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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과목은 포스트모던 문맥에서 교회와 목회 사역의 최근 동향을 고찰할 것이다. 이전 세대와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목회자들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환경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특별히 강조된다. 최근의 교회 모델들을 조망하는 

부분에서는 이머징 교회 (emerging church)와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교회 모델의 이러한 새 

동향들을 문화적 문맥에서 살펴보고 이 모델들이 전통적 교회 모델과 구도자 중심적 (seeker-sensitive) 모델과는 어떤 신학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 일반에 나타나는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고 이것이 목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특별히 유의하면서 신학을 목회적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영성의 형태가 어떻게 세속 문화의 영역들에 깊이 박혀 있는지 이해하고, 이 세대들에게 맞는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본인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과 일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목회 사역을 수행할 때에 교회의 특별한 정체정과 관계된 본질적인 문제에 사역의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목적과 의의: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머징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목회 스타일이나 프로그램들을 받아드리기 전에 그 모델들이 서구에서 왜 그리

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목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새 교회 모델이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 모델의 신학적 문화적 안건들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시행하려

는 새로운 사역의 의미에 대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과목 구성: 

이 과목은 1주 간의 인텐시브 과정으로, 각 수업은 강의와 멀티미디어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내용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수업 중 실습 활동을 하는데 이 때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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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평가: 

출석 및 수업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1. 독서 과제 (4 units 수강자는 1,500 페이지, 8 units 수강자는 3,000 페이지)를 완료하고 읽은 각 책에 대한 보고서 

제출   

2. 연구보고서: 한국 교회의 목회 사역에 대한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경적, 문화적 관점과 함께 

회중의 관점에서 비평하고 (50%), 연구자 본인의 목회 철학, 핵심 가치, 회중에 대한 목회 전략을 설명하며 (30%), 

이런 목회적 목표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 (20%). 분량은 4 units 수강자는 20 

페이지, 8 units 수강자는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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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