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수업계획서(신약신학)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신약신학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신약성서 각 권의 신학적 특징을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고찰한다. 이때 문서들의 형성사와 초대교회의 형성사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협력적인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알아본다. 각 문서의
장르적 특징을 고려하며 공관복음서, 요한문헌, 바울문헌, 후기문헌의 신학을 선별적으로
다루어 신약성서 전반에 흐르는 신학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한다. 본 교과목 연구
주제는 종말론을 필두로 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와 각서신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알고, 이어서 성령과 죄의 문제, 믿음과 순종, 율법 등의 주요 주제들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간추린 신약신학 토마스 R. 슈라이너 기독교문서선교회
(CLC)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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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 및 수업 설명
강의목표: 과목 및 수업목표 이해
강의세부내용: 수업계획서와 교재를
사용하여 설명함

수업계획서

2

강의주제: 현대신약신학 이전의 신학
강의목표: 신약신학의 태동
강의세부내용: 18세기 현대 신약신학 대두
이전의 교부신학, 중세신학, 개혁신학
이해

강의자료 준비

3

강의주제: 현대신약신학 이전의 신학
강의목표: 신약신학의 태동
강의세부내용: 18세기 현대 신약신학 대두
이전의 교부신학, 중세신학, 개혁신학
이해

제 2 주
1

강의주제: 신약신학의 주제들
강의목표: 연구주제들의 이해
강의세부내용: 대표적인 연구주제들을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신약신학의
주제로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함

과제: 관심 있는
신약신학 연구주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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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교회의 중간시대: 이미-아직
아니
강의목표: 이미와 아직아니의 긴장 속에
있는 교회시대를 신약성서적으로 규명함
강의세부내용: 공관복음과 구약의 배경

<간추린 신약신학>
제1장 하나님의
구원약속의 성취:
이미-아직 아니
1.구약적 배경
2.하나님 나라
(p. 29-41)

3

강의주제: 교회의 중간시대: 이미-아직
아니
강의목표: 이미와 아직아니의 긴장 속에
있는 교회시대를 신약성서적으로 규명함
강의세부내용: 요한복음, 바울서신,
일반서신의 종말 이해

<간추린 신약신학>
제1장 하나님의
구원약속의 성취:
이미-아직 아니
3.영생과 종말론
4.바울서신의 시작된
종말론
(p. 42-62)

제 3 주

1

강의주제: 신약신학의 하나님
강의목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성
강의세부내용: 주권, 영광, 아버지, 신적
필연성의 주체

<간추린 신약신학>
제2장 신약신학의
하나님 중심성
1.
공관복음~3.사도행전
(64-81)

2

강의주제: 신약신학의 하나님
강의목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성
강의세부내용: 주권, 영광, 아버지, 신적
필연성의 주체

<간추린 신약신학>
제2장 신약신학의
하나님 중심성
1.
공관복음~3.사도행전
(64-81)

3

강의주제: 신약신학의 하나님
강의목표: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성
강의세부내용: 주권, 긍휼이 여기심,
말씀하심, 종말론적 심판자

<간추린 신약신학>
제2장 신약신학의
하나님 중심성
4.바울서신
(82-96)

과제물 부과
신약신학
연구논문들 조사 및
요약제출
(A4 5매 내외)

제 4 주 1

강의주제: 복음서의 그리스도
강의목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해
강의세부내용: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

<간추린 신약신학>
제3장 복음서의
그리스도 중심성
1.선지자이며 선자보다
나은 분이신 그리스도
(97-108)

2 강의주제: 복음서의 그리스도 <간추린 신약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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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해
강의세부내용: 인자,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의 ‘나는-이다’ 말씀

제3장 복음서의
그리스도 중심성
3.인자
(109-121)

3
강의주제: 복음서의 그리스도
강의목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해
강의세부내용: 로고스, 예수님의 구원사역

<간추린 신약신학>
제3장 복음서의
그리스도 중심성
6.로고스
(109-131)

복습시험 30분간
시행
(수업 전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제 5 주

1

강의주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사역
강의목표: 사도행전의 기독론 이해
강의세부내용: 사도행전의 기독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간추린 신약신학>
제4장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구원사역
(132-142)

2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그리스도
강의목표: 바울서신의 기독론 이해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도와의 연합, 메시아,
구주와 아들

<간추린 신약신학>
제5장 바울의 기독론
1.그리스도와의
연합~3. 구주와 아들
(143-148)

3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그리스도
강의목표: 바울서신의 기독론 이해
강의세부내용: 빌립보서 2:6-11, 골로새서
1:15-20, 예수님의 주되심, 신적 지위

<간추린 신약신학>
제5장 바울의 기독론
4.빌립보서 2:6-11
(149-162)

제 6 주

1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구원사역
강의목표: 구원사역의 특징 이해
강의세부내용: 미리아심, 선택, 부르심

<간추린 신약신학>
제6장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1.미리아심, 선택
그리고 부르심
(163-169)

2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구원사역
강의목표: 구원사역의 특징 이해
강의세부내용: 칭의

<간추린 신약신학>
제6장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2. 칭의
(169-180)

3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구원사역
강의목표: 구원사역의 특징 이해

<간추린 신약신학>
제6장 바울이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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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구원, 화목, 양자됨, 구속과
영적승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3.구원, 화목 그리고
양자됨
4.구속과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 외
(181-192)

제 7 주

1

강의주제: 일반서신의 기독론
강의목표: 히브리서의 기독론과 구원론
강의세부내용: 아담 대 예수, 모세 대
예수, 아론 대 예수, 동물 제물 대 인간
제물

<간추린 신약신학>
제7장
히브리서-요한계시록
의 기독론
1.히브리서
(193-203)

2

강의주제: 일반서신의 기독론
강의목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의 기독론
강의세부내용: 야고보서의 고등기독론,
베드로전후서의 선재성과 유일신론 및
목자장, 유다서의 홀로 하나이신 주재

<간추린 신약신학>
제7장
히브리서-요한계시록
의 기독론
2.야고보서~5.유다서
(204-215)

3

강의주제: 일반서신의 기독론
강의목표: 요한서신의 기독론
강의세부내용: 생명의 말씀, 대언자,
세상의 구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유일하신 하나님

<간추린 신약신학>
제7장
히브리서-요한계시록
의 기독론
6.요한일-삼서
7.요한계시록
(2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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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강의목표: 누가-행전의 성령이해
강의세부내용: 성령과 예수, 성령과 예언,
성령주심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1.성령과 예수님~
4.삼위일체적 자취
(230-245)

2
강의주제: 성령
강의목표: 누가-행전의 성령이해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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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 성령과 예수, 성령과 예언,
성령주심

1.성령과
예수님~4.삼위일체적
자취
(230-245)

3

강의주제: 성령
강의목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성령이해
강의세부내용: 생명의 성령, 요한의
오순절, 파라클레토스 사역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5.요한복음의 성령
6.요한일서의 성령
(246-259)

제 10 주

1

강의주제: 성령
강의목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성령이해
강의세부내용: 생명의 성령, 요한의
오순절, 파라클레토스 사역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5.요한복음의 성령
6.요한일서의 성령
(246-259)

2

강의주제: 바울서신의 성령
강의목표: 바울서신의 성령이해
강의세부내용: 종말론적인 성령, 능력의
영, 성령의 선물 및 은사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7.바울서신의 성령
(260-264)

3

강의주제: 일반서신의 성령
강의목표: 일반서신의 성령이해
강의세부내용: 히브리서의 영원하신 영,
베드로전서의 신자의 특권으로서
성령받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영

<간추린 신약신학>
제8장 성령
8.히브리서의 성령
(265-277)

제 11 주

1

강의주제: 죄의 문제
강의목표: 사복음서에서의 죄
강의세부내용: 의원이 필요한 병자,
잃어버린 자. 요한문헌의 유대인, 세상,
마귀자식, 어둠에 속한 자

<간추린 신약신학>
제9장 죄의 문제
1.공관복음
2.요한문헌
(278-284)

2

강의주제: 죄의 문제
강의목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의 죄
강의세부내용: 사도행전의 이스라엘의 죄
책망, 바울서신의 근본적인 죄, 죄와 율법,
죄의 결과

<간추린 신약신학>
제9장 죄의 문제
3.사도행전
4.바울서신
(285-295)

3

강의주제: 죄의 문제
강의목표: 일반서신의 죄 이해
강의세부내용: 히브리서의 배교의
원인으로서 불신앙과 불순종, 야고보서의
인간의 욕망과 죄, 베드로전후서의 불신과
무지, 계시록의 회개와 심판

<간추린 신약신학>
제9장 죄의 문제
5.히브리서
(296-302)

제 12 주 1

강의주제: 믿음과 순종
강의목표: 공관복음의 믿음과 순종 이해
강의세부내용: 믿음과 구원받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순종

<간추린 신약신학>
제10장 믿음과 순종
1.공관복음
(3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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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믿음과 순종
강의목표: 요한문헌과 사도행전의 믿음과
순종 이해
강의세부내용: ‘믿다’동사. 믿음의 중심성
역동성, 활력성. 사도행전의 믿음과
회개의 일치

<간추린 신약신학>
제10장 믿음과 순종
2.요한문헌
3.사도행전
(311-324)

3

강의주제: 믿음과 순종
강의목표: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의 믿음과
순종 이해
강의세부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거함, 믿음과 행함의 관계

<간추린 신약신학>
제10장 믿음과 순종
4.바울서신
(356)

제 13 주

1

강의주제: 율법과 구원사
강의목표: 마태복음과 누가행전에서의
율법과 구원사 이해
강의세부내용: 마태복음의 구약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누가행전에서 율법과
복음의 과도기

<간추린 신약신학>
제11장 율법과 구원사
1.마태복음
2.누가행전
(357-368)

2

강의주제: 율법과 구원사
강의목표: 바울서신과 히브리서에서의
율법과 구원사 이해
강의세부내용: 바울의 모세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히브리서의 율법과
구원사적 현실과 결부

제11장 율법과 구원사
3.바울서신
4.히브리서 외
(369-380)

3

강의주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강의목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의
공동체
강의세부내용: 마태복음의 교회,
사도행전의 성령강림과 교회, 바울서신의
에클레시아

<간추린 신약신학>
제12장 약속의 백성
(381-394)

제 14 주

1

강의주제: 종말의 때
강의목표: 재림과 최종적 구원, 상급 및
심판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예수의 재림

<간추린 신약신학>
제13장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1. 예수의 재림
(395-406)

2

강의주제: 종말의 때
강의목표: 재림과 최종적 구원, 상급 및
심판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심판

<간추린 신약신학>
제13장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2. 심판
(406-417)

3

강의주제: 종말의 때
강의목표: 재림의 최종적 구원, 상급 및
심판에 대한 이해
강의세부내용: 상급

<간추린 신약신학>
제13장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3. 상급

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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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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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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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방)

질
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30 30 5 15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본 과목은 신학이론과 연구에 관한 학문이므
로 강의중심 수업을 지향한다.

교재: 강의 시간에 교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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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하여 복습시험을 시행
한다. 이를 위한 시험자료를 준비한다.

1회 복습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