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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개요:   

최근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에서 셀교회(종종 가정교회로 불리기도 함)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셀교회(혹은 가정교회) 사역의 성경적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회사적으로 이 운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

는지를 분석하고, 신학적인 반성을 시도하고, 성경적인 원리를 어떻게 개 교회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 지

에 대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과목의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1)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얻는다.  

(2) 셀교회(혹은 가정교회)의 성경적 원리들을 정리한다. 

(3) 신학적 관점에서 현대의 셀교회(혹은 가정교회) 운동을 평가하는 훈련을 한다.  

(4) 자신의 지역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셀교회(혹은 가정교회) 사역 모델을 개발한다.  

 

목회사역과의 연관성: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성경적, 신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선교적 상황에서 이해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지역교회의 목회사역과 교회 구조, 리더십, 공동체 생활에 대해 가지는 

실천적인 함의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구성:   

1주일 집중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강의와 multi-media presentation 및 소그룹 토의로 구성됩니다. 또한 현재 셀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셀교회 혹은 가정교회 사역철학과 도입 혹은 전환 과정, 정착, 열

매, 비전 등에 대해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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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4학점: 160 credit hours; 8학점: 320 credit hours) 

1.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읽으신 후 독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8학점 수강일 경우는 3,600 페이지 [200 credit hours], 

4학점 수강일 경우는 1,600 페이지 [80 credit hours])  

2. 세미나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4학점: 20페이지 [40 credit hours], 8학점: 40페이지 [80 credit hours]): (1) 이 

페이퍼에서 학생들은 셀교회(혹은 가정교회) 사역의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25%), 한국교회에서의 셀교회(혹은 가정

교회) 사역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25%) 자신의 교회에 맞는 셀교회(혹은 가정교회) 사역을 계획, 

실행, 평가한다(50%). (8학점 수강자는 40페이지, 4학점 수강자는 20페이지). 특별히 실행 부분(후반부 50%)과 관련하

여 다음의 옵션들 역시 가능하다.  (2) 이미 셀교회 혹은 가정교회 사역을 시행하고 있으면 현재의 사역을 강의 내용

과 독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조정하여 실행하고, 다시 평가한 내용을 담아도 됨 (50%). (3)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

은 경우 (a) 전통교회에서 혹은 교회를 개척을 통해 셀교회/가정교회 사역을 목회사역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

계들을(5년간) 제시하거나 (50%) (b) 큰 계획의 보다 세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예를 들어: 셀교회/가정교회 사역

의 활성화를 위한 리더훈련 계획) 전략을 제시해도 됨 (50%). 

3. 모든 학생들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40 credit hours] 

 

 

과제물 제출 시한: 2015년3월 1일 (6개월 시한) 

이 시한 이후 2016년 9월 1일(2년 시한) 사이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 여전히 학점 취득이 가능하나 기간에 따라 

연장비가 부과됩니다. 불가피한 개인 신변이나 가족의 일로 인해 2년 시한까지 과제물 제출하지 못하시게 된 분들은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년 시한부터 아직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제물과 

함께 학사관련 청원서를 제출하여 교수회의 승인을 받을 시 졸업에 유효한 학점을 받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단계의 학점 감점 [예: A-  B+]이 적용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