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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

렘브란트 감상_성혜진

권력과 권위_성기진

루이스를 통한 교육_정인영

에코팜므_박진숙

밥 한그릇의 세계관_김진성

교회와 청년_신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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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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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

저지대비전론
- 성인경 -

*은 전체특강/ 그 외는 선택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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