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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개혁신학 대학원
California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HISTORY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사)
*Fall Semester (가을 학기) 2021 (8/30(월)-10/18(월)) 석사과정
*Professor: Dr. Jae Hyun Han (한재현 목사) (D.Miss)
Email: jhanrev@gmail.com

cell: 831-920-7043

*Credit Units (2 시간)
*Course Description & Objective 과목 설명 및 목표
In this course, the historical perspective for the true faith of
Christians today will be introduced, focusing on the early church’s
foundation, its persecution, and its theological development through the
history of the church from 30 AD to 590 AD.
(이 과정에서 초대교회의 배경과 시작, 그리고 수난과 신학의 발달과정등을
중심으로,

주후 30 년에서

590 년까지

교회

역사를

연구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을 위한 역사적 관점을 배우게 될 것이다.)

* Required Textbook (주교재):
1) 기독교회사 - 김의환 (총신대학교)- <1 부 초대교회사>
2) 핵심교회사 - 박상걸 (도서출판 신애)

* Course Requirement & Grading 필수 사항과 성적 기준
1> Class attendance (출석 10%- 결석은 한번에 -3 점),
2> (발제- 40%) - <수업 시간 중에 한번 발제 -주제를 정하여 1Page 넘지말것>
3> final exam (기말 시험 50%) - 오픈 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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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Schedules(강의 일정)
1)
2)
3)
4)
5)

Introduction (서론) / 사도시대(세시대구분), 시대배경 1 장
유대교와 로마제국 4 장/ 사도후시대: 수난의 교회 (5 장),
이단분파(6 장), 교부의 신학(8 장),
성경, 사도신경 (9 장), 3 기: 니케아회의시대:
(10 장, 교리논쟁), 기독론 논쟁
수도원운동(12 장), 선교 (11 장)

6)
7)

어거스틴(13 장) 교황제도 (14 장)
기말 시험

수업 발제자- 주제 요점 발표와 토론과 강의요약 (발표자는 1P 정도)
서론>>1> 초대 교회 역사를 세시대로 구분하라.
<1 기> 사도시대 (AD.—100)
2> 로마 제국이 기독 기독교 전파에 기여한 점을 약술하라.(1 장, 배경)
3> 예루살렘 멸망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약술하라. (4 장)
<2 기> 사도후 시대:교회 핍박기 (100—313)
4> 주요 10 대 박해를 약술하라. (5 장 수난의 교회)
5>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그노시스파의 일반적 특색을 쓰라.
(사도후 이단분파 6 장 이단의 발호)
6> 교부를 정의하고 분류하라(폴리갑, 오리겐, 터툴리안. 8 장 교부들의 신학).
7> 사도신경의 유래를 약술하라 (9 장 성경과 신조)
<3 기> 니케아회의 시대:신학조성기(313-590)
8> 1 차 니케아 회의에 대해 약술하라.(10 장 교리적 논쟁)
9> 기독론 논쟁을 약술하라. (에베소회의, 칼케톤회의)
10> 안토니와 은둔주의를 약술하라.(12 장.수도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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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스토리우스파의 전도(경교)(11 장 선교)
12>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신학차이를 쓰라.(13 장 어거스틴)
13> 로마교회의 교황제도를 비판하라. (14 장, 교황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