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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 신학  

필 

수 

과 

정 

I 

그리스도인의 삶 101 (새신자), 8 주 

*자격: 모든 교인 

 

목요일 8:00pm~9:30pm(Zoom) 

(5/6~6/24) 

 

강사: 황 주  목사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신앙교리를 배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신앙을 재정립하고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성경공부입니다.  

교재: “새신자반” 이재철 저 

필 

수 

과 

정 

II 

그리스도인의 삶 201 (성숙자), 8 주 

*자격: 새신자 과정 이수 

 

수요일 8:00pm~9:30pm(Zoom) 

(5/5~6/23)  

 

강사: 이용민 목사 

새신자반을 이수하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열 가지 중요한 내용(믿음, 복, 회개, 말씀묵상, 

주님의 기도, 십계명, 사도신경, 성령님의 은사,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 다루는 시간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성경공부입니다.             

교재:“성숙자반” 이재철 저 

일 

반 

선 

택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8 주 

*자격: 모든 교인 

 

목요일 10:00am~11:30am(Zoom) 

(5/6~6/24)  

 

강사: 황 주 목사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과 비전을 전수하기 위한 부모를 

위한 교육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모가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로 키우는 것이 이 

성경공부의 목적입니다.  

교재: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김동호) 

          Father to Son, Father to Daughter,  

          Mother to Son, Mother to Daughter 

         (Harry H. Harrison Jr.) 

          성경 잠언서 

심 

화 

과 

정 

로마서, 8 주 

*자격: 성숙자 과정 이수 

 

토요일 10:00am~11:30am(Zoom) 

(5/8~6/26)  

 

강사: 이용민 목사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공부입니다. 선교학적/목회적인 

관점으로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고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실제적인 적용을 하는 데 중점을 두는 

시간입니다. 

교재: 새번역 성경, “나의 사랑하는 책 로마서”     

                                                                          (김도현) 

 
 
 



심 

화 

과 

정 

북클럽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강사:  

황 주 목사, 이용민 목사, 박찬영 장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읽어야 할 다양한 신앙서적,  일반서적 

등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면서 지성을 일깨워 

나가는 북클럽입니다. 

 

교재 

1. 오늘이라는 예배 (티시 해리슨 워런) 

2.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루이스) 

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4.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맥스 루케이도) 

5.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필립얀시) 

 

성경공부 신청 
이름 

 
연락처 (Cell) (Email) 

 
*신청하시는 과목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과목 강사 신청 

그리스도인의 삶 101 (새신자) 8 주, *자격: 모든 교인 

목요일 8:00pm~9:30pm (4/29~6/17), Zoom 
황 주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 201 (성숙자) 8 주, *자격: 새신자 과정 이수 

수요일 8:00pm~9:30pm (4/28~4/29), Zoom 
이용민 목사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8 주, *자격: 모든 교인 

목요일 10:00am~11:30am (4/29~6/17), Zoom 
황 주 목사  

로마서, 8 주, *자격: 성숙자 과정 이수 

토요일 10:00am~11:30am (5/8~6/26), Zoom  
이용민 목사  

북클럽 1, 오늘이라는 예배 (티시 해리슨 워런)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황 주 목사  

북클럽 2,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루이스)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황 주 목사  

북클럽 3,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황 주 목사  

북클럽 4, 하나님이 캐스팅한 사람들 (맥스 루케이도)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박찬영 장로  

북클럽 5,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필립 얀시) 

* 시간과 기간은 참여 인원에 따라 정해집니다. 
박찬영 장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