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Syllabus)
캘리포니아 개혁 신학 대학교 신학대학원
2021 년 가을학기 특강
1. 제목: 21 세기 이민 교회와 기독교교육 (21st Century Immigrant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2. 교수: 박용준목사
415) 505-0953, email: ysjpark@gmail.com
3. 본 과목의 목적:
신앙 교육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함께
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현재에 대한 이해 속에서 미래의 변화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급감하는 상황이며 젊은층들의 경우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1 세기를 살아가는 이민 교회가 당면한 신앙 교육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다음 세대로 성공적인
신앙 전수를 위해 기독교 교육의 과제를 생각해 본다.
4. 참고 교제:
(1) 박승로, 가정교회가 교회를 살린다 (서울: 에벤에셀, 2000)
(2) 손봉호 외, 청년이여 타올라라 (서울: 규장, 1997)
(3) 이의용, 고정관념을 믿습니까?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형 교회 (서울: 쿰람출판사, 1996)
(4) 한세완, 무너진교회의 기초를 세워라 (서울: 아가페, 1998)
(5) 황성철, 주님, 어떻게 목회할까요?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6) John Stott, 박영호 역,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7) Peter Scazzero, Warren Bird, 최종훈 역,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서울: 두란노, 2018)
(8) David Clark, Robert Rakestraw, Reading in Christian Ethics (Grand Rapids: Baker, 1996)
(9) Randolph Crump Miller, Theologies of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REP, 1995)
5. 강의 일정
8 월 31 일(화)

현대 교회에 대한 실제적 이슈들 이해 1

9 월 7 일(화)

현대 교회에 대한 실제적 이슈들 이해 2

9 월 14 일(화)

21 세기를 중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이해

9 월 21 일(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문제점들 이해 1
10 월 5 일(화)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의 문제점들을 위한 해결 방법 모색

10 월 12 일(화) 21 세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제언 1
10 월 19 일(화) 21 세기 기독교 교육을 위한 제언 2

6. 과목 요구와 학점
1. 출석: 50 점
2. 참여도: 20 점
3. 과제: 3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