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담 당 교 수 이종우 교과목 [134201]선교와 커뮤니케이션 이수구분 전공

시 간 / 학 점 3/3 이론/실습 2/1 수강인원 60

연 락 처 E-Mail

수 강 대 상 선교학전공, 언론선교학전공

수업목표
(Goal of Class )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이시대의 화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선교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
청되는 문제이다. 선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원리를 이해하고 역사적으로 등장한 상황화- 커뮤니케
이션 전략들을 이해하고, 현장 커뮤니케이션 능력들 함양하도록 한다. 

교과내용/설명
( course 

Description )

선교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원리, 선교와 문화의 상관성,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상황화의 역사적, 성경적 실례들, 선교실용 영어문장들의 이해와 암기, 선교커뮤니케이션 모델들의 동영상
감상, 복음간증 커뮤니케이션 실습

주교재
(M ain T ex ts )

이종우, [선교.문화.커뮤니케이션] CLC

부교재
(Sub Tex ts )

링엔펠터, [문화적갈등과 사역] 죠이 선교회
린다 콥, [나라를 제자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예수전도단. 

참고문헌
Etc Tex ts

리차드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기독교회사
강길호, 김현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돈 리차드슨,[화해의 아이] 생명의 말씀사
찰스 크랩, [기독교커뮤니케이션론] 기독교문서선교회
찰스 크랩, [선교문화인류학] 기독교문서선교회

교수방법
(Teaching 
M ethod)

강의 토론 발표 실험실습

시청각 유인물 문답풀이 현장실습

사이버 팀티칭 실기 기타

기타

활용기자재
(Educational 
Equipments )

BEAM PROJECT 전자칠판 DVD AUDIO

COMPUTER VIDEO OHP SLIDE

실물화상기 무선마이크 기타

기타

평가방법
(Grading)

구분 출석 수시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발표및토론 기타

상대평가 20 30 2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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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업계획

( Class Schedule )
수업내용 및 목적

( Content of Class )
교과서페이지
Page of Text

과제및시험
Assignment of Test

1 오리엔테이션
수업계획소개, 조편성, 도서소개. 
선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원리

2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삼위일체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성령안에서의 커뮤니케
이션

3 커뮤니케이션론1
 문화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대인커뮤니케이션론, 
 (자아위치, 수신자관련구조, 동질성과 이질성)

4 커뮤니케이션론2
 상징체계들(형태와 의미), 성경과 역사, 현실에서 상징, 비
유들의 예

5
문화와 선교의 역사적 예
들

문화화 선교에 대한 카톨록, 개신교의 모델들 고찰

6
문화와 선교의 성경적 예
들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7
문화와 선교의 성경적 예
들2

바울의 선교상황화 ( 청수동 실습관 사용 )

8 비판적 상황화 상황화의 모델- 비판적 상황화 (청수동 실습관 사용 )

9 선교영어1 선교여행에서의 영어문장들  

10 선교영어2 예배와 설교에서의 영어문장들

11 DVD 감상과 토론 이타오/ 나니아 연대기 감상 및 토론

12 DVD감상과 토론2 소명- 과라니 부족에 대한 선교 실화

13 복음 간증 스피치1 특정 주제를 통한 복음간증 스피치1

14 복음 간증 스피치2 특정주제를 통한 복음간증 스피치2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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