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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본 과목의 목적은 성서와 기독교 윤리와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성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독교 윤리적 사고란 무엇

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수업을 통해 배우고자 한다. 

 

수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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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한 윤리적 과제는 무엇인가 구체화한다. 

 2.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 과제와 우리의 삶의 연관성에 대해 조직화한다. 

 3. 스스로의 삶을 윤리적 해석의 방법론을 통해 설명, 실천한다 

  

관련자료:  

한기채, 『성서이야기 윤리』(대한기독교서회, 2003) 

박충구, 『기독교윤리사』(대한기독교서회, 2003) 

스탠리 하우어워스, 『십계명』(복있는 사람, 2007) 

박충구, 『예수의 윤리』 (대한기독교서회) 

박충구, 『21세기 문명과 기독교윤리』 (대한기독교서회) 

 

평가: 

과제물1 (30%), 과제물2 (30%),  발표 (20%), 출결 (20%) 

   

과제물1 :  

현대 시대의 윤리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과제와 대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A4 

용지 1페이지 내외 

과제물2 :  

영화 또는 문학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평가하고 그 작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논술하시오. A4 용지 1페이지 내외 

발표 :  

과제물2를 수업시간에 발표한다.  

 

수업일정 

 주제순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윤리란 무엇인가 
-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 윤리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2 구약성서 윤리 
- 십계명의 윤리적 의의 

- 구약에 나타난 인권사상 

- 지혜문학에 나타난 윤리적 교훈의 특징 

3 신약성서 윤리 
- 예수 운동의 윤리학 

-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윤리 

- 가난에 대한 예수의 말씀 

- 바울 윤리의 근본 모티브 

4 기독교의 현실과  

윤리적 문제 
- 한국 기독교의 윤리적 문제 

5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독교 공동체 
- 정보사회에서 기독교윤리적 과제 

- 사이버스페이스 문화와 기독교 

6 기독교와 성윤리 
- 기독교 성윤리에 대한 반성 

- 현대 기독교 성윤리의 동향 



 

7 생명공학과 기독교 신앙 
- 생명 복제와 윤리 

- 기독교 윤리학과 인간복제 

8 선교와 윤리적 과제 
- 선교 이해와 윤리적 문제 

- 선교의 윤리적 과제 

9 고전적 기독교 현실주의 
- 성 어거스틴 

- 생애, 영향, 윤리사상 

10 성, 속의 이중적 윤리 
- 수도원 주의 

- 생성, 윤리적 특성, 삶의 원칙 

11 종교 체험의 윤리 
- 신비주의 

- 의미, 윤리적 특성, 내적 신비주의 



12 종합의 윤리 
- 토마스 아퀴나스 

- 생애, 영향, 윤리사상(자연법, 덕론, 법론) 

13 현실주의적 윤리 
- 마르틴 루터 

- 시대, 중세교회 비판, 윤리사상, 사회윤리 

14 신정론적 윤리 
- 존 칼빈 

- 시대와 생애, 루터와 칼빈, 윤리사상 

15 급진주의적 윤리 
- 재세례파 

- 기원, 윤리신학적 전제, 윤리적 특성 

16 보편적 은총의 윤리 
- 존 웨슬리 

- 18C 시대상, 윤리사상의 특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