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독교학부

수강신청 관련 학부 공지사항

□ 교직이수자 전공 및 교직과목 수강 관련

  - 각 전공별 교직이수자들은 졸업 시까지 수강해야 하는 과목을 숙지하신 후 기본이수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해당 자격증 발급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요람 및 홈페이지 참조).

  - 교과교육영역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이수 필수과목).



기독교학부(신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22501 모세오경 3 3 60 변순복 화4,5,6  목양213 소통(67), 전공(33) 김진규 금1,2,3

기초교과군 607601 사복음서 3 3 60 정종성 화2,3,4  목양308 전공(56), 소통(44) 정종성 화2,3,4

기초교과군 674401 구약성경개관 3 3 60 v 김진규 월3사1,2
목양3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33) 김진규 월3사1,2

기초교과군 674402 구약성경개관 3 3 60 v 변순복 금1,2,3  목양213 전공(67), 소통(33) 공규석 목1,2,3

기초교과군 674501 신약성경개관 3 3 60 v 채영삼 수2,3,4  목양305 전공(76), 관계(24) 채영삼 수2,3,4

기초교과군 674502 신약성경개관 3 3 60 v 김병국 금2,3,4  목양308 전공(76), 관계(24) 김병국 수2,3,4

핵심교과군 141601 실천신학개론 3 3 60 허정완 금1,2,3

핵심교과군 165401 조직신학개론 3 3 60 장성진 월7,8,9  목양310 전공(76), 소통(24) 장성진 월7,8,9

핵심교과군 190201 창세기, 출애굽기 2 2 60 변순복 수5,6  목양213 전공(100)

핵심교과군 190301 성경해석학 3 3 60 김진규 사1,2,3
사이버
강의실1

완전사이버 전공(53), 소통(47) 김진규 사1,2,3

핵심교과군 206601 마태복음, 마가복음 2 2 60 이억부 수4,5  목양306 전공(100) 이억부 수4,5

핵심교과군 250301 헬라어 3 3 60 김병국 화2,3,4  목양310 소통(76), 전공(24) 김병국 화2,3,4

핵심교과군 250401 히브리어 3 3 60 변순복 목5,6,7  목양213 소통(67), 전공(33) 김진규 목5,6,7

핵심교과군 291801 신구약중간사 2 2 60 주만성 목1,2  목양403 혁신(50), 전공(50) 주만성 목1,2

핵심교과군 421501 교회사개론 3 3 60 김진하 월1,2,3  목양306 전공(76), 관계(24) 김진하 월1,2,3

심화교과군 190401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 2 60 허정완 화5,6  목양310 전공(100) 허정완 화5,6

심화교과군 190501 누가복음, 사도행전 2 2 60 김종희 화5,6  목양404 전공(75), 소통(25) 김종희 화5,6

심화교과군 190601 역사서 1 3 3 60 김종희 월7사1,2
목양4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33) 김종희 월7사1,2

심화교과군 190701 역사서2 3 3 60 주만성 화2,3,4  목양301 전공(100) 주만성 화2,3,4

심화교과군 190801 공동서신,히브리서 2 2 60 채영삼 화2,3  목양405 혁신(50), 소통(50) 채영삼 화2,3

심화교과군 190901 시가서1 2 2 60 김진규 목5,6  목양405 전공(80), 소통(20)

심화교과군 191001 시가서2 2 2 60 김진규 수5,6

심화교과군 191101 바울서신1 3 3 60 주만성 목5,6,7  목양403 전공(100) 주만성 목5,6,7

심화교과군 191201 바울서신2 3 3 60 이억부 수1,2,3  목양306 전공(100) 이억부 수1,2,3

응용교과군 128401 비교종교학 3 3 60 미지정 화2,3,4

응용교과군 165901 종교사회학 3 3 60 최한빈 목5,6,7  목양301 전공(76), 소통(24) 최한빈 목5,6,7

응용교과군 166201 종교철학 3 3 60 최태연 화4,5,6  목양306 혁신(60), 전공(40) 최태연 화4,5,6

응용교과군 191301 선지서1 3 3 60 정종성 수1,2,3  목양301 전공(67), 혁신(33) 정종성 수1,2,3



기독교학부(신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191401 선지서2 3 3 60 장영수 목5,6,7  목양302 전공(71), 소통(29) 장영수 목5,6,7

응용교과군 191501 요한문헌1 2 2 60 정종성 수5,6  목양301 혁신(67), 전공(33) 정종성 수5,6

응용교과군 191601 요한문헌2 2 2 60 주만성 월1,2  목양310 전공(100) 주만성 월1,2

응용교과군 311501 종교학개론 3 3 60 장훈태 수1,2,3  목양213 소통(100)

응용교과군 473901 종교와 문화 3 3 60 정종성 목1,2,3  목양405 소통(60), 혁신(40) 이장형 화2,3,4

응용교과군 474001 종교교육론 3 3 60 주정관 목4,5,6  목양305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101 종교심리학 3 3 60 장유정 목1,2,3  목양310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201 종교교과교육론 2 2 60 장유정 금5,6  목양302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301
종교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3 3 60 이용태 목1,2,3

응용교과군 474401 종교교과교수법 3 3 60 이용태 화5,6,7  목양303 전공(100)

응용교과군 942501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3 3 60 김진규 수1,2,3  목양405 관계(33), 섬김(33) 김진규 수1,2,3



기독교학부(기독교교육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22501 모세오경 3 3 60 변순복 화4,5,6  목양213 소통(67), 전공(33) 김진규 금1,2,3

기초교과군 607601 사복음서 3 3 60 정종성 화2,3,4  목양308 전공(56), 소통(44) 정종성 화2,3,4

기초교과군 674401 구약성경개관 3 3 60 v 김진규 월3사1,2
 목양3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33) 김진규 월3사1,2

기초교과군 674402 구약성경개관 3 3 60 v 변순복 금1,2,3  목양213 전공(67), 소통(33) 공규석 목1,2,3

기초교과군 674501 신약성경개관 3 3 60 v 채영삼 수2,3,4  목양305 전공(76), 관계(24) 채영삼 수2,3,4

기초교과군 674502 신약성경개관 3 3 60 v 김병국 금2,3,4  목양308 전공(76), 관계(24) 김병국 수2,3,4

핵심교과군 108601 기독교교육개론 3 3 60 v 이용태 수1,2,3  목양308 전공(100)

핵심교과군 313801 기독교교육심리 3 3 60 김성애 금4,5,6

핵심교과군 675301 기독교세계관과 교육 3 3 60 주정관 화2,3,4

핵심교과군 778401 구약과 교육 3 3 60 이용태 수4,5,6  목양310 전공(100)

핵심교과군 778501 신약과 교육 3 3 60 이용태 수1,2,3

핵심교과군 778901 기독교아동사역 3 3 60 김재우 금1,2,3  목양305 전공(100)

핵심교과군 779001 기독교청소년사역 3 3 60 김성애 월4,5,6

핵심교과군 779101 기독교가정사역 3 3 60 주정관 목1,2,3  목양305 전공(100)

핵심교과군 779201 성인교육의 이론과 실제 3 3 60 김재우 금4,5,6

심화교과군 311501 종교학개론 3 3 60 장훈태 수1,2,3  목양213 소통(100)

심화교과군 474001 종교교육론 3 3 60 주정관 목4,5,6  목양305 전공(100)

심화교과군 474201 종교교과교육론 2 2 60 장유정 금5,6  목양302 전공(100)

심화교과군 474301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60 이용태 목1,2,3

심화교과군 474401 종교교과교수법 3 3 60 이용태 화5,6,7  목양303 전공(100)

심화교과군 675601 기독교교육리더십 3 3 60 김성애 금1,2,3

심화교과군 778601 기독교교육과 문화 3 3 60 주정관 수4,5,6

심화교과군 778701 교육목회현장실습 3 3 60 이용태 화5,6,7

응용교과군 128401 비교종교학 3 3 60 미지정 화2,3,4

응용교과군 165901 종교사회학 3 3 60 최한빈 목5,6,7  목양301 전공(76), 소통(24) 최한빈 목5,6,7

응용교과군 166201 종교철학 3 3 60 최태연 화4,5,6  목양306 혁신(60), 전공(40) 최태연 화4,5,6

응용교과군 248001 기독교교육신학 3 3 60 이용태 목4,5,6

응용교과군 473901 종교와 문화 3 3 60 정종성 목1,2,3  목양405 소통(60), 혁신(40) 이장형 화2,3,4



기독교학부(기독교교육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474101 종교심리학 3 3 60 장유정 목1,2,3  목양310 전공(100)

응용교과군 608201 현대교회교육행정 3 3 60 주정관 화2,3,4  목양305 관계(100)

응용교과군 608301 기독교대안학교론 3 3 60 주정관 목1,2,3

응용교과군 675501 기독교영성교육 3 3 60 주정관 수1,2,3  목양304 전공(100)

응용교과군 778801 노인교육과 현장 3 3 60 주정관 수1,2,3



기독교학부(기독교상담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22501 모세오경 3 3 60 변순복 화4,5,6  목양213 소통(67), 전공(33) 김진규 금1,2,3

기초교과군 607601 사복음서 3 3 60 정종성 화2,3,4  목양308 전공(56), 소통(44) 정종성 화2,3,4

기초교과군 674401 구약성경개관 3 3 60 v 김진규 월3사1,2
목양3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33) 김진규 월3사1,2

기초교과군 674402 구약성경개관 3 3 60 v 변순복 금1,2,3  목양213 전공(67), 소통(33) 공규석 목1,2,3

기초교과군 674501 신약성경개관 3 3 60 v 채영삼 수2,3,4  목양305 전공(76), 관계(24) 채영삼 수2,3,4

기초교과군 674502 신약성경개관 3 3 60 v 김병국 금2,3,4  목양308 전공(76), 관계(24) 김병국 수2,3,4

핵심교과군 141701 심리학개론 3 3 60 김재덕 목1,2,3  목양308 전공(100) 김재덕 목1,2,3

핵심교과군 383501 발달심리 3 3 60 김재덕 금4,5,6  목양304 전공(93), 소통(7) 김재덕 금4,5,6

핵심교과군 384501 상담이론과 실제 3 3 60 현상규 화4,5,6  목양302 전공(100) 현상규 화4,5,6

핵심교과군 488101 성격심리학 3 3 60 이대규 월1,2,3  목양301 전공(100) 이대규 월1,2,3

핵심교과군 906401 상담진로설계 2 2 60 v 권선영 화2,3  목양302

신입생 필수/
편입생, 
복수전공생, 
전과생 권장

전공(100) 권선영 화2,3

핵심교과군 906501 기독교심리 3 3 60 허연숙 목4,5,6  목양404 전공(100) 허연숙 목4,5,6

핵심교과군 906601 사회심리학 3 3 60 권선영 수1,2,3  목양404 전공(100) 미지정 수1,2,3

심화교과군 143401 아동상담 3 3 60 김세영 수4,5,6  목양403 전공(100) 김세영 수4,5,6

심화교과군 170101 진로상담 3 3 60 신수경 화4,5,6  목양403 관계(73), 전공(27) 신수경 화4,5,6

심화교과군 193001 중독의 이해와 상담 3 3 60 신수경 월4,5,6  목양302 전공(100) 신수경 월4,5,6

심화교과군 207701 심리검사 3 3 60 권선영 금1,2,3  목양411 전공(100) 권선영 금1,2,3

심화교과군 337201 학습심리 3 3 60 권선영 목1,2,3  목양404 전공(100) 권선영 목1,2,3

심화교과군 361901 이상심리 3 3 60 현상규 목4,5,6  목양310 전공(73), 관계(27) 현상규 목4,5,6

심화교과군 362001 가족상담 3 3 60 김미경 수1,2,3  목양403 전공(100) 김미경 수1,2,3

심화교과군 384301 위기상담 3 3 60 장명수 수1,2,3  목양302 전공(100) 장명수 수1,2,3

심화교과군 906801 청소년심리와 상담 3 3 60 김영은 수4,5,6  목양411 전공(100) 김영은 수4,5,6

응용교과군 193201 상담기술훈련 3 3 30 김영은 화4,5,6  목양401 전공(100) 김영은 화4,5,6

응용교과군 224001 집단상담 3 3 60 이대규 월4,5,6  목양301 전공(100) 이대규 월4,5,6

응용교과군 314001 상담과 영성 3 3 60 김재덕 월7,8,9  목양303 전공(100) 김재덕 월7,8,9

응용교과군 675801 상담기본통계 3 3 30 김세영 금4,5,6  지혜506 혁신(33), 관계(33) 김세영 금4,5,6

응용교과군 771401
상담및심리교육
프로그램개발
(캡스톤디자인)

3 3 30 김영은 목4,5,6  목양401 전공(73), 섬김(27) 김영은 목4,5,6



기독교학부(기독교상담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응용교과군 906701 상담행정과 윤리 3 3 60 김재덕 수4,5,6  목양401 전공(100) 김재덕 수4,5,6

응용교과군 906901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3 3 60 신수경 월7,8,9  목양302 전공(100) 신수경 월7,8,9



기독교학부(미디어선교학전공)

이수구분
과목

코드
과목명

시

수

학

점

제한

인원

신입

생

1학기 2학기

교수명 요일/교시 강의실 특이사항 핵심역량(비율) 교수명 요일/교시

기초교과군 122501 모세오경 3 3 60 변순복 화4,5,6  목양213 소통(67), 전공(33) 김진규 금1,2,3

기초교과군 607601 사복음서 3 3 60 정종성 화2,3,4  목양308 전공(56), 소통(44) 정종성 화2,3,4

기초교과군 674401 구약성경개관 3 3 60 v 김진규 월3사1,2
목양3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67), 소통(33) 김진규 월3사1,2

기초교과군 674402 구약성경개관 3 3 60 v 변순복 금1,2,3  목양213 전공(67), 소통(33) 공규석 목1,2,3

기초교과군 674501 신약성경개관 3 3 60 v 채영삼 수2,3,4  목양305 전공(76), 관계(24) 채영삼 수2,3,4

기초교과군 674502 신약성경개관 3 3 60 v 김병국 금2,3,4  목양308 전공(76), 관계(24) 김병국 수2,3,4

핵심교과군 128401 비교종교학 3 3 60 미지정 화2,3,4

핵심교과군 134901 선교학개론 3 3 60 v 손동신 수1,2,3  목양303 전공(60), 섬김(40)

핵심교과군 137801 세계선교역사 3 3 60 김은홍 수4,5,6

핵심교과군 191701 현대인을 위한 전도 2 2 60 이호열 월5,6

핵심교과군 192301 성경과 선교 3 3 60 이종우 화2사1,2
목양304 

사이버강의실1
부분사이버 전공(73), 혁신(27)

핵심교과군 311901 북한선교학 3 3 60 김은홍 수4,5,6  목양304 전공(60), 혁신(40)

심화교과군 192401 도시선교 3 3 60 이호열 월5,6,7  목양304 소통(100)

심화교과군 406401 이슬람문화와 선교 3 3 60 장훈태 목1,2,3  목양303 전공(100)

심화교과군 556501 선교실천론 3 3 60 손동신 수1,2,3

심화교과군 675101 바울의 생애와 선교 3 3 60 이종우 화2,3,4

응용교과군 165901 종교사회학 3 3 60 최한빈 목5,6,7  목양301 전공(76), 소통(24) 최한빈 목5,6,7

응용교과군 166201 종교철학 3 3 60 최태연 화4,5,6  목양306 혁신(60), 전공(40) 최태연 화4,5,6

응용교과군 311501 종교학개론 3 3 60 장훈태 수1,2,3  목양213 소통(100)

응용교과군 473901 종교와 문화 3 3 60 정종성 목1,2,3  목양405 소통(60), 혁신(40) 이장형 화2,3,4

응용교과군 474001 종교교육론 3 3 60 주정관 목4,5,6  목양305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101 종교심리학 3 3 60 장유정 목1,2,3  목양310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201 종교교과교육론 2 2 60 장유정 금5,6  목양302 전공(100)

응용교과군 474301
종교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60 이용태 목1,2,3

응용교과군 474401 종교교과교수법 3 3 60 이용태 화5,6,7  목양303 전공(100)

응용교과군 608001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3 3 60 미지정 목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