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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성경역사의과학적연구2

.
교과구분

수업시간 월5,6,7, 수업장소 401-대학원세미나실

전공선택
과목번호
[분반]

OTE1029
[01]

수강대상 공통차수

학점/강의/실습 3 / 3 / 0

교수명 김명현

면담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Email mycube@hanmail.net

전화(구내) Fax연구실위치

수업목적 및
개요

1. 수업개요: 수업을 통해 성경 연대기를 이해하고 명확한 과학적 도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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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후에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
늘날의 시대에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
해서 예언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수업목적: 1) 성경의 역사성 증거 2) 성경의 연대기 확립 3) 성경 속 메시야의 구속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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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행아웃 미트 또는 줌ZOOM)

과제물

▫ 성경연대기에 관한 도구들 조사하기
▫ 다양한 역법들과 천문학 프로그램 이해하기
▫ 매 주차 수업마다 강의내용 요약하기
▫ 시험관련 자신이 직접 문제출제하기
▫ 발표논문 정하고 발표준비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성서
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유진 폴스티히 저, 2020, 도서출판 성경과학]

부교재

역사 [헤로도토스] 요세푸스 [유대고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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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강의식 및 토론식OT 저자의 서문 연구2021-03-01

~
2021-03-06

2
pp6-15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서론1 서론, 다양한 다니엘서에 대한 

의견들 나눔
2021-03-08

~
2021-03-13

3
pp16-2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와 역사의 조화 서론2 고등비평과 다양한 논증들2021-03-15

~
2021-03-20

4
pp21-3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의 목적 다니엘의 생애, 언어, 역사성, 

요세푸스의 증언
2021-03-22

~
2021-03-27

5
pp31-40 강의식 및 토론식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역사성 벨사살의 정체와 메대인 다리오 

정체연구
2021-03-29

~
2021-04-03

6
pp41-50 강의식 및 토론식메대인 다리오와 아스티아게스 에스더의 연대기, 고레스와 다리

오왕과의 관계 
2021-04-05

~
2021-04-10

7
pp51-6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1장, 2장 여호야김에 대한 통치...전치사

의 문제, 금신상 꿈
2021-04-12

~
2021-04-17

8
pp61-7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3장, 4장 하나님 나라와 눈동자, 생명나무

,마지막 때
2021-04-19

~
2021-04-24

9
pp71-8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5장, 6장 벨사살과 사자굴 사건, 다리오 

칙령
2021-04-26

~
2021-05-01

10
pp81-10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7장 넷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2021-05-03

~
2021-05-08

11
pp101-11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8장 그리스의 처음 왕과 마지막 왕2021-05-10

~
2021-05-15

12
pp111-12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와 70년, 70이레 

예언
2021-05-17

~
2021-05-22

13
pp121-130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10-11장 환상과 소동2021-05-24

~
2021-05-29

14
pp131-155 강의식 및 토론식다니엘서 12장 인봉을 뗄 때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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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