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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업 계 획 서
2019학년도 가을학기 화요일 09:00-11:30 케이씨대학교 대학원

교과목명
공관복음서

세미나
영문

The Seminar on

Synoptic Gospels
시간 3 담당교수 조재형

차수 1차수-
강의시간

강의실
화 09:00-11:30, 3세미나실

면담시간 수업전이나 후에 가능
연구실 또는

연락처

수업목표

이 과목은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주요 내용을 공관복음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배우고, 각 복음서들의 본문을 역사비평학

(본문, 양식, 편집)과 문학비평 등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수업방법

교수의 강의 위주로 진행될 것이지만, 학생들과의 대화법을 사용해서 성서의 내용이

각 학생들의 삶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본문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매 시간 중요한 성서본문을 같이 살펴보고 각 복음

서 기자의 신학사상과 역사적, 사회적, 문학적 정황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평가방법
토론 참여도 20%, 출석 20 %, 중간고사(비판적 책읽고 발표하기) 30 %,

기말고사(비판적논문읽고 발표하기) 30% 합계 100 %
구 분 서적명 저자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비 고

교 재

강의노트 조재형 첫시간구입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복음서들의 신학
한들출판사 김득중 2009

공관복음서의 주제 안병무
한국신학연

구소
1997

부교재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

와 신약성서
부크크 2018

2,3,5,15장,

19장참조

공관복음서 이해 카트 F. 니클
대한기독교

출판사
2002

이형의

옮김

나요섭
복음의 기원과

형성
나의주 2018

참고서

공관복음서 연구
E.P. 샌더스; M.

데이비스

대한기독교

서회
2001 도서관있음

복음서개론 마크 포월 크리스챤 2003 허주 옮김

네 복음서 대조 정양모 지음 분도출판사 1993
www.goreb

ook.co.kr
공관복음서 연구의 새로운

동향
A.린데만

한국신학연

구소
2001

과 제 제 목 (자세한 과제 내용은 과제제출참고자료 참조)

1. 이유 없이 3번 이상 결석하면 자동으로 F처리됩니다(유고결석계 또는 진단서).

2. 복음서를 1번 이상 읽어야 이 수업을 잘 따라 올 수 있다.

3. 교수가 제시한 비판적 책읽기 양식에 맞춰서 교재와 부교재와 참고서에 있는 책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해서 읽은 후 평가서(8쪽 내외)를 기한 내에 제출한다. 모든 과

제는 출력해서 제출한 후, 원본파일은 교수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4. 비판적논문요약 발표는 책이나 강의노트에 있는 소논문을 읽고 교수가 정해준

양식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다.

4.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교수의 강의와 교재에서 나온 내용으로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된다.

모든 과제

늦게

제출시

감점 있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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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수업계획서
2019학년도 가을학기 화요일 09:00-11:30 케이씨대학교 대학원

회 월/일 수 업 내 용 과제/기타

1 8월 27일
강사와 강의 소개, 과제물과 시험, 신약성서의 문제와

배경/학생들 소개
조재형 2,3장

2 9월 3일 신약성서가 형성, 복음서의 유대적, 헬라적 배경 조재형 4,5장

3 9월 10일 신약성서 연구방법론: 본문비평과 역사비평의 길 린네만 1-8장, 샌더스 3장

4 9월 17일 공관복음서 연구 동향: 양식, 편집, 문학, 사상사 비평등 안병무 1-2장, 니클 1장

5 9월 24일 공관복음서 문제
안병무 3장, 샌더스 2장,

린데만2부

6 10월 1일 공관복음서의 주제1
안병무 7-12장, 김득중

1-2장

7 10월 8일 공관복음서의 주제2
안병무 13-18장, 김득중

7-9장, 니클5장

8 10월 15일 마가복음
안병무 4장, 린네만 9장,

니클2장

9 10월 22일 마태복음
안병무 5장, 니클 3장, 린

네만 10장

10 10월 29일 누가복음
안병무 6장, 니클 4장, 린

네만 11장

11 11월 5일 공관복음서 공통본문 연구1 조재형15장, 김득중 5장

12 11월 12일 공관복음서 공통본문 연구2 김득중6장, 샌더스 5장

13 11월 19일 공관복음서 공통본문 연구3
복연12장, 공관복음서이해

5장, 샌데스 4장

14 11월 26일 기말고사 학생 발표

15 12월 3일 기말고사 학생 발표

16

수업일정과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