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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및
개요

1. 수업개요: 수업을 통해 이를 통해 성경이 그냥 지나간 신화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기록으로 오늘날 과학이 발달
하면서 점점 분명하게 검증이 되어 가는 역사성과 과학성을 모두 가진 최고의 문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
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후에 역사를 통해서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시대에 다양한 도구들을 통
해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
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수업목적: 1) 성경의 과학성 증거 2) 성경의 역사성 증거 3) 성경 속 복음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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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강의 주소: https://us02web.zoom.us/j/84327144960)
   회의ID: 843 2714 4960

과제물

▫ 성경 속 과학적 내용에 관한 관심주제(또는 최신과학뉴스) 적고 자세히 설명하기
▫ 실험 및 실습(생태공원/지층화석실험)관련 보고서 작성하기
▫ 매 주차 수업마다 강의내용 요약하기
▫ 시험관련 자신이 직접 문제출제하기
▫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 발표논문 정하고 발표준비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성경과학파노라마[김명현.양승원 저, 2020, 도서출판 성경과학]
한국창조과학회 자료실, AIG.ICR.CMI 자료들

부교재

현대과학의 성서적 기초 과학적 기초

참고도서

E.W.Faulstich, 『Bible Chronology and The Scientific Method』, Chronology books 1990
Henry M. Morris, 『The Genesis Record』, Baker book house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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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10 10%

발표 10 10%

중간고사 30 30%

기말고사 30 30%

과제1 10 10%

토론 10 10%

특강정보

특강일자 비고특강강사명 특강내용

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수업주제 수업내용

1

1장 온라인 강의1. 과학이란 강의주제, 목적, 주차별 내용요
약, 평가방법 소개 
각자 강의에 대한 기대와 결단 
준비하기, 과학의 정의와 최근 
과학뉴스

2022-02-28
~

2022-03-05

2

1장 온라인 강의2. 과학적 연구방법의 이해 과학의 정의와 연구방법이해,
과학과 성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야하는 이유
과학의 정의와 연구대상, 한계, 
새로운 과학의 필요성

2022-03-07
~

2022-03-12

3

1장 온라인 강의3. 과학의 한계와 차원의 이해 과학의 한계와  차원에 대한 명
확한 이해
물리적 차원의 요소와 비물리적 
차원의 요소 이해
성경과 과학의 공존

2022-03-14
~

2022-03-19

4
2장 강의/토의4. 성경의 과학적 증거 성경속 다양한 과학이야기-생물

학, 물리학, 천문학, 지질학 등
등

2022-03-21
~

2022-03-26

5
3장 강의/토의5.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수학적 설

계 증거
창세기의 과학적 해석

2022-03-28
~

2022-04-02

6
4장 강의/토의6. 우주의 법칙과 성경 상대성이론과 다양한 우주법칙에

 대한 이해
질서와 빛 에 대한 이해, 토론

2022-04-04
~

2022-04-09

7
5장 강의/토의7. 열역학법칙의 이해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법칙 비교

 및 존재증거 나눔, 
열역학법칙 이해

2022-04-11
~

2022-04-16

8
중간고사 중간고사2022-04-18

~
2022-04-23

9
6장 강의/토의8. 예언과 역사의 과학적 연구 성경 속 예언의 의미와 확인방법

역사 속 증거들 비교하기, 천문
학과 컴퓨터 소개

2022-04-25
~

2022-04-30

10

6장 강의/토의9. 천문학과 컴퓨터, 역법이해 우주과학과 천문학, 별자리확인,
 역법 확인
성경속의 일식과 월식 확인, 특
이한 해달별 움직임

2022-05-02
~

2022-05-07

11
7장 강의/토의10. 지구나이의 과학적 연대연

구
연대측정방법 고찰, 지구가 젊다
는 증거들

2022-05-09
~

20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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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계획

주차 일자 교재범위 수업형태수업주제 수업내용

12

8장 강의/토의11. 성경역사에 대한 과학적 
이해

성경연대기 이해, 근거들 살펴보
기
6천년 역사에 대한 과학적 고찰 
비교

2022-05-16
~

2022-05-21

13
9장 강의/토의12. 생명의 기원에 관한 과학

적 이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창조, 진화
론 이해 비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원론

2022-05-23
~

2022-05-28

14

10장 강의/토의13. 인류의 기원과 인종의 분
화

인류의 기원이야기, 피부색 유전
, 인종의 기원
언어의 기원과 한자 속에 담긴 
창세기

2022-05-30
~

2022-06-04

15
기말고사 기말고사2022-06-06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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