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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tic Theology
( 조직신학 : 組織神學 )

Eschatology
(말세론: Doctrine of the Last Things)

Syllabu#

o 본 과목 수강 목적: 핵무기의 대량학살과 생태학적인 위기가 암시해 주는 인류 파멸의 위협을 느끼며 살
아가는 우리는 단지 현실에만 집착해서 살 수 없기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의 하
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여 우
리의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장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임.
o 본 과목 수강 자격: 신학석사 과정(神學碩士 科程: Master of Divinity)과, 그와 동등한 자격을 자진 학생.

敎材)

I. 교재(

主敎材
벌코프 조직신학, 하<말세론>(권수경.이상원역 /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1)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Part Six <The Doctrine of the Last Things>(New Edition
containing the full text of Systematic Theology and the original Intruductory volume to Systemn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6
參考圖書
1) Hodge, Charles. Systematic Theology Vol. IV <Eschat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3
2) Buswell, James Oliver J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Part IV
<Eschatolog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62
3) Grudem, Wayne. Systematic Theology Part 7 <The Doctrine of the Futur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4
성경적 교리학 입문서 조직신학(하) <종말론>, 노진준역 / 은성출판사, 1997)
4) Erickson, Millard J. Christian Theology Part 12 <The Last Thging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House, 1983
에릭슨 기독교 신학 시리즈 <종말론>, 이은수역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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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교재(

(2) 참고도서(

: Text book)

: Reference Book)

5) Reymond, Robert L. A New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Faith Part 5 <Last
Things>, Nashville, Tennessee: Thomas Nelson, Inc. 1998)
6)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2(Systematic Theology), Part VII Carlisle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7) Hoekema, Anthony 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9)
8) McNeill,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 Book III (Ch. V, IX, XXV),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한.영 기독교 강요 제 3권 5, 9, 25장, 편집부역 / 기독성문출판사, 1993)
9) 뻘콥조직신학 제 7권 <종말론> (고영민역 / 기독교문사, 1979)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39)
10) 하지(A. A. Hodge) 조직신학(요약) 제 3권 <종말론> (고영민역 / 기독교문사, 1981)
11) 박형룡박사 저작 전집 제 7권 <교의신학: 말세론> (박형룡저 /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12) Berkhof, Louis.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Michigan: Grand Rapids Book
Manufacturers, 1977 (기독교 신학개론 / 신복윤역,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63)
13) 신학.교리 도표(김원주역 / 생명의 말씀사, 1995)
(House, H. Wayne. Charts of Christian Theology & Doctrine,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2)
,

II. 과목(科目)의 요구(要求)와 학점(學點)(Course requirements & Grading)
(1) 과목요구와 학점 배당(Requirements & Grading system)
1) 시험은 예상문제 답안 제출로 대신함(마지막 시간에 답안 제출함)
2) bonus 점수(10%): Extra short paper(4월 1일까지 제출)
a. 교재 중에서 한 가지 신학을 택하여, 그 사상을 간략히 약술하고, 교재 내용에 없는 비판을 할 것
b. 12point 활자, double space, Letter size 5매 이상 10매 이하
3) 출석 : 전체의 1/3 이상 결석하면 과락

(2) 학점 체계(點數 體系: Grading System)
A+: 95-100(4.5) A: 90-94(4.0) B+: 85-89(3.5) B: 80-84(3.0) C+: 75-79(2.5) C: 70-74(2.0)
D+: 60-69(1.5) D: 60-64(1.0) F: 59-below(0.0) / P: Pass, NCR: No Credit, INC: Incomplete

* M.Div.와 M.A.과정 - C 까지 졸업

b. 12point 활자, double space, Letter size 5매 이상 10매 이하

3) 출석 : 전체의 1/3 이상 결석하면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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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학습일정 개요(學習日程 槪要: Course Outline)
Date
8/31

Topic

The Outline of The Contents

[ 전반기 ]

Orientation,

서론
제 부 개인적인종말론

[

1 :

]

I. 육체적 죽음

죄와 죽음과의 관계, 신자들의 죽음의 의미❙ 영혼 불멸성의 의미, 영
혼 불멸성에 대한 일반계시,특별계시 (8~14)

I. 육체적 죽음
II. 영혼의 불멸성

9/6

인격의 불멸성에 대한 반대와 그에 대한 현대인의 대안들❙ 중간 상
태에 관한 성경 견해, 역사적으로 본 중간 상태의 교리, 스올-하데스
교리의 현대적 구성 (15~21)

II. 영혼의 불멸성

13

철학.종교.교회사에서의 종말론, 교의학의 다른 영역과 종말론의 관계,
종말론의 명칭.내용❙ 육체적 죽음의 본질(성경구절) (1~7)

III. 중간 시대

20

III. 중간 시대

죽음 후의 영혼의 거처에 관한 로마 교회의 교리, 사후의 영혼의 의
식적 존재 상태, 중간 상태는 재시험의 기간이 아님 (22~28)

27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회
북가주 노회

휴 강 (27~30일)

10/5

12

19

제 부 일반적종말론

[

2 :

]

1. 그리스도의 재림

II.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

재림 이전의 대 사건들(표적과 기사들), 파루시아, 즉 재림 그 자체,
재림의 시간.방식,목적❙ 과거의 전천년 설 (36~42)

II.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

현제의 전천년설, 전천년설의 반대, 후천년설의 다양한 형태 (43~49)

1. 그리스도의 재림

[ 후반기 ]
26

II.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
III. 죽은 자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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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최후의 심판

9

단일한 사건의 재림, 세대주의자들의 재림 교리는 성경의 보증을 받지
못함, 재림 이전의 대 사건들 (29~35)

IV. 최후의 심판
V. 최후의 상태

후천년설에 대한 반대❙ 역사적으로 본 부활교리,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 부활의 성격, 부활의시기 (50~56)
역사적으로 본 최후 심판의 교리, 최후 심판의 셩격, 심판에 대한 잘
못된 견해들, 심판자와 그 조력자들, 심판받을 무리들악 (57~63)
심판의 시기, 심판의 표준, 심판의 다양한 부분들❙ 악인의 최후 상태
의인의 최후 상태 (64~69)
<문제 답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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