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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인간론

Anthropology
교과구분

수업시간 수8,9,10, 수업장소 302-본관 강의실

전공선택
과목번호
[분반]

TEU370
[01]

수강대상 3학년

학점/강의/실습 3 / 3 / 0

교수명 이신건

면담시간 수업 외(미리 전화) Email sklee@stu.ac.kr

전화(구내) 032-340-9373 Fax연구실위치 성봉기념관212호

강의목적 및
개요

기독교의 인간 이해를 통해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목회 방향과 선교 자세를
 확립함.   

강의
운영방법

마인드 맵 노트 작성, 질문과 대답을 통한 토론 수업 

노트 출력 : 성결신학연구소(http://sgti.kr -> 강의 안내)

과제물

서평: 포스트휴먼 신학(장윤재 지음, 신앙과지성사) 
5장(요약 4장+ 서평 1장) 학기말 제출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이신건, 인간의 본질과 운명(신앙과지성사)

부교재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옮김,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대한기독교서회)  
라인홀드 니버, 오희천 옮김, 인간의 본성과 운명 1-2 (종문화사) 

참고도서

호르스트 푈만, 이신건 옮김, 교의학(신앙과지성사) 
유발 하라리, 조현옥 옮김, 사피엔스(김영사)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호모데우스(김영사) 

전공핵심역
량

논리적 이해와 설명 역량

※ 장애학생지원 : 전문인력(수화통역사, 속기사) 및 도우미 지원, 평가지원, 강의실 배치변경 등

    - 신청 : 장애학생지원센터(032-34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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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항목 점수 비율

출석 30 30%

중간고사 20 20%

기말고사 20 20%

과제1 20 20%

과제2 10 10%

특강정보

특강일자 비고특강강사명 특강내용

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
강의 안내 강의 목표와 방법, 교재 등 소개2018-02-28

~
2018-03-28

2
인간론의 의의, 신학과 인간학 인간론의 의의

신학과 인간학
2018-03-07

~
2018-03-07

3
현대인의 인간이해 1)이성적 인간 

2)충동적 인간
2018-03-14

~
2018-03-14

4
춘계신앙수련회 휴강2018-03-21

~
2018-03-21

5

현대인의 인간이해 3)진화론적 인간이해 
4)과정철학적 인간이해

2018-03-28
~

2018-03-28

6
현대인의 인간이해 5)철학적 인간학2018-04-04

~
2018-04-04

7
동양적 인간이해 1)붓다의 인간이해 

2)공자 맹자, 노자의 인간이해
2018-04-11

~
2018-04-11

8
중간고사 중간고사 2018-04-18

~
2018-04-18

9
기독교적 인간이해 1) 하나님의 피조물2018-04-25

~
2018-04-25

10

기독교적 인간이해 2) 하나님의 형상
(1) 하나님의 형상 개념의 유래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종래
의 견해들

2018-05-02
~

2018-05-02

11

기독교적 인간이해 (3) 앞의 견해들의 문제점
(4) 삼중점 관계에서 본 하나님
의 형상

2018-05-09
~

2018-05-09

12

기독교적 인간이해  죄인
(1)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2) 죄의 본질

2018-05-16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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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3
기독교적 인간이해 (3) 죄의 기원

(4) 죄의 결과
2018-05-23

~
2018-05-23

14

기독교적 인간이해 (5)원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양되는 인간
1) 참 인간 그리스도
2) 인간의 궁극적 운명

2018-05-30
~

2018-05-30

15
현충일 현충일2018-06-06

~
2018-06-06

16
기말고사 기말고사2018-06-13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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