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봄학기 디플로마 권장 수강 신청표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은 의무사항인 채플 (CHP101)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4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참조).
①

②

달라스 (10)

택일: 온라인 수업/ 선착순 30 명
CHP101 채플 1)BT411e (10): 신약 이야기 (한수상)
(Section #99)
2)BT401e (10): 구약 이야기 A (안창일)
3)BT401e (11): 구약 이야기 B (김형중)

③
택일: 선착순 30 명

택일: 선착순 30 명

1)TS411(10): 기초신학연구법 A (유형재)

1)PA422(10): 선교역사 A (김국호)

월요일 6 번: 9am~6pm
2) TS411(11): 기초신학연구법 B (TBA)
목요일 6 번: 9am-6pm
3) TS411(12): 기초신학연구법 C (TBA)

CHP101 채플 • BT401e (Sec 15): 온라인 수업
(Section
구약 이야기 (TBA)
#99)

• PA422 (Sec 15): 월요일 6 번 수업

CHP101 채플 • BT411e (Sec 20): 온라인 수업

• PA402 (Sec 20): 5 일 수업 (월~금)

신약 이야기 (권영주)

CHP101 채플 • BT401e (Sec 30): 온라인 수업

• TS411 (Sec 30): 5 일 수업 (월~금)
기초신학연구법 (TBA): 9am-8pm

캔사스 (40)
워싱턴 (50)

CHP101 채플 • BT411e (Sec 50): 온라인 수업
(Section
신약 이야기 (권영주)
#99)

시카고
(65)

• TS411 (Sec 30): 5 일 수업 (월~금)

CHP101 채플 • BT401e (Sec 40): 온라인 수업
(Section
구약 이야기 (TBA)
#99)

CHP101 채플 • BT401e (Sec 65): 온라인 수업

엘에이 (70)

구약 이야기 (TBA)

경배와 찬양의 실제 (이진열): 9am-8pm

CHP101 채플 • BT411e (Sec 70): 온라인 수업
(Section
신약 이야기 (권영주)
#99)

내쉬빌
(80)

(Section #99)

선교역사 (TBA): 9am-6pm

CHP101 채플 • BT411e (Sec 80): 온라인 수업
(Section
신약 이야기 (권영주)
#99)

• TS421 (Sec 80): 토요일 6 번 수업

애틀란타
(85)

미주리 (30)

휴스턴 (20)

오스틴
(15)

5 일 수업 (월~금): 9am-8pm

(Section #99)

CHP101 채플 • BT401e (Sec 85): 온라인 수업
(Section
구약 이야기 (TBA)
#99)

• TS421 (Sec 85): 토요일 6 번 수업

(Section #99)

구약 이야기 (TBA)

④

기초신학연구법 (TBA): 9am-8pm
수업장소: 세인트 루이스

• TS421 (Sec 50): 토요일 6 번 수업

• TS411 (Sec 65): 월요일 6 번 수업

기초신학작문 (김경수): 9am-6pm

기초신학연구법 (김형균): 9am-6pm

• TS411 (Sec 12): 5 일 수업 (월~금)

화요일 6 번: 9am~6pm
2) PA422(11): 선교역사 B (김국호)
목요일 6 번: 9am~6pm
3) PA422(12): 선교역사 C (TBA)
5 일 수업 (월~금): 9am-8pm

• TS411 (Sec 15): 5 일 수업 (월~금)
기초신학연구법 (신광섭): 9am-8pm

• TS421 (Sec 20): 월요일 6 번 수업
기초신학작문 (TBA): 9am-6pm

• PA422 (Sec 40): 5 일 수업 (월~금)
선교역사 (신광섭): 9am-8pm
수업장소: 샤니, KS

• PA422 (Sec 40): 5 일 수업 (월~금)
선교역사 (신광섭): 9am-8pm

• PA402 (Sec 50): 토요일 6 번 수업
경배와 찬양의 실제 (변효경): 9am-6pm

• PA422 (Sec 65): 월요일 6 번 수업
선교역사 (임무영): 9am-6pm

• PA422 (Sec 12): 5 일 수업 (월~금)

기초신학연구법 (전남수): 9am-8pm

선교역사 (TBA): 9am-8pm

수업장소: 달라스

수업장소: 달라스

기초신학작문 (TBA): 9am-6pm

기초신학작문 (TBA): 9am-6pm

• PA402 (Sec 80): 월요일 6 번 수업
경배와 찬양의 실제 (TBA): 9am-6pm

• PA402 (Sec 85): 월요일 6 번 수업
경배와 찬양의 실제 (TBA): 9am-6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