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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프로젝트 신청서  

(RES503, RES500: Integrated Project, Independent Guided Research) 
 
 

아래 주의 사항을 참고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강 3주 전까지 제출 Korean@ac.edu.au 하기바랍니다.  

 

1. 전공 분야  지도 교수 선정.  

2. 작성된 신청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논문 방향과 지도에 대한 상담. 

3.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를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행정실에 이메일로 제출. 

4. 논문 작성시 타인에 대한 설문조사및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연구위훤회에 윤리승인 요청.  

5. 학기 중 지도교수를 규칙적으로 면담하고, 마감일까지 (6월5일) 마무리 제출. 

6. 최종 논문 제출시, 1000 단어 내에서의 영문 요약 제출, 10분 영문 발표, 발표날짜는 추후안내 

(대학원영어과목 수강). 

 

 
To be completed by Student (note the boxes will expand as necessary) 
 

Student Name (이름) *** 

Student Email (연락처) *************@hotmail.com 

Faculty and Course (과정)  Master of Arts 

Project Subject Code and Name  

(E.g. RES501 Research Project) (과목명) 
RES500  

Subjects  completed so far with 
grades  (please list or attach) 

(총이수과목명) 

CON401 Ethics in Context 
SPI500 Spirituality & Vocation 
CON501 Mission & Global poverty 
THE401 Theological Horizons Worldview 
RES401 Critical & Creative Thinking 
THE503 Church in the Power of Spirit 
CON505 Charismatic Hermeneutics  
CON506 Culture, Congnition Communication 
CON507 Gender and Leadership 
BIB401 Introduction to the Bible(progressing) 
BIB502 Interpreting Scripture  
 

Semester/year in which you wish to 
enrol  

2nd Sem 2015 

Project Title (논문제목) 가정교회와 평신도의 역할  

Research Question (논문주제) 가정교회  사역에 있어서의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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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Project (max one 
page) 

연구배경및 중요성 서술  

(최대 1 페이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구원의 완성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오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지상의 교회에게 대명을 주셨다. 이것는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존재목적은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다. 

10 년 전만해도 한국에서는 학교(대학이나 고교)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도 대학교에서나 고등학교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이며, 심지어는  고발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위험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비일 비재하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셀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비 기독교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지만,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일이 너무나 미미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미미한 것을 넘어서 축소되거나 둔화 혹은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교회의 존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 많는 복음전파 전략이 

연구되었고, 또 실행되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 

없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신자들은 많은데,  비 신자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일은 너무나 드물다. 이런한 배경과 이유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전파는 더 특별한 전략으로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형편에 알맞는 특별한 전략으로 특별하게 제자삼는 

사역을 고찰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가정교회의 평신도 사역인 

영원구원 사역을 통한 제자삼 것을 통해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데 

기여하는 가정교회 사역이다. 

 

Proposed research methodology  
(max one page) 

연구방법론 (최대 1 페이지) 

신약성경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존재목적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가 경험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이어 무수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방법이 잘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영혼구원하여 

제자삼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개척한 가정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따라서 필자는  신약성경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교회의 

존재목적을 고찰한 후 , 사도바울의 가정교회를 연구하며, 더 나아가 

신약교회를 기초로한 최영기목사가 주장하는 가정교회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가정교회 목장을 통한 평신도 사역으로서 영혼구원과 제자양성에 

대한 것을 주로 실천신학 입장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주로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교회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교회의 



존재목적, 그리고 가정교회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 

문헌과 논문들을 통해 가정교회가 무엇이며,평신도 사역인 

목장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모든 면으로 봐서 말세가 

가까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필요한 복음전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방법과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Proposed project outline/ table of 
contents (max ½ page) 

연구개요및 목차 (반 페이지) 

목차  

 

1. 서론부 

2. 교회의 탄생과 존재 목적 

2.1 초대교회의 탄생 

2.2.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3.3 교회의 존재 목적 

 

3.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3.1 가정교회의 정의 

    3.2 가정교회의 역할 

3.3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4. 비신자 전도에 효과적인 전도모델 

5. 결론부 

Project Timeline (max ½ page) 

연구진행일정 (반페이지) 

  

1. 01 Aug- 29 Aug 2015-  A. 교회의 탄생과 존재목적 연구 

2. 31 Aug- 20 Sep 2015 – B. 가정교회란 무엇인가, 1. 2  

   연구 

3.  21 Sep- 24 Oct 2015- B. 3. 1)-5) 까지 연구 

4.  25 Oct- 31 Oct 2015 – B. 4 연구 

5.  01 Nov – 06 Nov 2015 – 결론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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