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서론

1.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1.2. 연구  방법과  범위  및  구조    4

2. 전통적인  죄  이해

2.1. 성서의  죄  이해    8

2.2. 동방  교부의  죄  이해    15

2.3. 서방  교부와  로마  카톨릭의  죄  이해    19

2.4. 종교  개혁의  죄  이해    23

2.5. 영국  국교회의  죄  이해    29

3. 웨슬리의  죄  이해의 변화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3.1. 죄  이해  변화  구분의  역사적  근거    32

3.2. 초기  (1733~38) : 죄의  치유적  특성    35

3.2.1. 역사적  배경    35

3.2.2. 초기  웨슬리의  죄  이해    42

3.3. 중기  (1738~65) : 속죄의  법정적 특성의  유입    48

3.3.1. 역사적  배경    48

3.3.2. 중기  웨슬리의  죄  이해    58

3.4. 후기  (1765~91) : 죄와  속죄의  치유와  법정적 특성의  조화    67

3.4.1. 역사적  배경    67

3.4.2. 후기  웨슬리의  죄  이해    73

4. 웨슬리의  죄  이해

4.1. 악의  기원에  대하  웨슬리의  견해    79

4.1.1. 악의  기원에  대한  웨슬리의  심미적  고찰    79

4.1.2. 악의  기원에  대한  웨슬리의  도덕적  고찰    82

4.2. 인간의  타락과  생래적  죄(원죄)   85

4.2.1. 하나님의  형상    85

4.2.2. 인간의  타락    87

4.2.3. 생래적  죄    90

4.3. 웨슬리의  관점에서  죄의  구분    98

4.3.1. 내적  죄와  행위의  죄    98

4.3.2. 의식적인  죄와  무의식적인 죄    100

4.3.3. 죄책과  죄의  힘 , 죄의  현실성    103

4.4. 죄 , 자유의지  그리고  은총    106

4.4.1. 죄와  자유의지    106

4.4.2. 죄와  은총    108



5. 웨슬리의  관점에서의  은총과  죄의  용서와  치유

5.1. 선재적  은총과  죄  용서와  치유의 가능성    113

5.2. 확신케  하는  은총과 죄의  자각    118

5.3. 의인화의  은총과 죄의  용서    122

5.4. 치유의  영으로서의  은총과 죄의  치유    126

5.4.1. 거듭남의  은총과 죄의  치유    126

5.4.2. 성화의  은총과  죄의  치유    131

5.4.3. 온전한  성화(안전) 의  은총과  죄의  치유    137

5.4.4. 영화의  은총과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141

6. 결론

6.1. 요약    144

6.2. 종합  분석    149

참고서적  ( Bibliography )






















































































































































































































































































































































	목  차  
	감사의 글 
	Ⅰ. 서  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및 구조  

	Ⅱ. 전통적인 죄 이해   
	1. 성서의 죄 이해   
	2. 동방 교부의 죄 이해   
	3. 서방 교부와 로마 카톨릭 죄 이해   
	4. 종교 개혁의 죄 이해   
	5. 영국 국교회 죄 이해       

	Ⅲ. 웨슬리의 죄 이해의 변화과정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죄 이해 변화에 대한 시기 구분의 근거   
	2. 초기(1725~38, 속죄의 치유적 특성)
	1. 역사적 배경   
	2. 최기 웨슬리의 죄 이해   

	3. 중기(1738~65, 속죄의 법정적 특성의 유입)      
	1. 역사적 배경   
	2. 중기 웨슬리의 죄 이해         

	4. 후기(1765~91, 죄와 속죄의 치유적인 특성과 법정적 특성의 조화)   
	1. 역사적 배경   
	2. 후기 웨슬리의 죄 이해   


	Ⅳ. 웨슬리의 죄 이해  
	1. 악의 기원에 대한 웨슬리의 견해   
	1. 악의 기원에 대한 웨슬리의 심미적 고찰      
	2. 악의 기원에 관한 웨슬리의 도덕적 고찰   

	2. 인간의 타락과 생래적 죄(원죄)   
	1.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2. 인간의 타락    
	3. 생래적 죄(원죄)        

	3. 웨슬리의 관점에서의 죄의 구분     
	1. 내적 죄와 외적 죄   
	2. ÀÇ½ÄÀûÀÎ ÁË¿Í ¹«ÀÇ½ÄÀûÀÎ ÁË 
	3. ÁËÃ¥°ú ÁËÀÇ Èû , ÁËÀÇ Çö½Ç¼º 

	4. ÁË , ÀÚÀ¯ÀÇÁö ±×¸®°í ÀºÃÑ 
	1. ÁË¿Í ÀÚÀ¯ÀÇÁö 
	2. ÁË¿Í ÀºÃÑ 


	Ⅴ. 웨슬리의 관점에서의 은총과 죄의 치유와 용서    
	1. 선재적 은총과 죄 치유와 용서의 가능성           
	2. È®½ÅÄÉ ÇÏ´Â ÀºÃÑ°ú ÁËÀÇ ÀÚ°¢ 
	3. 의인화의 은청과 지의 용서   
	4. 치유의 영으로서의 은총과 죄의 치유   
	1. °Åµì³²ÀÇ ÀºÃÑ°ú ÁËÀÇ Ä¡À¯ 
	2. 성화의 은총과 죄의 치유   
	3. 온전한 성화(완전)의 은총과 죄의 치유   
	4. 영화의 은총과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Ⅵ. 결  론   
	1. 요 약        
	2. 종합 분석   

	BIBLI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