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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서비스 지난호 보기 SNS 서비스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 목회자의 친근한 벗 <목회와신학>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정기구독자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월호SHOP

금주의 기획 기사

www.moksin.kr

1205 목신_홈페이지 개편안내웹.indd   24 2012-05-07   오전 9:26:20



특집대담  25 

〈목회와신학〉<그말씀> 검색 서비스 

1989년 창간호부터 당월 호까지〈목회와신학〉<그말씀>에 실린 전체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

사 제목을 몰라도, 필자 이름을 몰라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섹션별·주제별·필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연

도별 지난호 보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는 번거로움 없이 검색한 내용을 프린트하여 보

관할 수도 있습니다. 

금주의 기획기사 

사회와 교계의 핫 이슈와 관련된 〈목회와신학〉의 과월호 기사를 묶어서 제공합니다. 최신 기사에서 

과거 기사까지 이슈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23년 역사, 2만여 개의 콘텐츠를 보유한 <목

회와신학〉이 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섹션별 기사 보기

이번 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지 목차 검색 없이도 홈페이지 전면에서 전체 꼭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

니다. 꼭지를 클릭하면 기사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목회 정보 

북리뷰, 세미나 영상과 mp3, 수양관 소개, 추천 어플·영상·즐겨찾기를 별도로 묶어 검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북리뷰·수양관은 Ebook으로 제공하며, <목회와신학>에서 주최했던 세미나 영상과 mp3는 

내려받기 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목회 IT정보(추천 어플·영상·즐겨찾기)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도서요약 전문 사이트인 북코스모스로의 이동이 쉬워졌습니다. 주소를 별도 입력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목회와신학 전용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는 무료로 수천 권의 

도서 요약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과월호 Ebook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책, 보관하기 어려워 과월호를 정리했는데 아쉬우신가요? 홈페이지에서 통권  

1호부터 현재까지 23년치 <목회와신학> 전체를 Ebook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Ebook 상에서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과월호SHOP 

〈목회와신학〉과 별책 부록〈그말씀〉 과월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필요 내용이 게재

된 통권과 보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후 구입하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통권 확인에서 

구입까지 홈페이지에서 논스톱으로 할 수 있습니다. 

SNS 서비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코너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실시간 소통 채널, 그리고 독자 의견

란에 <목회와신학>에 대한 의견과 격려, 채찍과 제안을 해주십시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모바일 웹

<목회와신학>의 모든 기사를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없고, 책도 없는데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십니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목회와신학> 모바일 웹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

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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