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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크리스천 전문 사역자의 필요에 의해 신학적 고찰이 생겨났다는 것과 영성이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과 수련원,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과 깊게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일반 성도들의 사역을 위한 신학적 기초와 영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일상생활과 모든 직업의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룰 것입니다.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묵상이나 교회 활동에 

신실하게 참석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 삶의 압박, 환경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방식 등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학습 목표: 

이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들과 경험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사고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일상생활에 대한 심도 깊게 통합적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압박 안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영성 생활의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목적과 의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세상 안에서의 삶과 섬김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집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의 섬김이 전임 사역임을 볼 수 있게 하는 공적인 사역을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사역을 위해 리더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들의 개인적인 영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과목 구성: 

1 주일 집중강의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성경 주해, 신학과 영성이 통합된 강의, 소그룹 토의와 

일상생활의 문제 혹은 경험과 관련 있는 사례 연구로 구성됩니다.  

 

필독도서: 

 방선기. 일터에서 나누는 말씀. 기독신문사, 2005.  

 Banks, R. 시간의 횡포(The Tyranny of Time), 정영만 역, 요단, 1999.  

 Bonhoeffer, D. 신도의 공동생활(Life Together), 문익환 역, 대한기독교서회, 2003.  

 Foster, R. 돈 섹스 권력(Money, Sex & Power), 김영호 역, 두란노, 2001. 

 Mason, M. 결혼의 신비(The Mystery of Marriage), 오현미 역, 진흥, 2001.  



 Peterson, E. H.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Leap Over a Wall: Earthy Spirituality for Everyday Christians), 이종태 역, 

IVP, 1999.  

 Stevens, R. P.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박영민 역, IVP, 1999.  

 ________.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Down-to-Earth Spirituality), 최동수 역, 2005.  

 ________.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Liberating the Laity), 김성오 역, IVP, 2002.  

 ________. 영혼의 친구 부부(Marriage Spirituality), 강선규 역, IVP, 2003. 

 ________. 21 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The Abolition of the Laity/The Other Six Days), 홍병룡 역, IVP, 2001.  

 ________.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The Equipper's Guide to Every 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IVP, 2001.  

 

추천도서: (보다 자세한 도서 목록이 강의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Banks, R., and R. P. Stevens. The Complete Book of Everyday Christianit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6.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DMI), 2005.  

 

과제 및 평가: 

1. 필독도서와 추천도서를 읽으신 후 독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8 학점 수강일 경우는 3,000 페이지, 4 학점 

수강일 경우는 1,500 페이지)  

2. 세미나 보고서(Ministry Project Paper): 이 페이퍼에는  

(1) first-hand qualitative research,  

(2) 독서 목록에서의 연구,  

(3) 각자의 교회나 사역을 위한 실제적 적용을 포함한다. (8 학점 수강자는 40 페이지, 4 학점 수강자는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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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위의 사항은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