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수업계획서(예언서이해)

20 년 월 일 ~ 월 일 (수업 기간 15주)

강의개요

학습과목명 예언서이해 학점 3 교․강사명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학점은행 E-mail

학습목표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같고 그 시대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예언서를 이해할 때, 그 시대의 역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예언서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예언서의 목표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즉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반응했는가 이다.
즉,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다.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이해할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

한국 성도를 위한 예언서 강의 기민석 예책 2017

구약학입문시리즈 5 예언서 마빈 A. 스위니 대한기독교서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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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자, 그들은 누구인가?
강의목표: 예언자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자란 무슨 뜻일까?
예언자는 무속인과 어떻게 다를까?

<예언서 강의>
예언자란
누구인가?_예언자란
무슨 뜻일까?,
예언자는 무속인과
어떻게 다를까?
(14-18)
<예언서> 예언서
읽기_고대 세계의
예언자 (30-42)

2

강의주제: 예언서에 관하여
강의목표: 예언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서는 어떻게 씌여졌나?
예언의 문학과 예언 담화의 장르

<예언서 강의>
예언자란
누구인가?_예언서는
어떻게 씌어졌나?
(18-20) <예언서>
예언서 읽기_예언의
문학과 예언 담화의
장르 (43-57)

3
강의주제: 구약시대에 예언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언서 강의>
예언자란

<예언서 강의>27-40
미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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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예언지의 역할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언체의 기능

누구인가?_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언체는
어떤 기능을 했을까?
(20-26)

<예언서> 21-27
미리 읽기

제 2 주

1

강의주제: 예언은 왜 하는가?
강의목표: 예언의 의미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모세도 예언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구조가 다르다?

<예언서 강의>
예언은 왜
하는가?_모세도
예언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구조가
다르다? (27-32)
<예언서> 유대교와
기독교 성서 안에서
예언서의 위치와
역할 (21-27)

2
강의주제: 예언은 왜 하는가?
강의목표: 예언의 의미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나도 예언자

<예언서 강의>
예언은 왜
하는가?_나도 예언자
(32-34)

3
강의주제: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
강의목표: 예언의 목적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인가?

<예언서 강의>
예언은 왜
하는가?_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인가?
(34-40)

<예언서 강의>
41-55 미리 읽기

제 3 주

1

강의주제: 초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강의목표: 초기 예언자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비전문적 예언자,
예언자들은 왜 무리지어 다녔나?

<예언서 강의> 초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_ 비전문적
예언자, 예언자들은
왜 무리지어 다녔나?
(41-47)

2
강의주제: 예언자에도 종류가 있을까?
강의목표: 예언자 종류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기도원파 대 도서관 파

<예언서 강의> 초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_ 기도원파
대 도서관 파 (48-50)

3

강의주제: 예언자에도 종류가 있을까?
강의목표: 예언자 종류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멸망예언자가 참 선지자
인가?

<예언서 강의> 초기
예언자들은
누구인가?_
멸망예언자가 참

<예언서 강의>
56-69 미리 읽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쪽지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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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인가?
(50-55)

봄(1회차, 3점)

제 4 주

1

강의주제: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
강의목표: 예언자의 능력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예언자는
별난 사람?

<예언서 강의>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_예언자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예언자는
별난 사람? (56-60)

2

강의주제: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
강의목표: 예언자의 능력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
지금은 왜?

<예언서 강의>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_기적을
행하는 예언자,
지금은 왜? (60-65)

3

강의주제: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
강의목표: 예언자의 능력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

<예언서 강의>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었나?_예언자의
상징적 행동 (65-69)

<예언서 강의>
72-102 미리 읽기
<예언서> 229-234
미리 읽기

제 5 주

1

강의주제: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
강의목표: 아모스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나?
독설가 아모스 대 타락한 종교지도자
아마샤

<예언서 강의>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_아모스는 어떤
사람 이었나?,
독설가 아모스 대
타락한 종교지도자
아마샤 (72-77)
<예언서> 열두
예언서_아모스서
(229- 234)

2

강의주제: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
강의목표: 아모스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아모스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헌금이 죄? - 교회를 향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 카이츠? 케이츠? 독설에
깃들인 희망의 메시지

<예언서 강의>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_
아모스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
헌금이 죄? - 교회를
향한 경고, 심판의
메시지: 카이츠?
케이츠?, 독설에
깃들인 희망의
메시지 (77-86)

3 강의주제: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 <예언서 강의> <예언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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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아모스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아모스는 왜 그렇게 분노
했을까?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했나?, 구부러진
사회정의, 종교지도자들의 타락

아모스와 심판
그리고 사회 정의_
아모스는 왜 그렇게
분노 했을까?,
누구를 위한
분노였을까?,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했나?, 구부러진
사회정의,
종교지도자들의 타락
(87-102)

103-131 미리 읽기
<예언서> 217-225
미리 읽기

제 6 주

1

강의주제: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강의목표: 호세아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호세아의 삶은 어땠나?,
엽기적인 결혼생활, 호세아의 설교가
충격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예언서 강의>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_호세아의 삶은
어땠나?, 엽기적인
결혼생활, 호세아의
설교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103-110)
<예언서> 열두
예언서_호세아
(217-225)

2

강의주제: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강의목표: 호세아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호세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

<예언서 강의>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_호세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 (111-118)

3

강의주제: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
강의목표: 호세아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바알은 왜 인기가 많았을까?
첫 번째 유혹: 먹고살고 보자!, 두 번째
유혹: 즐겨 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나?, 가나안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 희망과 사랑의 하나님

<예언서 강의>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_바알은
왜 인기가 많았을까?
첫 번째 유혹:
먹고살고 보자!, 두
번째 유혹: 즐겨
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나?,
가나안에는 어떤

<예언서 강의>
132-143 미리 읽기
<예언서> 60-94
미리 읽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쪽지시험을
봄(2회차,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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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있었을까?,
희망과 사랑의
하나님 (118-131)

제 7 주

1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서의 핵심주제는
무엇일까? 귀족예언자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이사야는 왜 인기가 많을까?
이사야서, 이사야 1-27장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서의
핵심주제는
무엇일까?,
귀족예언자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다,
이사야는 왜 인기가
많을까? (132-140)
<예언서> 이사야서_
이사야 1-27장
(60-85)

2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서의 문학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사야가 3권, 세 권의 책, 한
권의 책, 이사야 28-33장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서의
문학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사야가
3권, 세 권의 책, 한
권의 책 (140-143)
<예언서> 이사야서_
이사야 28-33장
(85-89)

3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서, 이사야 34-39장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서의
문학적 특징은
무엇일까?, 이사야가
3권, 세 권의 책, 한
권의 책 (140-143)
<예언서> 이사야서_
이사야 34-39장
(89-94)

<예언서 강의>
143-156 미리 읽기
<예언서> 94-106
미리 읽기

제 8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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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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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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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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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주

1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의 예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이사야 40-54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의
예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143-150)
<예언서>
이사야서_이사야
40-54 (94-101)

2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 55-66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의
예언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 (143-150)
<예언서>
이사야서_이사야
55-66 (101-106)

3

강의주제: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굳게 믿으라, ‘남은자’ 사상

<예언서 강의>
이사야의 사상과
이사야서_이사야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굳게 믿으라,
‘남은자’ 사상
(150-156)

<예언서 강의>
157-186 미리 읽기
<예언서> 109-159
미리 읽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쪽지시험을
봄(3회차, 3점)

제 10 주

1

강의주제: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
강의목표: 예레미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울증 환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눈물겨운 고백,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1-13장

<예언서 강의>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_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우울증 환자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눈물겨운
고백 (157-164)
<예언서>
예레미야서_
예레미야 1-13장
(109-130)

2

강의주제: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
강의목표: 예레미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레미야의 소명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의 딜레마,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불렀을까?, 예레미야
14-39장

<예언서 강의>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_예레미야의
소명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의 딜레마,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를
불렀을까? (164-172)
<예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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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레미야서_예레미야
14-39장 (131-147)

3

강의주제: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
강의목표: 예레미야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레미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예레미야 40-52장

<예언서 강의>
예레미야의 소명과
우울증_예레미야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호세아와 아모스
그리고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172-186)
<예언서>
예레미야서_예레미야
40-52장 (147-159)

<예언서 강의>
188-216 미리 읽기
<예언서> 161-206
미리 읽기

제 11 주

1

강의주제: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
강의목표: 에스겔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에스겔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려운 책 대 쉬운 책, 에스겔의
향수병과 소명의식, 에스겔서,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에스겔, 에스겔 1-7장

<예언서 강의>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_에스겔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려운 책
대 쉬운 책,
에스겔의 향수병과
소명의식 (188-195)
<예언서> 에스겔서_
제사장이자 예언자인
에스겔, 에스겔
1-7장 (161-177)

2

강의주제: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
강의목표: 에스겔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일까?, 환상으로 희망을 길러내다,
묵시문학의 기원, 에스겔 8-27장

<예언서 강의>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_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일까?,
환상으로 희망을
길러내다,
묵시문학의 기원
(196-202)
<예언서>에스겔서_
에스겔 8-27장
(177-192)

3

강의주제: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
강의목표: 에스겔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에스겔의 예언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을 총망라 하다, 선진
예언자를 패러디 하다, 에스겔의 환상은

<예언서 강의>
묵시의 아버지이자
이민 목회자
에스겔의
희망_에스겔의
예언은 어떤 특징이

<예언서 강의>
217-249 미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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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징이 있을까?, 엽기적인 마른 뼈
환상: 유대인들에겐 복음!, 구체적인 새
예루살렘 환상, 에스겔 26-48장

있나?, ‘영’을 총망라
하다, 선진 예언자를
패러디 하다,
에스겔의 환상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엽기적인
마른 뼈 환상:
유대인들에겐 복음!,
구체적인 새
예루살렘 환상
(202-216)
<예언서>
에스겔_에스겔
26-48장 (192-206)

제 12 주

1

강의주제: 포로기와 귀환 사회에서의
이사야서
강의목표: 이사야서 심층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이사야서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까?, 하나님 탓? 자기 탓!,
구속주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언서 강의>
포로기와 귀환
사회에서의 이사야서
_이사야서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까?, 하나님
탓? 자기 탓!,
구속주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으로
(217-226)

2

강의주제: 이사야서의 유일신 사상이 왜
중요할까?
강의목표: 이사야서 심층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우상을 조롱함, 유일신 사상,
충격적인 사상

<예언서 강의>
포로기와 귀환
사회에서의 이사야서
_우상을 조롱함,
유일신 사상,
충격적인 사상
(226-233)

3

강의주제: 이스라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귀환사회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나?
강의목표: 이사야서 심층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기적적인 구속,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으로,
똑똑한 귀환 유대인 대 덜 똑똑한 본토
유대인, 제사장 집단 대 급진적 예언자들

<예언서 강의>
포로기와 귀환
사회에서의 이사야서
_기적적인 구속,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으로,
똑똑한 귀환 유대인
대 덜 똑똑한 본토
유대인, 제사장 집단
대 급진적 예언자들
(233-249)

<예언서 강의>
250-264 미리 읽기
<예언서> 252-262
미리 읽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쪽지시험을
봄(4회차, 2점)

제 13 주 1
강의주제: 학개, 스가랴 그리고 성전
강의목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예언서> 열두
예언서_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252-262)

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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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주제: 귀환 사회가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강의목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새 시대를 향한 갈망,
이사야의 올바른 삶 대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건축

<예언서 강의> 학개,
스가랴 그리고
성전_새 시대를 향한
갈망, 이사야의
올바른 삶 대 학개와
스가랴의 성전건축
(250-258)

3

강의주제: 성경 속의 상반된 목소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강의목표: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상반된 이야기? 다원적
목소리의 공존!, 역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예언서 강의> 학개,
스가랴 그리고 성전
_상반된 이야기?
다원적 목소리의
공존!, 역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259-264)

<예언서 강의>
265-274 미리 읽기
<예언서>
요엘서 225-229,
오바댜서 235-236,
요나서 236-240,
미가서 240-245,
나훔서 245-247,
스바냐서 249-252,
하박국서 248-249
미리 읽기

제 14 주

1

강의주제: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강의목표: 요엘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스바냐서, 하박국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요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언서> 열두
예언서_요엘서
(225-229), 오바댜서
(235-236),
요나서 (236-240),
미가서 (240-245),
나훔서 (245-247),
스바냐서 (249-252),
하박국서 (248-249)

2

강의주제: 다니엘서는 어떤 특징이 있나?
강의목표: 다니엘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예언서 대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두 얼굴

<예언서 강의>
다니엘과 하늘의
권세 그리고 오직
믿음_예언서 대
묵시문학,
다니엘서의 두 얼굴
(265-269)

3

강의주제: 다니엘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강의목표: 다니엘서 이해하기
강의세부내용: 땅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 그리고 믿음

<예언서 강의>
다니엘과 하늘의
권세 그리고 오직
믿음_땅의 권세를
이기는 하늘의 권세,
그리고 믿음
(269-274)

제 15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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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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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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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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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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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석

토
론
(방)

질
문
(방)

탐구
활동

의견
(방)

학습
계획서 기타

30 30 10 10 20 100

수업방법 수업자료

강의: 주교재 및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

주교재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 강의 내용 중 중심이 될
만한 주제로 토론(매 교시 5분 정도)

부교재

학생과의 질의응답: 강의 시간 중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나 어려운 단어들 질문 및 답변(3교시 끝나
기 10분 전)

학생 간 상호 질문토론: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이에 대답하면서 상호 간 자유토론, 자유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여
자유토론을 유도(3교시 강의 시간에 10분 정도
할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