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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성    명 김 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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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명

[ 한  글 ] 스마트시대의 청소년사역 운영형태 e-learning

[ 영  어 ]
Youth Ministry for

 Smart society 
학    점 2학점

과  목

개  요

  본 교과목의 목적은 스마트 시대에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고 교회와 

학교, 각 종 단체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청소년의 전인격적 

성장과 치유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는 모든 경계와 권위를 넘으려는 특성을 가진다. 스마트 시대가 단순한 기

술적 변화가 아닌 이유, 그리고 이것이 기술 이상의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

이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글로벌화 등으로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불확실

성이 매우 높고 기술변화도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상황이다. 사회적 변화를 빠르고 적절

하게 예측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필요 충분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라는 상황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마트 시대의 특징은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을 개방과 참여, 소통에 두고 청소년과의 진정한 만남과 

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교과는 청소년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인식, 기독교세계관, 전인성에 바탕을 둔 청

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청소년과 청소년 사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의 이해, 청소년멘토링 전략,  청소년 사역자의 역량, 회복적 생활교육과 트라우마의 극복

까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아픔과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교  재

및

참  고

자  료

 주교재: 교수자개발교안 / SMART 청소년 사역 

 부교재: 박숙영(2015) 유엔미래보고서 / 교보문고

         이하운(2012) 청소년사역의 새로운 지평/ SFC 

         오경석, 김성수(2008) 청소년 사역 매뉴얼 / 생명의 말씀사

 위와 같이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연구과제에 응하고자 합니다.

2015 년  05월  08 일

                                       연구책임자 : 김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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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태 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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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글 ) 스마트시대의 청소년 사역전략

( 영 문 ) Youth ministry strategy for Smar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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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개  요

  본 교과목의 목적은 스마트 시대에 청소년과 소통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하고 교회와 

학교, 각 종 단체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으로 청소년의 전인격

적 성장과 치유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는 모든 경계와 권위를 넘으려는 특성을 가진다. 스마트 시대가 단순한 기

술적 변화가 아닌 이유, 그리고 이것이 기술 이상의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

이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글로벌화 등으로 상호의존성과 복잡성이 커짐에 따라 불확실

성이 매우 높고 기술변화도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상황이다. 사회적 변화를 빠르고 적

절하게 예측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지속성장의 필요 충분요건

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라는 상황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스마트 시대의 특징은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누구나 참여가능하

며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을 개방과 참여, 소통에 두고 청소년과의 진정한 만

남과 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교과는 청소년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 

시대적 흐름을 인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인식, 기독교세계관, 전인성에 바탕을 둔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청소년과 청소년 사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

문화의 이해, 청소년 멘토링 전략, 청소년 사역자의 역량, 회복적 생활교육과 트라우마의 

극복까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아픔과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교  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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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청소년 사역 / 교안제공 

 박숙영(2015) 유엔미래보고서 / 교보문고

 박숙영(2015) 회복적 생활교육을 만나다 / 좋은교사 

 오경석, 김성수(2008) 청소년 사역 매뉴얼 / 생명의 말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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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 시험일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조정하며 개설 확정 이후 담당 교수님 메일로 전달됩니다.

특  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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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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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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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torative Life Education program for  

youth Ministry 1. 

청소년 사역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

그램 기획 

2

Restorative Life Education program for  

youth Minist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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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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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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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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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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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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