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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목회신학)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목회신학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목회에 대한 본질적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정의 내림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목회는
살아있는 학문이기에 목회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기 성찰을 통한 목회자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목회는 가르침의 연속이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 동시에 본인에 대한 가르침 즉, 목회의 실체적 겸손 훈련을
학습한다. 가르침의 주요 방식인 교리교육의 실제를 경험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300년동안 목회자의
가슴을 울린 참 목자상 리처드 백스터 생명의말씀사 2012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별 차시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강의주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목표: 수업을 위한 준비
강의세부내용: 교재와 수업방식과 진행

2
강의주제: 목회학이란
강의목표: 신학적 정의 내리기
강의세부내용: 목회학의 의미

3
강의주제: 목회학이란
강의목표: 신학적 정의 내리기
강의세부내용: 목회학의 의미

제 2 주

1
강의주제: 자아성찰
강의목표: 성찰의 내용
강의세부내용: 하나님 은혜와 목회

<교재> 제1장 36-68

2
강의주제: 자아성찰
강의목표: 성찰의 내용
강의세부내용: 목회자의 가르침과 행동

<교재> 제1장 36-68

3
강의주제: 자아성찰
강의목표: 성찰의 내용
강의세부내용: 자기 들보와 자격

<교재> 제1장 36-68

제 3 주 1
강의주제: 자아성찰
강의목표: 성찰 이유
강의세부내용: 목회자도 타락

<교재> 제2장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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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자아성찰
강의목표: 성찰 이유
강의세부내용: 목회자와 인간의 죄성

<교재> 제2장 69-97

3
강의주제: 목회자의 행동
강의목표: 성경적이며 신학적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도의 일꾼

<교재> 제2장 69-97

제 4 주

1
강의주제: 목양
강의목표: 지옥으로 향한 사람들
강의세부내용: 죄인이란 누군인가

<교재> 제3장 98-134

2
강의주제: 목양
강의목표: 죄인과 하나님의 은혜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도의 가정

<교재> 제3장 98-134

3
강의주제: 목양
강의목표: 죄 지은 사람들
강의세부내용: 교회 규율

<교재> 제3장 98-134

제 5 주

1
강의주제: 목양의 자세
강의목표: 올바른 목회 바른 목회
강의세부내용: 목회의 기준이란

<교재> 제4장 135-158

2
강의주제: 목양의 자세
강의목표: 목회적 우선순위
강의세부내용: 단순명료겸손엄격

<교재> 제4장 135-158

3
강의주제: 목양의 자세
강의목표: 성도들과의 접촉
강의세부내용: 경건한 영적 방식

<교재> 제4장 135-158

제 6 주

1
강의주제: 목양의 자세
강의목표: 그리스도 중심
강의세부내용: 목회를 통한 연합

<교재> 제4장 135-158

2
강의주제: 목양의 이유
강의목표: 목자란
강의세부내용: 양떼와 목자

<교재> 제5장 159-175

3
강의주제: 목양의 이유
강의목표: 교회
강의세부내용: 교회는 맡겨진 것이다

<교재> 제5장 159-175

제 7 주

1
강의주제: 목양의 이유
강의목표: 그리스도의 교회
강의세부내용: 속죄론과 교회론

<교재> 제5장 159-175

2
강의주제: 겸손 훈련
강의목표: 교만
강의세부내용: 게으름과 무관심

<교재> 제6장 176-236

3
강의주제: 겸손 훈련
강의목표: 세속적 관심
강의세부내용: 교회의 연합과 평화

<교재> 제6장 17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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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1~7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중간고사

제 9 주

1
강의주제: 교리교육의 의무
강의목표: 죄인의 회심
강의세부내용: 성도들의 덕을 함양

<교재> 제7장 237-302

2
강의주제: 교리교육의 의무
강의목표: 설교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양과 목자와의 관계

<교재> 제7장 237-302

3
강의주제: 교리교육의 의무
강의목표: 성찬식 참여
강의세부내용: 합당하게 먹고마심

<교재> 제7장 237-302

제 10 주

1
강의주제: 교리교육의 의무
강의목표: 목회자의 의무
강의세부내용: 목회자의 실천적 삶

<교재> 제7장 237-302

2
강의주제: 교리교육의 의무
강의목표: 교리교육의 확산
강의세부내용: 신앙적 의구심을 해결하라

<교재> 제7장 237-302

3
강의주제: 사역의 어려움
강의목표: 장애물
강의세부내용: 성도들과의 소통

<교재> 제7장 237-302

제 11 주

1
강의주제: 사역의 필연성
강의목표: 하나님의 영광
강의세부내용: 양들과 자신의 문제

<교재> 제7장 237-302

2
강의주제: 실제 교리교육실천
강의목표: 개별적 교리 질문과 답변
강의세부내용: 양들과 자신의 문제

<교재> 제8장 304-339

3
강의주제: 실제 교리교육실천
강의목표: 개별적 교리 질문과 답변
강의세부내용: 양들과 자신의 문제

<교재> 제8장 304-339

제 12 주 1

강의주제: 가르침의 의무
강의목표: 목회와 교육
강의세부내용: 교리 문답서를 통한 가정
신앙교육

<교재> 제9장 34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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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교리교육훈련지침
강의목표: 개인적 실천
강의세부내용: 문답의 목습

<교재> 제9장 340-382

3
강의주제: 신학수준점검
강의목표: 신학 알리기
강의세부내용: 신학과 신앙

<교재> 제9장 340-382

제 13 주

1

강의주제: 은혜의 수단
강의목표: 실제적 목회 현장
강의세부내용: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이용하라

<교재> 제9장 340-382

2
강의주제: 은혜의 수단
강의목표: 삶속에서의 은혜수단
강의세부내용: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은혜

<교재> 제9장 340-382

3

강의주제: 은혜의 수단
강의목표: 목회자와 개인 관계
강의세부내용: 신상명세서 교인수첩 작성과
면담

<교재> 제9장 340-382

제 14 주

1
강의주제: 총괄
강의목표: 자아성찰
강의세부내용: 자기반성와 나눔

<교재> 제1부 토론

2
강의주제: 목양
강의목표: 목양 이해
강의세부내용: 목양에 대한 이해 나눔

<교재> 제2부 토론

3
강의주제: 가르침
강의목표: 교리교육 내용 확인
강의세부내용: 실천방식 나눔

<교재> 제3부 토론

제 15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2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3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수업내용
이해를 점검하고, 전체 수업에 대한
학습정도를 확인하는 평가
강의세부내용: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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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별 세부내역

정기평가(%) 수시시험(%) 과제물(%) 수업참여도(%)
기타
(그 밖에
평가요소)

(%)

합계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쪽지
시험

(돌발)
퀴즈

복습
시험 기타 리포트 번역 팀과제 기타 출석 토론

(방)
질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30 30 2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교재와 유인물을 활용하여 강사가 강의 교재

발표: 필요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이해와 습득을
위해서 발표를 요구

기타 참고자료: 성경에 근거하여 목회에 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설명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이 목
회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도록 함.

토론: 수업내용을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
간 사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권장도서: 사역을 시작하는 목회자에게, 솔로몬 출
판사, 2010

질의응답: 수업하는 가운데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점검하고, 응답을 요구함으로서 자신의 지식을 확
인하는 작업을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