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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개혁대학신대원 

비디오 과목 목록1 

 

구약             

HEB 330 / 521 기초 히브리어   김석인 박사   (3 학점) 

ODT199/THE799  구약신학    김석인 박사   (3 학점) 

ODT 220 / 612 역사서    김석인 박사   (3 학점) 

ODT 335 / 721 시편    김석인 박사  (3 학점) 

ODT 490 / 761  이사야서    김석인 박사   (3 학점) 

 

신약             

NTW 200 / 721 공관복음서   송영일 박사  (3 학점) 

NWT 210 / 722  요한문헌    송영일 박사    (3 학점) 

NWT 330 / 731   로마서    방다니엘 박사   (3 학점) 

NWT 490 / 734  바울서신    송영일 박사   (3 학점) 

 

조직신학            

THE 210 / 610 신론    송영일 박사  (3 학점) 

THE 230 / 630  구원론    송영일 박사   (3 학점) 

THE 490 / 750 성경론    송영일 박사   (3 학점) 

ODT490/THE799  구약신학    김석인 박사   (3 학점) 

 

교회사            

CHI 210 / 510  교회사 I: 고대교회역사 정명철 박사    (3 학점) 

CHI 490 / 511  교회사 2: 종교개혁-현대 정명철 박사   (3 학점) 

 

변증학            

APO 200 / 500 신흥종교   이인승 박사  (3 학점)  

APO 300 / 700 비교종교학   이인승 박사  (3 학점) 

SCI 100 / ODT799 과학과 성경    김희기 박사   (3 학점) 

SOC210/THE750 기독교 윤리학   이인승 박사   (3 학점) 

  

실천신학            

CHE 200 / 651  기독교 교육학   이인승 박사    (3 학점) 

CON 490 / 790  죽음과 상실    이수진 교수   (1 학점) 

EVA 220 / 770 전도학    이인승 박사   (3 학점) 

LEA 400 / 750  성령의 은사와 리더십  이광진 박사    (3 학점) 

LEA 490 / 760  교회 리더쉽 / 교회제도  이광진 박사   (3 학점) 

MIS 400 / 620  타문화선교/상황화   이광진 박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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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490 / 795  선교학  개론   이훈구 박사   (1 학점) 

MSI 100/WOR510 음악개론/예배학   이유진 박사   (3 학점) 

MSI 200/WOR780 예배음악실습/예배실습  이유진 박사    (3 학점) 

PAM 400 / 790  상담과 심리치료   조영애 박사   (3학점)  

PRE 200 / 501  설교학/강해설교   이경훈 박사  (3 학점)         

 

논문 쓰기법            

RES 100 / 500 논문쓰기법   김석인 박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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