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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획서(바울서신연구)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바울서신연구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신약시대의 서신의 양식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바울 서신의 서식에 대해 이해하고,
바울서신과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하여 신학자와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삶을 재구성한다.
이어서 각 서신서의 저술 배경 및 연대를 탐구한다. 또한 바울 서신 각권에서 밝히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바울의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한다. 각 바울서신서의 구조와 신학적 주제를 파악하여 서신별로 이해하고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바울 신학을 종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서신에서 바울의 저작권이 의심되는 서신들의 위명성의 문제와 관련된 비평 문제를
다루고 바로 이해 및 균형잡힌 이해를 강구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하워드 마샬, 스티븐
트레비스, 이안 폴 성서유니온선교회 2007년

바울 연구 입문 데이비드 G. 호렐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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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소개
강의목표: 교육과정 및 학습목표 설명
강의세부내용: 주교재와 부교재의 활용
및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계획
설명

수업계획서 안내
교재1, 교재2 사용
안내

2

강의주제: 신약의 서신
강의목표: 고대서신과 신약서신 비교
관찰
강의세부내용: 고대서신의 작성관례,
1세기의 서신양식. 신약의
서신방식으로의 발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2장 신약의
서신_고대서신, 서신의
양식, 바울서신의 양식
(55-65)

바울서신 연대기
추정 자료

3

강의주제: 신약의 서신
강의목표: 고대서신과 신약서신 비교
관찰
강의세부내용: 고대서신의 작성관례,
1세기의 서신양식. 신약의
서신방식으로의 발전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2장 신약의
서신_고대서신, 서신의
양식, 바울서신의 양식
(55-65)

제 2 주 1
강의주제: 바울서신과 바울의 삶
강의목표: 서신서 외적 자료 비평 빛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3장 바울, 그의 서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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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서 내적 자료
강의세부내용: 바울서신 및 외적
자료를 통해 바울의 생애 이해

삶_ 신약 밖에서의
자료와 사도행전
(67-71)

2

강의주제: 바울서신을 나타난 바울의
삶
강의목표: 서신서 내적 자료 관찰
강의세부내용: 바울 서신들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삶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3장 바울, 그의 서신과
삶_ 바울서신에서의
난점들
(72-82)

3

강의주제: 바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삶
강의목표: 서신서 내적 자료 관찰
강의세부내용: 옥중서신에서의 갇힌 자
바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3장 바울, 그의 서신과
삶_갇힌 자 바울,
연대기 문제
(83-89)

제 3 주

1

강의주제: 갈라디아서
강의목표: 기록 배경, 구조
강의세부내용: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된
상황 고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4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어떤 상황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는가?, 서신의 구조
(91-95)

발표 과제물 부여
<바울 연구 입문>
2장 예수에서
바울까지(43-69)/ 3장
바울의 생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70-98)/
서신기록자
바울(99-121)
선택1. A4 2-3매,
지정된 날짜에
발표함

2

강의주제: 갈라디아서
강의목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논증방식
강의세부내용: 육과 영,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알레고리적인 논증방식 이해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4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
(96-98)

3

강의주제: 갈라디아서
강의목표: 서신서의 효과, 수신자문제,
기록연대
강의세부내용: 서신서의 효과 및
갈라디아의 인종적 지리적 차이 해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4장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이 서신은 효과가
있었는가?, 이 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언제 기록했나?
(96-111)

제 4 주

1

강의주제: 데살로니가전후서
강의목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세부내용: 데살로니가 방문 동기
및 데살로니가전서의 구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5장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바울과
데살로니가
(115-118)

2
강의주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목표: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5장 데살로니가

복습시험 30분 시행
(전후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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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신앙 격려, 윤리적
권면과 파루시아에 대한 가르침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
(115-124)

탄력적으로 운영함)

3

강의주제: 데살로니가전후서
강의목표: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과
문제
강의세부내용: 박해와 파루시아에 대한
가르침, 기도와 나태함에 대한 가르침
고찰 및 오늘의 적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5장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 문제
(125-132)

제 5 주

1

강의주제: 고린도전서
강의목표: 고린도선교 및 서신의 배경
강의세부내용: 지속적인 부도덕한 삶,
공동체 내 파당간의 싸움,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자와 약한 자, 영적
우월감과 열등감, 부활에 대한 혼란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6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_‘두 번째 편지’의
배경
(135-146)

2

강의주제: 고린도전서
강의목표: 고린도전서 개관
강의세부내용: 공동체 안의 분열, 성적
부도덕과 성도 간의 소송, 결혼 음식
모임 시 여자들의 태도 주의 만찬,
은사의 사용 부활 연보 등 문제들에
대한 방안제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6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_
고린도전서 개관,
오늘날의 고린도전서
(147-160)

3

강의주제: 고린도전서
강의목표: 고린도전서 개관
강의세부내용: 공동체 안의 분열, 성적
부도덕과 성도 간의 소송, 결혼 음식
모임 시 여자들의 태도 주의 만찬,
은사의 사용 부활 연보 등 문제들.
오늘의 적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6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_고린도전서 개관,
오늘날의 고린도전서
(147-160)

제 6 주

1

강의주제: 고린도후서
강의목표: 1-7장의 배경이 된 사건들
및 눈물의 편지
강의세부내용: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각한 환난과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곤란의 가중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7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_문제개관, 배경이
된 사건들
(163-166)

2

강의주제: 고린도후서
강의목표: 눈물의 서신
강의세부내용: 유실된 편지인 눈물의
서신에 대한 제 이론들 및 바른 결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7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_‘눈물의 서신’은
무엇인가?
(166-170)

3

강의주제: 고린도후서
강의목표: 고린도후서 개관
강의세부내용: 공동체와의 불화와
눈물의 서신, 선교사의 실존-연약함과
강함, 화해의 기쁨, 연보모금 계획 및
오늘날의 적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7장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_고린도후서 1-7장
개관～고린도후서
10-13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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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83)

제 7 주

1

강의주제: 로마서
강의목표: 저술 목적 및 논증의 성격
강의세부내용: 다양한 목적, 많은 성경
인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8장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로마서의
저술목적, 로마서에
나타난 논증의
성격(187-193)

2

강의주제: 로마서
강의목표: 로마서 개관1
강의세부내용: 죄의 보편성, 믿음의
본보기 아브라함, 칭의의 결과,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조, 율법은
선하지만 무능하다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8장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로마서의
주요 내용
(193-204)

3

강의주제: 로마서
강의목표: 로마서 개관2, 그 밖의
신학적 논점들
강의세부내용: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
대필자들, 16장 문제 및 오늘날의 적용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8장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필사자들,
로마서의 저작시기,
로마서 16장의 문제,
오늘날을 위한 로마서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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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강의목표: 교회의 설립과 바울의 상황
및 교회의 상황
강의세부내용: 2차선교여행, 바울의
옥중서신, 교회의 박해상황과 교인들
간의 갈등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9장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바울과
빌립보 회중, 바울의
상황
(225-233)

바울의 전도여행
지도

2

강의주제: 빌립보서
강의목표: 빌립보서의 구조와 메시지
전개방법 이해
강의세부내용: 편지로서, 수사법의
모범으로서 구조 연구, 빌립보서의
복합서신 설에 대한 변증 및 오늘날의
적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9장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빌립보서의
구조～빌립보서-하나의
서신 혹은 몇 개의
단편들?
(234-244)



- 5 -

3

강의주제: 빌레몬서
강의목표: 등장인물 및 메시지
강의세부내용: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서신의 구조 및 결과. 오늘의 적용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0장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247-255)

제 10 주

1

강의주제: 골로새서
강의목표: 서신을 쓴 목적, 골로새
지방의 철학
강의세부내용: 오네시모와 골로새교회,
철학과 천사숭배, 먹고 마시는 문제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1장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왜 골로새서를
썼는가?, 철학
(259-263)

2

강의주제: 골로새서
강의목표: 골로새서의 구조와 내용,
바울의 상황 등
강의세부내용: 구조 이해, 그리스도의
선재성, 가정의 규칙들 및 신학적
논쟁점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1장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가?
(264-274)

3

강의주제: 골로새서
강의목표: 골로새서의 구조와 내용,
바울의 상황 등
강의세부내용: 구조 이해, 그리스도의
선재성, 가정의 규칙들 및 신학적
논쟁점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1장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가?
(264-274)

제 11 주

1

강의주제: 에베소서
강의목표: 수신자, 서신의 특징
강의세부내용: 수신자 문제, 교회의
일치와 ‘능력’ 언어의 강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2장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에베소는
어떤 책인가?
(277-283)

2

강의주제: 에베소서
강의목표: 구조, 개관, 저작권 논쟁
강의세부내용: 구조와 간략한 개관 및
바울저작권 관련 골로새서와의 관계 등
고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2장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_누가 썼는가?
(284-292)

3 강의주제: 과제발표
<바울 연구 입문>
2장 예수에서 바울까지
(43-69)

과제발표 및 토론
(2～3인)

제 12 주 1

강의주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강의목표: 목회서신의 수신자, 장소,
연대 및 주요 내용 고찰
강의세부내용: 개론적인 연구 및
디도서 내용의 오늘날 적용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3장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_누가
썼는가?～디모데전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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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09)

2

강의주제: 디모데후서
강의목표: 디모데후서 개관 및 역사적
상황
강의세부내용: 반대와 이단, 교회질서,
목회적 돌봄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3장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_디모데후서 개관,
서신들에 반영된 상황
(310-321)

3 강의주제: 과제발표

<바울 연구 입문>
3장 바울의 생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
(70-98)

과제발표 및 토론
(2～3인)

제 13 주

1

강의주제: 바울신학의 주제들1
강의목표: 창조, 인간의 본성, 이신칭의,
구원론, 믿음, 하나님 아버지 등
강의세부내용: 바울서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신학을 살핀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4장 바울-선교사이자
신학자_사도로서의
바울～신자들의 새로운
삶
(325-336)

2

강의주제: 바울신학의 주제들2
강의목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등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도의 신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세례의 관련성, 성령의 임재와
성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동등성,
몸과 지체의 유비, 남녀 관계,
노예제도, 돈의 사용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4장 바울-선교사이자
신학자_‘그리스도
안에서’～몇 가지 특정
관심영역
(337-354)

3 강의주제: 과제발표
<바울 연구 입문>
4장 서신 기록자 바울
(99-121)

과제발표 및 토론
(2～3인)

제 14 주

1

강의주제: 신약서신의 기록당시 관습과
저작권
강의목표: 바울서신 포함 일반서신에서
등장하는 난해본문들을 살피고, 저작권
문제를 다룸
강의세부내용: 원래독자 상정, 다른
문화 등을 이해하기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서의
서신들-해석과 저작권
(357-367)

2

강의주제: 위명성의 문제
강의목표: 전통적인 견해와 다른
제안들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로마시대의
위명성과 서신의 위명성을 일치시킬수
없음, 권위 있는 사도의 전승으로
인정하는 경향성 등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15장 신약성서의
서신들-해석과 저작권
(368-377)

3 강의주제: 강의 마무리 및 총평
강의를 마무리하고
기말시험에 대해서
안내

제 15 주 1
강의주제: 평가
강의목표: 학습자의 8～1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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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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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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방)

학습
계획
서

기타

30 30 5 15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강의하
되 <바울 연구 입문>를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의
범위에 맞추어서 보강자료로 활용한다.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에 교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
용할 것이다.

질의응답: 수업 중간에 수업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적용적인 측면에서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질의하고
교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한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업 이후 별도로 질문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재2 <바울 연구 입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
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며, 과제
및 발표 자료로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
한다.

발표 및 토론: 학생이 준비한 과제를 발표하고 토
론한다.

기자재 PPT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