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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개요(DESCRIPTION):  

이 강의는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실제 가운데 하나인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한 현장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관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관찰, 분석, 해석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용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배모범이나 문헌 연구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강의는 단지 문헌 연구를 넘어서서 예배의 

실제를 좀더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사역과 관련한 중요성(SIGNIFICANCE FOR LIFE AND MINISTRY):  

교회사역에 대한 문헌해석연구는 교회지도자들에게 많은 정보제공을 해줄수 있지만 실제적인 지도력 개발과 기술을 

제공하는데는 제한을 갖습니다.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실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기도, 말씀의 구성은 신학과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강의는 살아있는 본문 역할을 하는 예배의 실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사역에 비평적으로 적용하는데 

매우 유익한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학습결과들(LEARNING OUTCOMES):  

이 강의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 교회 예배실과 예배의 실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 (2) 교회예배실 구조와 장식 그리고 예배의 실제를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목회적 관점에서 그 특징들을 

분별해내는 능력, (3) 자신의 예배실 구조와 장식 그리고 예배의 실제와 관련된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한 목회적 리더십 고취입니다. 

 

강의 구성(COURSE FORMAT):  

이 강의는 탐방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강의는 오리엔테이션 모임과 예배 현장 탐방, 탐방후 후속 모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탐방 이전과 중간, 이후에 있는 짧은 강의들과 그룹 토의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탐방과 관련한 일정 및 탐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방일정:  

2013 년 7 월 20 일, (1) 강의 1: 8:00-10:00, (2)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es (church tour focused on space and icons): 

10:30-12:30, (3) 강의 2: 2:00-4:00, (4) Lake Avenue Church (contemporary worship): 5:00-7:00 or Christian Assembly 

(contemporary worship): 5:00-7:30 

7 월 21 일, (1) Grace Community Church (traditional worship): 8:00-10:00, (2) Church on the Way (Pentecostal worship): 11:00-

2:00, (3) 탐방 후 분석 및 평가 모임: 2:00-5:00 

 

필독서(REQUIRED READING):  

조기연. 한국교회와 예배갱신(Korean Church and Worship Renewal).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ISBN: 9788951106644. 

20,500 원. 260 페이지. 

김석한. 예배구성요소와 순서의 신학적 해설(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Elements and Order of Christian Worship). 

서울: 대서, 2007. ISBN: 9788995877678. 8,000 원. 190 페이지. 

Brink, Emily, and John Witvliet, eds. Worship Sourcebook. Baker, 2003. ISBN: 0801091721. $40. 843 페이지. 

정시춘. 교회 건축의 이해. 서울: 발언, 2000. ISBN: 8977630487. 20,900 원. 358 페이지. 

임석재. 기독교와 인간: 서양건축사. 서울: 북하우스, 2003. ISBN: 8956050848. 27,000 원. 518 페이지. 

 Johnson, Todd.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Brazos, 2002. ISBN: 1587430320. $28. 236 페이지. 

Peterson, David.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본 예배신학(Engaging with God: A Biblical Theology of Worship).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ISBN: 8960922323. 15,000 원. 336 페이지. 

Plantinga, Cornelius, Jr., and Sue Rozeboom. 진정한 예배를 위한 열망(Discerning the Spirits: A Guide to Thinking about 

Christian Worship Today). 서울: 그리심, 2006. ISBN: 9788957991671. 11,000 원. 26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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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ber, Robert E. 예배학 하나님의 구원내러티브의 구현(Ancient-Future Worship: Proclaming and Enacting God’s Narrative). 

서울 l: CLC, 2011. ISBN: 8934111321. 13,000 원. 256 페이지.  

White, James F. 개신교예배(Protestant Worship: Traditions in Transition). 서울: CLC, 2002. ISBN: 8934105801. 10,000 원. 

382 페이지. 

________. 기독교 예배학 입문(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1. ISBN: 898867510X. 9,500 원. 

368 페이지. 

 

과제와 평가(ASSIGNMENTS AND ASSESSMENT): 

1. 현장탐방과 탐방 전후 수업참여 (20%) 

2. 필독도서 목록에서 2,000 페이지  이상의 독서와 각권에 대한 보고서 (10%)  

3. 예배장소와 예배실제 평가 보고서(5 페이지 분량) (20%) 

4. 탐방 교회(들)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자신의 목회적 적용을 위한 고찰 페이퍼(15-20 페이지 분량)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