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계획서

교과목명 기독교 세계관 코드 GEK20011

개설년도 2016 개설학기 1

개설학부 글로벌리더십학부 이수구분/영역 교양선택필수/세계관1

대상학년 분반 03

인정전공

학점구성
총학점 이론 실험/실습 설계 기타()

2 2 0 0 0

수업주유형 강의, 토론

선수과목
필수

병수과목
권장 CF 1, 2

주관교수성명 최용준 주관교수 Email

담당교수 성명 담당교수 Email 담당교수 전화 Office 위치 Office Hour

최용준
.

1450 OH 318A Thu. 9:30-11:30

TA성명 박명호 TA email

강의실 OH 420 강의시간 월4,목4

1. 과목 기본 정보(Basic Course Information)

2. 학습목표 및 개요(Course Objectives)

번호 학습목표

1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origin, process and final destination of the world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and to apply it to every sphere of their lives.

2 Students will be able to evaluate and discern various other worldviews from the biblical standpoint.

3 Students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 학습목표(Course Objective)

역량 학습성과

학문과 세

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기독교가 이 세상과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여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

비판적 사

고
● 주어진 정보를 주체적, 논리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 연관 학습성과(Related Learning Outcomes)



역량 학습성과

인간과 사

회에 대한

이해

● 인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성적 사유를 통해 내가 관계를 맺는 여러 사람들과 내가 속한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강의개요(Course Description)
Background: to examine our worldview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our lives and to establish it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Contents: the meaning of worldview, the biblical worldview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and its application.

Necessity: to establish Christian identity and to analyze and overcome other worldviews.

Method: Lecture, team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 과목 운영 및 과제물

● 교재

주교재
서명

Creation Regained: biblical basics for a

reformational worldview
저자

Albert M. Wolters & Michael

Goheen

출판사 Eerdmans 출판년도 2005�

주교재
서명 세계관은 삶이다 (Worldview is Life) 저자 최용준(John Choi)

출판사 CUP 출판년도 2008

부교재
서명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저자

Craig G. Bartholomew &

Michael W. Goheen

출판사 Baker 출판년도 2008

부교재
서명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저자

Brian J. Walsh & J. Richard

Middleton

출판사 IVP 출판년도 1995

부교재
서명 하나님이 원하시면(Deo Volente) 저자 최용준(John Choi)

출판사 아침향기 출판년도 2011

부교재
서명

당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Be the channel

of blessings!
저자 최용준(John Choi)

출판사 아침향기 출판년도 2013

부교재
서명 패러다임 쉬프트 Paradigm Shift 저자 최용준(John Choi)

출판사 아침향기 출판년도 2015



부교재
서명 Total Truth 완전한 진리 저자 Nancy Pearcey 홍병룡 역

출판사 Crossway 복있는 사람 출판년도

부교재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부교재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기자재

● 평가

출석관리

학점산출 평가 도구

및 비중(%)

출석 중간시험 기말시험 퀴즈 팀프로젝트 개인과제
기타1(기타

1)

기타2(기타

2)

10 20 40 10 10 10

Honor Code 준수 및

평가방법 추가설명
One assignment for other course cannot be resubmitted for this course.

● 수업 활동유형

강의 30% 실험 % 실습 %

팀프로젝트 30% 발표 30% 토론 10%

기타1() % 기타2() % 기타3() %

총계 100 %



번호 내용

1
Content: Submit one book review among the textbooks. Evaluation Standard: 2 pages of A4 standard form

(summary and evaluation) Submit deadline: until the 4th week Sat. 24:00 hour as a hard copy, not by email

2
Content:4 students form one team and make a presentation of one theme. Evaluation Standard: how effective was

the cooperation in presentation. Submit deadline: will be determined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 과제 및 프로젝트(Assignments and Projects)

4. 강의 일정 계획(Weekly Schedule)

주차 날짜 강의주제 및 범위 과제 결과물 및 평가

1
2016-02-29

2016-03-01
Introduction Creation Regained: 1-12

2
2016-03-07

2016-03-10

Video Lecture

No Lecture

Creation Regained: 13-52

3
2016-03-14

2016-03-17
The origin of all things Creation Regained: 13-52

4
2016-03-21

2016-03-24
What is wrong! Creation Regained: 53-68

5
2016-03-28

2016-03-31
What is the remedy? Creation Regained: 69-86

6
2016-04-04

2016-04-07
What is the remedy? Creation Regained: 69-86

7
2016-04-11

2016-04-14
The destination of all things Creation Regained: 87-120

8
2016-04-18

2016-04-21

Midterm Exam

9
2016-04-25

2016-05-28
Team presentation

10
2016-05-02

2016-05-05

Team presentation

Holiday

11
2016-05-09

2016-05-12
Team presentation

12
2016-05-16

2016-05-19
Team presentation

13
2016-05-23

2016-05-26
Team presentation

14
2016-05-30

2016-06-02

Team presentation



주차 날짜 강의주제 및 범위 과제 결과물 및 평가

15
2016-06-06

2016-06-09

Holiday

Final exam

16
2016-06-13

2016-06-16
Final conclusion

5. 공지사항/부가정보

● 본 과목의 수강신청을 위한 주요 공지사항(Notice)

Each team can choose any topic for presentation in relation to the Christian worldview but it should be approved by the

professor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The presentation time is 15 minutes, discussion time is 10 minutes.

After that the professor will be summed up and conclude.

Each class is 60 mins.

During the class, smart phone is not allowed.

● 전공별 부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번호 내용

1
본 교과목의 공학인증 학습성과: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6. 장애학생을 위한 강의 및 평가 안내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강의, 과제 및 평가를 실시

예)강의 :

- 강의파일 제공, 강의대필도우미 제공.

- 치료 및 입원 등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간주.

과제 및 평가

- 시험대필도우미, 필요 시 수화 설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