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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742: 이머징 문화와 설교 (ENGAGING THE WORLD IN THE EMERGING CULTURES).  

Dr. Mark Labberton, Carolyn Gordon, Jim Reeve, Eunchul Charles Kim | 4/8 학점  Con 1 

 

과목개요:  

이 과목은 1 주일간 진행되는 집중세미나로서 학생들은 네 명의 초청 설교자들(주로 설교학교수들)에게서 어떻게 설교의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지, 21 세기의 이머징 문화를 가진 회중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적 삶과 사역에 있어서의 이 과목의 중요성:  

한국과 미주한인교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목회사역에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설교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설교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매우 

막연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명의 설교자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설교의 성경적 기초를 재확인하고, 설교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자신의 회중의 사회-문화적, 신학적 상황과 필요에 대해 부넉하고, 설교 준비와 전달을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과목의 학습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1) 21 세기 회중들의 이머징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2) 초청된 각 설교자가 가진 설교 원리들, 설교의 강조점, 설교의 실제 적용 등에 대해 음미하게 됩니다. 

(3) 자신의 회중의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4)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회중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과목 구성:  

이 과목은 1 주일간 집중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강의와 멀티미디어 프로젠테이션, 소그룹 토론과 활동, 설교 실습 

등으로 구성됩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8:00am-6:00pm 에 , 금요일의 경우 8:00am-12:00pm 에 모이게 됩니다. 

(1) 월-목요일 

 초청 설교자(설교학교수)의 강의 (5 시간: 8:30am-12:00pm; 1:30-3:00pm) 

각 설교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설교의 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자신의 성경해석과 설교를 

위한 도구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회중의 사회적, 문화적, 신학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같은 청중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설교의 강조점을 예시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초청 설교자의 접근법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실습 세션 (진행- 김은철 박사: 3:00-6:00pm) 

(2) 금요일 

 4 인의 설교자의 접근법에 대한 종합 평가 분석 및 실습 세션 (진행- 김은철 박사: 8:00am-12:00pm)  

 

필독도서: 

*켄트 앤더슨(Kenton C. Anderson), 설교자의 선택, 서울, 성서유니온, 2008. 15,000 won. ISBN: 9788932520490. 344 pages. 

*잭 에즈윈, 현대인을 위한 성경적 설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15,000 won .ISBN: 9788934110859.  430 pages.  

*그래함 존스톤,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전략,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10,000 won. ISBN: 898742765X. 320 pages 

*김은철, 가슴 시원한 설교, 쿰란출판사, 2010. 10,000 won. ISBN: 9788959229918. 227 pages. 

*마크 래버튼, 껍데기 예배는 가라, 서울: 좋은 씨앗, 2010. 10,000 won. ISBN: 9788958741602. 271 pages 

*레너드 스윗 & 프레드리카 매튜스 그린,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 문화, 서울:이레서원, 2008. 12,000 won. ISBN: 

9788974354107. 29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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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annon, John S. Preaching & The Emerging Church: An Examination of Four Founding Leaders: Mark Driscoll, Dan 

Kimball, Brian McLaren, and Doug Pagitt.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2010. $18.95. ISBN: 

9781453694589. 318 pages. 

*Gibson, Scott M., ed. Preaching to a Shifting Culture: 12 Perspectives on Communicating That Connects. Grand Rapids: 

Baker Books, 2004. $14.99. ISBN: 9780802092639. 256 pages.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설교의 레노베이션을 꿈꾸는), 서울: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8,000 won. ISBN: 

8988675304. 556 pages.  

*티머시 켈러, 살아 있는 신, 서울:베가북스, 2010. ISBN: 9788992309295. 374 pages. 

*존 오트버그, 위대한 설교, 서울:국제제자훈련원, 2005. 11,000 won. ISBN: 9788957310748. 186 pages. 

*더그 패짓, 여전히 믿을 만한 기독교, 서울:포이에마, 2009. 11,000 won. ISBN: 9788993474091. 303 pages. 

*Pagitt, Doug. Preaching in the Inventive Age. Sparkhouse Press, 2011. $14.99. ISBN: 978-1451401486. 228 pages. 

*앤디 스탠리, 설교코칭(최고의 설교자를 만드는). 서울:디모데, 2007. 11,000 won. ISBN: 9788938813435. 251 pages. 

*키이스 윌 하이트 & 스콧 깁슨, 빅 아이디어 설교, 서울:디모데, 2002. 7,000 won. ISBN: 8938810593. 231 pages. 

*폴 스콧 윌슨, 네 페이지 설교, 서울: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6,000 won. ISBN: 8988675312. 480 pages. 

 

추천도서: 

 

랍벨, 네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서울:포이에마, 2011. 11,000 won. ISBN: 9788993474503. 292 pages. 

Carl, William J. III, ed. Best Advice: Wisdom on Ministry from 30 Leading Pastors and Preachers. Louisville: WJK, 2009. 

$20.00. ISBN: 9780664232436. 193 pages. 

프랜시스 챈, 크레이지 러브, 서울: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9. 9,500 won. ISBN: 9788957402115. 263 pages. 

팀 켈러, 왕의 십자가, 서울:두란노, 2013. 15,000 won. ISBN: 9788953118935. 336 pages. 

Labberton, Mark. The Dangerous Act of Loving Your Neighbor: Seeing Others Through the Eyes of Jesus. $20.00. Deerfield: 

IVP, 2010. ISBN: 9780830838400. 236 pages. 

존 오트버그,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 서울:두란노, 2010. 13,000 won. ISBN: 9788953114029. 356 pages. 

Reeve, Jim. God Never Wastes a Hurt. Creation House, 2000. $23.54. ISBN: 9780884197386. 224 pages. 

 

과제물: 

1. 모든 학생들은 세미나 전체를 출석하셔야 합니다. 

2. 독서보고서: 8 학점 등록자의 경우 *표가 있는 책을 읽고 그외 필독도서와 추천도서에서 총 3,000 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하며, 4 학점 등록자의 경우 *표가 있는 책에서 1,500 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책 

각권에 대해 Reading Reflection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후속 모임-4 편의 설교 준비와 실행: 모든 학점등록자는 강의시간에 배운 내용(특별히 각 설교자가 가르치고 

보여준 도구들)을 이용하여 주어진 본문에 대한 네 편의 설교를 작성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등록생들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김은철 박사의 인도 하에 Preaching Lab 에서 후속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준비한 설교는 이 시간에 발표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준비한 네 편의 설교를 

비디오로 찍어 사무실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4. 8 학점 등록자의 경우 이머징 문화적 상황에 있는 회중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겠는지에 대해 

15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커리큘럼과의 연관성:  

KDMin 과정의 성경연구와 설교(Biblical Studies and Preaching) 집중분야의 코스웍 학점 요건을 충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