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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9/21   

         

9/28   

10/05   

10/12   

10/19  

10/26  

11/02 

왜 성경상담의 (Biblical Counseling) 중심은 언약신학이

(Covenant Theology) 되어야 하는가?

성경상담에서 일어나기 쉬운 Monocovenantalism과 그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Ordo Salutus vs. Historia Salutus의 심각성

성경상담에서 사용되는 구속사 방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Redemptive-Historical Approach) Christ-Centric과 
        
Christ-Telic에 차이점은?

Paul Tripp이 말하고 있는 Biblical Counseling Triangle은 

왜 목회에 중요한가?

Edward Welch가 말하는 Current Psychological Evangelical 

Care Model의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Integrationalist의 약한점들은?

David Powlison의 성경상담은 왜 Tri-Perspectivalism 모델로 

만들어져있는가? Jay Adam’s 상담 모델과 어떻게 다른가?

Tim Keller의 성경상담 모델과 David Powlison의 모델의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 강점과 약점을 비교한다면?

성경상담에서 John Murray가 말하는 “Definitive

Sanctification”은 John Calvin의 3가지 율법 사용에

어떠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가?

DIASPORA
    Biblical Psychotherapy

Join Zoom Meeting: 

Meeting ID: 

9/15   Sin, Iniquity, and Anger Treatment  

          “왜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운가?”

9/22   Commandment and Differentiation of Self  

          "계명과 자기 분화의 역동관계"

9/29   Unfinished Business and Atonement  

          “왜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가?”

10/06   Inner Being and Redemption of  Body  

          “마음의 이중구조와 몸의 구속”

10/13   Old Self and New Self  

          “옛사람과 새사람”

10/20   (New) Covenant and Proactive Faith  

          “새약속과 주도적 믿음”

10/27   (New) Life and Being Clothe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삶”

11/03   (New) Commandment and Becoming One  

          “사랑안에서 하나됨의 신비”

디아스포라는 다시 전해야 할 복음(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가치인 온전한 말씀을 

교회와 가정에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타락한 인간 본질인 죄의 문제를 심리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직면함으로 깊은 단계의  회개(탄식, 애통)를 통한 자유와 화평의 (Self-Aware-

ness /Good Tree-Good Fruit)로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 “이민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정신병리”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9월17일 시작 (8주)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   강사: 김진세교수, 유영철교수, 임장순교수, 진용태교수, 한윤교수

9/17 

9/24    

10/01    

10/08   

10/15   

10/22   

10/29   

11/05  

Basic Mental Health & DSM-V (진용태 교수)

(정신건강의 이해와 정신상태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Stress Diathesis Model & Bio-Psycho-Social Model 

(임장순 교수) (병리 환자를 돕는 원칙과 모델은 무엇인가?)

Human Developmental Stage and Mental Health 

(김진세 교수) (발달단계에 따른 대상관계의 문제와 차이점들은?)

Schizophrenia & Demonic Possession (김진세 교수)

(정신분열병과 귀신들림의 비교: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Symptoms of Dissociation & Religious Mindset 

(진용태 교수) (해리현상과 종교심리)

Major Depressive Disorder: Emotion, Mood, Affect 

(한 윤 교수) (기분장애: 범위와 비정상적‘삽화’)

Anxiety Disorder (김진세 교수)

(불안장애는 무엇인가?: 공황장애, 강박장애, 공포증, 등등)

Personality Disorder (유영철 교수)

(인격장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편집성, 연극성, 회피성, 등등)

Pastoral Leadership Forum

Mental Health in Church 
                            - Various Disorder

Join Zoom Meeting: https://zoom.us/j/92483435329?pwd=Tlg3U0RXVm55NmlmQ0tMeHBrMldvUT09

Meeting ID: 924 8343 5329 / Passcode: wuv1234

"COVID-19 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Pandemic 현상으로 삶의 패턴이 급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에서도 이번 가을 학기에 비 대면 온라인 세미나로 준비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월), 디아스포라 성경적 심리치료(화), 평신도 세미나(목) 가 9월 14일 주간부터 개최됩니다.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세미나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성경상담의 핵심”     매주 월요일 오전 10:30 / 9월14일 시작 (8주)
대상: 목회자   /   강사: 진용태교수

   Join Zoom Meeting: https://zoom.us/j/92724854827?pwd=ZlAvYitkTytoaEY1YjYyb3Z3ZFp2Zz09 

Meeting ID: 927 2485 4827 / Passcode: wuv1234

대상: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   /   강사: 유영철교수

Join Zoom Meeting: https://zoom.us/j/93539927067?pwd=QjF5VHhBbnlwajVHMGNzNzdZbHgwZz09

Meeting ID: 924 8343 5329 / Passcode: wuv1234

디아스포라 성경적 심리치료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9월15일 시작 (8주)

https://zoom.us/j/92724854827?pwd=ZlAvYitkTytoaEY1YjYyb3Z3ZFp2Zz09
https://zoom.us/j/93539927067?pwd=QjF5VHhBbnlwajVHMGNzNzdZbHgwZz09
https://zoom.us/j/92483435329?pwd=Tlg3U0RXVm55NmlmQ0tMeHBrMldvUT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