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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2019 COURSE OFFERINGS 
Classes begin Mar. 10th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UHL administration at 645-3570 or 

registrar@uhl.ac 
1001 Backgrounds for the Study of Early Christianity  3 credit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Bible in its New Testament setting, this course features a topical approach 
with sessions on literary sources, the Jewish background, the Temple and synagogue, religious groups, 
language, apocalyptic literature, Greek influence, and early Christian groups.  
Instructor: M. Lowe, M.A., B.Phil. (Oxon). Tuesdays, 15:30-18:00. RIS 009  
 
1015  Introduction to Archaeology I: The Pre-classical Periods 3 credits 
A survey of the archaeology of the Levant from the earliest times until the Persian Period. Course will include 
field trips to sites throughout Israel.  
Instructor: W. Ondricek, M.A. Wednesdays, 12:30-15:00. Seminar Room 
 
1032 The Prophetic Stories (Jeremiah) 3 credits 
This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Book of Jeremiah accompanied by a focus on select 
portions from the book in the English Bible. Special emphasis will be given to key interpretive chapters from 
this latter prophet. The complex textual history of Jeremiah will also be explored in light of the Septuagint 
translation, the copies of Jeremiah among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use of Jeremiah in the Apocryphal 
literature.  
Instructor: S. Adcock, Ph.D. Mondays, 16:45-19:15 RIS 009.  
 
1061 Intermediate Greek  3 credits 
Part two of a two semester course. Acquiring the ability to read koine Greek is the focus of this course. 
Readings will be taken from the New Testament, Septuagint, inscriptions, Philo, Josephus,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Instructor: K. Grasso, M.A. Mondays & Thursdays, 15:30-16:30. RIS 009 
 
1089 Psychology and Faith  3 credits 
This course is a survey of the history of psychology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in the resolution of personal 
problems. Theories of personality, mental disorders, and counseling methods will be reviewed,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function of faith in the healing process. The student reviews local resources for personal 
problem resolution and obtains clinical experience in pastoral counseling and/or mental health aid.  
Instructor, S. Minskoff, PhD. Wednesdays, 15:30-18:00. RIS 202 
 
1095/2092-K Graduate Seminar 3 credits 
"Daily Life in Ancient Times.” Leading scholars of the Jerusalem and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speak on 
their areas of expertise and current research. Compulsory seminar for second–year M.A. and all Continuing 
Registration students. Moderator: D. Schmidt, Ph.D., Biweekly on Tuesdays 18:30-20:30. RIS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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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M.A. Thesis Development 6 credits 
The M.A. thesis is an important demonstration of a student’s critical research and academic skills. The thesis is 
written on a research question which must be approved by the thesis advisor and Academic Committee. 
Guidance in formulating the thesis proposal and writing the thesis is given in this seminar. Attendance is 
required of all masters students who are writing theses.  
Moderator: D. Lasoff. Tuesdays, 13:00-17:00. Nazarene Building 
 
3002 Doctoral Research Seminar 3 credits 
The seminar focuses on methodological issues in critical research and looks at current topics in Bible, history, 
and archaeology. This seminar welcomes doctoral students and advanced researchers to discuss research 
methodology issues and provides a venue for presentation and revue of their current research projects. 
Attendance is of required of UHL doctoral students.  
Moderator: S. Pfann. Biweekly on Fridays, 9:00-11:30. Pfann Residence 
 
3004 Dissertation Proposal Writing  3 credits 
Part two of a two-semester seminar designed to aid students in the steps needed to select a research question, 
find an appropriate advisor, and craft a defensible research proposal. Attendance is of required of all doctoral 
students.   
Moderator: D. Lasoff. Tuesdays, 13:00-17:00. Nazaren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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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Program Courses 
 
2008 English Preparation Program Elementary Course 9 credits 
A goal-based English language elementary course designed to prepare Preparation Program students to use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dependently and also for further academic studies at UHL. The 
course utilizes a structured curriculum centered on purposeful and realistic objectives and scenarios. Students 
also develop vocabulary and a solid understanding of English grammar. Students develop and practice their 
skills in structured learning se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Instructor: T. Solomon. Mondays and Thursdays, 8:00-12:00. Nazarene Building 
 
2009 English Preparation Program Pre-Intermediate Course 9 credits 
A goal-based English language pre-intermediate course designed to prepare Preparation Program students to use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dependently and also for further academic studies at UHL. The 
course utilizes a structured curriculum centered on purposeful and realistic objectives and scenarios. Students 
also develop vocabulary and a solid understanding of English grammar. Students develop and practice their 
skills in structured learning se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Instructor: T. Solomon. Mondays and Thursdays, 13:00-17:00. Nazarene Building 
 
2012 English Preparation Program Upper-Intermediate Course 9 credits 
A goal-based English language intermediate course designed to prepare Preparation Program students to use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dependently and also for further academic studies at UHL. The 
course utilizes a structured curriculum centered on purposeful and realistic objectives and scenarios. Students 
also develop vocabulary and a solid understanding of English grammar. Students develop and practice their 
skills in structured learning sessions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classroom.  
Instructor: D. Lasoff. Tuesdays and Fridays, 8:00-12:00. Nazaren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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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S OFFERED IN KOREAN  

 
1033-K The Book of Psalms (Preaching Psalms) 3 credits 
시편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대략	1000년	동안	다윗,	솔로몬,	고라	자손,	아삽	자손	등	
여러	명의	저자들에	의해	씌어지고	편집되었다.	시편에는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시편들은	자신의	기도와	찬양의	감정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승리와	
기쁨,	소망	뿐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	슬픔	등	진실한	신자들이	겪는	모든	종교적인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시편	150편의	구성과	구분을	살펴	보고,	다양한	쟝르에	속한	시들을	직접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분석함으로써	각	시를	연구하는	방법을	익힐	것이다.		
Instructor: S. Chang, Ph.D., Thursdays 12:30-15:00. RIS 009 
 
1071 Church Management 3 credits 
지역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교회(Holy Catholic Church)를 형성하는 
유기체이다. 유기체의 생명력은 세포의 건강성에 달려 있으며, 건강한 교회를 형성하는 필수 요건은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지도력과 성도의 제자화이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교회 지도력과 제자화를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루게 된다. Instructor: S.S. Kim, TH.D., Intensive Course: Mar 6-8 and 10-11 9:00-12:30 and 
13:30-4:30. Seminar Room 
 
1079-K Three Monotheistic Faiths 3 credits 
동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라는	3대	유일신	종교의	탄생지이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슬람이	 나왔다.	 본	 과목에서는	 유대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분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	 이스라엘	 종교에서	 비롯된	
유일신앙(monotheism)	 체계로서의	유대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필	것이다;	 (2)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존재했던	 사도시대의	 초기	 기독교가	 독자적인	 종교로	 분립되게	 된	 과정을	 살필	 것이다;	 (3)	 유대교와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슬람이	형성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필	것이다.		
Instructor: J. Chung, Ph.D., Tuesdays, 12:30-15:00. RIS 009		
	
1083-K Regional Studies II: Historical Geography of Jordan 3 credits 
성경역사지리학은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났던	 지리적	 공간에	 대한	 학문이다.	 	 성경역사지리는	
역사지리라는	측면에서	인문지리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의	지리적	배경을	연구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형.기후.토양.생물		등의	요소를	살피는	자연지리의	성격을	띈다.			
성서지리	 I이	 이스라엘	지역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지리적	배경	연구에	촛점을	맞춘다면,	 성서지리	 II는	
이집트와	요르단과	관련된	성경의	역사-지리적	배경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	대한	현장수업은	7박	
8일로	이루어진다.		
Instructor: J. Chung, Ph.D., Sundays, 14:30-17:00. RIS 011	
 
2021-K  Dissertation and Thesis Writing 3 credits 
본	과정은	학기의	텀	페이퍼,	리서치	페이퍼,	논문	쓰기에	관한	과정이다.	논문의	주제잡기,	논문의	자료	
모으기와	정리,	쓰기(각주,	참고문헌	달기)에	이르기까지	논문의	모든	과정을	다룬다.	이	과정은	최소한	
3학기를	연속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그	해당	지도교수에게로	
연결되어	논문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nstructor: J. Chung, Ph.D., Thursdays, 15:30-18:00. RIS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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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K  Messiah in the Hebrew Bible (Old Testament & Messiah) 3 credits 
구약성경(히브리	바이블)이	전제되지	않는	신약성경은	존재할	수	없다.	신약성경은	메시야의	탄생과	사역에	
관한	소위	복음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구약은	오실	메시야에	관한	
책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야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만일	그렇다면	왜	아직도	오실	메시야에	관한	
책(히브리	바이블)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야에	관한	책을	거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신약에서	증언되는	메시야	자체가	구약에서	증언되는	그	메시야가	아니거나,	주후	
30년의	나사렛	예수	혹은	신약에서	증언하는	메시야가	구약에서	증언되는	그	메시야임을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거나이다.		
본	과목은	구약성경에서	계시되고	있는	메시야	상을	관련	구약	본문	전체를	주석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이런	
문제에	관한	답변을	찾아	보고자	한다.		
Instructor: J. Chung, Ph.D., Mondays, 12:30-15:00. RIS 009	
 
4002-K	Modern Hebrew Level Aleph+ for Korean-Speakers  4 credits  
본	강의는	현대	히브리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현대	히브리어	강의로,	현대	히브리어의	기초적인	
문법과	표현,	어휘	등을	익히게	된다.	이와	아울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Instructor: C. Park. Mondays, 9:00-12:30. Instructor’s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