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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교의학개론

.
교과구분

수업시간 수1,2,3, 수업장소 407-대학원강의실

전공필수
과목번호
[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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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공통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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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이신건

면담시간 언제든지 환영함 Email sklee@stu.ac.kr

전화(구내) 032-340-9373 Fax연구실위치 성봉기념관212호

강의목적 및
개요

조직신학(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기본 개념들과 여러 이론들을 공부함으로써 신앙의 확신과 체계적인 신학을 갖게 
함 

강의
운영방법

읽기와 쓰기와 발표와 토론을 병행함  

과제물

1. 과제1: 교의학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 과제2: 노트 제출
 노트 출력 : 성결신학연구소 이신건의 강의 안내
  (http://sgti.kr/myhome/lecture/index.htm)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이신건, 조직신학입문(신앙과지성사)
호르스트 푈만, 이신건 옮김, 교의학(신앙과지성사)

부교재

이신건, 어린이 신학(신앙과지성사)
이신건, 예수의 정체와 의미(신앙과지성사) 
이신건, 인간의 본성과 운명(신앙과지성사)
이신건, 교회에 대한 오해와 이해(신앙과지성사)
이신건, 종말론의 역사와 주제(신앙과지성사)
이신건, 구원이란 무엇인가?(신앙과지성사)

참고도서

오톤 와일리, 폴 컬벗슨, 전성용 옮김, 웨슬리안 조직신학(도서출판 세복)
W. T. 퍼카이저, 김용련 옮김, 기독교 신앙의 탐구(도서출판 나사렛)
한영태, 웨슬리의 조직신학(성광문화사)
전성용, 성령론적 조직신학(도서출판 세복)
성결교회신학위원회, 성결교회신학(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출판부)
김균진, 기독교 신학 1-5(새물결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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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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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점수 비율

기말고사 20 20%

중간고사 20 20%

출석 및 참여도 30 30%

과제2 20 20%

과제1 10 10%

특강정보

특강일자 비고특강강사명 특강내용

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
강의 안내와 강의 시작 강의 목적과 방향, 참고도서 소

개
2018-02-28

~
2018-03-28

2

제1장 조직신학이란 무엇인가?
제2장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재 참조
교의학 "I 신학에 관하여" A 예
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3-07
~

2018-03-07

3

제3장 신앙과 지식과 이데올로
기
제4장 신앙과 희망과 사랑

교재 참조 
교의학 "IV 신앙에 관하여" A 예
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3-14
~

2018-03-14

4
춘계신앙수련회 휴강2018-03-21

~
2018-03-21

5
제5장 하나님은 누구신가?
제6장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교재 참조
교의학 "V 하나님에 관하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3-28
~

2018-03-28

6

제7장 무신론을 어떻게 볼 것
인가?
제8장 창조란 무엇인가?

교재참조
교의학 "VI 창조에 관하여" A 예
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4-04
~

2018-04-04

7

제9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10장 악은 어디서 오는가?

교재 참조
교의학 "VII 인간에 관하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4-11
~

2018-04-11

8

제11장 은총이란 무엇인가?
제12장 창조와 해방과 구원

교재 참조
교의학 "X 은총에 관하여" A 예
비고찰 필사본 제출
중간고사

2018-04-18
~

2018-04-18

9

제13장 칭의와 성화와 영화
제14장 예수는 누구인가?

교재 참조
교의학 "IX 그리스도에 관하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5-02
~

2018-05-02

10
제15장 예수의 선포와 활동 교재 참조2018-04-30

~
2018-05-04

11
제16장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교재참조2018-05-09
~

2018-05-09

12
제17장 성령은 누구인가?
제18장 성령의 활동과 은사

교재 참조2018-05-16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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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강의주제 강의내용

13
제19장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제20장 누가 교회인가?

교재 참조
교의학 "XI 구원의 수단에 관하
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5-23
~

2018-05-23

14

제21장 교회는 어떤 질서를 가
지는가?
제22장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임무

교재 참조
교의학 "XII 교회에 관하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2018-05-30
~

2018-05-30

15
현충일  휴강2018-06-06

~
2018-06-06

16

제23장 종말신앙의 근거와 준
거
제24장 역사의 종말과 완성
제25장 개인의 종말과 완성

교의학 "XIII 종말에 관하여" A 
예비고찰 필사본 제출
기말고사

2018-06-13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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