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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ist	History”	
강사: 김민석 목사 

(Garrett-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Ph.D candidate, adjunct faculty) 

 
 

Anyone	who	is	interested	in	taking	this	course	(2	credit	hours)	should	make	
an	inquiry	to	 Prof.	Dr.	Young	Ho	Chun	at	913-253-5010	(Office)	or	at	913-
909-1880	(cell	phone)	or	 writing	to	younghchun@spst.edu	as	early	as	
possible	to	secure	a	place.	

이 수업(2 학점) 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영호 교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913-253-5010(연구실), 913-909-1880(휴대폰) 이메일: younghchun@spst.edu 

원활한 등록을 위해 빠른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This	 time,	 the	 course	 will	 be	 taught	 on	 the	 new	 campus,	 at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s	 educational	location	a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the	Resurrection	located	at	13720	 Roe	Avenue,	Leawood,	KS	66224.	

이번 학기 수업은 세인트폴 신학교의 새로운 캠퍼스인, 부활의 교회 Educational Wing 에서 

진행됩니다. 주소는 13720	Roe	Avenue,	Leawood,	KS	66224 입니다. 

 

개요 Course Summary 
1) Course	Name	과목	이름:	“The	United	Methodist	History”	
2) Instructor	강사:	김민석	목사	
3) 수업기간:	July	31	(Mon)	1:00p.m.	–	August	4	(Fri),	2017	12:00p.m.	

*여행시간을	위의	스케쥴에	준하여	가능한	월요일	아침	12시	전에	도착하시기를	
권면드리며,	출발시간도	금요일	오후	2시	이후로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항까지	
적어도	45분이	소요됩니다.		

 

 

  
 
Tuition	Information	



 
The	tuition	for	the	one-week	length	intensive	(2	credit	hour)	course	on	
the	U.M.	 Polity	is	$1,160.00.	This	may	be	paid	by	credit	card	or	by	a	
check	or	a	money	order	 payable	to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with	
a	notation	of	UM	Polity	in	Korean).	

일주일간 진행되는 집중 과정(2 학점)의 수업료는 1,160 불입니다. 신용카드나 Check 혹은 

money order 로 납부하실 수 있고, payable to 는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해 주시기 바라며, 

UM History in Korean 이라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For	payment	by	credit	card,	please	contact	Naina	Chhabria	at	913-253-5051	or	

naina.chhabria@spst.edu	
• For	payment	by	check,	please	return	this	form	with	a	check	for	the	total	

amount.체크로 지불하기 원하시면, 이 양식과 함께 체크를 보내 주십시오. 
 

 
 

Each	participant	us	urged	to	make	his/her	own	reservation	for	a	room	 arrangement	by	
contacting	Chase	Suite	Hotel,	at		6300	W.	110th	Street,	Overland	Park,	KS	66211	or	 call	
1-913-491-3333)	and	provide	your	St.	Paul	School	of	Theology	Corporate	ID	#323373.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Chase	Suite	Hotel (6300	W.	110th	Street,	Overland	Park,	KS	66211) 
숙소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1-913-491-3333)	세인트폴의 ID Number(#323373)를 알려주시면 

$59의 금액에 숙소를 예약하실 수있습니다 .	

	
Or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King	and	Double	bed	rooms	at	the	rate	of	$75	at	
Hampton	Inn-Overland	Park,	KS.	You	can	also	obtain	the	discount	rate	by	using	the	
above	corporate	ID.	There	is	no	 other	on	campus	housing.	Please	report	any	difficulty	
with	making	reservation	to: Melissa.whalen@spst.edu	

	
혹은 햄튼인으로 예약을 하실 경우 King and Double bedrooms을 75불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예약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Melissa.whalen@spst.edu 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1) For	those	who	arrives	in	Kansas	City	by	air,	be	advised	to	take	the	“Super	

Shuttle”	at	the	airport	by	going	to	the	booth	near	the	baggage	claim	area	and	
reserve	with	payment.	Your	cost	should	not	exceed	$40.00	without	including	the	
tip	to	the	Inn	(the	address	is	given	above).	

Kansas City 공항(MCI) 으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Super Shuttle 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Baggage Claim 부근에서 표를 사실 수 있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http://www.supershuttle.com/?Port=MCI) 
팁을 제외한 요금은 $40 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2) For	the	local	transportation	from	the	Inn	to	the	class	will	have	to	be	planned	

depending	upon	the	number	of	registrants	for	the	course.	Please	plan	your	

 
 
Payment	Information	납부 정보 

 
 
Transportation	

 
 
Lodging	Information 숙소 정보 



budget	for	a	possible	$100.00	for	the	transportation	for	this	purpose.	
숙소에서 학교까지의 이동은, 등록한 학생 수에 맞추어 준비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100 가량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 	For	preparation,	please	read	the	following:	
수업 전에 읽으셔야할 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Korean: Korean version (정은해 

옮김, 웨슬리와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운 사람들) (Nashville, NT: Abingdon Press, 2005) ISBN-10: 

0687741718 

2. John Galen McEllhenney ed., United Methodism in America: A Compact Histor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ISBN: 0687431700  

3. 김홍기, 감리교회사, (서울: KMC, 2003), 2 부 미국 감리교회사 (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4301795 ) 

* 1. 2 번 교과서 구입 필수.   

 
(1) 수업	전에	해야	할	숙제:		

다음 두 종류의 물음에 대한 페이퍼 제출 (분량 15페이지 이내):  

(1) Heitzenrater의 책을 읽고 다음의 물음들에 대한 리서치를 하시오.  “웨슬리가 연회에서 밝힌 

초기 영국 감리회 운동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감리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웨슬리의 

교회론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의 교회론의 특징은 무엇이며 감리회 사명 완수를 위해 어떠한 

제도들을 도입하거나 만들고 발전시켰는가? 이것으로 인해 초기 영국 감리회도들은 당시의 

영국 국교회와 어떠한 긴장 관계 속에 있었는가?”  

 

(2) United Methodism in America: A Compact History 를 읽고 19세기부터 지금까지 미 감리회 

내의 인종과 성차별 문제를 다루고 인종과 성차별 문제가 미 감리회 신학, 정책, 그리고 

교회론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다루시오. 
 

	
****The	class/the	course	will	become	constituted	only	after	the	minimum	of	7	persons	
who	enroll	and	sign	up	to	attend.	The	registration	will	be	closed	after	July	20th.	
본 수업은 최소 7명 이상 등록할 경우에 개설됩니다. 등록마감일은 7 월 20 일입니다. 

 
Rev.	Young	Ho	Chun,	Ph.D.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4370	West	109th	Street,	Suite	300,	
Overland	Park,	KS	66211	
Tel.:	913-253-5010	
Fax:	913-253-5075	
E-mail:	younghchun@spst.edu	

	
	
	

	
	
 

 

    이름 Name (성 Last, 이름 First ) 
 
 

 

    주소 Address 

 
 

    시 City , 주 State, 우편번호 Zip 
 
 

 

    집전화 Home Phone  □ 휴대폰 Cell Phone □ 

선호 Preferred 
 
 

 

이메일 주소 Email Address 
 
 

 

비상 연락처 Emergency Contact (이름 Name, 전화번호 Phone Number, 관계 and Relationship)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Please select which option you will be participating in 

다른 대학원에서 방문하는 학생들 Visiting students from other seminaries: 각 

해당 학생의 학위 과정과 등록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편지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의 

교직원이 세인트폴 신학교의 교무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 학교는 

 
 
학점 이수를 위한 정보 Academic	Credit	Information	

 
 
연락정보 Contact	Information:	모든 항목 기재 요망 (All	fields	in	this	section	are	required)	



반드시 ATS(신학교 연합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eminaries) 에 승인된 

학교여야만 합니다. The registrar at the seminary of present enrollment must submit a 

letter to the registrar at Saint Paul verifying the student’s degree program and 

enrollment status. The primary school must be accredited by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eminaries. 

                    세인트폴 학생들 Students admitted to Saint Paul: Students must apply for 
admission to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as a degree-seeking candidate or as a 

non-degree student pursuing denominational studies and be admitted no later than 

June 30th, 2017. 

교단 연구 수업을 지망하는 비 학점이수 학생 혹은 학점을 이수하는 후보로서, 

학생들은 반드시 세인트폴 신학교에 2017 년 6 월 30 일 까지 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Certificate of Completion Students 과정 이수 인증: Students who do not fulfill either 

of the above conditions will receive a final grade form and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ours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위의 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칠 경우) 최종성적과 이수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Please	contact:	

	
Rev.	Young	Ho	Chun,	Ph.D.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4370	West	109th	Street,	Suite	300,	
Overland	Park,	KS	66211	
Tel.:	913-253-5010	
Fax:	913-253-5075	
E-mail:	younghchun@spst.edu	

	

Or	
	

Tahmeka	Thompson	
Registrar	
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4370	West	109th	Street,	Suite	300,	
Overland	Park,	KS	66211	

 
 
Additional	Questions?	



		Tel.:	913-253-5056	
Fax:	913-253-5075	
E-mail:	tahmeka.thompson@spst.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