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신학대학교 조직신학학회
2021년 조직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 원우 및 학우들로 구성된 학회입니다.
현재는 총 8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학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신학학회를 창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신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함에 있습니다. 어떠한 학문이던지, 그것을
구성하는 이념 혹은 개념의 토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학회는 신학의 근본적인 토
대가 되어주는 조직신학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며, 신학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자 합
니다.
둘째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자 하지만,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에 있
습니다. 현재 조직신학은 그저 어렵고 복잡한 학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차근히 배워
가다 보면 논리적 체계가 꾸려지는 것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즐거
움을 깨닫고, 함께 조직신학적 소양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이 처럼 조직신학 학회는, 조직신학을 통한 신학적 기반을 다지고, 함께 공부하며
조직신학의 소양을 넓히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학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 주시길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가는 귀한 학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눔의 예전학회 소개글
2006년에 처음 만들어진 [나눔의 예전학회]는 예배를 사랑하는 모든 감신인(학부/대
학원 포함)들이 함께 모여 예배에 대해 배우고, 나누며, 무엇보다도 직접 예배를 기획
해서 드리는 실천적 성격의 단체입니다.
현재 박해정 교수와 오석진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백
주년기념관 소예배실에서 정기 모임이 있고, 학회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교제하는
공간인 학회실은 종합관에 위치해있습니다. 봄학기에는 모든 감신인들을 대상으로 예
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5월), 가을학기에는 학회 동문들이 다함께 모여 홈커밍워십을
드리고 있습니다(11월). 또한, 2017년 부터 매년 겨울(2월)마다 예배를 사랑하는 전국
의 모든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초교파적인 예배컨퍼런스를 주최 및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배함의 기쁨을 함께 누려갈 감신인들, [나눔의 예전학회]가 언제나 환영합
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신약학회 – 성서와 문화
- 목적 및 진행 바른 성서해석을 위해 해석학적 도구가 되는 언어와 주석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임은
정기 모임과 비정기 모임으로 진행되어 정기 모임에는 신약연구반과 공통 필수반이 해당되며
비정기 모임은 헬라어와 독일어로 선택입니다.

1. 조 직
인원
교수
임원

김충연 교수님, 박성호 교수님
회장 : 김예은 / 총무 : 이상민 / 서기 : 신강현 / 회계 : 송은혜
사진 : 이택기

언어 수업 Tutor

- 독일어 : 황지애 / - 헬라어 : 미정

2. 시간 및 수업방식
1) 정기 모임
-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 장소 : 백주년 기념관 3층 소예배실
- 방식
① 모임에서는 그 주 해당하는 독서 리스트를 읽고 독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
② 약 한 시간 – 한 시간 반 정도 이루어집니다.
③ 독서 리스트는 구글 클래스에 공지됩니다.

이름

내용
해당하는 독서 리스트를 읽고 나눔, 독서 리스트는 공부해야 할

신약 연구

순서로 제공됩니다.
(ex. 초기 기독교, 배경사, 개론, 주석 방법론)

공통 필수

성서해석을 위한 독서 (ex. 철학 일반, 교양 도서)

2) 비정기 모임

이름

내용
1) 목표
글을 읽고 의미 파악할 정도의 수준을 목표로 문법보다는
텍스트

독일어

2) 방식
- 독일어를 듣기 원하는 인원 톡 만들기
- 방식 따로 회의 진행
- ZOOM으로 수업 진행 예상

헬라어

3. 기타
- 회비 : 한 달에 10,000원

구글 클래스룸에 영상 업로드 (비대면 진행)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회 홍보글
교회학교에서 사역하는 여러분 ! 이제 더이상 혼자서생각(thinking)하고, 걱정(worrying)하고,
망설(wondering)이고, 두려워(fearing)하고, 상처(hurting)받지 마십시오!
함께 고민합시다(thinking together)
저희 학회는 함께!!(together)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는 학회입니다.
교회학교에 꿈이 있는 여러분 일단 함께합시다 같이 고민합시다!

학회 설명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 및 개발하고 기독교 교육 커뮤니티를
형성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학회입니다.
학회는 매주 목요일 6시에 함께 모입니다
현재 20~25명 인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매주 컨셉을 잡아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 연구, 개발하고 직접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피드
백합니다.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교회학교 책 토론, 여름성경학교 연구, 2부순서 연구, 교
육방법론 연구, 교재 연구등)
-함께 식사, MT등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교회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교육박람회, 교회교육세미나, 여름성경학교세미나 등 여러 교육 세미나 참석하여 최신 교육
트렌드와 교육 프로그램등 연구합니다.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ity Institute at MTU 학회
소장: 권진숙 교수(목회상담)

목회상담, 영성, 목회 분야에 관하여 석박사 학생들의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연구
실적을 쌓아가는 학문중심의 연구소로서이며, 대학원, 학부 학생들을 위한 매주 학회 모임을
통한 연구, 삶의 나눔, 소그룹 활동을 통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재 학부 학생들은 심리 상
담 관련 학회를 매주 화요일 마다 지도교수와 진행하고 있다.

하함시(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도서출판과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과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함시 사역의 기초가 되는 말씀 묵상은
독일의 전통적인 성서주해를 기반으로, 독자들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도록 인도하
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사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