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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개요(Course Description): 

본 코스는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영성과 윤리에 대한 답변과 함께 비평적 연구를 제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도적적인 관습들과 적용되는 신학들 그리고 훈련되어지는 영성들(새벽기도, 통성기도, 해외선교후원 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전통들이 한국교회의 영성과 윤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왜 교회의 사역과 영성의 유형들이 새로운 한국의 상황가운데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학습할 것입니다.  

본 코스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와 언약 교리를 기반으로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틀을 대안으로 

탐구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의 사역과 영성 훈련을 재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목회사역과의 관련성(Significance for Life and Ministry)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주심을 경험하는 삼위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부를 강조하든 성자를 강조하든 성령을 강조하든간에 어떤 종류의 

단일신론(Unitarianism)이라도, 그것은 영성과 사역을 왜곡시켜버립니다. 본 코스는 학생들이 삼위일체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한국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기독교 

영성과 윤리를 삼위일체를 통해 조명함으로 학생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며 학생들의 윤리적 

분별력과 리더십의 기술들을 재정비하고 소명감과 사명감을 더 깊이있게 하고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하고 따르도록 서로간에 돕도록 합니다.      

 

과목의 학습 목표(Learning Outcomes): 

1. 한국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영성 훈련과 적용되는 신학과 관습에 대한 비평적인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독 윤리의 확신과 비전과 가치들 그리고 장점들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2. 한국적인 상황에서 비평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며 윤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울 것입니다.   

3. 다양한 윤리적인 관점들과 전제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전통과 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독교 윤리와 영성을 지역교회의 상황에서 능숙하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도덕적인 확신을 잘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5. 기독교의 핵심 비전과 가치와 장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 시대의 주요 윤리적 이슈들에 적용할 것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과목의 구성(Course Format): 

한 주 집중 코스로 강의와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토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필독 도서(Required Reading): 

이학준.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변화와 갱신을 위한 로드맵. 새물결플러스, 2011. ISBN: 9788994752051, 231 

Pages. 

Stassen, Glen, and David Gushee.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따름의 윤리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대장간, 2011. ISBN: 9788970712215, 688 Pages. 

Fee, Gordon. 바울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Paul, the Spirit, the People of God). 좋은 씨앗, 2001. ISBN: 8989085152, 270 

Pages 



Peters, Rebecca Todd.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In Search of the Good Life). 새물결플러스, 2012. 

ISBN: 9788994752181, 392 Pages. 

Mouw, Richard.문화와 일반 은총: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 새물결플러스, 2012. ISBN: 9788994752167, 168 Pages.  

Palmer, Parker.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Let Your Life Speak: Listening for the Voice of Vocation). 한문화, 2012. ISBN: 

8956991383, 324 Pages. 

Carson, Claiborne.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자서전 (The Autobiography of Martin Luther King). 바다, 2001. 

ISBN: 8987180492, 495 Pages.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한국 민족교회 형성 과정.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ISBN: 8971417722, 687 Pages. 

차정식.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새물결사, 2012.  ISBN: 978-89-94752-15-0. 400 pages.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 지역교회를 향한 도전 (The Essence of the Church). 베다니, 2003. ISBN: 

898568096X, 309 Pages.  

Migliore, Daniel.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새물결플러스, 2012. ISBN: 9788994752174, 716 Pages.  

 

추천 도서(Recommended Reading): 

이학준. 다리를 놓는 사람들: 2세 교육을 위한 1세들의 사명(Bridge Builders). 두레미디어, 2006. ISBN: 9788960282186, 

94Pages. 

________. W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Martin Luther King, Jr.'s Communal-Political Spirituality (우리 함께 약속의 땅으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영성 연구). Pilgrim Press, 2006. ISBN: 978-0829815269. 240Pages. ($25.00)  

유경동. 영성과 기독교 윤리. 프리칭 아카데미, 2009. ISBN: 9788991238664, 344 Pages.   

마이클 고먼.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십자가 신학과 영성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새물결플러스, 2010. 9788996376101, 680 Pages.  

브라이언 왈쉬. 세상을 뒤집는 기독교   바벨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전 (Imaging God in a Dangerous Time). 

새물결플러스, 2010. ISBN: 9788996376194, 140 Pages.  

 

과제물 및 평가(Assignments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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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석, 필독 도서에 대한 1~2 페이지 독서 보고서 (8 학점 등록자는 최소 총 3,000 페이지의 독서, 4 학점 등록자는 최소 총 

1,500 페이지의 독서가 요구됨) 그리고 수업중 토론 참여도 (10%) 

3. 텍스트와 필독도서에 대한 집에서 하는 보고서 2 개 (20%) 

4. 텍스트와 필독도서에 대한 두개의 퀴즈(수업중 반 시간 정도) (20%) 

5. 기말 보고서 – 교회의 케이스 연구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