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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오늘날 설교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와 미디어에 젖어 있는 문화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 년 동안,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설교에서의 다양하고도 새로운 접근들이 

생성되어 왔습니다. 본 과목은 학생 여러분들로 Craddock 의 귀납적, Lowry 의 이야기식 등. 그리고 Haddon 

Robinson, John Stott 의 강해식 설교, 또한 잘 알려진 한국 설교자들의 설교접근법과 그 설교들을 학습, 연구하고 

나아가 평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의 설교 목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접근법들을 

분별력 있게 평가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설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다양한 설교 접근법들을 더욱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다 충실히 함으로써 삶을 더욱 더 충실히 해석하게 된다. 

 복음의 훌륭한 전달자가 되려는 열정을 갖게 된다. 

 복음을 더 잘 강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expositor-narrator) 된다. 

 

목적과 의의: 

설교가 살아날 때,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설교에 힘이 생기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의 설교 기술을 개선시키고 뛰어난 설교가가 되고자 하는 

동기과 열망을 북돋는 데 있습니다. 

 

과목 구성: 

일 주일간 진행되는 본 세미나는 강의와 발표, 소그룹 웍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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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1) 세미나 전 과제 

모든 학생은 전체 3,000 페이지에 해당하는 세미나전 준비독서를 해야 합니다.  먼저 필독서중 10 권을 읽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추천 도서 목록에서도 원하는 책이 있으면 선택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청강하는 분들의 경우에도 

세미나전 최소 200 페이지의 독서를 미리 하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 세미나 중 과제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과 청강하는 모든 학생들은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며,  수업 중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업 중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세미나 후 과제 

1. 3,000 페이지에 해당하는 독서와 독서보고서 (8 학점인 경우) [4 학점을 수강하는 학생은 1,500 페이지입니다]. 

2. 수업시간에 주어지는 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작성 [8 학점 40 페이지; 4 학점 

20 페이지] 

3. 5 페이지 분량의 ‘나의 설교 여정에 관한 이야기’(Self-Reflection on My Preaching Jou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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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