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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구내) 032-340-9373 Fax연구실위치 성봉기념관212호

강의목적 및
개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실존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대의 고민과 빗대어 새롭게 조명하고, 실존적인 결단
과 실천적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함

강의
운영방법

자기주도적 학습과 질문과 토론을 병행함

과제물

매 시간마다 노트를 제출함 
노트 출력 : 성결신학연구소 이신건의 강의 안내
(http://sgti.kr/myhome/lecture/index.htm)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이신건, 예수의 정체와 의미(신앙과지성사)

부교재

위르겐 몰트만, 김균진, 김명용 옮김,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한기독교서회)
위르겐 몰트만, 이신건 옮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대한기독교서회)
조순, 그리스도론(한들출판사)

참고도서

이신건, 조직신학입문(신앙과지성사)
이신건,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신앙과지성사)
이신건, 구원이란 무엇인가?(신앙과지성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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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1 30 30%

중간고사 20 20%

기말고사 20 20%

특강정보

특강일자 비고특강강사명 특강내용

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

강의 소개 1. 강의 목적
2. 강의 방법
3. 교재 소개
4. 과제 소개

2018-03-02
~

2018-03-02

2
서론 1. 그리스도론의 의의 

2. 그리스도론의 목적
2018-03-09

~
2018-03-09

3

3. 그리스도론의 방법 1)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2)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3) 앞으로부터의 그리스도론
4) 평가와 전망

2018-03-16
~

2018-03-16

4
춘계신앙수련회 휴강2018-03-23

~
2018-03-23

5

4. 성육신의 신비 1)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선재(先
在)를 전제한다. 
2) 성육신은 신앙의 신비를 표현
한다. 
3) 성육신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4) 성육신은 하나님의 신성을 입
증한다
5)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
가?  

2018-03-30
~

2018-03-30

6

5. 어린이 예수 1) 하나님은 어린이로 오셨다. 
2) 예수는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
는가?
3) 예수는 어린이와 같았다.

2018-04-02
~

2018-04-06

7

6. 민중 예수 1) 예수는 민중에게 복음을 선포
했다. 
2) 예수는 부자에게 회개를 촉구
했다.
3) 예수는 민중이지만, 민중은 
메시아가 아니다.

2018-04-13
~

2018-04-13

8

7. 생명 예수
중간고사

1) 예수는 생명이다.
2) 왜 예수는 질병을 치료하는가
?  
3)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
4) 오늘날의 치유 사역

2018-04-20
~

2018-04-20

9

8 자연인 예수 1) 예수는 문명을 어떻게 보았는
가?
 (1) 의복
 (2) 음식
 (3) 주택
2) 예수는 얼마나 자연적인가?  
3) 자연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18-04-27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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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0

9. 자유인 예수 1) 예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2) 예수가 가져온 자유는 무엇인
가? 
(1) 권세로부터의 자유
(2) 재물로부터의 자유
(3)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4) 염려로부터의 자유
(5)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6)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2018-05-04
~

2018-05-04

11
10. 떨어져 죽은 밀알 예수 1) 예수의 죽음은 그의 삶과 무

관하지 않다  
2)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2018-05-11
~

2018-05-11

12

10. 떨어져 죽은 밀알 예수 3) 예수의 죽음에 대한 전통적 
해석과 문제점
4) 예수의 죽음의 구원적, 실천
적  의미

2018-05-18
~

2018-05-18

13

11. 지옥에 내려간 예수 1) 음부인가, 지옥인가? 
2) 예수의 지옥행은 예수의 가장
 낮은 비하를 의미한다
3) 예수의 지옥행은 예수의 승리
를 의미한다.   
4) 예수의 지옥행은 구원의 보편
성을 의미한다.

2018-05-25
~

2018-05-25

14
12. 부활의 첫 열매 예수 1) 부활 신앙의 중요성

2)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3) 부활의 구원적, 실천적 의미

2018-06-01
~

2018-06-01

15
종합 토론 종합 정리와 토론2018-06-08

~
2018-06-08

16
기말고사 기말고사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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