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1 Monticello Rd. Shawnee, KS 66226 T: (913) 667-5720. www.cbts.edu

2016 Spring DMin 스케줄 (1/25 - 5/13, 2016)
수업 장소 및 일정

2016 년 3 월 14 일 -19 일 (월 - 토)주 예수 교회 10201 Robious Rd , Richmond. VA 23235

Course

Class Name
Transformational Ministry and Adaptive Change / 제 3 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에 참여

MC 607

(강사: 한국일 교수, 배현찬 목사, 신광섭 교수 등) 주 예수 교회와 세이비어 교회 방문 및 리서치

MC 602

Credits

Instructor

Date

Time

2

신광섭

3/14 - 16

월 (3pm - 9pm)

월-수

화, 수 (8am - 8pm)

박동건 &

3/17 -19

목, 금 (8am - 8pm)

박사무엘

목-토

토 (8am - 2pm)

Mentoring, coaching and Learning communities for Missional Ministries

2

Research Method and Project Design (2015 년 가을 DM610 [1] 을 들은 분들은 필수)

1

신광섭

3/21 - 5/13

온라인

1 or 2

박사무엘

1/25 – 5/6

온라인

Online Class
DM 610
PC 608

Self - care and stress Management for Ministers
(2015 년 가을 PC608 [1] 을 들은 분들은 필수/ 2 학점 수업은 2016 봄학기 신입생만 해당)

교수진 소개

박사무엘 교수

신광섭 교수

박동건 교수

한국일 교수

배현찬 교수

고신대 신학대학원 M.div

총신대 신학대학원 M.div

주예수교회 담임

Calvin 신학 대학원 Th.M (Missiology)

Sony of America 마케팅 관리부장 역임
Sony of America Education System -

선교학

보스턴대학교 신대원 STM

장로회 신학대학교

DSMC 원장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교

Trinity 신학 대학원 Ph.D (Intercultural
Studies)

남가주 오렌지 한인교회 시무

논문: 선교적 교회론

KWMC 공동의장

Central 신학대학원 Missional Church

북미주 개혁교회 (CRC 교단) -

브라이트신대원 Ph.D 목회신학,
목회상담학 전공
Central 신학대학원 교수 겸 Korean
Program 디렉터
목회 상담가

Education 방문교수
논문: Missional Engagement with
Contemporary Korean Culture

Division 창업 총괄부장 역임

한인 사역 디렉터 역임
CRM Korea 대표
미주 커피브레이크 대표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NCKPC / PCUSA 총회장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등

연세 대학교 연합 신학대학원

역서: 선교학 사전 (공역)
저서: 선교학 개론
세계를 품는 교회등

초빙교수 역임
저서: 사회선교는 이렇게
리더쉽은 이렇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