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 선교신학원 [성경부문] 2022년 가을학기 수업안내
<선교사 바울의 로마서>
*강 사 : 신학박사 정재천 교수 (jason@CanadaMosaicCollege.com)
*일 시 : 매주 (수) 7:00~9:30 PM, 총 12회 강의 / 장 소 : 온라인 줌 링크
*개 요 :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메가처치로 성장해 있는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한번도 만나거나 접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서신이면서도 사도의 모든 신
학의 정수를 집대성하고 있는 특별한 서신입니다. 이러한 특별함은 지금 21세기 먼 이방의 나라인
캐나다에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바울의 선교적 가치관과 비전들을 체험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목 표 : 바울서신의 꽃이자 성경신학의 정수인 로마서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합니다. 로
마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해안을 얻을 수 있는 첩경이며 무엇보다 그동
안 자신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가장 큰 도전과 용기를 동
시에 안겨줄 수 있는 위대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 자신만의 [로만로드]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모자익 선교사 누구나 가장 심플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것
을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 개인 신앙의 성장도 함
께 균형있고 조화롭게 도모할 것 입니다.

강 좌

강의 내역

일자

1

사도 바울의 삶과 그의 회심 [갈라디아서]

9/21

2

선교사 바울의 순회선교 [사도행전]

9/28

3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신학 [로만로드]

10/5

4

선교사 바울의 축복과 감사인사 (로마서 1:1-15)

10/12

5

바울의 선교비젼과 로마서의 목적 (1:8-15, 15:22-29)

10/19

6

선교의 목적과 충만한 축복 (1:16-17)

10/26

7

Reading Week (No Class)

11/2

8

인간의 타락과 선교의 중요성 (1:18-3:18)

11/9

9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3:19-5:21)

11/16

10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성장계획 (6:1-8:39)

11/23

11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최종목표 (9:1-11:36)

11/30

12

선교로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 (12:1-15:13)

12/7

13

또다른 선교의 시작 (16:1-27); 간증과 나눔

12/14

14

Final Project [로만로드] 제출 (No Class)

12/21

*평 가 : 감상과 결신 50%,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40%, 출석 10% (첫 수업 때 자세히 설명)
*교 재 : 선교사 바울의 로마서, 바울이 가장 바울 다울 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아마존에서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