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ng2017 HT312 Introduction to the Credo [4 Units] SS#4

[
기독교신학 입문:사도신경 이해하기]
instructor: Prof. Jeremy J. Hong (323.788.7025

jesusacademy@gmail.com)

Course Schedule

#4. April 4, 2017_ Basic of Reading_Hearing (신학/신앙의) 글/말 _ “읽기-듣기”의 기본 2
1. “Two Types” of Doing Theology = "Two Types" of Reading/Hearing
"spiritual(mind-peace)" & "historical-contextual"
"passive" & "active" _ 권위주의/복종=믿음 & 대화_비판적/창의적 응답 ~ 주체&책임

2. 페이퍼 표지
school /course_class title /instructor
“essay title” /student / date

3. 각주 처리하는 기본 요령 1
Henry James, The Ambassadors (Rockville: Serenity, 2009), 34-40.
James, The Ambassadors, 14.
John Smith, Example Book, trans. Bill McCoy and Tim Thomas (New York: Random
House, 2000), 15.
John Smith, Example Book, ed. Tim Thomas (New York: Random House, 1995), 19.
Garrett P. Serviss, “A Trip of Terror,” in A Columbus of Space (New York: Appleton,
1911), 17-32.
William G. Jacoby, “Public Attitudes Toward Public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no. 2 (May 1994): 336-61.

*강의 인용:
Classroom lecture / Ellen Wurtzel, “강좌 제목,” October 17, 2016.

e.mail / Steven Volk, e-mail to author, October 15, 2016.6
* 온라인 자료 인용
Bhakti Satalkar, “Water Aerobics,” http://www.buzzle.com, (July 15, 2016).

4.1. 비판정신 – 맹[blind]으로 복종하는 신앙, 그러나 큰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1) 믿음의 필수성, 위력, 위험
/참조/<사도신경 살아내기> 2장,
*) GST 3[4] Big Questions _ 예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_ 명령문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_ 서술문
2) 비판적으로 읽고 듣는 방식 _
3) 언어는 글자, 단어가 아니라, 맥락에서
*4.
*5.
*6.
*7.
*8.

검산/ 판단론
기독교의 한계: 골목_부족 종교 / 지구촌, 우주 시대 종교
테러분자들 /순교자 _ 진리_정의_아름다움
종교는 왜 이성을 공포? 남의 종교의 부조리는 보인다!
사도신경은 살아낼 수 있다! 살아내야 한다. 예수 르네상스!

다음 시간 과제: Side Reading 1 <스퐁, 2절>: 비판적 리뷰 “critical review”
.1. Critical Review of
“Class Handout” [“견딜수 없는 주장”] _ 성경과 폭력 THE SINS OF SCRIPTURE by John
Shelby Spong /김준년․이계준 옮김 (Korean Institute of the Christian Studies 한국기독교연
구소: 2007).
제1장 하나님의 말씀 제2절: “견딜 수 없는 주장”
.2. Googling and "citing the online sourses"
1) “성경의 권위” 2) “신학이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