각 권에 대해 1-2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서평보고서를 제출 

(30%). 

3. 연구보고서 (50%): (a) 목회사역의 성경적, 신학적 원리들을 진술 (5페이지); (b) 자신의 소명과 영적 은사, 목회철학과 목

표 등을 위의 원리들에 입각하여 진술 (5페이지); (c) 자신의 사역 영역(들)에서 발견되는 2-3가지 중요한 문제들/필요들을 

분석 (5페이지); (d) 자신의 목회 상황에서 소명으로 받은 사명(들)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실행계획(들)을 제안 (5페이지). 

 

과목등록을 위한 조건: 없음 

 

커리큘럼과의 관계: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시금석 과목으로 전체 공통필수 과목(Program Core)임. 코스웍 1단계에서 이 과목을 수

강하여야 함. 2013년 여름학기 이전 입학자들의 경우 전체 공통필수로 NT745와 이 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기말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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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