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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및
개요

1. 수업개요: 수업을 통해 성경 창세기를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명확히 연구하고자 한다. 성경은 진리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분명하게 검증이 되어 가는 역사성과 과학성을 모두 가진 최고의 문
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성경말씀이 역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최고의 기록임을 나누게 될 것이다.
2. 수업목적: 1) 성경의 과학적 합리성 증거 2) 성경기록의 정확성 확립 3) 성경 창세기 속 과학적 연대기 정립하
기

수업
운영방법

1. 프로젝트 학습(주제별 연구 강의식 및 토의, 발표수업)
2. 실험 및 실습(지층과 화석 실습, 생명의 설계도 유전자 제작 등)
3. 온라인 강의 및 토의(줌ZOOM)

과제물

▫ 성경 창세기에 관한 묵상과 말씀공부, 다양한 참고기록 조사하기
▫ 다양한 과학뉴스 이해하기
▫ 매 주차 수업마다 강의내용 요약하기
▫ 시험관련 자신이 직접 문제출제하기
▫ 발표논문 정하고 발표준비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성서 흠정역
김명현 저 [창세기 개론], [창세기 강해 1,2,3,4권],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비밀, 도서출판 성경과학]

부교재

헨리 모리스 [창세기 대홍수], [Genesis Record], [현대과학의 성경적 기초]
김명현, 양승원 저 [성경과학파노라마]...
야살의 책 1,2권
요세푸스 [유대고대사1,2권]
헤로도투스 [역사]

참고도서

고대근동문학선집, 유진 폴스티히 저서들...

※ 장애학생지원

   - 청각장애 : 수화통역사, 속기사 지원

   - 지체장애 : 강의실 변경, 이동지원

   - 시각장애 : 점역사 지원 학습 튜터 및 교내생활 도우미지원

   - 공통사항 : 평가지원, 학습보조기기 대여, 

                학습자료 제작지원,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등

※ 평가시 별도의 시간연장, 수화통역, 점역, 대필 대독 등 지원은 개별상담 후 지원가능

   - 신청 : 장애학생지원센터 (032-34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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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방법

항목 점수 비율

과제물 및 발표 10 10%

출석 및 참여도 10 10%

기말고사 50 50%

중간고사 30 30%

특강정보

특강일자 비고특강강사명 특강내용

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수업주제 수업내용

1
창세기 강의식 및 토론식OT 저자의 서문 연구2021-03-01

~
2021-03-06

2
창세기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개관-신앙 대 신념 서론, 창세기 개론, 신앙대 신념

, 진화론은 태양신, 6일창조 6천
년

2021-03-08
~

2021-03-13

3
창세기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개관-창세기와 수학 창세기 1장1절의 수학적 비밀2021-03-15

~
2021-03-20

4
창세기1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1장 - 창조기사분석 6일창조 기사 분석하기2021-03-22

~
2021-03-27

5
창세기2-3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2~3장 - 죄와 구원 아담과 하와의 창조, 범죄, 구원2021-03-29

~
2021-04-03

6
창세기4-6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4~6장 - 가인과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홍수 심판

2021-04-05
~

2021-04-10

7
창세기7-11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7~11장 - 대홍수와 인

종의 분화
대홍수 사건, 지층과 화석, 언어
의 분화, 인종문제...

2021-04-12
~

2021-04-17

8
12-17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12~17장 - 부르심과 분

정언약
아브라함 소명, 횃불언약이야기2021-04-19

~
2021-04-24

9
18-26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18~26장 - 소돔과 고모

라, 이삭출생과 리브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삭의 출
생과 사라의 죽음, 리브가와의 
결혼

2021-04-26
~

2021-05-01

10
27-31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27~31장 - 야곱과 에서

, 야곱과 라반
야곱과 에서의 출생, 라반에게 
도피, 결혼 및 자녀생산

2021-05-03
~

2021-05-08

11
32-37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32~37장 - 가나안에서

의 야곱
가나안 전쟁, 요셉이야기2021-05-10

~
2021-05-15

12
37-41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37~41장 - 요셉의 시험

과 고난
요셉의 고난과 애굽에서의 종 생
활, 꿈 해석

2021-05-17
~

2021-05-22

13
42-45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42~45장 -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입씨름,
 화해, 용서

2021-05-24
~

2021-05-29

14
46-50장 강의식 및 토론식창세기 46~50장 -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과 죽음, 애굽에서의
 박해 시작

2021-05-31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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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수업주제 수업내용

15
강의식 및 토론식기말시험 종합 테스트2021-06-07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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