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지난 1901년 개교 이래 114년의 역사 가운데 경건과 학문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셔
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올해 분단 70주년이자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역사를 주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신학의 좌표를 새로이 설정하였습니다.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 교회의 시대적 과제는 세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 그동안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개혁교회의 전통인 성경적 ·복음적 신학에
기반한 에큐메니컬 신학을 지향해 왔습니다 .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본교의 신학 정체성을 확립
하여 지금의 상황에 대응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7개의 명제로 정의하였습니다.
장신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
음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추구합니
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를 돌보는
공공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창조질서를 위하여 피조세계와 생태계의 회복과
보전을 추구합니다 . 또한 장신신학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
하고, 한국 교회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 힘쓰며, 세속주의
문화를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 문화 형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본 대학교의 요람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
육이념 , 목적 및 각 학제의 교육과정과 학칙 등 학교 전반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수록하
고 있습니다. 학교 , 부속기관 , 부설교육기관 , 학생회 및 동문회를 포함한 장신공동체 각 기관
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나라의 구현’이라는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대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민족의 역사와 세계
의 역사를 바꿀 귀한 목회자 , 기독교교육지도자 , 교회음악지도자를 배출하는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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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이념

21세기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건학(建學) 제 2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본 장로회신학대학교는
1920년 평양 본교의 교수회가 발표한 ‘본교의 목적과 신경’과, 1985년 본교가 채택한 ‘장로회신
학대학 신학성명’의 성경에 대한 강조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교육이념
본 대학교는 성경에 근거한 신학교육을 위하여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ʻ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ʼ에 관한 항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
라를 드러내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부활과 생명
의 복음임을 만천하에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또한
그는 만민과 만유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요 3:16; 고후 5:19; 골 1:20).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닌 속죄와 화해의 깊은 차원을 나타내는 동시에 고통받는 모든
인간과 창조세계와 연대하시고 이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다.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선취(先取)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중심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체적 역사로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歷史) 속에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사 53:1-6; 롬 5:12-21), 하
나님과 인간의 화해(고후 5:19)요, 하나님과 나머지 창조물의 화해(골 1:20)였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와 죽음과 흑암의 저주를 대신 걸머지신 것을 의
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주로서 인간과 만물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고, 영원하신 대
제사장이시지만, 인간과 만물을 위한 사랑의 희생제물이 되셨다(히 9:11-28; 엡 1: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으며,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
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사도들은 복음(막 1:1; 고전 15:1-8; 요
20:31)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예수님께
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곧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눅 4:43; 8:1; 행
28:30)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전하는 것을 경계했다(갈 1:8).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곧 하늘에 있고, 그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시
간과 공간 속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지평 속에서 시작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세상 속에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의 완성인 영생(고전 15:38-44; 15:51-53; 롬 5:21)을, 역사의 완성인
하나님 나라(고전 15:2; 눅 13:29)를, 그리고 우주만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계 21:1-5)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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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하고 약속한다. 이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와 공의(사 16:5; 시 72:1-2), 사랑과 평
화의 세계인 동시에 죽음이 없는 부활과 생명의 세계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와 만물에 가득 찬 세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예수님과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선포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히 1:1-3)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신구약성경은 성령님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경의 중심내용이고(막 1:1; 눅 1:1-4; 요 20:31) 성
경의 통일성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성경의 중심 내용인 우주창조,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구원의 약속, 예
수 그리스도의 사건(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님의 강림, 교회의 선교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고, 인류와 우주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계시하고 약속한다. 이 성경의 통
일성은 사도신경, 교부들의 신앙규범 및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해 지지를 받으며, 이
미 고대교회에서 체계화되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하여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형성시킨 근원이 되었고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희망이었다.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는 성령님이시다. 따라서 성경 해석자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 구원함을 입은 사람이어야 한다. 성경 해석자는 복음의 통일성 안에서 성경의 다
양한 메시지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한 통전적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의 상황 안
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성경 해석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취된 하나
님 나라를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와 세상과 만유의 구원을 계시하고 약속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이 하나님과 인류, 하나님과 창조물들의 화해뿐만
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류와 창조세계와의 화해를 종말론적으로 계시하고 약속하였기 때문
이다.(롬 8:19-21; 고후 5:19; 엡 1:10; 골 1:2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만이
아닌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방교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하여 왔던 인간중
심주의적 구원론을 극복하여야 한다(창 1: 26-28).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의 복음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롬 3: 21-26; 고전 1:30; 엡 1:7),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
며(골 1:13; 요 5: 24; 요일 3:14), 하나님, 인간 및 자연과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편입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
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성화의 삶을 살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화롭게 될 것을 바라본다. 인간구원은 하나님 구원행위의 초점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우주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동시에 알아
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행위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신음을 없애고(롬 8:21-22), 죽음을
파괴시키고(고전 15:26; 계 20:10), 마귀의 활동에 종지부를 찍고(눅 10:18), 우주 전체에 하나
님의 영광이 빛나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교회는 다양한 사
역들을 교회 안팎에서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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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셨고,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들과 초기
신앙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면서 교회가 탄생하였다. 교회는 하
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신 7:6; 벧전 2:9; 계 21:3), 그리스도의
몸이며(고전 12:12), 성령님의 전(고전 3:16; 6:19)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까지 존속해 왔다.
이미 시작되었으나(막 1:15)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적 시간 사이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고전 1:2,9), ‘세우심을 입고’(엡 2:20-22),
‘세상 속에 보내심’(요 20:21)을 받은 공동체이다.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
라의 복음을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
파하라고 명령하신다(마 28:19-20).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예언자(암 5:24)와 제
사장의 역할(출 19:6; 벧전 2:9)을 담당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이 땅에 구현시켜야
하고, 만민과 만유를 살리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속되고 하나되어야’ 한다. 교회는 죄와 흑암의 권세에 맞서 싸우며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
르는 사회,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나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인간과 창조세계가 조화롭
게 안식하는 지구생명 공동체와 우주의 샬롬을 구현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하나님 나라
구현에 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봄이요, 그 징표요, 그것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교회가 하
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

●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문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에 문화도 중요한 대상이자 영역이다. 세상 속의 다양한 문화는 그것
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다양한 문화는 하나님 나
라의 복음에 의해 변혁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의 문화는 나라와 지역과 민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고, 또 표현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19세기의 선교역사에서 발견되는 선교종주국들의 문화제국주의는 비판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에 속한 한반도를 문화적 맥락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를 주어진
문화 안에서 실현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형성 작업은 한국적 신학과 동아시아적
신학을 모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유다 땅에서 시작해서 희랍 로마 세
계로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한국 문화와 동아시아 문화 속에 뿌리내려야 할 것
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구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동아시아적, 한국적 문화 안에서의 기독
교적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지구상의 다양한 종족들과 그 문화들과의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이
해와 교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하나님 나라와 오늘의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보화와 지구화 그리고 테러와 폭력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의 상황
과, 분단된 한국적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한국 교회와 신학에 요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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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의 세계의 심각한 위험과 수많은 과제들 앞에서 언약에 따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삼
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內住)와 교류(交流)에 의한 사랑의 코이노니아(시119:63; 대하
20:35; 행 2:42; 롬 15:26; 고전 1:9; 요 17:21)와 디아코니아(에 1:10, 겔48:18-19, 롬 12:7,
고후 8:4)가 세계 문제 해결의 궁극적 구원의 상(像)이고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세계의 진정
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상호 내주와 교류를 통한 사랑의 통치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를 의미한다. 인간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창조세계와 인간의 상호 교류적 관계와 어긋나
는 것이고, 현 세계의 경제질서가 가진 세계와 못 가진 세계의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면
이것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모습과 크게 충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세상 속에 구현
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근거 위에
서 인간과 세계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오늘의 세계를 향한 교회와 신학의 과제이다. 오
늘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폭력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세계 속에 구현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또한 우리는 다(多) 문화와 다(多) 종교
그리고 다(多) 민족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에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
(요 3:16) 안에서 타종교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며, 이들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 평화,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수행을 통한 하나님 나
라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창2:15; 시8:1-9; 롬8:19-21).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연구해
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양한 역사적 정황들을 배경으로 한 예언자들과 사도들과 사도적
공동체들의 수많은 증거들과 신학적 가르침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이러
한 다양성은 각각의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해석학적 관계에서 그 통일성이 모색될 수 있다.
신학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성경이다. 또한 고대 에큐메니칼
신조 및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 및 교회의 신학자들의 가르침도 신학연구를 위한 자료로 존
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학은 오늘의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과 폭넓은 대화를 하면
서 이 학문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금의 새로운 정황이 새로운 신학적 해
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
회정신은 신학하는 기본 방법론이자 정신이다.
신학의 역할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말씀선포, 예배, 교육, 선교,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등)
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비추어 반성함으로써 더욱 복음에 합당한 사역으로 인
도함에 있다. 또한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빛에 비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조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면
서 ‘교회’와 ‘세계’를 동시에 섬겨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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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교육이념
에 기초해서 교회와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할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대학교는 교회와 사회 및 국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
라 구현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역자를 길러내야 한다. 역량 있는
교역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본이 될만한 성숙한 인격의 인간이어야 하고,
교회와 사회 및 국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시
킬 만한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전문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대학교는 바로 이와 같은
인격과 능력을 지닌 교역자를 길러내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

●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
교육이란 교육이념에 기초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정하고 이것을 구현해 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본 대학교가 신학교육을 통해 추구하려는 인간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빌 1: 27).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중생 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예수 그
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삶의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
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인간을 사랑하고 자
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과 사랑과 겸손을 배우는 사람, 정의
와 공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기도에 힘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지상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
운 정신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의해 사로
잡힌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에 선취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동시에 세상
안에 있는 시민으로서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세상 안
에서 구현하는 사람이다. 본 대학교의 교육은 장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
체 안에서의 삶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
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교회와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할 교역자 양성
본 대학교 대학의 교육목적은 ‘교회,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할 지도자의 양성’에 있고, 신
학대학원의 교육목적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 양성’에 있으며, 대학
원의 교육목적은 ‘교회,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자와 지도자 양성’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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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로써 신학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제 '지도자', '
목회자', '학자'로 특성화되었다.
교역자란 개념은 지도자, 목회자, 학자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인 바, 이 명칭들은 각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지도자는 주어진 삶
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솔선하고, 목회자는 목회활동을 통해서 또 학자는 그 쌓은 학식과
가르침을 통해서 헌신한다. 따라서 본 대학교의 각 교육과정은 교육이념을 공통분모로 삼
아 각기 과정별로 특수성을 지향하는 교육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교육목적은 넓은 의미의 '교역'(敎役)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예수님은 가장 넓은
의미의 교역자로서 목회자 중의 목회자이시며, 학자 중의 학자이시고, 지도자 중의 지도자
이시다. 이에 따라 본 대학교의 각 과정이 지칭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재양성의 목적은 교
역자양성으로 그 명칭을 통일시킬 수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교역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그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이러
한 범주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할 과제가 교역자에게 주어져 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인은 이러한 교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목사로 안수 받은 교역자는 물론이고
평신도 역시 교역자로서 교역의 다섯 차원 곧 말씀선포․ 전도, 예배․예전, 가르침․훈련, 교
제․친교, 봉사․섬김을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안수례 받은 교역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례 같은 특수교역을 위탁받았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에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바, 교
역자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교회, 사회 및 국가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다양한 현장을 뜻한다.
이 속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루는 섬김과 헌신의 교역이 요청된다. 이 교역
요청은 이미 예수님이 실천하고 성취하신 교역에 근거한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
고 눌린 자들을 돌보시고, 불의에 항거하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사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교역에 근거한다. 이
예수님의 교역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다양한 교역의 통일성의 근거이다. 이 예수님의 교역
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계승 발전되고 있다. 교역자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교역에 동참한다. 이 교역
은 또한 가정, 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 예술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양식으로 수
행되고, 그 다양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통일성을 이룬다. 또한, 이
교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과 사회구조와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 전체에 실현된
다.
이러한 교역의 다양한 현장을 깊이 고려하면서, 본 대학교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봉사
할 교역자양성에 힘과 정성을 쏟는다. 본 대학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직영 신학교육
기관으로서 교단이 요청하는 목회자, 학자, 선교사, 기독교교육지도자, 교회음악지도자 등
교역자를 양성하는데 일차적인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대학교는 각 과정별로
교역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역의 현장에서 효율적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준비시
킬 사명이 있다.

Ⅰ. 교육이념 · 목적 · 목표 · 신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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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과, 교회, 사회, 국가에 봉사할 교역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연마’, ‘복음의 실천’으로 진술된
다. 이 세 가지의 교육목표는 외형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상호 연
결되어 있는 신학교육의 삼중적 측면이다. 본 대학교는 이러한 삼중적 교육목표를 추구함으로
경건하고 학문이 깊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교역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 경건의 훈련
경건이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복음)를 믿음으
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예배와 삶이다. 더욱 구체
적으로 표현한다면 경건이란 믿는 사람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
는 하나님의 이중명령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적 삶이다.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사랑과 공의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건이 필수불가결 하다. 복음을 통하여 계시되고 약
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곧 하나님을 중심
으로 사는 삶의 태도와 성향을 가지고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요청되는 기본적인 삶이며, 특히
신학교육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요소이다. ‘경건의 훈련’은 곧 예
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훈련이다. 또한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
활과 성령님의 오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말씀 선포와 성만찬을 중심에 두고 있는 공동
체 안에 자리한다. 예언자들과 시편기자들과 사도들과 예수님의 기도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능
력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경건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
쳐 주신 기도문에서 이러한 기도의 핵심을 발견한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라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생활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창조세계
에 대한 책임수행 등의 삶의 전반을 포괄하고 그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함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통전적 삶의 훈련이다. 그것은 “근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빌2:5)을 본받
아 겸손하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의 훈련이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우러나오며,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학문과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한 훈련이다. 즉 ‘경건의 훈련’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기 위한 전인적 노력이며, 이웃과 창조세계에 대한 사랑
의 실천이 되기 위한 통전적 노력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대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경건의 훈련이라는 교육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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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의 연마
본 대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는 교육이념과 ‘하나님 나라
의 시민 육성과 교회, 사회, 국가에 봉사할 교역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학
문의 연마’를 두 번째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학문의 연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
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신학교육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대학교에
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들은 각각의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해명하
며, 그것을 직, 간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연구하며 교수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전
개되어야 한다. 본 대학교의 다양한 전공분야들은 각자의 학문적 독특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도 교육이념과 목적을 초점으로 통일된 방향성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개 교
과목의 관심과 지식을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
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학문분야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상호보완
과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 수렴을 지향하여야 한다.
개혁신학의 전통에 서있는 본 대학교에서의 ‘학문의 연마’는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교부들의 신앙규범, 고대 에큐메니컬 신조와 개혁교회 등의 신학적 자료들을 깊이 있게
탐구함을 지향한다. 또한 21세기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
님 나라 구현’이라는 교육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
석과 교육도 학문연마의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즉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현재 진행중인 하나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비
전을 가지고 각 영역의 독특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석과 함께 실
천적 과제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에서의 ‘학문의 연마’는 이 사회와 국가와 역사와,
문화의 정황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는 안목을 형성하고,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
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복음전파와 사회봉사,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수행 등을 통
하여 하나님 나라 구현의 길을 탐구하고 모색하여야 한다.
본 대학교에서의 ‘학문의 연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다
양한 장들과 역사적 맥락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등과의
학제간의 연구를 폭넓게 그러나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하여 전개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다문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타나고 있는 다양
한 신학들을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본 대학교는 전통적인 ‘교수’의 기능과 함께 강조되어 왔던 대학의 주요한 기능인
‘연구’의 수월성을 담보함에도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의 수월성을 위하여 본 대학은 변화
하는 시대에 맞추어 발전하는 제반 학문 분야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세계적인 수
준의 신학과 인접학문들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한 대화를 지속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본
대학교는 ‘연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과 동아시아를 섬기며, 나아가 세계적 신학의 학
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선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복음의 실천
본 대학교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교육목표는 ‘복음의 실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연마’와 나란히 본 신학교육의 삼
중적 목표에 속한다. ‘복음의 실천’에 있어서 첫 번째 차원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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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17:3)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본 대학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육목표이다. 그리고 이 교육목표의 달성은 세계를
위한 본 대학교의 귀중한 헌신이 될 것이고 본 대학교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
에 동참하는 영광을 안게 될 것이다.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인 ‘복음의 실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원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계를 섬기는 일이다. “예수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계를 섬긴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도
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론
적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확장과 완성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그 존립의 근거로 하는
신학교육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나 개인적 차원의 영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다.
그보다는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즉 가정과 학교, 그리
고 사회와 국가에서 또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교육과 예술 등의 영역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함이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이다.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로서의 ‘복음의 실천’이 이루어질 영역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무대이다”라는 깔뱅의 고백과 같이 전우주를 포함한다.

4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성명

올해 2015년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광복 70주년’이자 민족의 ‘분단 70주
년’이 되는 해이다. 국내적으로 민족의 평화통일이 절실히 요청되고, 국제적으로는 한반도의 운
명에 영향을 끼쳐 온 강대국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장로회신학대학
교 교수 일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성찰하는 가운데, 시대 상황에 대응하는
신학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의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한국 교회의 시대적 과
제가 세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개혁교회의
전통인 성경적·복음적 신학에 기반한 에큐메니컬 신학을 지향해 왔음을 확인하면서, ‘1985년
장로회신학대학 신학성명’과 ‘2002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교육성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2015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본교의 신학 정
체성을 확립하고 또한 지금의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응답하는 본교의 신학입장과 행동
강령을 천명하고자 한다.
제 1 명제: 우리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 신학과 실천의 원천이며, 모든 시대와 상황에서 신
학과 실천을 위한 원자료이자 규범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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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를 증언하며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다. 성경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들 하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종말론적 완성을 가져오시는 능력의 주로
인식한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나아
간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이며, 특히 신약성경
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실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막 1:15, 눅 16:16)이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초기 교회의 신앙고백과 실천적 응답
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응답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구현하는 신
학과 실천을 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신학과 실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
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가 된다. 우리는 개혁신학 전통을 따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칭의에 이르며 성화의 삶
을 살게 됨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하
나님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 다스림의 범위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포함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장차 완성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본교의 교육
이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통전적(온) 신학을
추구한다.
제 2 명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추구한다.
우리 민족은 1945년 광복 직후 분단되었고, 6.25전쟁을 겪으며 분단이 고착되었다. 약 70년
동안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체제경쟁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
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지속ㆍ심화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를 구축한
결과, 민족의 동질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
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선적인 과제는, 남북한의 갈등을 해결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제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하
나님 나라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의 십자가(엡
2:14-16)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평화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해와 평화
의 사역자(마 5:9, 고후 5:18)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
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교
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와 행동을 촉구
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정의⦁화해⦁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자 한다.
제 3 명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작은 자를 돌보는 공
공성을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사회경제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의 약자가 겪는 고통이 증대되고 있다. 경쟁력이 절대가치가 됨으로써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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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쳐진 약자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가족해체와 자살 등의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우
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 부의 편중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파산,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갈등이 증대되고 있
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 양성평등을 포함한 사회적 기본권을 더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회의 약자와 작은 자의 고통에 우선적으
로 응답하시는 주님(마 25:40)임을 고백한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를 개혁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마
5:13-16)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암 5:24)를 실현하게 하신다. 우리는 사회의 약자와 작은
자를 돌보고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구현을 위해 신학의 공공성을 추구한
다.
제 4 명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생명 회복과 창조질서를 위하여 피조세계와 생태계의 회복
과 보전을 추구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 산업화
문명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
하고 있다. 생명을 경시하는 반(反)생명적 문화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공동체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창 1:28).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 십자가 ·
부활 안에서 종말론적인 새 창조와 생명질서가 선취적으로(고후 5:17, 갈 6:15) 도래하였음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창조질서의 회복과 생명가치의 온전한 구현을 포
함한다(사 65:17-25; 겔 36:33-36).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가치를 훼손하는 세
력에 맞서 싸우고, 생명의 영이 충만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우리는 생태 정의에 기초한 삶을 추구하며, 땅과 환경을 존중하는 영성을 함양하고자 한다.
제 5 명제: 우리의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다. 물량적 성장
주의, 이기적 개교회주의, 배타적 교파주의, 변칙적 교회세습 등의 문제들로 인해 사회에서 불
신과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위해 먼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의 모든 성도가 교제
하는 가운데 연합하는 우주적 신앙공동체(엡 1:23)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공동체
이다(고전 12:12). 우리는 개인전도, 삶으로 복음증언,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면서 갱신과 개혁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힘쓰고자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고 세
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
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온전한 복음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사 61:1-3; 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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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명제: 우리의 신학은 한국 교회의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에
힘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목회
자의 도덕적 해이와 교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 감소로 인하여 양적, 질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
다. 더욱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미래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우리의 신학은 교회의 신학임과 동시에 교회를 위한 신학임을 확인한다(골 1:25). 먼저
현재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 양성을 담당하는 신학교 및 신학교 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약 3:1)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한다. 그리고 신학교가 이 위기에 수동적이고 소극적
인 자세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신학교육에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영성, 인성, 지성, 목회적 역량을 갖춘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여 한국 교회의 위
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학교육에 힘쓰고자 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예수 그리
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며, 앎과 삶이 일치하는 인격을 고양하며, 학문과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며,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을 지닌 목회자
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신학교육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
할 뿐 아니라 신학교 교수로서의 소명과 사명과 헌신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제 7 명제: 우리의 신학은 세속주의 문화를 변혁시켜서 하나님 나라 문화 형성과 확산에 기여
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인류는 세속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을 파편화시키는 개인주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맘몬의 힘은 생명을 한갓 상품과 소비재로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와 소유를 혼동케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절대화하는 과학기술주의는 종교
를 대체하고 있다. 쾌락적 물신주의는 인간에게 허망한 풍요를 추구하게 하여 인간의 정신과
삶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 문화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의
죄성이 스며있다. 이 문화는 인간과 피조물을 죄의 결말인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세속주의 문화에 맞서서 우
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추구한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세속주의 가치관에 저항하면서 정
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
는 곳에 임한다(롬 8:21).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서 벗어나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으로 회복됨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문화의
대안공동체로서 세속주의 문화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구현해야 한다.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이미 선취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
해 확장된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땅에서도 구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다. 이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계 21:1-2) 이로부터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사랑과 평
화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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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학사 일정표

3월
2

월

2

월

2
2-20

월
월 -금

3

화

4

수

4
4

수
수

4-23

수 -월

5-6
11

목 -금
수

11
16
16-17
16-20
18
24
24

수
월
월 -화
월 -금
수
화
화

24-5/29
25-27
30-31
30-4/24

화 -금
수 -금
월 -화
월 -금

입학 및 개강감사예배,세미나 (대학원 )
*오전은 정상수업
2015학년도 개강감사예배 및 2014학
년도 수료식 ( 평생교육원)
장신콘서바토리 연주회 (평생교육원)
장신언어교육원 봄학기 강좌 접수
및 등록
개강 및 개강감사예배( 대학,신대원),
*수업은 1교시부터 진행됨
장애학생 오찬만남 및 학습튜터 활
동안내 (교수학습개발원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복학생 신학생활3
(교회안현장실천 ) 오리엔테이션
및 기관신청 ( 복음실천실)
두런두런 학습공동체 모집(교수학습
개발원)
추가시험( 대학,신대원)
신학생활3(현장실천조 ) 첫 모임
(복음실천실 )
학생 자치회 모임 ( 신대원 )
장신언어교육원 봄학기 개강
수강포기신청 (대학 )
2차 등록금 납부 ( 전체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수업 1/5선 (대학 ,신대원,대학원 )
학습코칭:논문연구방법론코칭
(교수학습개발원 )
1학기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
봄 신앙사경회( 대학 ,신대원)
미등록자 최종 납부기간( 전체 )
교육실습( 대학 기교과,교육대학원)

월 -금
수
금
월 -금
수
목 -금

등록금 분납 2회분 납부 ( 대학 ,신대원)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논문지도교수선정( 신대원 )
중간고사( 대학,신대원)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기독교교육과 50주년 기념행사

4-11

월 -월

6

수

11-12

월 -화

종합시험, 어학시험, 조교 ,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신청 ( 대학원 )
신학생활4(교회밖현장실천 ) 학생 오
리엔테이션(1)(복음실천실)
신대원 83 기 홈커밍데이 ( 졸업 25주
년)(대외협력실 )

4월
6-10
8
10
20-24
22
30-5/1

25

12
12-13
12-13
13

화
화 -수
화 -수
수

13
15
16

수
금
토

18-22
18-29
20
20-22
25-29

월 -금
월 -금
수
수 -금
월 -금

26-6/1

화 -월

26-6/5

화 -금

26-6/19 화 -금
27

수

개교 114 주년기념 감사예배 (10:30~ )
개교기념행사 (5교시 이후 휴강 )
제 16회 국제학술대회 ( 연구지원실 )
신학생활 4( 교회밖현장실천) 학생 오리
엔테이션 (2)( 복음실천실)
신학생활 모임 ( 신대원 )
제 114 주년 개교기념 휴무일
제 4회 한중 (저장대 ) 학술대회
( 연구지원실 )
성경종합고사 신청 (대학 ,신대원 )
학생실천카드 제출 (대학 ,신대원 )
학생 자치회 모임 ( 신대원 )
졸업여행 (대학 )
2015-2 학기 등록금 분납 신청
( 대학 ,신대원 )
2015-2 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 대학 ,신대원 )
2015-2 학기 교내근로 신청 (인터넷)
( 복음실천실 )
장신언어교육원 여름학기 강좌 접수
및 등록
신학생활 모임 ( 신대원 )

6월
1
1
1-8

월
월
월 -월

5

금

8-12
8-15
8-7/3
10-12
11-28
12
15-17
15-19
15-22

월 -금
월 -월
월 -금
수 -금
목 -일
금
월 -수
월 -금
월 -월

17

수

19

금

22
22-27
29-7/3

월
월 -토
월 -금

5월

형식심사용 논문 제출 (대학원 )
종강감사예배 ( 평생교육원 )
2015 학년도 후기 대학원 음악학과 ,
교회음악대학원 원서접수
종강감사예배 및 종강 (대학 ,신대원 ),
* 종강예배 후 당일 수업은 진행됨
기말고사 (평생교육원)
기말고사 (대학 ,신대원 )
수업평가 (전체 )
교수퇴수회의
성적입력 (전체 )-(교수 )
대학원 종강
신대원 1학년 연합수련회 ( 신학교육부 )
석사 논문구술시험 (대학원 )
상담소 주최 세미나 1
( 학생생활상담소 )
신학생활 4 (교회밖현장실천 ) 현장지도
자 안내행사 (복음실천실)
2015 학년도 후기 대학원 음악학과 ,
교회음악대학원 전형일
장신언어교육원 여름학기 개강
서울오라토리오페스티발 ( 대학 )
성적열람 및 교수 - 학생간 성적정정
( 대학 ,신대원 )

26

29-7/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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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월
화

후기 학위논문 (신대원 ,대학원 ) 온라인
및 인쇄본 제출 ( 도서관 )
재학생 성경종합고사 (대학 ,신대원)

7월
6

월

6
6-7
6-24
9

월
월-화
월-금
목

13
14-17

월
화-금

20-24
21-23

월-금
화-목

2015 학년도 후기 대학원 음악학과 , 교
회음악대학원 사정회
석사 , 목회신학박사 종합시험( 대학원 )
신학박사 종합시험 (대학원 )
2015-2학기 수업계획서 입력 (전체 )
2015 학년도 후기 대학원 음악학과 , 교
회음악대학원 발표
석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 대학원 )
전국 청소년 성경경시대회 원서접수
( 대학 )
재입학 신청 (대학 )
2015 학년도 후기 대학원 음악학과 , 교
회음악대학원 등록

8월
3
3-7
3-17
3-31

월
월-금
월-월
월-월

4
6

화
목

10-14
10-19
10-24
10-9/4
13-23
17-9/1

월-금
월-수
월-월
월-금
목-일
월-화

17-9/14 월- 월
20-21
21
24

목-금
금
월

24
24
24-28
25

월
월
월-금
화

25-31
26

화-월
수

26

수

26-9/21 수- 월
27-28

목-금

석 ·박사과정 종합시험 재시험 ( 대학원 )
수강신청 (전체 )
정기주차권 신청 ( 인터넷 )( 행정실 )
예비군 전입 /편성신고 ( 홈페이지 )
( 예비군 )
전국 청소년 성경경시대회 ( 대학 )
제 108 회 후기 졸업 (전체 )- 학위수여식은
2016 년 2월에 시행
장서점검 (도서관 )
복학신청 (전체 )
논문 추가신청기간 (대학원 )
휴학신청 (전체 )
수업계획서 수정 ( 전체 )
수강신청변경 / 신입, 복학생 수강신청
( 대학원 )
장신언어교육원 가을학기 강좌 접수
및 등록
복학생 수강신청 ( 대학 ,신대원 )
개강교수회의
개강감사예배 , 세미나 (대학원)
* 오전은 정상수업
개강감사예배 ( 평생교육원)
장신콘서바토리 연주회 ( 평생교육원 )
1 차 등록금 납부 (전체 )
개강 및 개강감사예배 (대학 ,신대원),
* 수업은 1교시부터 진행됨
수강신청변경 ( 대학 ,신대원 )
장애학생 오찬만남 및 학습튜터 활동
안내 (교수학습개발원 )
복학생 신학생활4(교회밖현장실천 ) 오
리엔테이션 및 기관신청 (복음실천실)
두런두런 학습공동체 모집
( 교수학습개발원 )
추가시험 (대학 ,신대원 )

9월
2

수

2
3
7-8
7-10
8
9-11
14
14-18
15
16
19

수
목
월-화
월-목
화
수-금
월
월-금
화
수
토

22

화

22-11/27 화 - 금
23
수
29
30
29-30
30

화
수
화-수
수

신학생활 4(현장실천조 ) 첫 모임
( 복음실천실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
신임조교교육 1차 (교수학습개발원 )
수강포기 신청 (대학 )
수시 원서접수 (대학 )
신임조교교육 2차 (교수학습개발원 )
가을 신앙사경회 ( 대학 ,신대원 )
장신언어교육원 가을학기 개강
2 차 등록금 납부 (전체 )
수업 1/5 선 ( 대학 ,신대원 ,대학원 )
학생 자치회 모임 (신대원 )
제 19회 한중 (푸단대 ) 학술대회
( 연구지원실 )
두런두런 학습공동체 활동안내
( 교수학습개발원 )
2 학기 집단상담 (학생생활상담소 )
제 11회 춘계 (春溪 ) 신학강좌
( 연구지원실 )
추석 대체공휴일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
미등록자 최종 납부기간 (전체 )
제 11회 교수학습연구논문발표회
( 교수학습개발원 )

10월
1

목

1-29

목-목

5-9
7
12
12-16
16
17
21
21
21
21
21-22

월-금
수
월
월-금
금
토
수
수
수
수
수-목

21-22
22

수-목
목

23
23
27
28

금
금
화
수

28-11/4 수 - 수
31

토

학습코칭 : 논문연구방법론코칭
( 교수학습개발원 )
학습개혁 및 향상공모전
( 교수학습개발원 )
등록금 분납 2 회분 납부 (대학 ,신대원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
목회전문대학원의날 행사 ( 대학원 )
중간고사 (대학 ,신대원 )
수시 면접고사 (대학 )
수시 실기고사 (대학 )
수시 입학 감사 (대학 )
제 498 회 종교개혁기념예배 (11:15~)
기독교교육과 50 주년 기념행사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
종교개혁기념행사 (5 교시 이후 휴강 )
( 대학 ,신대원 )
특별전형 원서접수 (신대원 )
제 13회 종교개혁기념 학술강좌
( 연구지원실 )
수시 입학 사정회 (대학 )
정기교수회의
수시 합격자 발표 (대학 )
졸업생을 위한 목회현장 오리엔테이
션 (12:00-14:30)( 경건교육실 )
상담소 주최 세미나2
( 학생생활상담소 )
특별전형 면접고사 (신대원 )

Ⅱ. 총 람

11월
4
4

수
수

월
월 -금
월-월
월-금

총학생회장 선거 (대학)
신학생활3(교회안현장실천 ) 학생 오
리엔테이션(1)(복음실천실)
외국인전형 원서접수( 신대원 )
특별전형 사정회 (신대원)
특별전형 합격자발표( 신대원 )
석·박사 입학원서 접수 (대학원 )
종합시험, 어학시험, 조교 , 논문제목
및 지도교수 신청 ( 대학원 )
성경종합고사 및 계절학기( 히브리어,
헬라어 ) 신청 (대학 ,신대원)
학생실천카드 제출( 대학,신대원)
일반전형 원서접수( 신대원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제33 회 정기연주회( 대학 )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대학 ,신대원 )
2016-1학기 학습튜터 모집
(교수학습개발원 )
2016-1학기 교내근로 신청 (인터넷 )
(복음실천실 )
장신언어교육원 겨울학기 강좌 접수
및 등록
즐거운 학습에세이 공모
(교수학습개발원 )
학생 자치회 모임 ( 신대원 )
추수감사예배 (대학 ,신대원 )
(5.6교시 휴강)
종강감사예배 (평생교육원 )
2016-1학기 등록금 분납신청
(대학 ,신대원 )
신학생활 모임( 신대원)
졸업논문 원고제출( 신대원 )
종강감사예배 및 종강( 대학,신대원),
* 종강예배 후 당일 수업은 진행됨
형식심사용 논문제출( 대학원 )
기말고사( 평생교육원)
기말고사 (대학 ,신대원 )
수업평가 (전체 )

4-5
6
9
9-16
9-16

수 -목
금
월
월 -월
월 -월

9-17

월 -화

9-20
10-13
11
12
16-23

월 -금
화 -금
수
목
월 -월

16-27

월 -금

16-27

월 -금

수-금
목-일
금
월
목
금-월
월
월
월-금
목
금
월
월

교수퇴수회의
성적입력 (전체 )-(교수 )
대학원 종강
입학 시험 ( 대학원 , 특수대학원 )
1 차입학 (성경 )고사 (신대원 )
수시 합격자 등록 (대학 )
입학 면접 ( 목회전문대학원 )
장신언어교육원 겨울학기 개강
석사 논문구술시험 (대학원 )
재학생 성경종합고사 (대학 ,신대원 )
1 차 입학 사정회 (신대원 )
입학 사정회 (대학원 )
1 차 합격자 발표 (신대원 )

16-12/11 월 -금
16-12/18 월 -금
18
19

수
목

23
23-27

월
월 -금

25
26
27

수
목
금

30
30-12/4
30-12/7
30-1/1

12월
2-4
3-27
4
7
10
11-14
14
14
14-18
17
18
21
21

27

24-30
28
28-1/4

목 -수 정시 원서접수( 대학 )
월
입학 합격자 발표( 대학원)
월 -월 성적열람 및 교수 -학생간 성적 정정
(대학 ,신대원 )
28-1/11 월 -월 전기 학위논문 ( 신대원 ,대학원 ) 온라인
제출 ( 도서관 )

2016년 1월
4
4-8
4-11
4-22
5-6
11
11
11-12
12
14
14-2/4
15
18
20
22
26
29-2/3

월
신년감사예배
월 -금 재입학 신청( 대학)
월 -월 전기 학위논문 ( 신대원 ,대학원 ) 인쇄본
제출 ( 도서관 )
월 -금 2016-1학기 수업계획서 입력( 전체)
화 -수 2차 입학 (면접 )시험 ( 신대원 )
월
최종입학사정회 ( 신대원 )
월
석사 , 목회신학박사 종합시험 (대학원 )
월 -화 신학박사 종합시험 ( 대학원 )
화
최종합격자발표 ( 신대원 )
목
정시 면접고사( 대학 )
목 -목 동계강좌( 히브리어 ,헬라어 ) 개강
(대학 ,신대원 )
금
정시 실기고사( 대학 )
월
석 ∙ 박사 외국어시험 ( 대학원 )
수
정시 입학 감사 ( 대학 )
금
정시 입학 사정회( 대학 )
화
정시 합격자 발표( 대학 )
금 -수 수시 , 정시 합격자 등록 ( 대학 )

2016년 2월
1-5
1-29

월 -금 수강신청( 전체)
월 -월 예비군 전입/ 편성신고(홈페이지 )
(예비군 )
5-6
금 -토 직원 동계 워크샵
5-22
금 -월 2016-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인터넷 )
(행정실 )
12-19
금 -금 복학신청( 전체)
12-3/11 금 -금 휴학신청( 전체)
15
월
석 ∙ 박사 종합시험 재시험 (대학원 )
15-18
월 -목 신학입문
(신대원 신학과 신입생 /온라인 )
15-19
월 -금 장서점검( 도서관 )
15-29
월 -월 논문 추가신청( 대학원 )
17
수
2015학년도 졸업감사예배 (대학 ,신대원 )
18
목
제 109회 전기 학위수여식
22-23
월 -화 복학생 수강신청 (대학 ,신대원 )
22-26
월 -금 1차 등록금 납부 ( 전체 )
22-28
월 -일 수업계획서 수정 (전체 )
23
화
가르침에 관한 성찰 (교수학습개발원 )
23-25
화 -목 입학감사예배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신대원 )
24
수
신대원 신입생 인성검사실시
(학생생활상담소 )
24-3/2 수 -수 학점인정 신청( 대학 ,신대원)
24-3/8 수 -화 재학생 수강신청변경 / 신입생 수강신
청 ( 전체 )
26
금
개강교수회의

28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2

약사(略史)

● 1901~1925년:
1901년에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이 장대현교회 시무 장로 김종섭(金宗燮)과 방기창
(邦基昌)에게 신학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신학교가 두 명의 학생으로 개교되었다. 이것은
한 해 미국 장로교 선교부 평양공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장로교 공의회는 신학교육위원회(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를 선정했다. 그 이듬해
(1902)에 위원회는 신학교육을 위한 5개년 교과과정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1년 동안 임시로 받아들
여졌다. 이 임시교과과정을 갖고서 평양공의회는 6명의 학생들을 3개월 동안(1년 과정으로) 가르쳤다.
이때 가르친 선생은 마포삼열, 배위량(W. M. Baird), 소안론(S. L. Swallen), 이길함(G. Lee), 편하설
(C.F. Bernheisel)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03년 가을 신학교육위원회가 3개년 예비과정 및 5개년 본
과과정으로 교과과정을 정리하여 장로회연합공의회에 보고했다. 이 교과과정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학생들은 매년 3개월 동안 교실에서 수업받고 나머지 9개월은 현장사역과 교회목회 그리고 사경회 인
도를 해야 했다. 이 9개월 동안 학생들은 자습으로 신학을 배우고 독서과제를 읽었고, 여기에 대한 시
험을 치렀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에서 신앙각성운동이 일어났고, 4월에 신학교에서도 일어났
다. 신학생들도 성령을 체험했다. 1907년 6월 20일 일곱 명의 첫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길선
주(40세)·양전백(38세)·서경조(58세)·한석진(41세)·송인서(40세)·방기창(58세)·이기풍(40세)이었다.
첫 졸업생들이 목사안수를 받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독노회’가 그해 9월 17일에 성립하였다. 신학
교의 공식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조선장로회신학교’라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는 평양공의회가 신학
교를 관리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전국 선교부연합공의회가 직접 신학교의 운영을 주관하게 되었다. 연
합공의회가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1908년 5월에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에 학교 교사(校舍)의 정초식을 하였고, 이어서 건물을 지었
다. 2층 한옥이었다. 상층에는 기도실과 교사실 그리고 4,5학년 강의실이 있었고, 하층에는 1,2,3학년
강의실과 물건을 넣어두는 저장고가 있었다. 그리고 기숙사가 여러 동 있었는데, 4개 선교부가 각각
건축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호주 장로회, 미국 남장로회와 북 장로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회가 각각 기
숙사를 지었다. 교사건축과 기숙사(2동) 건축을 위하여 미국 시카고에서 사는 매코믹 여사가 재정지원
을 하였다.
1919년 3월에 일어난 3·1만세운동에서 민족대표 33인 중 4명(양전백·유여대·김병조·길선주)이 본교
졸업생이었다. 졸업생 강규찬·김선두·김창건 등도 이 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렀다. 이승훈은 재학생
으로서 이 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렀다.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새로운 현대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됨에 따라, 1921년 9월 21일 옛 교
사(校舍)를 헐고 새 교사를 짓기 시작했다. 1922년 5월 12일에 머릿돌을 놓았고, 9월 27일에 헌당식
을 하였다. 새로 지은 교사의 시설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붉은 벽돌 3층 건물이
었고, 평양 최초의 강철 창문틀을 넣었고, 지붕은 돌로 다듬어서 금관 형태로 만들었다. 건물 내부에는
교실 다섯 개, 교수연구실 여섯 개, 교장실, 넓은 예배당, 독서실, 도서관, 친교실, 그리고 등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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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지하실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샤워장이 있었다.
기숙사 시설도 점차 훌륭한 현대 시설로 보완되었다. 일곱 동의 기숙사가 있었는데, 전기와 수도시
설이 구비되었고, 주방시설과 식탁이 설치되었다.

● 1925~1938년 :
1925년 10월 30일 제 1대 교장인 마포삼열이 사임했다. 제 2대 교장 라부열의 취임과 더불어 본교
는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해 갔다. 도서관 장서구입의 확충, 목사계속교육을 위한 ‘연구과’, ‘종교교육과’,
‘별신학과’를 개설하였다.
1925년부터 본교 졸업생이자 한국인 교수들이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학기에 남궁혁(제 15회
춘기 졸업생) 교수가 한국인 최초의 조교수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지난 해 가을부터 김선두 목사가 출
강하였다. 1926년 가을학기부터 이성휘 교수가 임시 교수로 강의하다가, 1929년 6월 정식 조교수가
되었다. 박형룡 교수가 1928년 봄학기에 임시 교수로 취임했으며, 1937년 9월 7일 정교수가 되었다.
학생들의 강의 시간표는 한 주간에 18-19시간으로 짜여있었다. 교회봉사를 위해 토요일 오후와 월
요일 오전을 비워두는 것 외에, 강의가 날마다 진행되었다. 어학과목은 성경을 원어(헬라어, 히브리어)
로 읽고 또 신학원서(영어)를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였다. 한 주간에 음악 수업이 2시간이었고, 오르간
연습을 날마다 해야 했다. 성악수업도 강조되었다. 장차 목회자가 되어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
하며 찬송을 불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수업이 필수적이었다.
학제가 1920년에 1년 1학기제에서 봄·가을 2학기제로 개편되었고, 수업연한도 5년에서 3년으로 바
뀌었다. 그러다가, 1931년의 요람에 따르면, 그동안 학제가 1년 2학기제에서 3학기제로 변경되었다.
제 1학기(봄학기)는 4월 1일에 제일 가까운 목요일에 개학하여 6월 15일에 제일 가까운 수요일에 방
학했다. 제 2학기(가을학기)는 9월 세 번째 주일 후 목요일에 개학하여 12월 20일에 제일 가까운 수
요일에 방학했다. 제 3학기(겨울학기)는 1월 1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개학하여 3월 15일에 제일
가까운 수요일에 졸업식과 동시에 마쳤다.

● 1938~1945년:
1938년 2월에 교단의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자, 이 소식이 본교의 학생들에게 재빨리 전해
졌고, 이에 학생들이 크게 격분하였다. 9월 9일에 열린 장로교회 제 27회 총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
요를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했다. 신사참배 결의 직후, 총대 일동은 평양의 신사에 가서 참배했다.
결국, 9월 29일로 예정되었던 본교의 가을학기 개학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휴교상태에서 통신을 통
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강의가 졸업식으로 이어졌다. 이듬해(1939) 4월 13일 오전
10시 학교 대강당에서 제 34회 졸업식이 개최되었다. 교장 라부열이 사회하였고 교수 남궁혁이 ‘진
(眞) 종교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54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증서가 수여되었다.
학교의 무기한 휴교 상황에서 교단의 교역자양성 교육이 중단되자, 총회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역
자양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학교의 문을 다시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1939년 3월 총회 신학
교육부가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소집되었다. 그 해 9월에 열린 장로교회 제 28회 총회는 “신학교를
새로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학교설립인가원을 조선총독부에 내도록” 했다. 소위 (후)평양신학교가 1940
년 2월 9일에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4월 11일에 개교하였다. 채필근 목사가 제 3대 교장이었다. 그런
데 이제부터는 절기마다 평양 신사에서 참배해야 했고 예배시간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고 동방요배
를 해야만 했다. 1943년부터 학생들이 자주 전시체제의 근로봉사에 동원되었는데, 예컨대 비행장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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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닦는 일, 포탄 만드는 일, 소금을 긁는 일(광량만)에 동원되었다.

● 1945~1950년 :
8·15 해방 직후 북한에서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재건되었다. 이때부터 공산당 정권의 탄압을 단호히
막아내며 버티던 제 4대 교장 김인준 목사가 결국 1947년 1월 17일 당국에 연행되었고, 이성휘목사
가 제 5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해 4월 신학교의 재학생은 164명이었다. 1950년 3월 새 학기 이
전에 장로회신학교와 성화신학교(감리교)가 강제로 통합되었고, 학교이름을 ‘조선 기독신학교’라 지었
다. 그러다가 그 해 7월 5일 처음이자 마지막 졸업식을 거행하고서 교문이 닫혔다.
한편, 남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가 1948년 6월 서울 남산에서 개교한 장로회신학교를
평양에서의 신학교육을 계승한 학교로 인준했고, 제6대 교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하다. 한국전쟁
(6.25전쟁)이 일어났고, 1951년 3월 장로회신학교가 부산진 교회에서 개강했다. 이 학교는 서울(남산)
장로회신학교의 피난처 교사(校舍)였다. 교장 박형룡 목사를 비롯하여 여러 교수들이(한경직 등) 전쟁
의 참화 속에서 신학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쳤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은 매우 핍
절했다. 잠잘 곳도 없었고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한 채 신학수업을 받았다.

● 1951~1960년:
1951년 7월에 장로회신학교 제 4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이 66명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
36회 총회는 교명을 ‘총회신학교’로 결의하고, 제7대 교장에 감부열(A. A. Campbell)박사를 인준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장로교회는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에 대한 참회와 신학적 논쟁으로 말미암아 분규에
휘말렸다. 교단이 분열이 일어났는데 1950년대 중반까지 장로교회가 셋으로 분열되었다. 고려신학교
측, 장로회신학교 측, 조선신학교 측. 교단분열은 신학교의 분열로 직결되었다. 교단분열에 대하여 심
각한 반성을 하면서 다시 하나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실이 없었다. 1959년
제 44회 장로교회 총회는 또 다시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었다. 이번 교단분열의 실질적인 이유는
소위 ‘3천 만환 사건’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1960~현재:
장로교회 ‘통합측’ 교단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에 대지를 구입하여 교사를 짓고 옛 이름
그대로 ‘장로회신학교’로 출발하였다(‘합동측’은 서울 사당동에 교사를 마련하고 ‘총회신학교’로 출발하
였다).
‘장로회신학교’로 다시 출발한 본 대학교는 1961년 문교부로부터 대학인가를 받았으며, 1966년 대
학원 설립, 1973년에는 ‘장로회신학대학’으로 개명하였고, 1976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공동
으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실시하였으며, 1992년에 이 과정을 중지하고 그 대신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McCormick) 신학교와 공동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였다. 본 대학교가 1993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
어서 ‘장로회신학대학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4년에는 교육부로부터 세계선교대학원 설립인가
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교역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본 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에 속한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을 기본
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려는 교역자를 양성함을 그
목적으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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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 (1901년-1940년)
1901.

봄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박사가 평양 대동문 옆 자택에서 방기창, 김종섭
두 학생으로 신학반을 시작하다.

1903.

‘장로회공의회’가 장로회신학교 설립을 결의하다.

1907. 6. 10

제1회 졸업생으로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린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7명을
내다.

1907.

교명을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로 정하다.

1908. 5. 12

미국인 맥코믹(Nettie F. McCormick)여사의 헌금으로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에
교사를 건축하여 이전하다.

1919. 3.

독립만세 운동에 학생들이 대거 가담함으로써 9월말까지 휴교하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본교 졸업생 4인(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이 참여하다.

1922. 5. 12

맥코믹 여사의 제2차 헌금으로 평양 최초의 서양식 3층 교사를 완공하다.

1925. 10. 1

남궁혁 박사가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취임하다.

1925. 10. 30

제2대 교장에 라부열(Stacy L. Roberts)박사가 취임하다.

1938. 9. 20

학교 당국은 일본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고, 무기 휴학할 것을 선언하다.

● 평양신학교 (1940년-1949년)
1940. 4.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9회 총회는 목사 양성을 중단할 수 없다는 뜻에서 평양신학
교를 세우고 채필근 목사를 제3대 교장으로 신학교육을 재개하다.

1945. 10. 1

조국 광복 후, 제4대 교장에 김인준 목사가 취임하다.

1947. 1. 20

김인준 교장이 북한당국에 의하여 학살되었으므로 제5대 교장에 이성휘 박사가
취임하다.

● 장로회신학교(남산, 1949년-1952년)
1949. 4. 23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는 1948년 6월 서울 남산에서 개교한 장로회신학
교를 평양에서의 신학교육을 계승한 학교로 인준, 제6대 교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하다.

1950. 6.

한국전쟁 시 부산으로 피난하여 교육을 계속하다.

1951. 5.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6회 총회는 교명을 ‘총회신학교’로 결의하고, 제7대 교장에
감부열(A. A. Campbell)박사를 인준하다.

1951. 9. 18

부산에서 대구로 학교를 옮기고 학제를 예과 2년, 본과 3년, 별과 3년 과정으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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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교 (1952년-1961년)
1952. 10. 16

문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의 설립인가를 받다.

1953. 8. 6

제8대 교장에 박형룡 박사가 취임하다.

1953. 10. 18

서울 수복 후 서울 남산 교사로 복귀하다.

1954. 6. 23

소남 신용우 장로(하청교회) 재단설립당시 최초 기본재산 거제도 부동산
산림102정보(1,015,645㎡ : 307,230평) 기증하다.

1957. 4. 27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장로회신학대학재단’의 법인 설립 변경 인가를 받고,
초대 이사장에 안두화(Edward Adams)목사가 취임하다.

1959. 9. 25

제44회 총회시 합동측이 이탈하다. 계일승 박사가 교장 서리직을 맡다.

1959. 11. 18

서울 남산 개발계획에 의하여 동대문구 대광고등학교 구교사를 임시교사로
사용하다.

1960. 9. 1

제9대 교장에 계일승 박사가 취임하다.

1960. 9. 5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부의 후원으로 서울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에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 (1961년-1973년)
1961. 2. 2

문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의 인가를 받다.

1961. 11. 4

제2대 이사장에 김석진 목사가 취임하다.

1962. 3. 1

대학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하는 신학과(M. Div.) 과정을 개설하다.

1965. 1. 10

문교부로부터 신학과(신학전공, 기독교교육전공)설치 인가를 받다.

1965. 1. 20

미국 오클라호마 제일장로교회 헌금으로 예배당(Moffett Hall)과 도서관을
완공하다.

1966. 2. 25

문교부로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의 설립인가를 받다.

1967. 5. 5

제3대 이사장에 전필순 목사가 취임하다.

1967. 12. 31

미국인 샤턱(Ruth Shattuck)여사의 후원으로 여학생 기숙사를 완공하다.

1971. 5. 19

제10대 학장에 이종성 박사가 취임하다.
계일승 박사는 정년퇴임과 동시에 명예학장으로 추대되다.

1971. 12. 2

협동학장에 마삼락(Samuel H. Moffett)박사가 취임하다.

1971. 12. 20

제4대 이사장에 한경직 목사가 취임하다.

1972. 3. 2

문교부로부터 목회대학원(S.T.M.) 설립인가를 받다.

1973. 4. 27

제5대 이사장에 김광현 목사가 취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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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신학대학 (1973년-1993년)
1973. 12. 15

문교부로부터 교명을 ‘장로회신학대학’으로 변경인가를 받다.

1974. 3. 1

총회 방침에 의하여 전도사 단기신학교육원을 개설하다.

1975. 3. 15

제11대 학장에 이종성 박사가 연임되다.

1976. 9. 7

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교(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와 공동으로
목회학박사(D. Min.)과정을 실시하다.

1977. 4. 26

제6대 이사장에 김광현 목사가 연임되다.

1979. 5. 17

제12대 학장에 이종성 박사가 연임되다.

1980. 10. 2

문교부(대학 1041-968)로부터 기독교교육과와 교회음악학과 인가를 받다.

1980. 11. 3

문교부(대학 1041-1501)로부터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M. Div.)’ 설립인가
를 받다.

1981. 10. 13

제7대 이사장에 박조준 목사가 취임하다.

1983. 5. 17

제13대 학장에 박창환 박사가 취임하다.

1983. 5. 26

종합관 준공식을 갖다.

1983. 11. 28

박물관을 개관하고, 초대 관장에 이연호 목사를 위촉하다.

1985. 1. 8

제8대 이사장에 장선옥 목사가 취임하다.

1986. 2. 28

선교관을 완공하다.

1987. 5. 14

이종성 박사가 학장 서리를 맡다.

1987. 6. 2

제9대 이사장에 문은식 목사가 취임하다.

1987. 7. 7

여학생관 준공식을 갖다.

1987. 10. 1

박수암 박사가 학장업무대행을 맡다.

1988. 1. 21

맹용길 박사가 학장서리를 맡다.

1988. 2. 16

제10대 이사장에 박석규 목사가 취임하다.

1988. 10. 1

제14대 학장에 맹용길 박사가 취임하다.

1989. 5. 15

제11대 이사장에 김찬호 목사가 취임하다.

1991. 4. 27

제12대 이사장에 김기수 목사가 취임하다.

1992. 8. 28

미국 맥코믹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와 공동으로 목회학박사
(D. Min.)과정을 실시하다.

1992. 10. 1

제15대 학장에 서정운 박사가 취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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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회신학대학교 (1993년-현재)
1993. 3. 2

교육부로부터 교명을 ‘장로회신학대학교’로 변경인가를 받다.

1993. 3. 2

초대 총장에 서정운 박사가 취임하다.

1993. 4. 30

제13대 이사장에 김창선 목사가 취임하다.

1993. 9. 4

교육부(대학 81412-1823)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설립인가
를 받다.

1995. 5. 1

제14대 이사장에 하해룡 목사가 취임하다.

1995. 10. 18

교육부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역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1995. 10. 23

교육부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1996. 2. 21

제15대 이사장에 박영선 목사가 취임하다.

1996. 10. 1

제16대 총장에 서정운 박사가 연임되다.

1996. 11. 2

교육부로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설립인가를 받다.

1997. 6. 2

제16대 이사장에 손승원 목사가 취임하다.

1999. 4. 8

마포삼열기념관, 한경직기념예배당, 이상조기념도서관, 여전도회기념음악관, 명
성관, 소망관 건축 준공식을 갖다.

1999. 6. 14

제17대 이사장에 원광기 목사가 취임하다.

2000. 10. 1

제17대 총장에 고용수 박사가 취임하다.

2001. 5. 14

세계교회협력센터(Luce Center for the Global Church) 준공식을 갖다.

2001. 5. 15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감사예배와 행사를 갖다.

2001. 6. 2

제18대 이사장에 한정원 목사가 취임하다.

2001. 7. 2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역대학원’을 폐지하고, ‘목회전문대학원(목회신학석사과
정, 목회학박사과정)’ 설립인가를 받다.

2002. 5. 15

『장로회신학대학교 100년사』를 발간하다.

2003. 12. 14

제19대 이사장에 김용호 목사가 취임하다.

2004. 8. 2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산학협력단 설립인가를 받다.

2004. 9. 21

종합관을 증ž개축하여 소양 주기철기념관으로 명명하고 완공식을 갖다.

2004. 10. 1

제18대 총장에 김중은 박사가 취임하다.

2005. 2. 17

이스라엘 현지 예루살렘 성지연구 건물을 48만 달러에 매입하고, 예루살렘 성지
연구소를 개소하다.(200평 대지, 건평 114평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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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

제20대 이사장에 이만규 목사가 취임하다.

2006. 5. 9

설립자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묘소를 본 대학교 교정으로 이장하고 예
식 및 반신상 제막식을 갖다.

2007. 6. 14

제21대 이사장에 나겸일 목사가 취임하다.

2008. 1. 7

서울 광진구 광장동 376번지의 대지 334m²를 여학생 교육관으로 매입하다.

2008. 10. 1

이광순 박사가 총장 직무대리를 맡다.

2009. 2. 23

장영일 박사가 총장 서리를 맡다.

2009. 3. 30

제22대 이사장에 강신원 목사가 취임하다.

2009. 5. 12

깔뱅 탄생 500주년을 맞아 깔뱅 흉상을 본 대학교 교정에 건립하다.

2009. 10. 1

제19대 총장에 장영일 박사가 취임하다.

2012. 1. 1

제23대 이사장에 이승영 목사가 취임하다.

2012. 9. 1

김명용 박사가 총장 서리를 맡다.

2012. 10. 1

제20대 총장에 김명용 박사가 취임하다.

2013. 3. 30

제24대 이사장에 손대호 목사가 취임하다.

2013. 10. 1

샤턱관 대지 위에 영성생활관(Hall of Spiritual Life)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갖다.

2014. 3. 1

본 대학교 영문 교명을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로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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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
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 한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제4조(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
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
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수입
으로 충당한다.
제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
장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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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 도
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절 삭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기의 반으로 한다.

그 임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
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
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
사장로로
․
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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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
할 수 있다.
③이사장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5(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
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
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
다.
⑤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를 선임한다.
⑥제5항의 감사 추천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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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
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
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본 학교법인의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
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
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 절 이 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
․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29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
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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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이사회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
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
(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3인
2. 직원 2인
3. 학생 2인
4. 동문 2인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제31조의4(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 중에서 직원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재학생 중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학우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1조의5(평의원회 의장 등)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6(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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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8 (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
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제1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3. 출판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대사업을 경영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4. 거제시 임야 임대업
5. 홍인오피스텔 임대업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53
4. 거제시 임야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대곡리 산1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01-4
5. 홍인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36-9
제35조(관리인) ①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
․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 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등)에게 귀속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6 장 교 직 원
제 1 절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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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임 용
제39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
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1) 교 수 : 정년까지의 기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5년
4) 2012.9.1 이전에 임용된 자는 부교수 5년, 조교수 4년으로 한다.
2. 보수: 정관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급여
3. 근무조건: 교수시간,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부총장 및 대학원장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39조 제1항 임기를 마친 경우
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
로 본다.
제39조의2(정년) 총장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① 총장은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겸
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2(전형결과 공개) ①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
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준
용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
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자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
또는 전시사변이나
․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
또는 제외국민기관에 고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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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녀(만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
산하게 된 때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
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42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1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41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1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1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1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
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1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1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
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1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41조의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한다.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1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
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제41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
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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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
다.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또는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
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2(명예퇴직)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이 자진 퇴
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46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
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2(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1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신학대학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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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
.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
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
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0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
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
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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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의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
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
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 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5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
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7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
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사무직원
제68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관리운영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
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 법인과 본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운영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9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
․
․
․
․
․
․
ㆍ면직해임
․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
또는 근무성적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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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
․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0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
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2(명예퇴직) 일반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가 정년 퇴
직일전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제73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 용하되, 일
반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
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74조(법인 사무조직)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②법인사무처에는 법인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 절 대 학교
제75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대학원장 등)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
학생을
지도한다.
④신학대학원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⑤신학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신학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⑥대학원과 신학대학원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경건교육처ㆍ교학처ㆍ연구지원처ㆍ기획정보처ㆍ대외협력처ㆍ도서관ㆍ
사무처ㆍ복음실천처를 둔다.
②사무처장은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하고 그 외의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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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건교육처에는 경건교육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④교학처에는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⑤연구지원처에는 연구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⑥기획정보처에는 기획실과 전산정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⑦대외협력처에는 대외협력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⑧도서관에는 도서관과 장신대역사박물관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⑨사무처에는 행정실, 관리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단, 관리실장은 관리운영직 6급도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⑩복음실천처에는 복음실천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⑫5급 이상이 없을 때 6급직원 중 3년 이상된 자를 실장으로 보할 수 있다.
제78조(부속시설)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
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 절 정 원
제79조(정원)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별표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명
‧ 행정직

1명

6급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
총계
50명
‧ 행정직

1명

43명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직
6급

1명
1명
9명
5명
7명
7명
7명
6명
7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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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8급
9급

1명
1명
1명

제8 장

보

칙

제80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신
문에 공고한다.
제8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2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성 명
임기
주
소
이사장 안두화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번지
이 사 박형룡 교장재임중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 97-40
이 사 전재선
4년
부산시 서대신동 3가 184
이 사 김재석
4년
전남 광주시 금동 126
이 사 강인구
4년
경북 영천군 영천읍 교촌동 200
이 사 노진현
4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2가 25
이 사 김현정
4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3
이 사 양화석
2년
대전시 선화동 111번지
이 사 인 돈
2년
전주시 화산동 149
이 사 김윤찬
2년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6-13
이 사 전필순
2년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13
감 사 정일영
2년
경북 대구시 대봉동 310
감 사 이권찬
1년
경남 부산시 대방동 4가 26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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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04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9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교원 및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3. (학교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은
정관 변경에 따라 총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단, 총장 및 부총장의 임기
는 전임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
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기간으로부터 기산하여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6. (일반직원 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와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감사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급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2011년 5
월 9일 이전의 [별표2] 학교 일반직원 정원으로 환원 한다.
9. (학교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2015년 9월 1일부로 행정직 2급 1명은 3급으로 정
원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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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정관 제82조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시행
세칙이라 한다.
제3조(재산관리) 정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
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선임방법) 정관 제20조 1항에 의한 이사와 감사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
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다. 단, 총회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
조5에 의하여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서울(강북)
2명
서울(강남)
중
부

2명
1명

서
동

1명
1명

부
부

개방이사
4명
당 연 직
4명
[동 문 회 1명, 대학총장 1명, 유지이사 2명(여전도회전국연합회 1명포함)]
2. 감 사

전

국

2명(개방감사 1명 포함)

제5조(직무설치) 이사회에서 서기 1인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임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
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
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사교육위원 : 7명
2. 재정업무위원 : 7명
제7조(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
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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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전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대학교의 계약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인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4년마다 이사
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포상)①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에게는 다음에 의하여 표창한다.
1. 장기근속상
본 대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근속한 자에게는 법인직원은 이사장
이 학교직원과 교원은 총장이 근속상(패)을 시상한다.
2. 공로상
본 대학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법인은 이사장이 학교는 총장이 공
로상 또는 감사장(패)을 수여 할 수 있다.
3. 1,2항 규정 외 세부사항은 교수, 직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11조(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 및 학교에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
야 한다. 다만, 학칙ㆍ직제ㆍ인사ㆍ보수ㆍ복무 및 예ㆍ결산과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1964년 9월 24일 제49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을 제정한다.
2. 1990년 9월 24일 제74회 총회에서 제4조 단, 항중 이사 경기 2명을 3명으로, 선교회
2명을 1명으로 개정한다. 제8조 2호, 3호를 개정한다. 제6조 인사교육위원 5명을 8명으
로, 재정업무위원 5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 제9조(인준)를 제정한다
3. 1992년 9월 24일 제77회 총회에서 대학을 대학교로, 학장은 총장으로 한다.
4. 2004년 5월 4일 제8조 임면에서 1항 법인사무국장을 법인사무처장으로 2항 학교사무
국장을 학교사무처장으로 제정한다.
5. 2006년 9월 18일 제253회 이사회의에서 제8조 단, 항을 제정하고, 제10조, 제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한다.
6. 2007년 12월 11일 제262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7. 2008년 12월 1일 제270회 이사회의에서 제4조 1,2항을 개정하다.
8. 2013년 5월 30일 제306회 이사회의에서 제5조, 제6조를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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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임원
번호

직

위

성 명

출석교회

1

이사장

손대호 목사

장현

2

이

사

김명용 총장

장신대 총장

3

이

사

민경자 장로

장위중앙

4

이

사

곽충환 목사

나눔의

5

이

사

황세형 목사

시온성

6

이

사

홍순화 목사

주심

7

이

사

오세원 목사

대구칠곡

8

이

사

송영태 목사

서강

9

이

사

손신철 목사

인천제일

10

이

사

안현수 목사

수지광성

11

이

사

김지철 목사

소망

12

이

사

김상룡 목사

남도

13

이

사

정영태 목사

신당중앙

14

이

사

이영선 장로

영락

15

이

사

최갑도 목사

풍기성내

16

감

사

황성식 안수집사

새문안

17

감

사

권헌서 장로

안동

직 원
처 장

현정민

실 장

이장선

실 원

김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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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역대 이사장
구 분

직

위

비 고

초대

안 두 화(Edward Adams)

목 사

2대

김 석 진

목 사

3대

전 필 순

목 사

4대

한 경 직

목 사

5대

김 광 현

목 사

6대

김 광 현

목 사

7대

박 조 준

목 사

8대

장 선 옥

목 사

9대

문 은 식

목 사

10대

박 석 규

목 사

11대

김 찬 호

목 사

12대

김 기 수

목 사

13대

김 창 선

목 사

14대

하 해 룡

목 사

15대

박 영 선

목 사

16대

손 승 원

목 사

17대

원 광 기

목 사

18대

한 정 원

목 사

19대

김 용 호

목 사

20대

이 만 규

목 사

21대

나 겸 일

목 사

22대

강 신 원

목 사

23대

이 승 영

목 사

24대

손 대 호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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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 학 현 황

1.

학제와 학위수여

2.

역대 총(학)장

3.

행정기관장

4.

부속·부설기관장

5.

학과장 및 지도교수

6.

교원명단

7.

직원명단

간지

뒷면

Ⅳ. 대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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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학제와 학위수여

대 학
본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소정의 전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학사학
위를 수여한다. 단, 교육법 제115조 1항에 규정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
학 과 : 신 학 사(Th.B.)
· 기독교교육과 : 문 학 사(B.A.)
· 교회음악학과 : 음악학사(B.M.)

●

신학대학원
신학과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받아 3년간 교육하고, 목회연구과는 본 교단 총회 소속
신학대학교 졸업자를 받아 2년간 교육하며, 신학과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교역학석사(신학전공, M.Div.)학위를 수여한다.

●

대학원
(1) 석사과정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로서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 결정이
된 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신
학
과 : 신학석사(Th.M.)
· 기독교교육학과 : 문학석사(M.A.)
· 음 악 학 과 : 음악석사(M.M.)
(2) 박사과정
본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이 주관하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결정을 받은 자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신
학 과 : 신학박사(Th.D.)

●

목회전문대학원
목회현장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을 교육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한다. 목회전
문대학원은 신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합한 교역을 기술들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을 훈련한다. 일반대학원과 같이 목회신학석사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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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학, 조직신학, 기독교와 문화, 예배 · 설교학, 목회와상담, 목회와설교/예전, 목회
와사회
봉사, 목회와선교 등 5개 분야를 개설하여, 수업년한은 목회신학석사(Th.M. in
Ministry)과정은 4학기, 목회신학박사(Th.D. in Ministry)과정은 6학기이다.

●

세계선교대학원
본 세계선교대학원의 교육목적은 선교 중심적이고 선교지향적인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며 나아가서 세계선교의 기지로 삼는 것이다. 또
한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도자들, 곧 선교사들을 재
교육하여 다양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며 고위지도자와 중간지도자, 그리고 보
통일꾼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선교대학원의 선교신학석사 과정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거나 동등의 신학
교육을 이수한 자들과 선교사로서 3년 이상 사역한 자들이 입학할 수 있고, 문학석사
과정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 학위의 소지자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수업년한은 5
학기로 주간에 수업을 받고 종합시험,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경정을 받은 자에게 선교신학서사(Th.M. in Miss.)학위 및 문
학석사(M.A)학위를 수여한다.

●

교육대학원
본 교육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기독교교육분야의 전문인
력양성과 계속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교육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의 질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은 교육학석사(M.A. in Ch. Ed.)학위과정
을 두고 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와 신학석사(M.Div.)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지자에 한하며, 교직과 관련된 소정의 학점을 이수 시 종교교사 2급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소정의 전과정(5학기)을 이수한 후 학위 논문(현장 연
구 보고서 형식)이 통과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교회음악대학원
본 교회음악대학원은 교회음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원은
실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둔다. 이 과정은 질 높은 교회음악 인력의 양성을 위해, 그
리고 앞으로 있을 교회음악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중추적 과정이 될 것이다. 중심적으
로는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의 양성에 주력하며, 부수적으로는 기타 교회에서 필요한
특별한 인재 양성에 힘을 쓴다. 본 대학원은 교회음악학석사(Master of Church
Music)학위과정을 두고 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소지
자에 한아며, 소정의 전과정(5학기)을 이수한 후 졸업연주 및 학위 논문이 통과된 자
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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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학)장

구 분

성

초 대

마포삼열

1901. 05. 01 ～ 1925. 10. 29

2 대

라 부 열

1925. 10. 30 ～ 1940. 04. 10

3 대

채 필 근

1940. 04. 11 ～ 1945. 09. 30

4 대

김 인 준

1945. 10. 01 ～ 1947. 01. 19

5 대

이 성 휘

1947. 01. 20 ～ 1949. 04. 22

6 대

박 형 룡

1949. 04. 23 ～ 1951. 05. 29

7 대

감 부 열

1951. 05. 30 ～ 1953. 08. 05

8 대

박 형 룡

1953. 08. 06 ～ 1959. 09. 24

9 대

계 일 승

1959. 09. 25 ～ 1960. 08. 31

계 일 승

1960. 09. 01 ～ 1971. 05. 18

10대

이 종 성

1971. 05. 19 ～ 1975. 05. 14

11대

이 종 성

1975. 05. 15 ～ 1979. 05. 24

12대

이 종 성

1979. 05. 25 ～ 1983. 05. 16

13대

박 창 환

1983. 05. 17 ～ 1987. 05. 16

이 종 성

1987. 05. 17 ～ 1987. 10. 18

학 장 서 리

박 수 암

1987. 10. 19 ～ 1988. 01. 14

학장업무대행

맹 용 길

1988. 01. 15 ～ 1988. 09. 30

학 장 서 리

14대

맹 용 길

1988. 10. 01 ～ 1992. 09. 30

15대

서 정 운

1992. 10. 01 ～ 1993. 02. 28

학

장

서 정 운

1993. 03. 01 ～ 1996. 09. 30

총

장

16대

서 정 운

1996. 10. 01 ～ 2000. 09. 30

17대

고 용 수

2000. 10. 01 ～ 2004. 09. 30

18대

김 중 은

2004. 10. 01 ～ 2008. 09. 30

이 광 순

2008. 10. 01 ～ 2009. 02. 22

총장직무대리

장 영 일

2009. 02. 23 ～ 2009. 09. 23

총 장 서 리

장 영 일

2009. 09. 24 ～ 2012. 08. 31

총

김 명 용

2012. 09. 01 ～ 2012. 09. 30

총 장 서 리

김 명 용

2012. 10. 01 ～ 2016. 09. 30

총

19대
20대

명

재 임

기 간

비 고

교 장 서 리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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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장

총

장

김 명 용

장

서 정 운

경 건 교 육 처 장

김 경 진

대 학 교 학 처 장

최 재 덕

신 학 대 학 원 장

박 상 진

대

장

윤 철 호

목회전문대학원장

김 운 용

세계선교대학원장

박 보 경

교 육 대 학 원 장

양 금 희

교회음악대학원장

이 상 일

연 구 지 원 처 장

김 도 훈

기 획 정 보 처 장

한 국 일

대 외 협 력 처 장

김 도 일

도

장

임 희 국

복 음 실 천 처 장

최 윤 배

사

현 정 민

명

예

학

서

무

총

원

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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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부설기관장

부속기관
교 수 학 습 개 발 원 장

장 신 근

방

장

김 진 명

)

오 방 식

생활관주임교수(여)

권 영 숙

신

간

하 경 택

장신대역사박물관장

임 희 국

출

장

김 도 훈

학 생 생 활 상 담 소 장

홍 인 종

생

송
활

관

학

춘

판

국
장

(

추

남

주

부

부속교육기관
평

생

교

육

원

장

이 상 억

장 신 언 어 교 육 원 장

배 정 훈

부설 연구기관
기독교교육연구원장

장 신 근

성 서 학 연 구 원 장

배 정 훈

성

장

배 희 숙

세 계 선 교 연 구 원 장

박 보 경

장 신 목 회 연 구 원 장

이 상 억

기 독교사상문화 연구원장

임 희 국

남 북한평화신학 연구소장

안 교 성

지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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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과장 및 지도교수

대학 학과장 및 지도교수
학년
학과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은우
권영숙
장신근
정경은

고재길
이창호
이규민
유선희
김신웅
이상일

김진명
손은실
고원석
류은정
조성환
백승남

안윤기
천세종
김도일
신형섭
박창훈
박소인

이명신

학과장
하경택
양금희
이상일

신학대학원 지도교수-신학과
지도교수
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신학과 1학년

신학과 2학년

안교성
김석주
김문경
임성빈
천세종
윤철호
이상억
이재현
이창규
이치만
오방식
장흥길
이만식
정기묵
고재길

현요한
김경진
김도훈
김운용
이두희
김철홍
낙운해
박경수
박성규
배정훈
배희숙
이미숙
성석환
임희국
신옥수

신학대학원 지도교수-목회연구과 2학년
반

지도교수

1

하경택

신학과 3학년/
목회연구과 1학년

최진봉
장신근
박보경
박재필
홍인종
유해룡
최윤배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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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명단

Ⅰ. 총 장
김 명 용
교수, 조직신학 , Dr.theol.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Tübingen 대학교 (Dr.theol.)

Ⅱ. 교 원
1. 명예총장
서 정 운
선교신학
미국 San Francisco 신학교 (S.T.D.)

2. 명예교수
주 선 애
기독교교육학
미국 Queen's 대학(H.L.D.)
박 창 환
신약학
미국 Whitworth 대학 (Litt.D.)
이 형 기
역사신학(교리사 및 기독교사상사 )
미국 Drew 대학교 (Ph.D.)
박 수 암
신약학
캐나다 Toronto 대학교 (Th.D.)
정 장 복
실천신학(예배설교학 )
미국 San Francisco 신학교(S.T.D.)

사 미 자
기독교교육 (종교와심리학 )
미국 Drew 대학교 (Ph.D.)
강 사 문
구약학
예루살렘 Hebrew 대학교(Ph.D.)
고 용 수
기독교교육
미국 Columbia 대학교(Ed.D.)
조 숙 자
교회음악학
미국 Southwestern Baptist 신학교(M.C.M.)
한 숭 홍
철학과신학
독일 Aachen 대학교(Dr.phil.)
임 창 복
기독교교육
미국 Pittsburgh 대학교 (Ph.D.)
김 철 영
기독교와문화
영국 Glasgow 대학교(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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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영 일
구약학
미국 Emory 대학교(Ph.D.)
성 종 현
신약학
독일 튀빙엔 대학교(Dr.theol.)

3. 전임교원
1) 구약학
배 희 숙
부교수 , 구약학 , Dr.theol.
덕성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Münster 대학교 (Dr.theol.)
배 정 훈
부교수 , 구약학 , Ph.D.
서울대학교 항공공학과(B.E.)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
하 경 택(김상현목사가족기념 석좌교수 )
부교수 , 구약학 , Dr.theol.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Bochum 대학교 (Dr.theol.)

2) 신약학
장 흥 길(충신교회 석좌교수)
교수, 신약학, Dr.theol.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B.C.)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Erlangen 대학교(Dr.theol.)
소 기 천(광장교회 석좌교수)
교수, 신약학,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연세대학교 대학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Claremont 신학교 (M.A.T.S.)
미국 Claremont 대학교 (Ph.D.)
최 재 덕(거룩한빛광성교회 석좌교수)
교수, 신약학, Ph.D.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
영국 Edinburgh 대학교 (Ph.D.)
김 문 경(여전도회전국연합회 옥은 석좌교수)
교수, 신약학, Dr.theol.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München 대학교(Th.M./Dr.theol.)

김 진 명
조교수 , 구약학 , T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Th.D.)

김 철 홍
부교수 , 신약학 , Ph.D.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 신학교(S.T.M.)
미국 Fuller 신학교 (Th.M./Ph.D.)

이 은 우
조교수 , 구약학 ,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영국 Edinburgh 대학교 (Ph.D.)

3) 역사신학
임 희 국
교수, 교회사, Dr.theol.
계명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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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스위스 Basel 대학교 (Dr.theol.)
서 원 모(서울동노회 석좌교수 )
부교수 , 고대교회사 , Ph.D.
서울대학교 사회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Ph.D.)
박 경 수
부교수 , 종교개혁사 , Ph.D.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Claremont 대학교(Ph.D.)
안 교 성(평양노회 석좌교수)
부교수 , 한국교회사 , Ph.D.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서울대학교 대학원(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영국 Cambridge 대학교(M.Phil./Ph.D.)
4) 조직신학
윤 철 호(온누리교회 석좌교수 )
교수, 조직신학 ,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Ph.D.)
현 요 한
교수, 조직신학 ,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Ph.D.)
김 도 훈
교수, 조직신학 , Dr.theol.

69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Tübingen 대학교(Dr.theol.)
최 윤 배(새문안교회 강신명 석좌교수)
교수, 조직신학 , Dr.theol.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전자공학과(B.E.)
연세대학교 대학원(M.E.)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네덜란드 Kampen 개혁신학대학교(Drs.)
네덜란드 Apeldoorn 기독교개혁신학대학교(Dr.theol.)
신 옥 수
부교수 , 조직신학, Ph.D.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
미국 Fuller 신학교 (Ph.D.)
5) 기독교와문화
임 성 빈(연동교회 석좌교수)
교수, 기독교윤리학 ,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Louisville 신학교 (M.A.)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 (Ph.D.)
이 만 식(주안장로교회 석좌교수)
교수, 사회복지학, D.S.W.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B.A.)
미국 Norfolk 주립대학교(M.S.W.)
미국 Columbia 대학교(D.S.W.)
김 은 혜
부교수 , 기독교윤리학, Ph.D.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B.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Drew 대학교 (S.T.M.)
미국 Claremont 대학교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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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 길
조교수 , 기독교와문화, Dr.theol.
부산대학교 사회학(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Humboldt 대학교(Dr.theol.)
이 창 호
조교수 , 기독교와문화, Ph.D.
장로회신학대학교(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
미국 Yale University(S.T.M./M.A../M.Phil./
Ph.D.)
6) 실천신학
유 해 룡(서울노회 석좌교수)
교수, 영성신학 , Ph.D.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Gonzaga 대학교 (M.A.)
미국 Fordham 대학교 (Ph.D.)
김 운 용
교수, 예배설교학,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Columbia 신학교 (Th.M.)
미국 Union 신학교 & P.S.C.E.(Ph.D.)
홍 인 종
교수, 목회상담학, Ph.D.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B.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Liberty 신학교 (M.Div.)
미국 Dallas 신학교(S.T.M.)
미국 Fuller 신학교 (M.S./Ph.D.)
오 규 훈
교수, 목회상담학, Ph.D.
연세대학교 경영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
미국 Chicago 신학교 (D.Min.)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Ph.D.)
김 경 진[소망교회 남원(곽선희 목사) 석좌교수]
부교수 , 예배설교학 , T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Boston대학교 대학원 (Th.D.)
오 방 식(명성교회 석좌교수)
부교수 , 영성훈련, Ph.D.
전남대학교 화학과(B.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St. Bernard 신학교(M.A.)
캐나다 Knox 대학교 (Ph.D.)
이 상 억(청운교회 석좌교수)
부교수 , 목회상담학 , Ph.D.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Faith Evangelical Lutheran 신학교(M.A.)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Ph.D.)
최 진 봉
조교수 , 예배설교, Th.D.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Columbia 신학교(Th.M.)
캐나다 Knox 대학(Th.D.)
7) 선교신학
김 영 동(새문안교회 언더우드 석좌교수 )
교수, 선교신학 , Dr.theol.
부산대학교 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독일 Humboldt 대학교 (Dr.theol.)
한 국 일(영락교회 석좌교수)
교수, 선교신학 , Dr.t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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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Heidelberg 대학교(Dr.theol.)
박 보 경
부교수 , 선교신학, Ph.D.
경북대학교 생물학(B.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Wartburg 신학교 (S.T.M.)
미국 Fuller 신학교 (Ph.D.)
변 창 욱(명성교회 마포삼열기념 석좌교수 )
부교수 , 선교신학, Ph.D.
중앙대학교 영어교육학과(B.A.)
중앙대학교 대학원(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Ph.D.)
8) 기독교교육
양 금 희(주선애교수 기념 석좌교수)
교수, 기독교교육학 , Dr.theol.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연세대학교 대학원(M.Ed.)
독일 Tübingen 대학교(Dr.theol.)
김 도 일(온누리교회 석좌교수 )
교수, 기독교교육학 , Ed.D.
미국 Biola대학교 기독교육학(B.A./M.A.)
미국 Princeton 신학교(M.Div.)
미국 P.S.C.E.(Ed.D.)
박 상 진
교수, 기독교교육학 , Ed.D.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B.A.)
서울대학교 대학원(M.E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미국 Union 신학교 & P.S.C.E.(M.A./Ed.D.)
장 신 근(주님의교회 석좌교수 )
부교수 , 기독교교육학,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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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
미국 Emory 대학교(Th.M.)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Ph.D.)
이 규 민(잠실교회 석좌교수)
부교수 , 기독교교육학, Ph.D.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교 (Th.M./Ph.D.)
고 원 석
부교수 , 기독교교육학, Dr.theol.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Th.M.)
독일 Bonn 대학교(Dr.theol.)
신 형 섭
조교수 , 기독교교육학,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Union-PSCE(M.A.C.E., Th.M.)
미국 Union Presbyterian Seminary(Ph.D.)
9) 교회음악학
박 소 인(김상현목사가족기념 석좌교수 )
교수, 오르간, Diplom.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독일 Köln 음악대학 교회음악과(A-Examen)
독일 Köln 음악대학 오르간과(Diplom.)
이 명 신
교수, 성악 , K.E.
연세대학교 성악과(B.M.)
독일 Karlsruhe 국립음악대학(K.A./K.E.)
박 창 훈
교수, 합창지휘 , D.M.A.
서울대학교 성악과(B.M.)
미국 Washington 주립대학교(M.M./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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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연
교수, 피아노, D.M.A.
서울대학교 기악과(B.A.)
미국 Iowa 대학교 (M.A./D.M.A.)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B.M.)
장로회신학대학원 대학원(M.M.)
독일 Köeln 국립음대(K.A. Diplom)
독일 Düsseldorf 국립음대(Konzertexamen)

조 성 환
교수, 성악 ,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오스트리아

6. 강의전담교원
Diplom.
음악교육과(B.M.)
음악대학원(M.M.)
빈 국립음악원(Diplom.)

이 상 일
조교수 , 음악목회, Ph.D.
서울대학교 종교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B.M.)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Southwestern 신학교(M.M./Ph.D.)
김 신 웅
조교수 , 작곡, Solistenexamen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B.M.)
한국예술종합학교(M.M.)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K.A.)
독일 Stuttgart 국립음대(Solistenexamen)
10) 교양학
권 영 숙
부교수 , 교양학 (독어 ), Dr.phil.
숙명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독일 Heidelberg 대학교 언어학(M.A./
Dr.phil.)

4. 비정년트랙 외국인 전임교원
1) 조직신학
낙 운 해(새문안교회 선교 동역자 석좌교수)
조교수 , 조직신학, Th.D.
동경신학대학 신학과(B.Div.)
동경신학대학 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5. 학술연구교원
1) 교회음악학
김 효 종 조교수, 오르간, Konzertexamen

1) 선교신학
송 영 석 조교수, Ph.D.
건국대학교 화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Th.M.)
미국 Asbury Theological Seminary(Ph.D.)
2) 교회음악학
김 정 민 조교수 , 피아노 , Konzertexamen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B.M.)
독일 Folkwang 국립음대(Diplom.)
독일 Folkwang 국립음대(Konzertexamen)

7. 비정년트랙 전임교원(학술연구)
1) 역사신학
이 치 만 조교수, Th.D. (평신도교육대학원
신진석좌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일본 同志社대학(Th.M./Th.D.)
김 석 주 조교수, Ph.D.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Columbia 신학교(Th.M.)
미국 Baylor 대학교(Ph.D.)
2) 조직신학
박 성 규 조교수, Dr.theol. (마천세계로교회
신진석좌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독일 Münster 대학교 (Dr.t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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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충 현 조교수, Ph.D.
서울대학교 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Yale 대학교(S.T.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

3) 역사신학
손 은 실 조교수, Ph.D.
서울대학교(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프랑스 Sorbonne 대학(Ph.D.)

3) 선교신학
정 기 묵 조교수 , Th.D. (신양 ·구미교회 신
진석좌교수)
경북대학교 전자계산학(B.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Th.D.)

4) 기독교와문화
성 석 환 조교수, Th.D.
연세대학교 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4) 기독교교육
류 은 정 조교수, Th.D.
카톨릭대학교 심리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Th.D.)

5) 실천신학
이 창 규 조교수 , 목회상담, Ph.D.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Emory 대학교(Th.M.)
미국 Claremont 신학교 (M.A./Ph.D.)

8.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연구)
1) 구약학
이 미 숙 조교수, Th.D.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B.A.)
이스라엘 Jerusalem Univ. Coll.(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2) 신약학
천 세 종 조교수, Ph.D.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Duke 신학대학교(Th.M.)
미국 Vanderbilt 대학교 (Ph.D.)
이 두 희 조교수, Ph.D.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고전학(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Princeton 신학교(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

이 재 현 조교수 , 목회상담, Ph.D.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B.A../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미국 Emory 대학교(Th.M.)
미국 Fuller 신학교 (Ph.D.)
김 경 은 조교수 , 영성훈련, Ph.D.
연세대학교 신학과(Th.B./Th.M.)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Fordham 대학교 (M.A.)
영국 Edinburgh 대학교 (Ph.D.)
김
정 조교수 , 예배 ·설교학, Th.D.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Emory 대학교(Th.M.)
미국 Boston 대학교(Th.D.)
허 요 환 조교수 , 예배·설교학, Th.D.
전남대학교 경영학과(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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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M.)
캐나다 Emmanuel 대학교(Th.D.)
6) 교회음악학
백 승 남 조교수 , 찬양사역, M.M.E.
한양대학교 작곡(B.M.)
한양대학교 음악교육(M.M.E.)
7) 교 양 학
정 경 은 조교수, Ph.D.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B.A.)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M.A.)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Ph.D.)
고려대학교 비교문학(Ph.D.)

3) 연구지원처
유 선 희 조교수, Th.D.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B.A.)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4) 장신언어교육원
한 금 란 조교수, Ph.D.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B.A.)
연세대학교 영어교육(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세종대학교(Ph.D.)

안 윤 기 조교수, Ph.D.
서울대학교 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서울대학교 철학과(M.A.)
독일 Tübingen 대학교(Ph.D.)

5) 학생생활상담소
김 태 형 조교수, Th.D.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B.A.)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Th.M.)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9.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육행정)

10. 겸임교원

1) 현장실천업무
박 재 필 조교수, D.Min.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미국 San Francisco신학교(D.Min.)

1) 구약학
함
택
미국 Claremont 대학교 (Ph.D.)
장석교회 담임목사

김 성 중 조교수, Ed.D.
연세대학교 신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미국 Boston 대학교(S.T.M.)
미국 Florida 대학교 (Ed.D.)
2) 교수학습개발업무
김 효 숙 조교수 , Ph.D. (신안교회 신진석좌
교수)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B.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한양대학교(Ph.D.)

2) 역사신학
박 용 권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봉원교회 담임목사
최 인 호
미국 Luther 신학교(Ph.D.)
예명교회 담임목사
3) 조직신학
김 만 준
독일 Bielefeld 대학교(Dr.theol.)
덕수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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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학
미국 Berkeley 연합신학대학원(Ph.D.)
포항제일교회 담임목사
4) 기독교와 문화
류 태 선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사단법인<생명의 길을 여는사람들>상임이사
5) 실천신학
김 대 동, 목회상담
연세대학교 대학원(Ph.D.)
분당구미교회 담임목사
이 성 희
미국 San Francisco 신학교(S.T.D.)
연동교회 담임목사
주 승 중, 예배설교
미국 Boston 대학교 대학원 (Th.D.)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6) 선교신학
김 창 운
미국 Biola 대학교 (Ph.D.)
송탄동성교회 담임목사
손 윤 탁
장로회신학대학교(Th.D.)
남대문교회 담임목사
7) 기독교교육
박 봉 수
장로회신학대학교(Th.D.)
상도중앙교회 담임목사
박 원 호
미국 미장로회기독교교육대학원(Ed.D.)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성남시립합창단 객원지휘
문 지 영, 오르간
독일 쾰른국립음대(Kirchenmusic A-Examen)
그루터기교회 음악감독
이 중 대, 지휘
한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
한국앤썸코랄 상임지휘자
9) 교양학
배 요 한
미국 Boston대학교 (Th.D.)
신일교회 담임목사
10) 신학대학원 목회연구
공 진 수
장로회신학대학교(Th.D.)
목양교회 담임목사
김 안 식
한일장신대학교(Ph.D.)
강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준
Heyfield University(D.C.E.)
경동제일교회 담임목사
오 영 화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Th.D. in min.)
지리산영성훈련원장
이 필 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Ph.D.)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진 희 근
미국 Fuller신학교 (D.Miss.)
승리교회 담임목사

11. 초빙교원
8) 교회음악학
김 순 정, 지휘
미국 Southern California 대학교(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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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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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허 신 욱
미국 Emory 대학교(Ph.D.)
청운교회 부목사
2) 신약학
박 창 환
미국 Whitworth 대학교(Litt.D.)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양 형 주
장로회신학대학교(Th.D.)
대전도안교회 담임목사
유 지 운
미국 Lutheran 신학교 (Ph.D.)
연동교회 부목사
윤 효 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서울은광교회 교육목사
장 성 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전 용 근
독일 마인츠대학교(Dr.theol.)
열매맺는교회 부목사
3) 역사신학
이 상 조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D.theol.)
소망교회 부목사
홍 상 태
미국 Claremont 대학교(Ph.D.)
사단법인 참된평화를만드는사람들 연구실장
4) 조직신학
김 재 진
독일 Münster 대학교 (Dr.theol.)

김 정 형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
주님의교회 부목사
박 형 국
미국 Drew 대학교 (Ph.D.)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단 HK연구교수
전 근 호
미국 Boston 신학대학교(Th.D.)
예본교회 담임목사
5) 기독교와문화
강 정 희
미국 Claremont대학교 (Ph.D.)
빛과소금교회 부목사
박 성 광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동신교회 부목사
박 은 성
미국 Drew대학교 (Ph.D.)
명성교회 부목사
이 동 춘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비전교회 담임목사
천 영 철
네덜란드 VU University Amsterdam(Ph.D.)
WCC 아시아지역 커뮤니케이션 리에종
6) 실천신학
나 광 현, 예배설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동안교회 부목사
유 재 원, 예배설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주안장로교회 부목사

Ⅳ. 대학현황

오 성 춘, 목회상담
미국 Chicago 신학교(Ph.D.)
이 만 규, 목회실습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D.Min.)
신양교회 담임목사
이 정 환, 목회실습
미국 매코믹신학교(D.Min.)
팔호교회 담임목사
정 도 출, 목회실습
미국 뉴욕신학대학(D.Min.)
비전교회 담임목사
7) 선교신학
고 동 원
미국 Boston 대학교(Ph.D.)
호주 멜본한인교회
정 종 희
영국 버밍엄대학교(Th.D. in Missiology)
서울영동교회 담임목사
홍 석 표
미국 Trinity 국제대학교(Ph.D.)
소망교회 부목사
황 남 덕
미국 Hartford 신학교(Ph.D.)
새민족교회 담임목사
8) 기독교교육
고 수 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인천신광교회 교육목사
고 용 수
미국 Columbia 대학교 (Ed.D.)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김 성 수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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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부목사
김 인 옥
미국 Union 신학교 & P.S.C.E.(Ph.D.)
신양교회 교육목사
문 은 영
미국 Claremont 신학교 (Ph.D.)
주님의교회 부목사
박 미 경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덕수교회 부목사
박 천 응
인하대학교 대학원(Ph.D.)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백 성 우
영국 King’s College(Ph.D.)
영락교회 부목사
윤 원 근
부산대학교 대학원(Ph.D.)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전 국 재
연세대학교 대학원(Ed.D.)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정 태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M.A.)
사랑방공동체교회 담임목사
조 용 선
독일 Münster 대학교 (Dr.theol.)
온무리교회 담임목사
최 명 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전주명성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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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양학
강 봉 석
독일 괴팅엔대학교(D.L.)
홍익대학교 교수
최 민 준
미국 매코믹신학교(D.Min.)
선한이웃교회 부목사
최 승 언
미국 Minnesota 대학교(Ph.D.)
서울대학교 교수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
정 인 수, 목회학
예일대학 신학대학원(S.T.M.)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담임목사
5) 선교신학
금 주 섭
영국 Edinburgh 대학교 (Ph.D.)
CWME 총무

12. 객원교원

김 동 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인도네시아 선교사

1) 구약학
Mark W. Hamilton
Harvard Univ.(Ph.D.)
Abilence Christian University 구약학교수

이 은 용
미국 Grace Theological Seminary(D.Miss.)
PCK 세계선교사회 총무

2) 신약학(성경교재개발)
장 경 덕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D.Min.)
가나안교회 담임목사

홍 인 식
아르헨티나 연합신학대학(ISEDET)
(Doctor en Theologia)
서울 아름다운 교회 공동목회

3) 역사신학
정 안 덕
중국 북경대학교(Ph.D.)
북경대학 철학부 객원교수

6) 기독교교육
손디모데
미국 Columbia 대학교(Ed.D.)
미국 Pitsburgh 신학교 교수

4) 기독교와문화
이 장 로
New York Univ.(D.B.A.)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송 남 순
미국 Graduate Theological Union(Ph.D.)
캐나다 Toronto 대학교 교수

5) 실천신학
김 형 준, 목회상담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D.)
동안교회 담임목사
정 성 진, 목회실습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7) 교양학
박 인 학
중앙대학교 건축미술학(석사)
가인디자인그룹 대표
승 효 상
서울대학교 건축학(석사)
(주)종합건축사무소 이로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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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단

2015. 9. 1 기준

부 서 명
사 무

위

성

명

사무처장

현정민 부장

선

임

박영수 과장

실

원

선

임

박영수 과장(겸직)

실

원

윤성천 계장, 김우식, 이태훈, 장태묵

실

장

정복자 차장

실

원

이호원 주임, 임현주 주임

실

장

김영환 과장

실

원

홍기만 계장, 김주웅 주임

실

장

홍성진 차장

실

원

실

장

용은희 차장

실

원

이영서 계장, 이재철 계장

실

장

김애교 차장

실

원

안재경 계장, 이기매 계장, 홍백경 주임

실

장

우선하 차장

실

원

이금애 과장, 정다솜

실

장

정복자 차장(겸직)

실

원

김종호 계장, 손천익

실

장

김윤섭 차장

실

원

안현정, 한상수

실

원

김덕희

실

원

고경민

예 비 군

대 대 장

한영수

법

실

이장선 차장

행 정

관 리
기

기획
정보처

처

직

실

실
획 실

전산정보실

교 학

실

경건교육실
도서관(박물관)
복음실천실
연구지원실
대
대외협력실
외
협
평생교육원
력
리더십 아카데미
처 세계교회협력센터
인

장

정혜현 계장, 조호정 계장, 김지은, 황성국
전지원, 정홍원, 이금미

이원식 과장, 문인탁 계장, 김용민 주임, 채야곱
안상미, 박선옥, 조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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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 및 교육과정

대학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육성과 교회, 사회 및 국가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의 양성”을 교
육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경건의 훈련
본 대학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한다.
1-2. 교회, 사회 및 국가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적 품성을 지닌다.
1-3. 규칙적인 말씀묵상과 기도생활을 습관화한다.
1-4. 앎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통전적 영성을 형성한다.
1-5.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종의 도를 배우고 실천한다.
1-6. 신앙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의, 공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추구한다.
1-7. 기독교적 경건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대중문화를 창조적으로 비판, 변혁할 수 있다.
1-8. 예배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
2. 학문의 연마
본 대학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2-1.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는다.
2-2.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기초한 본 교단과 본 교의 신학적 입장을 확고히 지닌다.
2-3. 동아시아 및 한국적 문화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탐구한다.
2-4. 각 자의 학과 전공분야를 연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른다.
2-5. 다양한 교양과목과 전공분야의 기초학문을 공부함으로 폭넓은 교양을 지닌다.
2-6. 세계화 시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국어 실력을 갖춘다.
2-7. 스스로 현상을 이해, 분석, 비판, 적용할 수 있는 연구하는 자세 및 학문적 태도를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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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정보화 시대에 첨단의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정보기술을 지닌다.
2-9. 인접학문과 타 분야 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현상을 통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
다.
3. 복음의 실천
본 대학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3-1.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된다.
3-2.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3.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한다.
3-4. 학교 안팎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3-5. 년령, 성, 인종, 지역,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는 물론 불신자 및 타종교
인들과의 대화를 추구한다.
3-6. 교회 및 사회 현장에서 각자 전공분야의 지식과 기술로 봉사한다.
3-7. 정의, 공의, 평화,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한다.
3-8.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경계하며 생명 존중을 실천한다.
3-9. 학문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독교적 문화 형성에 이바지
한다.
3-10. 민족의 중대 과제인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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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교는 기독교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
로회 산하에서 장로교 신조와 헌법에 기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 사회 및 교
회에 봉사할 지도자와 교역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과 및 정원) 본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 (대학원과정) 본 대학교에 신학대학원, 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 4 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되, 전 학
년 성적평점평균 3.7이상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
한을 3년(6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편입학 및 재입학자의 재
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과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④ 중증장애학생 또는 질병 치료중인 장애학생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점
등록을 한 학생은 1년을 더 재학할 수 있다.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 5 조 (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며 학년은 다음과 같
이 두 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다만, 제2학기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
할 수 있다.
② 방학 중에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에 필요한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조 (계절학기) 본 대학교는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서 계절학기제를 둘 수 있다.
① 학기구분 : 여름 및 겨울학기
② 실시기간 : 여름 및 겨울방학동안
③ 수업기간 : 매 계절학기당 4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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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학점 : 매 계절학기당 6학점 이내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 8 조 (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주일, 개교기념일, 국정공휴일
제 9 조 (임시휴업)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필요에 의하여 총
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 및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 10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이나 편입학의 시기는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11조 (지원자격)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사람
② 세례(입교)받은 사람
제 12조 (입학지원서류) 본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② 기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 일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입학시험) ①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 및 입시전형관리위원
회를 총장 직속으로 두며, 각 위원회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3조의2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
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
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조 (입학허가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본 대학교가 요구하는 제출서류
와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고 본 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5조 (편입학) ① 일반편입학 여석산정은 “전년도 1,2학년 총결손인원” X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에 따른다.
1. 4대 요건 확보율(재학생 기준) = [교원확보율(겸‧초빙 포함) + 교지확보율
+ 교사확보율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X 0.25
2. 등급 간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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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
2
3
4
5
6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제 21조

4대 요건 확보율
90% 이상
85%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85% 미만
75% 이상 ~ 80% 미만
70% 이상 ~ 75% 미만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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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비율
100%
90%
80%
65%
45%
15%

② 학사편입학은 입학정원의 2% 이내, 학과별 입학정원의 4% 이내의 수를 입학
정원 외로 모집할 수 있다.
③ 편입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편입학자격) ① 정규대학에서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본 대학교 재학생 및 제적생은 편입생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세례(입교) 받은 사람
(편입학 지원서류) 본 대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은 전형료를 납부하고 다음의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입학원서
② 기타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재입학) ①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원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이
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32조 제4항, 제7항 및 제47조 제2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제적된 사람
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⑤ 재입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⑥ 재입학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보증인) 보증인은 학부형 기타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계
되는 일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보증인 변경) 보증인이 사망하였거나 그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보증
인을 정하여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 및 전공변경) ① 전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2학년 1학기 등록 개시 전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과한 사람은 기 취득학점의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학과 전공필수과목 전부
를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④ 전과는 결원이 있을 때에 한 한다.
⑤ 교회음악학과 전공변경은 담당 교수의 허락을 받아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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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5 장 등

록

제 22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3조 (등록필) 등록절차는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서 완료되며, 등록
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된다.
제 2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에 대한 수
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③ 승인된 교과목은 대학교학처장의 허가 없이 학기 중에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변경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④ 개강 4주 이내에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포기 제도에 의거 수강을 포기할 수
있다.
제 25조 (등록기일엄수)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 26조 (휴학신청)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8학기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교회음악학과는 입학 후 3학기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기간 이내에
휴학원 제출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제적 처리된다. 다만, 병역 및 질병
3주 이상 입원의 사유로 하는 휴학은 이 기간 내에도 가능하다.
제 27조 (휴학허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
는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병의 경우
는 의원 발행의 진단서를 접수해야 한다. 단, 본조에 의한 휴학은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 28조 (휴학명령) ① 총장이 지정한 의사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 또는 자진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
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 29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이
만료되고 재휴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고, 중병, 견습선교사 등)는 해당 내용을 심의하여 별도
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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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과 당회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대학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제 31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학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2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수강한 전 과목이 F인 사람
3. 사망 또는 질병이나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4. 타교에 입학한 사람
5. 제4조에 규정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전 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사람
6.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7. 기독교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제 7 장 교과와 이수
제 33조 (교과과정) ① 본 대학교의 교과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양과목의 학점 배정 기준은 전체 이수과목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교양과목으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④ 본 대학교 교과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4조 (교과 이수단위) 교과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
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 35조 (졸업학점) ① 일반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3학년 편입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36조 (학점이수) 학생은 매학기 당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사람과 편입생, 조기졸업신청
자, 부전공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15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최종학기에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 37조 (학위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전공에 대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 신학과 : 신학사
2. 기독교교육과 : 문학사
3. 교회음악학과 : 음악학사
제 37조의2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8조 (타 대학교 연수 및 이수학점 인정) ① 본교와 국내・외 대학 간 학생의 교류수
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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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일정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의 경
우 본 대학교 입학 후 졸업 잔여 학점의 일정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
한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시험과 성적
제 39조 (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 학기말시험, 중간시험 및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 40조 (출석)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5분지 4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하면 해당과목
의 학기말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한다.
제 41조 (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사람
은 시험실시일 전에 학과장 경유 대학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불가항력
으로 사전에 이를 승인 받지 못한 사람은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42조 (학업성적 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평점 4.3만점으로 하고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②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
을 한다.
제 43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D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
로 계산 한다.
등 급
A+
A0
AB+
B0
BC+
C0
CD
F
P
NP

평 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0
0
불계
불계

점 수
97～100
94～96
90～93
87～89
84～86
80～83
77～79
74～76
70～73
60～69
0～59
합격
불합격

② 학기 종합성적은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4조 (성적정정 및 취소) 취득한 성적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
정 또는 취소한다.
제 45조 (재수강) ① 낙제된 과목이 필수과목이면 재수강을 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때
는 이를 재수강하거나 또는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② 재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6조 (수료인정학점) ①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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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학년 1학기 : 18학점 이상
․ 제1학년 2학기 : 36학점 이상
․ 제2학년 1학기 : 54학점 이상
․ 제2학년 2학기 : 72학점 이상
․ 제3학년 1학기 : 90학점 이상
․ 제3학년 2학기 : 108학점 이상
․ 제4학년 1학기 : 124학점 이상
․ 제4학년 2학기 : 140학점 이상
② (수료)
1.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고도 성종을 합격하지 못하여 졸업이 보류된 사람은
수료자로 인정된다.
2. 수료자는 재적생 통계에서 수료자로 분류되며 재학연한 내에 언제라도 졸업
요건이 충족되면 졸업이 가능하다.
③ (졸업보류) 8학기 등록을 마쳤으나 졸업이 보류된 사람은 재적생 통계에서 재
학생으로 분류되며 해당학기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7조 (학사경고) ① 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5이하인 사람은 학사경고를 한다.
②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은 사람은 제적한다.
제 9 장 부전공
제 48조 (부전공) ① 재학 중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 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
③ 편입학자는 부전공을 할 수 없다.
제 10 장

포상과 징계

제 49조 (포상대상자) 총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이 우수한 사람 또는 선행이 현저하
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50조 (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사람
②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납입금

제 51조 (입학금) 입학(편․재입학생 포함)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액의 입학금을 소정의 기
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2조 (납입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 53조 (납입금 감면) 학생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서 입학금, 수
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제 54조 (납입금 반환) ① 과오로 납입한 금액은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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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퇴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 12 장

장학금

제 55조 (장학금 지급)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정형편이 곤
란한 사람에게는 장학금 급여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56조 (장학금 지급정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7조 (장학금 세칙) 장학금에 관한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13 장

위탁생

제 58조 (위탁생) ①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거나 총회 또는 노회에서
위탁교육 추천이 있을 때에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따른다.[82조에서 이동]
제 14 장 공개강좌
제 59조 (공개강좌 대상)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관계된 내용에 관한 이론과 운
영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학생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제 60조 (공개강좌 규정)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61조 (공개강좌 수강허가)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
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
제 62조 (공개강좌 비용징수)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
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장

직 제

제 63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정관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16 장
제 64조 (교수회 조직)

교수회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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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5조
제 66조

제 67조
제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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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밖의 사람도 참가시킬 수 있다. 교수회
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교수회) 교수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교수회 심의 결의)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①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② 총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③ 학사, 입학, 졸업(수료),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무, 학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의하되, 교수회의가 심의를 원하는 사항
(회의록 작성 및 고지) 교수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결정사
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한다.
(교수회 내규) 교수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 69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교수학습개발원
2. 방송국
3. 생활관
4. 신학춘추사
5. 예비군
6. 장신대역사박물관
7. 출판부
8. 학생생활상담소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 70조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설연구기관 : 기독교교육연구원, 성서학연구원, 성지연구원, 세계선교연구
원, 장신목회연구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 부속교육기관
가.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과정
‧ 장신리더십아카데미
나. 장신언어교육원
② 전 항의 각 부설기관에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8 장 학생활동
제 71조 (총학생회 설치) 학풍을 쇄신하고 성경중심적 신학에 바탕을 둔 지도력 및 자치
능력을 배양코자 학생 자치활동을 위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
학생회 라 칭한다)를 두며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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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조 (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3조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① 학생활동의 지도육성 및 학생회 운영전반을 지
도 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은 매학기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원
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
여야 하며, 개별 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74조 (학생단체 조직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
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5조 (금지활동) 학생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
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
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76조 (활동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
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내에 10인 이상의 집회
②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④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77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원(지도위원)
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
간 명의 지도교원(지도위원)이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78조 (징계) 이장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 79조 (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 이장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타
교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함)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80조 (학칙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
한다.
제 81조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및 11292호)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49
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9 장 산학협력기관
제 82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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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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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제 83조 (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2.
3.
4.
5.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시행내규는 총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본 학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중 제61조는 1964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중 제2조, 제14조, 제54조는 196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가) 신학교 3, 4학년을 위한 3, 4학년 과정을 설치하고 신학교 3, 4학년을 본 학칙 제
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학년에 편입시킨다.
나) 전 항에 의한 편입학생의 신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칙 제36조에 규정
하는 교과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과목은 이수하여야 한다.
다) 본 조는 196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 중 제46조는 196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 중 제38조는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 중 제39조는 197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 중 제38조, 제39조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 중 제58조, 제61조는 197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학칙은 1975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3. ①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학칙 제2조, 제35조, 제39조, 제46조1항, 제48조, 제49조는 1981학년도 이전
학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 학칙에 의한다.
③ 1981년 이전 입학자 및 학적변동(휴학)에 대한 졸업이수학점 및 성적처리 등에 관
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14.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9782호 및 제11292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49조 및 제
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5. 본 개정학칙은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신학과의 1988학년도부터
1990학년도까지 졸업정원은 학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80명으로 한다.
③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2237호, '87. 8. 29)부
칙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8조, 제49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
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재입학기간) 전 제3항의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변경 학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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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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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로 한다. 다만, 대상학생 중 군복무 중인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
내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본 개정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칙 제18조, 제49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에 의하여 해당학년에 재입학
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재입학기간) 전 2항의 재입학 허용기간은 이 변경학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2년 이
내로 한다. 다만, 대상학생 중 군복무 중인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로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④ 전 2항에 의한 재입학자의 입학시기는 학칙 제10조에 불구하고 1993학년도 제1학
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본 개정학칙은 199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변경학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변경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변경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변경학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본 변경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퇴자에 대한 납입금 반환 내용 변경
③ 직제규정 변경에 의하여 부속 및 부설기관에 관한 내용 중 박물관을 장신대역사박
물관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부속기관에 교수학습개발원과 부설기관 중 부설교육기
관에 장신리더십아카데미를 신설하다)
④ 부설기관의 다원화목회연구원을 상담목회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① 본 변경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회음악학과의 휴학신청 가능한 시기 별도 신설
① 본 변경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휴학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학 허용내용 추가
① 본 변경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에 관련된 내용 수정
③ 제11장 납입금의 제54조 납입금 반환규정 변경
① 본 변경학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0장 평가에 관련된 규정 추가
① 본 변경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장 제45조 재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는 건에 대한 내용 추가
① 본 변경학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회음악학과는 입학 후 3학기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간 변경
① 본 변경학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장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 변경
③ 학생징계에 관한 세부 규정 신설
① 본 변경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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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항 내용 추가
33. ① 본 변경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중 제3항 사망에 관한 내용 추가
34. ① 본 변경학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중 제29조 제2항 기타 부득이한 사유(사고, 중병,
견습선교사 등) 추가
35. ① 본 변경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
23644호) 변경)에 따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등에 있는 모든 관련 내용을 일
괄 개정함
③ 변경 내용
1
2
3
4
5

현 행
교수
자
다음 각 호의 1
받고자 하는 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정
교원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받으려는 사람은
제 1항에 따라

36. ① 본 변경학칙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장 제목 수정 및 제5항 추가
37. ① 본 변경학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중 제29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 내용 추가
38. ① 본 변경학칙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장 교과와 이수 제36조 문구수정
③ 제17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0조 수정
39. ① 본 변경학칙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중 제15조 편입학 수정
40. ① 본 변경학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중 제4조 제3항 문구 수정
41. ① 본 변경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장 교과와 이수 중 제37조의2 추가
42. ① 본 변경학칙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중 제13조의2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
향평가) 신설
입학정원
학
과
신
학
과
기 독 교 교 육 과
교 회 음 악 학 과
계

입 학 정 원
50
50
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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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

호

증

서

성 명 :
19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년

월

일생

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장신대(학)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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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이하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칙

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

제 2 장 등록 및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 2 조 (등록) ① 학생은 학칙 제22조에 따라 매학기 초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
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취득한다.
② 등록은 매 학년도 등록하기 전에 소속교회의 당회장추천서를 경건교육처에
제출하여야하며 매학기 초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필함으
로써 완료된다.
제 3 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학점은 학기당 16학점이상 21학점까지를 원칙으
로 하며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사람과 편입생, 조기졸업신청자, 부전
공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15학점을 초과 신
청할 수 없다. 다만, 4학년 1학기(7학기)는 최저 15학점, 2학기(8학기)는 최저
12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은 교부받은 강의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강의시간표에 따라 이수하고
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교양, 전공, 교직 과목별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균형 있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수강신청교과목의 변경 및 취소) ① 폐강 등으로 수업시간표의 변동이 있을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및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강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된다.
③ 수강 포기는 개강 후 4주 이내 학사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최저학점 수강 범
위 내에서 인정하고, 성적의 전산 표기 문제는 성적 란에 W로 한다. 단, 실기과
목은 제외한다.
제 5 조 (수강신청서 효력)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만이 효력이 있으며 수강신청을 하지 아
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최대학점을 초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 취득학점을 우
선으로 무효로 한다.
제 6 조 (수강신청 순서) ① 수강신청은 당해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순서적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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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 학기 휴학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조 (수강신청과목의 제한) ①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1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수강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후에 취득한 과목과 성적은 삭제한다.
③ 강의시간표상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하지 못한다.
8 조 (재수강과목의 수강신청) ① 취득한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시 반드시 재수강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개설되지 않을 때에는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교과목의 해당분야 지도교원
과 협의하여 대체교과목을 선정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한다.
9 조 (복학생의 수강신청) 복학생의 경우 전공필수 과목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르
며 교양필수 과목은 복학 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기독교교육과는 교원자격 규
정에 따른 기본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10조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① 편입학생은 편입학년도 학년, 학과, 학기 교과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한다.
② 위 1항에 의거하여 수강 신청하되 편입학 이전의 교과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필수(교직과목 포함)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한 경우는 학
과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④ 편입생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 3 장 휴학, 복학

제 11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 가정 사정, 질병,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특별휴학
①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임신‧출산‧육아 휴학 :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제 12조 (휴학절차)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초, 정해진
기간에 교학실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2년
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학기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
학은 예외로 한다.
제 14조 (일반휴학)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등록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15조 (특별휴학)
1. 군입대 휴학
①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② 일반 휴학기간 중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

Ⅴ. 대학 학칙 및 교육과정

101

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기간은 전역할 때까지로 하며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의 해당학
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군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으로 한다.
④ 군입대 후 귀향된 사람은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임신‧출산‧육아 휴학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2년이 가능하다(남학생의 경우 1년).
②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은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출산‧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육아를 위한 휴학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에 가능하다.
제 16조 (휴학자의 등록금) ①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사람의 등록금은 유
효하며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록한 후 중간고사 이후에 휴학하는 사람의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가
되고 복학 시 복학학기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조 (복학 절차)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할 해당학기의 정해진 기
간에 복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된다.
제 18조 (복학자 제출서류) 복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학원과 함께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1. 당회장 추천서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 :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사람
제 4 장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제 19조 (교과과정 구분) 교과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양과정(교양필수과목, 교양선택과목)
2. 전공과정(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전공선택필수과목, 전공필수선택과목)
3. 일반과정(일반선택과목)
제 20조 (교과과정 편성) 교과과정편성은 학칙 제33조, 34조에 설정된 내용을 기본으로
편성한다.
제 21조 (교과과정 변경) 교과과정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22조 (교과이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 교양 35학점, 전공 70학점 이
상을 이수해야 한다.
제 23조 (최저학점 이수) ① 한학기당 12학점을 취득하여야 이수학기로 인정되며, 1년간
에 24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진급을 보류하며 미 취득 과목에 한하여 학
점등록을 하여 학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② 휴학으로 인하여 학기가 맞지 않을 때는 휴학 직전학기와 현재학기의 취득학
점 계가 24학점 이상이 되어야 진급할 수 있다.
제 5 장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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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범위) 모든 학위를 부전공학과로 하며 학과에 따라 지원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
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5조 (신청) 부전공지원자는 1학년말에 부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부전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학년 1학기부터 부전공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제 26조 (이수학점) ①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에서 30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 야 한다. 단, 2001학년도 이전 신청자는 21학점 이상 취득하면 된다.
② 부전공 개설학과의 학과장은 부전공지원자에게 필요에 따라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교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할 수 없다.
④ 졸업학기까지 부전공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7조 (실기료 부과) 실기를 요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실기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제 28조 (부전공 자격취득) 부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사람은 증서와 학적부에 취득
한 부전공을 기록하여 준다.
제 6 장 출석과 결석
제 29조 (출석일)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5분의 1을 넘으면 학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없
으며 당학기의 모든 교과목의
F 인 경우는 제적처리 된다.
제 30조 (유고결석)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유발생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
여야 한다. 유고결석 인정 기간은 ( )의 내용과 같이 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해당일)
2.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해당일)
3. 교육실습, 실습여행(해당기간)
4.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해당일)
5.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전염성 질병(2주 이내)
6.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해당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5일 이내)
8. 졸업학기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해당일)
9. 신학춘추, 방송국 등 교내외행사 취재(단, 4명 이내만 허용)(해당일)
제 31조 (학교행사)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일 경건생활점수 및 전수업
시간을 결석으로 한다.
제 7 장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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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조 (시험의 종류) 시험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한다.
제 33조 (시험시간표) ① 정기시험의 시간표는 강의시간표에 준하여 편성하고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후 10일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원의 강의
에 지장이 없도록 시험기간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시험시간표는 시험개시 일주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시험감독) 시험 감독은 해당교과목 담당교원으로 한다. 그러나 담당교원이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35조 (응시불허) 시험문제를 배포한 후에는 감독교원의 허락 없이는 응시자의 입장을
불허한다.
제 36조 (부정행위자 처리) 시험 기간 중 다음 행위자는 학칙에 따라 처벌한다.
1. 특별히 허가하지 않은 서적, 노트, 기타 기록물을 보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2.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려고 하였을 때
3. 다른 학생의 시험을 대신하였을 때
4. 시험 진행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언동을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였
을 때
제 37조 (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시험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 38조 (성적평가 제출)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원은 학기말시험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
적평가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성적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 로 간주한다.
제 39조 (성적정정) ① 일단 마감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교학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전항의 신청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적
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 40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과 수업일 4/5경과 전에 군
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군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 수업일 4/5 이상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을 중간고사성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학점 C0를 줄
수 있다.
제 41조 (징계 받은 사람의 성적처리) ①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
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해당학기 전교과목의 성적과 등록금은 무효가
된다.
② 학기말 시험 종료 이전에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
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무효처리한다.
제 42조 (계절학기 성적처리)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과 학점은 별도학기로
처리하며 졸업학점 및 총 평점평균에는 포함된다.
제 43조 (재수강 성적) ①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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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받은 성적은
재 로 변경되고, 재수강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
② 같은 교과목이 여러 번
F 인 경우 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
였을 때에는 최초의
F 만 재 로 변경되고 그 후에 취득한
F 는 그대로
남는다.
③
C+ 이하를 재수강하여
재 로 표기된 학기의 평점평균은 재수강과목을
빼고 다시 산출한다.
④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A- 이하로 한다.
⑤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한 성적이 먼저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 경우
먼저 취득한 성적은
재 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
제 44조 (성적확정) 확정된 성적은 소정서식에 따라 학적부에 등재 정리한다.
제 8 장 학점등록
제 45조 (신청자격) ①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② 1년간 24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진급이 보류된 학생은 미 취득과목에 한하
여 학점등록을 하여 학점을 보충해야 한다.
③ 장애학생 본인이 원할 경우, ①,②항에 관계없이 학점등록 할 수 있다.
제 46조 (신청학점 제한) 학점등록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제 47조 (신청기간) 학점등록신청은 교학처장에게 허가를 받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하고 수강등록기간에 학점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48조 (학점등록금)
① 학점등록금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
② 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회음악학과의 경우는 이론과목은 신․기독교교육과
학점 등록금과 같이 하며 실기인 경우에는 실기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사경고
제 49조 (학사경고 대상)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이하인 사람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 50조 (수강신청 학점제한)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학기에 15학점 이내로 수강
신청 학점 제한을 받는다.
제 51조 (학사경고 제적) 92학번 이후 입학자는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으면 제적되
고 본조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 52조 (통보) 학사경고를 할 때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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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및 전공변경

제 53조 학칙 제21조 전과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54조 (시기)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 등록 개시 전에 소속 학과장의 허
가를 얻어 전과할 수 있다.
제 55조 (전과 불허) 편입생은 전과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교회음악학과 편입생의 전
공변경은 2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 56조 (교과이수) 전과가 허가된 학생은 전입된 학과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과의 전공 필수과목은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기
취득한 전공과목은 일반 선택과목으로 인정하고 전과 전에 선택으로 취득한 학
점 중 전입된 학과의 전공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57조 (절차) 전과를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전과원서를 첨부하여 전출, 전
입,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 58조 (허가)
① 여석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대학부위원회에서 심의 하에 허가한다.
② 교회음악학과의 전공변경은 대학부위원회에서 심의 하에 허가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전공의 부실기를 1학기 이상 이수하여 A-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전공실기담당교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2. 담당 전공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원하는 전공 교수의 오디션을 통과하여야
한다.
3. 변경된 전공의 전공실기는 재학연한 내에서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4. 모든 전공은 상호 변경이 가능하다.
제 11 장 계절학기
제 59조 (실시시기) 계절 학기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
제 60조 (학점 및 인원) 계절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하고 수강인원은 20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 61조 (수업시간) 계절학기의 수업은 4주 이상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62조 (성적처리) ① 취득한 성적은 계절학기로 별도처리하며 취득한 교과목을 학기 중
중복 수강할 수 없다.
② 수업일의 5분의 1이상을 결석하거나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F
로 처리 되며 학적부에도
F 로 기록된다.
제 63조 (수강료) 계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정해진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
며 수강료는 시간당 강사료×학점수로 한다.
제 12 장 성경종합시험
제 64조 (응시)

성경종합시험은 매년 1,2학기말에 실시하며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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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까지 6회에 걸쳐 응시할 수 있다.
제 65조 (합격선) 성경종합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 66조 (재시험료) 재학 중 6학기까지는 응시회수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나 7학기
부터 불합격이나 미 응시로 재 응시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재 시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 67조 (진급) ① 신학과, 교회음악학과 재학생은 3학년 2학기까지 신약, 구약 중 1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4학년에 진급할 수 있다.
② 기독교교육과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신약, 구약 중 1과목 이상 합격하여
야 3학년 2학기에 진급할 수 있다(2010학번부터 적용).
③ 4학년 1학기까지 두 과목 모두 합격하여야 2학기에 진급할 수 있다. 단, 00
학번 이전의 학번은 아래의 예외규정에 따른다.
1. 90학번 이전 : 졸업 때까지 합격하여야 한다.
2. 91학번 : 4학년 1학기까지 합격하여야 2학기에 진급할 수 있다.
3. 92학번-99학번 : 3학년 2학기까지 신약, 구약 중 1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4
학년에 진급할 수 있고 졸업 시까지는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제 13 장

재입학

제 68조 (목적) 학칙 제18조 재입학에 관한 세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69조 (제한)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사람 및 교회음악학과 학생 중 3학기 이내에 제적
(자퇴포함)된 사람이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적된 날로부터 2년 후로
하며, 그 외의 일반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0조 (제출서류) 재입학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재입학원서, 출석교회당회장추천서, 서약서

부 칙
1.
2.
3.
4.
5.
6.
7.
8.

본
이
이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①
②

학칙 시행세칙은 196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세칙은 198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세칙은 198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4장 졸업논문 신설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5장 재입학 신설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5장 재입학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장 제2조 제7호에 외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첨가
이 개정 시행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휴학, 복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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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5장 재입학 개정
9.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장 제16조(휴학자의 등록금) 개정
10.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등록) 1항 자구 삽입
③ 제7조(수상신청과목의 제한) 2항 문구 수정
④ 제9조(복학생의 수강신청) 문구 수정
⑤ 제10조(편입학생의 수강신청) 4항 신설
⑥ 제12조(휴학절차) 문구 수정
⑦ 제13조(휴학기간) 문구 삭제
⑧ 제17조(복학절차) 문구 수정
⑨ 제23조(최저학점 이수) 문구 수정 및 2항 신설
⑩ 제30조(유고결석) 문구 삽입 및 8, 9항 신설
⑪ 제45조(신청자격) 2항 신설
⑫ 제66조(재시험료) 문구 수정
⑬ 제67조(진급) 문구 수정
⑭ 제73조(제한) 문구 삽입
11.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장 학점등록 제45조(신청자격), 제48조(학점등록금) 문구 수정
12.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장 성적평가 제38조(성적평가 제출) 변경
13.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2장 성경종합시험 제67조(진급) 변경
14.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
23644호) 변경)에 따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등에 있는 모든 관련 내용을 일
괄 개정함
15.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장 제목 수정 및 제58조(허가) 항 수정 및 추가
16.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장 휴학, 복학 제11조(휴학의 종류) 임신‧출산‧육아 휴학 추가
③ 제3장 휴학, 복학 제15조(특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추가
17.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장 휴학, 복학 제15조(특별휴학) 문구 추가
③ 제4장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제21조(교과과정 변경) 문수수정
④ 제13장 졸업논문 삭제
⑤ 제14장 재입학 제13장 졸업논문 삭제로 인한 장, 조 변경
18.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장 전과 및 전공변경 제55조(전과 불허), 제58조(허가) 문구 추가
19. ①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6장 출석과 결석 제30조(유고결석)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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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과이수 및 성적처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라 교과이수 및 학업성적을 처리
및 보고하는 제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칙 제7장 제33조, 제34조와 제8장 제42조, 제43조에 의
한 출석과 정기시험 및 기타의 결과로 얻어지는 학기말 학업성적에 대해 적용한
다.
제 3 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 4 조 (수업결손) 공휴일, 축제일, 학교행사, 출장 등으로 수업결손이 발생될 경우 반드
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경회 참석학생은 수업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5 조 (휴강 및 보강) 개인 사유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강 후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출석) ① 교과담당교원은 매 시간 출석을 정확히 점검하고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 학기 간 실제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하면 해당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 자격을 상실한다.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응시자는 수업 출석으로 표기한
다.
제 7 조 (성적평가) ① 한 학기 교과목별 시간수의 5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은 낙제
로 사인하고 “F”를 부여한다.
②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과 수업일 5분의 4 경과 전에 군 입대 휴학한 학생
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군 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 수업의 5분의 4선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 학기
전 과목을 중간고사 성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정학점 C0를
줄 수 있다.
제 8 조 (재수강성적평가) ①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
에는 이미 받은 성적은
재 로 변경되고, 재수강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
에 기록된다.
② 같은 교과목이 여러번
F 인 경우 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
였을 때에는 최초의
F 만 재 로 변경되고 그 후에 취득한
F 는 그대로
남는다.
③
C+ 이하를 재수강하여
재 로 표기된 학기의 평점평균은 재수강과목을
빼고 다시 산출한다.
④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A- 이하로 한다.
⑤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한 성적이 먼저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 경우 먼
저 취득한 성적은
재 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
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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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점표의 성적표기는 학칙 제43조에 따른 등급으로 표기한다.

등급
A+
A0

평 점
4.3
4.0

점수
97～100
94～96

AB+
B0

3.7
3.3
3.0

90～93
87～89
84～86

BC+
C0

2.7
2.3
2.0

80～83
77～79
74～76

CD
F

1.7
1.0
0

70～73
60～69
0～59

P
NP

불계
불계

합격
불합 격

제 10조 (상대평가기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기준 범위 이내에서 A- 이상 30%, B- 이상을 전체의 70% 이내로 제한한다.
② 수강인원 15명 이하인 과목과 언어과목(고전어, 영어, 독어, 중국어 등), 실습․
실기과목(교과과정상 실습․실기 시간이 별도로 배정된 경우에 한함)은 제외한다.
제 11조 (상대평가단위) ① 학업성적을 상대평가로 할 때는 수강 반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포기를 한 학생은 성적 산출시 전체 인원에서 제외한다.
제 12조 (성적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별지 서식의 성적정정사유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적정정 청원기간은 매년 2월말, 8월말 일까지로 한다.
제 13조 (성적공시) 성적은 학기말 시험의 최종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인터넷상의 홈페이
지 학생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 학생들에게 열람 기회를 부여한다.
제 14조 (성적보고시한) ① 모든 교과목의 출석부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성
적평가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출석부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경우 “F”학점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출석부 제출 시 성적산출 근거자료(시험답안지, 과제물)를 등급별로 1부씩 첨
부하여 제출하되, 나머지는 한 학기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2.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실시한다.
3. 이 개정 세칙은 2014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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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과목의 구분) 교과목은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 교육과정은 ｢학칙｣ 제33조, 34조에 따라 각 학과에서 정
한 안을 대학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확정한다.
② 교양과목의 학점배정 기준은 전체 이수과목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교양과목으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예‧체능의 각 계열에 속하는
과목을 균형 있게 편성한다.
④ 본 대학교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조 (교과 이수단위) 교육과정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
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등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
를 1학점으로 한다.
제 5 조 (교과목의 학점수) 한 교과목의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로 할 수도 있으나 그 수는 편성
된 교육과정 과목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6 조 (교과목명) 교과목명은 한글로 10자 이내여야 한다.
제 7 조 (편성교과목의 변경) 이미 편성된 교과목의 학기 및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대학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확정한다.
제 8 조 (교과목의 개설) ① 전공과목의 개설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발췌하여 해당 교
과과정의 장이 정한다.
② 교양과목의 개설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발췌하여 대학교학처장이 정한다.
③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신청 2주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강의담당 교원수) 한 교과목(실험실습 포함)은 1인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교과목 내용에 따라 2인 이상이 담당할 수도 있다.
제 10조 (수강학생정원) 수강학생의 정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60명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회화과목의 정원은 별도의 기준으로 한다.
제 11조 (분반) 각 학과에서는 학기 개시 후에 전공교과목의 수강학생수가 수강정원을
30%(실험․실습 및 회화과목의 경우 20%)이상 초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2조 (개설과목) 각 학과에서는 전년도 수강학생 수 등을 참고하여 제10조 수강학생
정원에 따라 개설예정반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최근 2년간 2회 이상 폐강
된 교과목, 담당교원 미정인 교과목은 개설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 (강의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개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 확정된 시간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 14조 (개설된 교과목 폐강) ① 개설과목이 확정된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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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교과목의 강의를 폐강한다.
1. 수강인원 10명 미만
2. 신,구약원전강독 및 어학과목(영어회화, 중국어 등)의 경우는 수강인원 7명
미만(교원과 강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함).
단, 신대원 개설강좌의 경우와 교음과 실기과목(전공클래스 포함)의 경우 1명 이
상이면 폐강과목에서 제외된다.
② 교과목 폐강시의 기준인원 적용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의 수강인원을 기
준으로 삼는다.
③ 폐강과목에 대치하여 다른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e-Learning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대학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5조 (교과목의 수강순서) ① 전공필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학년의 교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
만, 선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교과목은 해당교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학과의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수강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제 16조 (학점이수) 학생은 매 학기당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1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이상인 사람과 편입생, 조기졸업신청
자, 부전공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15학점
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단, 4학년 1학기(7학기)는 최저 15학점, 최종학기는 최
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 17조 (졸업학점) ① 일반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3학년 편입생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7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18조 (학위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전공에 대한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 19조 (동일과목의 강의) 전임교원은 동일전공과목을 2개 반까지 담당할 수 있으며, 분
반으로 인하여 10교시 이후에 개설할 경우에는 3개 반까지 담당할 수 있다.
제 20조 (타 대학교 연수 및 이수학점) ① 본교와 국내․외 대학 간 학생의 교류수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
점의 일정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의 경
우 본 대학교 입학 후 졸업 잔여 학점의 일정범위 안에서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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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칙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14조(개설된 교과목 폐강) 1항 2호 문구 추가
② 제16조(학점이수) 문구 수정
5.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14조(개설된 교과목 폐강) 1항 1호 문구 수정

1-5. 국내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8조에 의거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국내 타 대학교 간에 맺은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교와 국내 타 대학교 간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사이버
강좌포함)으로 수학하는 학생(이하 "교류학생"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속대학"은 학생이 입학하여 재적중인 대학교를 말하며, "수학대학"은 학생이
학점교환 수학을 지원하는 대학교를 말한다.
제 2 장 본교 학생의 타 대학교 수학
제 4 조 (자격) 국내대학 교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2학기부터 7학기까지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 5 조 (신청절차) ① 교류학생 신청은 매 학기단위로 하며, 정규학기 신청은 학기개시
6주 이전에, 계절제 수업 신청은 수업개시 1개월 이전에 소정의 기간으로 한다.
② 지원자는 "국내대학 교류학생 지원서" 및 “수업 계획서”를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선발절차) ① 교학처장은 지원자 중 교류학생 모집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하여 선발하고, 선발된 학생의 명단과 지원서는 총장의 허락을 받은 후 개별 통
지한다.
② 교류학생 선발은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하되 학과별 모집정원을 우선하고, 모
집정원이 부족한 학과의 인원은 타과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 7 조 (정원) 정규학기 교류학생 모집정원은 학기당 6명 이내로 하되, 계절제수업 정원
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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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교과목 이수) ① 교류학생은 교양선택과 전공선택 과목을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② 필수과목 등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③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④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취득학점 범위) ① 수학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교양선택 과
목인 경우 25학점까지, 전공선택 과목인 경우 15학점까지이다.
② 학기당 수학대학에서의 취득학점 범위는 정규학기에는 15학점까지, 계절제수
업은 4학점까지이다.
(수강신청 및 변경) 수학대학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수학대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수학취소) 수학대학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교의 수강변
경기간 이전에 "국내대학 교류학생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교 교학처에 제출
하고, 당해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본교에서 수강변경기간 중에 하
여야 한다.
(성적평가 및 인정) 수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수학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 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학칙 준수) 교류학생은 수학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학대학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규정 등에 따른다.
제 3 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 17조 (자격) 본교에서 교류학생으로 수학하고자 하는 타 대학교 학생은 교학처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 18조 (수학신청) 소속대학은 교류학생의 명단과 관련서류를 정규학기 또는 계절제수업
의 수강신청기간 10일전까지 본교 교학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조 (수학허가) 본교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교환학생의 수학허가 여부를 확정한
다.
제 20조 (정원) 정규학기 교환학생 모집정원은 6명 이내로 하고, 계절제수업 정원은 제한
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수학기간) 정규학기 및 계절제수업의 학점교환 수학기간은 제한하지 않으며, 취
득학점 범위 내에서는 여러 학기로 나누어 수학할 수 있다.
제 22조 (교과목 이수) 교류학생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 23조 (취득학점 범위) 교류학생이 본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는 소속대학의
규정에 따르며, 정규학기에는 15학점까지, 계절제수업은 4학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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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수강신청 및 변경) 수강신청 및 변경은 본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25조 (수학취소) 본교의 학점교환 수학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학에 "교류학생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26조 (성적처리) 성적은 본교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속대학에 통보한다.
제 27조 (등록금 및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고, 계절제수업 수강료
는 수강할 과목에 따라 수강신청 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제 28조 (시설물의 이용) 교류학생은 본교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 29조 (학칙 준수) 교환학생은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교의 학칙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학생교류 정원 조정
제 30조 (정원 조정) 본교와 수학대학은 수학한 학생의 총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상호 협
의하여 학생교류 정원의 수를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29일부터 실시한다.

1-6.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8조에 의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학생(exchange student)”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
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강의수강 및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
생을 말한다.
2. “해외학점인정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선발하는 경우 이외에
자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정규과정 또는
대학부설 어학기관에서 수학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사회
봉사기관 또는 NGO 등에서 교육 및 실습을 이수하고 본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
정받은 학생 등을 지칭한다.
제 3 조 (등록 및 수업연한 등) ① 교류학생은 파견기간동안 본 대학교에 등록하여 재학
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교류학생이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정규등록 하는 학기는 본 대학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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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정한 수업연한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③ 교류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
(제경비 및 장학금 등) ① 교류학생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
하여 지정된 파견기간동안 수학하는 대학의 수업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
다.
② 해외학점인정학생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업료 및 생활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과정의 이수) ①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고
자 하는 모든 해외학점인정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외국대학 어학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은 이 규정의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수학신청의 취소) ①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수학
신청 취소원을 본교 대외협력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었다가 취소된 학생에 대하여 대외협력처장은 대학교
학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학점인정 기준) ①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영문명을 학적부에 기재한다.
②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본 대학의 전공 및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 과
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학과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③ 교과목별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본 대학교와 학점체계가 다를 경우 해당 학과에서 협의하여 별도
로 정한다.
④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ass, D이상,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정규학기는 학기당 최대 21학점까지, 계절학기는 최대 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 외국대학 부설 어학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업시간 30시간당 1학점으로 환
산하여 해당언어 지정과목으로 최대 4학점까지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⑦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해외학점인정학생에게는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점인정 절차)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
류학생 및 해외학점인정학생은 수학 대학 학기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의 심의를 받은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1. 외국대학취득학점인정청원서 [별지 제6호 서식]
2.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영문 증명서 포함)
3. 성적평가 체계 및 과목 개요서(영문)
② 해당학과에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교학처
에 제출한다.
③ 교학처에서는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중대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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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학과에 반송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적부에 성적을 입력한 이후로는 인정 학점의 수정 또는 추가 인정을 할 수
없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이라한다) 제50조의 규정
에 따른 학생징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징계의 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등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
2. 각종시험 등 학업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학생
3.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한 학생
4.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5. 학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학생
6. 불법행사를 개최하거나 허가 없이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학생
7. 학교건물에 무단히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학생
8. 학교 또는 학교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9. 학교 기물의 손괴, 학교재산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반출 등의 행위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학생
10. 학내에서 폭언을 포함한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를 한 학생
11. 학내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한 학생
12. 음주, 흡연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제 3 조 (징계권의 위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징계에 관
한 사항을 학사부서(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2. 기타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사부서(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형평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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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사부서(원)장에게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
⋅의결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조 (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사위원회가 징계위원
회의 업무를 수행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사부서(원)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며,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별표 제5호 서식) 기타 서류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조 (의결기한) ① 징계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서(별표 제1호 서식) 또는 청원서 등의
징계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에 관한 의
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퇴학(제적)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의 의결은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생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하되, 징계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6 조 (징계대상 혐의의 조사 및 고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이 제2조의 규정이 정
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조
사할 수 있다.
7 조 (징계의 내용) 학칙 제50조 제1항 1호에 따라 징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근신 : 30시간 이상의 교내외 근로봉사와 반성문 제출
2. 유기정학(1) : 6개월 이내의 학생자격 정지
3. 유기정학(2) :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학생자격 정지
4. 무기정학 : 12개월 이상의 학생자격 정지
5. 퇴학(제적) : 일체의 학생자격 박탈
8 조 (징계의 기준) ① 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
학, 무기정학, 퇴학(제적) 중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학생이 각종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한다.
1. 근신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려고 시도하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어긴 경우
2. 유기정학 : 부정행위를 하다가 감독자에게 적발되거나 이에 준하는 부정행
위의 증거가 있는 경우
3. 무기정학 : 대리시험을 의뢰하였거나 대리시험을 행한 경우, 기타 타인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퇴학(제적) : 부정행위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정도가 학생의 본분에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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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학생이 재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한다.
제 9 조 (징계결정 및 징계내용 결정의 투표방법) ① 징계 결정의 투표방법은 징계를 할
것인지를 먼저 투표한 후 징계 내용 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는 거수로 한다.
② ‘징계결정’과 ‘징계내용’을 결정하고자 할 때 투표를 하였을 때 찬성이 출석위
원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징계결정’의 경우 찬성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2. 징계를 하기로 결정한 후 ‘징계내용’을 결정할 때 동일한 ‘징계내용’의 찬성
이 3분의 2가되지 않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징계내용’을 재론 후
1회 재투표 한다.
3. 재투표를 하여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를 하
고자 하는 ‘징계내용’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의 절차
제 10조 (신고의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교‧직원은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징계발의) ① 신고를 받은 교학실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사
부서(원)장에게 징계를 발의하여야 한다.
1. 사건경위서 또는 시험부정행위자 신고서
2. 본인의 진술서
3. 학과장의 의견서
② 휴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학생이 복학한 후에 징계한다.
제 12조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학사부서(원)장은 당해 학생의 시험부정행위를 포함한
징계사건을 관할 한다.
제 13조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 ① 학사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징계제청의 의결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추후 교수회의에 보고한다.
제 14조 (청문 등) ① 학사위원회는 당해 학생의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대상학
생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학생이 해당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거나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 대상학생의 진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학생이 진술이나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진술서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과장의 경위보고서나 확인서로 학생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징계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제 15조 (징계학생에 대한 학사처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학사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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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징계대상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의 경우 학사부서(원)장은 징계확정 사실을 해당학과
목 담당교원에게 통보하고, 유기정학(1)의 경우 피징계자의 당해학기 전과목의
성적을 무효처리하고 등록금을 미반환한다. 유기정학(2) 이상의 경우 피징계자의
당해학기 전과목의 성적을 무효처리하고 등록금을 미반환하며, 다음 학기 학생자
격을 정지한다.
③ 징계내용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④ 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을 한다.
다만 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제한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다.
1. 장학금수혜자격의 박탈
2. 각종학생 공직 취임자격의 박탈
3. 조기졸업 자격의 박탈
4. 교환학생 지원자격의 박탈
5. 각종 추천의 제한
16조 (무기정학의 해제절차) 무기정학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
17조 (기물손괴 등에 대한 배상청구) ① 총장은 학교기물을 손괴하거나, 학교재산의
부당사용 및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그 손
해액에 상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조 (징계의 재심청구)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위원회에
이미 정하여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징계처분 후 징계 결정을 번복할만한 중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② 징계처분의 통지를 받은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
에게 재심의․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후 1년 이내에 재심
의․의결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진
행한다.
19조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누설의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
2.
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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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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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호 서식]
학생징계의결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과 정

주민등록번호

-

학 년

학 과

학 번

(학기)

주 소

연락처

징
계
사
유

징계의
양정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징계의뢰자(기관)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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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정

-

학 년
(학기)

학 과

주 소

학 번
연락처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회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부위원회 위원장
귀

직인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정

-

학 년
(학기)

학 과

주 소

학 번
연락처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부위원회 위원장

명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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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호 서식]
학 생 징 계 의 결 서
성 명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과 정

주민등록번호

-

학 년
(학기)

학 번

학 과

주 소

연락처

의결주문
이

유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부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표 제4호 서식]
학생징계처분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 정

-

학 년
(학기)

학 과

처분내용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귀

하

일
직인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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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서식]

제

회 (

)위원회의

회의안건
회의자료
일

①

②

시

20

.

.

.

장

소

서

명

참 석 자
직위

성

명

서 명

직위

성 명

직위

위원장

위 원

위 원

서 기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및 결의사항
1.

* 징계의 경우 ‘회의내용 및 결의사항’란에 발언요지와 투표(찬/반)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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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자격 검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수기준)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의한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이
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학점인정) 교직과목은 「학칙」으로 정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 4 조 (교육실습 및 평가) ① 교육실습(교육봉사활동 포함)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학과장에게 교육실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습에 대한 성적은 실습담당 교원이 부여하되, 실습기관장의 실습평가결
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①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
생은 소정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학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별표 1의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입학년도

이수기준

성적 기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없음
- 교직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졸업전체 평균성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75/100점(평균평점 2.0)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2015학년도 이후
-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상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평균평점 2.0)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평균평점 2.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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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적격판정 2회 이
상을 하여야 한다.
제 7 조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양성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 교원자격검정기준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일 부터 실시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 부터 실시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3월 1일 부터 실시한다. [제5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수정, 제
6조(교직적성및인성검사) 신설]

[별표 1] / 입학연도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표시과목
종교 Religion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종교교육론(3), 종교학개론(3), 종교철학(3), 종교사회학(3),
종교심리학(3), 종교사(3), 종교와과학(3)

2. 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교 과 목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
기독교교육교수방법의이론
과실제 (2)→ 기독교교육교
수방법의이론과실제(3)→
기독교교육교수방법(3)
논리와논술(2)

기 본 교 수 요 목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
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3. 교직이론영역 : 1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학개론(2)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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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육심리(2)
교육사회(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기 본 교 수 요 목
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의 방법, 특히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
점적으로 다룬다.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 한다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관계에 중점을 둔다.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4. 교직소양 영역 : 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독교특수교육(2)
교사와 교직(2)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기 본 교 수 요 목
‧특수아동의 이해(특수교육학 개론에 해당되는 과목)
‧교직소양에 관한 과목(예: 인간에 대한 이해, 교직윤리와 복무, 사
회변화와 교육, 교육법,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생활지도, 교직실무)
‧예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역어서 교과과정을 편성하되 주제별로 현
장실무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5. 교육실습 영역 : 4학점 이상
교 과 목
교육실습(2)
→학교현장실습(2)
기독교교육실습(2)
→교육봉사활동(2)

기 본 교 수 요 목
‧운영형태: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
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의 보조교사, 부진아 학
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
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Ⅱ. 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기본이수과목 : 21학점 이상(7과목)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종교 Religion

종교교육론(3), 종교학개론(3), 종교철학(3), 종교사회학(3), 종교심리
학(3), 종교사(3), 종교와과학(3)

2. 교과교육영역 : 8학점 이상
교 과 목
교과교육론(2)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2)

기 본 교 수 요 목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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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목
기독교교육교수방법의이론
과실제(2)→기독교교육교수
방법의이론과실제(3)
논리와논술(2)

127

기 본 교 수 요 목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
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3. 교직이론 영역 : 1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학개론(2)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
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2)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2)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의 방법, 특히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 한다

교육심리(2)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사회(2)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관계에 중점을 둔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
점을
둔다.

4. 교직소양 영역 : 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독교특수교육(2)
교사와 교직(2)

기 본 교 수 요 목
‧특수아동의 이해(특수교육학 개론에 해당되는 과목)
‧교직소양에 관한 과목(예: 인간에 대한 이해, 교직윤리와 복무, 사
회변화와 교육, 교육법,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생활지도, 교직실무)
‧예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역어서 교과과정을 편성하되 주제별로 현
장실무자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5. 교육실습 영역 : 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실습(2)
→학교현장실습(2)

‧운영형태: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
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 병행 가능

기독교교육실습(2)
→교육봉사활동(2)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의 보조교사, 부진아 학
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
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
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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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1. 기본이수과목 : 15학점 이상
표시과목
종교 Religion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종교사

2. 교과교육영역 : 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3. 교직이론 영역 : 14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
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의 방법, 특히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
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 한다

교육심리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관계에 중점을 둔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
을 둔다.

4. 교육실습 영역 : 2학점 이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운영형태: 참관실습, 실무실습, 수업실습
※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
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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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및 자격)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학업이 중단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망자 포함)에게 수여한다.
1.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
3. 기타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 3 조 (졸업학과(전공)) 명예졸업 학과(전공)는 명예졸업 대상자의 재적 당시 학과(전
공)로 한다.
제 4 조 (수여절차) 명예졸업 수여는 해당 학과(전공)의 학과(전공)장이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하여 명예졸업 대상자를 추천하여 각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수회의
의 결의에 의하여 총장이 명예졸업 증서(별지 제2호 서식)를 수여한다.
제 5 조 (수여시기) 명예졸업 증서는 매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한다.
제 6 조 (졸업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
각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대우) 명예졸업자는 본교 정규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제 8 조 (명예졸업자의 관리) ① 명예졸업자의 학적부 비고란에 명예졸업증서 수여근거와
‘명예졸업’ 표시 및 수여번호를 기록하며 기존의 학적부 내용은 변경 또는 수정
하지 않는다.
②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등록 및 제증명서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소관부서)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은 각 학사부서가 주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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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

명예졸업대상자추천서

과정 :

성명 :

학과(전공) :

생년월일 :

년

사진

학번 :

월

일

본 대학교 명예졸업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위 사람을 명예졸업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붙임서류 : 1. 이력서 1부
2. 공적사항 1부
3. 호적초본 1부

년

추천자 :

월

일

학과(전공)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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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

명예학(석 )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성 명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전공(학과)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 ○○○○ 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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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실기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부실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시행규칙은 부실기 운영 제도에 적용한다.
제 3 조 (이수과목) ① 필수 부실기는 1, 2, 3, 4이다,
② 성악, 지휘 전공자는 필수 부실기로 피아노를 4학기 이수해야 한다. 단 피아
노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 다른 전공(성악, 지휘, 작곡, 오르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피아노전공생은 필수 부실기로 성악 2학기, 오르간 2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제 4 조 (수강신청) ① 필수 부실기는 1, 2학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선택 부실기는 9, 10, 11, 12중에서 할 수 있다.
③ 필수 부실기는 학기별로 한 과목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학년별 학기에 해당하
는 코드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수강료) ① 필수 부실기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② 선택 부실기와 재수강에 의한 필수 부실기는 일정액의 실기료를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실기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삭제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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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부전공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라 부전공과정을 수강 이수하는데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칙 제9장, 학칙시행세칙 제5장 부전공 제도에 대해 적용
한다.
제 3 조 (이수신청 및 선정)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년말에 지정된 기간
중 부전공신청서를 부전공하고자하는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전공하고자하는 학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부전공신청을 받은 학과에서는 접수한 부전공신청서를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판정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 4 조 (이수학점) ①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 신청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에서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01학년도 이전 신청자는 21학점
이상 신청하면 된다.
② 부전공 개설학과의 학과장은 부전공지원자에게 필요에 따라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할 수 없다(전공과목을 우선
으로 한다).
④ 교회음악학과 부전공신청자는 다음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1. 부전공 실기수업 6학기
2. 필수선택과목 4과목
3. 전공별클래스수업 6학기 중 2학기
제 5 조 (학점신청) ①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신청학기부터 부전공신청학과의 과목을
년간 9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
② 부전공 수강신청으로 인하여 초과된 학점은 최대 24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신
청 할 수 있다.
제 6 조 (수강제한조치)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이 어느 특정학과에 집중적으로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능력 등을 참작하여 부전공 신청을 받은 학과에
서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조 (실습비) 실기료를 요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실기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수인정) 부전공 학점이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졸업증명서에 표기한다.
제 9 조 (결격자처리) 부전공 신청자가 졸업학기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이
미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처리하고 부전공 이수자격을 취소한다. 다만, 본
인의 원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하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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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교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 부터 실시한다.

1-12. 수강신청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라 수강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내규는 학칙 제7장 제36조와 시행세칙 제4장의 교육과정 및 학점
이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절차) 수강신청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매학기 개강 전에 교학실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 4 조 (이수교과목) 이수 교과목은 교양과목(필수, 선택)과 전공과목(필수, 선택)으로 구
성한다.
제 5 조 (학점이수) ① 매 학기당 1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1학점을 초
과할 수 없다. 단 7학기에는 최저 15학점, 최종학기(8학기)는 최저 12학점이상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수강에 의한 전공실기와 필수 부실기는 일정액의 실기료를 정하는 바에 따
라 납부해야 한다.
③ 전 학기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사람과 편입생, 조기졸업신청자, 부전공자는
24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사람은 15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제 6 조 (신청교과목무효처리) 학점을 초과 신청하였거나,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교양선택과목, 전공선택과목, 교양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순으로 무효 처리한다.
제 7 조 (수강포기)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포기기간 중에
교과목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 교학실에 수강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강포기 허락은 최저개설기준인원을 초과하여 허락할 수 없다.
② 수강포기는 4주 이내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수강포기는 최저학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④ 수강 포기한 과목은 삭제하지 않고 성적 란에 Withdrawal의 약자로 "W"를
표기한다.
⑤ 실기과목(부실기포함)은 수강포기과목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복학 및 재수강) ① 교양필수에서 교양선택으로 변경된 과목은 현재 교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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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에 의한다,
② 구 교육과정에서 전공필수 과목이 "F"이면 현재 교육과정의 학점이 같은 전
공필수 대체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대체과목이 없거나 폐지된 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③ 재수강과목은 수강신청 시 재수강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④ 교회음악학과의 전공실기에 대한 재수강은 전공실기와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다.
9 조 (수강신청자료 보관) 수강신청 자료는 10년간 보존한다.
10조 (신교육과정 적용) ① 개정된 교육과정은 개정 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편입생은
동일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구 교육과정에 의해 개설된 교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구 교육과정을 적용 받는다.
②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필수과목 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육과정이 변경되어도 미 취득한 필수과목과 지정된 필수 대체과목은 반드
시 이수하여야 한다.
2. 미 취득 필수과목이 폐강 또는 선택과목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
아도 된다.
③ 한 학기에 개설된 필수과목이 두 학기에 걸쳐 개설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
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두 학기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
다.
④ 두 학기에 걸쳐 개설된 필수과목이 한 학기만 개설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
우, 한 학기 교과목만 이수하였으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두 학기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으면 변경된 한 학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이미 취득한 필수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개설되는 경우, 이를 이수하지 않아
도 된다.
⑥ 휴학 또는 제적 이전에 당해년도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
우, 복학 또는 재입학 학기 이전에 추가로 개설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
지 않아도 된다.
11조 (폐강과목) 개설된 교과목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강될 때에는 지정된 변경기간 내에 변경 절차를 마쳐야 한다.
12조 (편입학생의 수강신청) ① 편입학한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칙｣ 제
35조에 따른다.
② 편입생의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공학과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
한 경우는 학과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③ 편입생은 편입학년도 학년, 학과,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청 한다.
④ 앞의 “③” 항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하되 편입학년도 이전의 교육과정에 개설
되어 있는 전공필수(교직과목, 필선과목 포함)는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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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칙은
개정규칙은
개정규칙은
개정규칙은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3. 재수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재수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수강) ① 미 취득한(F학점) 필수과목(교양필수, 전공필수, 선택필수)면 재수강
하여야 하며, 선택과목일 때는 이를 재수강하거나 또는 다른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단, 교회음악학과의 전공실기에 대한 재수강은 전공실기와 중복하여 수
강할 수 없다.
② 재수강 인정조건
1. C+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성적상승을 위한 재수강 과목과 낙제된 과
목으로 학수번호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으로 한다.
2. F학점 과목이 폐강된 경우
가. 동일과목 이수 : 재수강으로 인정(학수코드가 다를 경우)
나. 대체과목 이수 : 재수강으로 인정(학수코드가 다를 경우)
3. 신학대학원 수강 인정과목
가. 수강조건 : 7학기, 8학기 재학생 중 재수강 과목이 대학부에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나. 수강 인정과목
분 야

대학개설과목

학점

구약학

구약학개관

신약학

신약연구개론
교회사개관

3

역사신학

조직신학

신학대학원 인정과목

학점

3

구약학개관

3

3

신약연구개론

3

세계교회사

3

종교사

3

조직신학개론(종교학)

3

종교학개론

3

비 고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신학과

조직신학개론

3

종교학(신학개론)

3

기독교와문화

기독교윤리학

3

기독교윤리학

3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

3

기독교교육

3

기교과(신교과)
기교과(구교과)

제 3 조 (신청절차) ① 수강신청을 위한 소정의 기간 중에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 시 재수강 과목은 반드시 재수강란을 클릭하여 Y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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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수코드가 다른 대체과목 및 인정과목의 경우 수업담당부서의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한다.
제 4 조 (재수강과목 성적처리) ① 전조에 정한 과목 중 취득학점이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대에는 이미 받은 성적은 “재”로 변경되고 재수
강 성적을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된다.
② 같은 교과목이 여러번 “F”인 경우 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
을 때에는 최초의 “F”만 “재”로 변경되고 그 후에 취득한 “F”는 그대로 남는다.
③ “C+”이하를 재수강하여 “재”로 표기된 학기의 평점평균은 재수강과목을 빼
고 다시 산출한다.
④ 재수강하여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A-”이하로 한다.
⑤ “C+”이하인 교과목을 재수강한 성적이 먼저 취득한 성적보다 낮을 경우 먼
저 취득한 성적은“재”로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실제로 취득한 학기에 기록
된다.
제 5 조 (적용) 재수강으로 인하여 학점이 삭제되어도 재수강 신청 이전 해당학기에 받은
성적에 대한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 6 조 (수강료) 재수강에 의한 전공실기와 필수부실기는 일정액의 실기료를 정하는 바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4. 재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학칙 제18조에 따라 재입학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입학심의) 재입학에 관한 주요 사항은 대학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3 조 (지원자격) ① 제적 또는 자퇴한 사람은 학칙시행세칙 제73조에 의거 제적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사람 및 교회음악학과 학생 중 2학기 이내에 제적된(자
퇴포함) 사람은 학칙시행세칙 제73조에 의거 제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타교에 입학한 사람(4호), 재학연한 만료로 제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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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사람(5항),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7호), 47조에 의거하여
학사경고를 통산 3회 이상 받은 사람(2항) 등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청) 재입학 희망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과장을 경유
하여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입학원서 1부
2. 담임목사추천서 1부
3. 재적 및 성적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5. 학업동기서 1부
6. 서약서 1부
7. 학과장추천소견서
(허가) ① 재입학은 해당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부위원회의 심의 후 적격
자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락한다.
② 재입학 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재입학 지원자가 여석보다 많을 경우 제적일자가 오래된 사람부터 먼저 재입
학을 허가한다.
④ 8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제적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졸업 잔여학점을
취득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타당한 사유가 있
을 경우 재학기간 초과 허용 여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재입학금과 해당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을 허락 받은 사람은 등록 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수사항) 재입학자는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1.
2.
3.
4.

이
이
이
이

칙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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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라 조기졸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칙 제2장 조기졸업 제도에 대해 적용한다.
제 3 조 (대상) ① 4학기 전체 취득 성적의 평균평점이 3.7 이상인 사람은 조기졸업을 신
청할 수 있다.
②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재학 기간의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3.7 이상인 사람은
학기를 2학기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제 3 조 (이수신청) ①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초, 지정된 기간(수
강신청변경기간)에 조기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해당 학기 초에 조기졸업이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 4 조 (준용) ① 조기졸업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졸업요건에 준
한다.
② 조기졸업자는 학적부에 조기졸업자로 기재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1-16. 특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특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시행규칙은 학기 중 개설교과목에 대한 특강 요청 시 적용한다.
제 3 조 (신청절차) ① 교원별로 1년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특강신청서는 특강일 2주전에 교학실에 제출하여 대학교학처장의 허락을 얻
어야 한다.
③ 특강신청은 전임교원 교과목만 허용한다.
제 4 조 (강사자격) ① 교과목과 관련된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본 교단의 신학노선
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조 (강사료) 특강에 따른 강사료는 제경비 지침의 특강강사료 기준에 따른다. 단, 교
내 교원의 경우는 초과강의료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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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2. ①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3조(신청절차)에 관련된 내용 수정
3. ①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3조(신청절차)에 관련된 내용 수정
4. ①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실시한다.
② 제5조(강사료)에 관련된 내용 수정

1-17. 팀 수업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처리 규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팀 수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팀 수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업 : 두 명 이상의 교원이 동일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간에 수
업의 주요 부분을 협동적으로 계획하고 교수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팀 분할수업 : 두 명 이상의 교원이 동일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시간을 나누어
수업을 하며, 한 명의 책임교원이 수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분할수업 : 두 명 이상의 교원이 동일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책임교원 없이 시
간을 나누어 수업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 (신청) ① 팀 수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팀 수업 개설 신청서’(별표1)를 작성
하여 매 학기 개설 교과목 선정 시 교과목 책임교원이 해당 학과장(영역의 장)의
동의를 얻어 처(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단, 이미 제2조에 속하여 정해진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팀 수업을 신청할 때에는 수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시수인정 및 강사료 계산방법) 팀 수업 과목의 수업시수 및 강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인정한다.
1. 공동수업의 시수는 모두 인정하며 책임시수에 포함한다.
2. 팀 분할수업 책임교원은 학기의 반을 인정하고, 담당교원은 담당한 시수만 인
정한다. 단, 책임교원이 2/3 이상을 주도하거나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체 학
점을 인정하기로 한다.
3. 분할수업을 담당한 교원은 담당한 시수만 인정한다.
4. 세 명이하의 교원이 참여하는 팀 분할수업과 분할수업에서 책임시수는 담당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Ⅴ. 대학 학칙 및 교육과정

141

5. 전임교원의 강사료는 초과강사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시간강사는 시간강사
료를 기준으로 담당한 수업시수만큼 지급한다.
제 5 조 (학점 수 인정) ① 모든 팀 수업의 학점 수는 교과목에 대한 학점 수를 그대로
인정한다.
② 시간강사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실제 수업에 참여한 팀 수업 기간, 횟수 및 팀
수업 과목이라는 것을 별도로 표시한다.
제 6 조 (제한) ① 모든 팀 수업은 교원별로 학기 당 한 과목에만 참여할 수 있다.
② 모든 팀 수업 과목은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기타) 본 처리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처(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칙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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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편입학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규칙은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
정하여 편입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규칙은 3학년 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재학년한) 편입학생의 재학년한은 4년(8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조 (수강신청) ① 편입학생은 편입학년도 학년, 학과, 학기 교육과정에 따라 수강신
청 한다.
② 위 1항에 의거하여 수강신청 하되 편입학년도 이전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필수(교직과목 포함)는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의 전공필수과목과 동일한 경우는 학
과장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④ 편입생은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 5 조 (학점인정 및 절차) ① 3학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의 필수과목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절차는 학생정보서비스의 필수과목학점인정신청란을 통하여 신청해
야 한다.
③ 전적대학의 성적이 "D"(본대학교 기준)이하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제 6 조 (학사운영) 편입학생은 부전공,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제 7 조 (학점이수) ① 해당학과의 전공필수(교직, 필선포함)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하며,
교회음악학과는 전공실기, 연주실습 4학기, 합창 3학기, 부실기 4학기를 이수해
야 한다.
② 경건실천은 4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칙의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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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교과과정표
교양과목
구분 학년 영역

1-4
1
1-4
교필

1
1
2
2-4
1

2

3

1
2
3
4

1

1학기
교과번호
CPT1011
CPT1171
CPT1051
CPT1071
CGE3082
CGE3084
CGE3086
CGE3088
CGE1024
COT1053
CNT0125
CGE0057
CGE0056
CGE0014
CGE0013
CGE0472
CGE2032
CGE2052
CGE2072
CGE1897
CGE1893
CGE1899
CGE3091
CGE1381
CPT6131
CCE1680

교선
1-4

2

CGE1033
CGE1633
CGE1665
CGE1085

교과목명
경건실천1
경건실천3
경건실천5
경건실천7
대학생활1
대학생활3
대학생활5
대학생활7
철학입문(신,기)
구약성경1(기,교)
신약성경1(기,교)

2학기

학점 시간 교과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0/P
- CPT1021 경건실천2
0/P 0/P
- CPT1041 경건실천4
0/P 0/P
- CPT1061 경건실천6
0/P 0/P
- CPT1181 경건실천8
0/P 0/P 1 CGE3083 대학생활2
0/P 1
0/P 1 CGE3085 대학생활4
0/P 1
0/P 1 CGE3087 대학생활6
0/P 1
0/P 1 CGE3089 대학생활8
0/P 1
3
3 CGE1024 철학입문(교)
3
3
2
2
2
2
CGE1112 글쓰기,발표,토론(신,교)
3
3
독어1(신,기) 교음과는 3
4 CGE0066 독어2(신,기) 교음과는
3
4
독어1(교)
영어1,
2
2 CGE0065 독어2(교)
영어2,
2
2
영어1(신,기) 독어1중
3
4 CGE0024 영어2(신,기) 독어2중
3
4
영어1(교)
택일
2
2 CGE0021 영어2(교)
택일
2
2
예배성가대1
1/P 2 CGE2022 예배성가대2
1/P 2
예배성가대3
1/P 2 CGE2042 예배성가대4
1/P 2
예배성가대5
1/P 2 CGE2062 예배성가대6
1/P 2
예배성가대7
1/P 2 CGE2082 예배성가대8
1/P 2
생활체육1(탁구)
1/P 2 CGE1898 생활체육2(탁구)
1/P 2
생활체육1(테니스)
1/P 2 CGE1883 생활체육2(테니스)
1/P 2
생활체육1(필라테스)
1/P 2 CGE1900 생활체육2(필라테스)
1/P 2
CGE1895 생활체육2(호신술)
1/P 2
경배와찬양1(신,기)
2
2 CGE3092 경배와찬양2(신,기)
2
2
기독교와문학
3
3 CGE3001 교양음악
2
2
청소년위기와상담
3
3 CCE2031 기독교와성
3
3
예술학개론 [홀]
2
2 CPT2261 영성훈련
2/P 2
CGE1241 종교미술 [홀]
2
2
CGE3052 연극의이해 [짝]
3
3
서양철학사1
3
3 CGE1873 고전의이해
3
3
신학과상황
3
3 COT1054 구약성경2(기,교)
2
2
신학서론(기,교)
2
2 CGE1273 기독교와한국사상
3
3
현대과학의쟁점들 [짝] 3
3 CGE1043 서양철학사2
3
3
CNT0126 신약성경2(기,교)
2
2
CGE1053 심리학입문 [홀]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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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구분 학년 영역
2-4

3

교선

1-4

4

5

◆
◆
◆
◆
◆

제 1영역
제 2영역
제 3영역
제 4영역
제 5영역

:
:
:
:
:

교과번호
CGE0072
CGE1283
CGE1142
CGE1182
CGE1155
CGE1145
CGE1374
CGE0397
CGE1401
CGE2185
CGE1262
CMT5121
CGE1444
CGE3021
CGE1064
CGE3042
CGE1261
CGE0111
CGE1066

1학기
교과목명

2학기
학점 시간 교과번호
교과목명
독어3
3
3 CGE0082 독어4
영어청취1
2
2 CGE1284 영어청취2
영어회화1(초급)
2
3 CGE1152 영어회화2(초급)
영어회화1(중급)
2
3 CGE1192 영어회화2(중급)
English Writing 1
3
3 CGE1156 English Writing 2
Reading the English Bible 3
3 CGE0034 시사영어
불어1 [홀]
2
2 CGE1375 불어2 [홀]
중국어1 [짝]
2
2 CGE0398 중국어2 [짝]
기독교와현대문화
3
3 CGE1603 기독교와미디어
정보와컴퓨터
2
2 CGE1391 여성학 [짝]
종교와과학
2
2 CGE1331 인간과환경 [짝]
문화인류학 [홀]
3
3
기독교와동양사상
3
3 CGE3071 기독교사회봉사
사회봉사실습
2/P 2 CGE1604 기독교와경제
사회학산책 [홀]
3
3 CGE3021 사회봉사실습
통일과북한이해 [홀]
3
3 CGE1220 종교학산책
종교와정치 [짝]
2
2 CGE1993 기독교와법률 [홀]
한국사 [짝]
2
2
현대사회와리더십 [짝]
3
3

학점
3
2
2
2
3
2
2
2
3
3
3

시간
3
2
3
3
3
2
2
2
3
3
3

3
3
2/P
3
2

3
3
2
3
2

전인적 인격도야 영역
기초학문과 전공의 기초 영역
언어영역
21세기 교과 영역
도덕 , 역사의식, 세계관 형성의 영역

[홀] 홀수년도 개설

/

[짝] 짝수년도 개설

신학과
구분 학년

전필

교과번호
COT1055
1
CST1201
2 COT0131
CNT1011
3
4

전선

1학기
교과목명
구약성경1
신학입문
구약학개관
신약연구개론

CCE1145 기독교윤리학
CPT0011 실천신학서론

1 CME0292 찬송가학

학점 시간 비 고 교과번호
3 3
CNT0123
3 3 팀티칭
3 3
CST1011
3 3
CHT1321
CCE0181
3 3
3 3 팀티칭
2

2

2학기
교과목명
신약성경1
조직신학개론
교회사개관
기독교교육

COT1057 구약성경2

학점 시간 비 고
3 3
3
3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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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구분 학년
2

1학기
교과번호
교과목명
CNT0127 신약성경2

2-4
3-4 CCC1201
CNT1101
COT1166
CHT1181
CHT1504
CME2491
CME1271
CST1111
CCE1182
CMT5041
COT1363

학점 시간 비 고 교과번호
3 3
COT1203
COT0121
CST1201
종교사회학
3 3
CCE1022
공관복음
3 3
CGT0051
구약원전강독1
3 3
CHT1441
기독교사상사
3 3
CME1291
기독교사회운동사
3 3
COT1392
기초성악
2 2
COT1167
기초지휘법
2 2
CPT1115
바르트신학
3 3
CME2491
사회복지와선교
3 3
CNT1143
선교학개론
3 3
CNT1151
성문서1(시가서,지혜서) 3
3
CNT1111

CGT0021 성서배경사

2학기
교과목명
성서지리
이스라엘역사
신학입문
종교심리학
21세기교회리더십
개혁교회역사와전통
교회음악개론
구약성서연구방법론
구약원전강독2
기독교예배학입문
기초성악
누가복음ㆍ사도행전
바울서신
산상보훈
선교ㆍ문화ㆍ커뮤니케
이션
성경과역사
성문서2(묵시서,역사서)
신론특강
신약과상황
신약원전강독2
신학과인접학문
신학원서강독2(독어)
신학원서강독2(영어)

3

3

CGT0041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HT1071
COT1373
CST1181
CNT1321
CNT0062
CGT0061
CST0162
CST0122

3

3

CHT1201 에큐메니칼운동사

3
3
3

3
3
3

CST1151 현대신학개관

3

3

COT1321 히브리어

4

4

CGT0011
CNT0061
CGT0031
CST1241
1-4
CST0153
CST0112
CCE2051
COT1113
COT1413
CHT1062
CCE1313
CHT1302

CMT5091
신대
CMT5071
원 1-4
CST1292
개설
CMT5201

성서와윤리
신약원전강독1
신학과교회
신학과영성
신학원서강독1(독어)
신학원서강독1(영어)
영화로읽는현대문화
예언서1(전기예언서)
율법서1
(창세기,출애굽기)
종교개혁과사회변화
청소년설교론
한국교회사

견습선교사실습1
3
선교현장연구와실습1 3/P
라틴어1
3
선교인력개발
3

3
3
3
3

학점 시간 비 고
3 3
3 3
3 3 팀티칭
3 3
3 3
3 3
2 2
3 3
3 3
3 3
2 2
3 3
3 3
3 3 사이버
3

3 팀티칭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CME1172 예배와음악
2
사이버 COT1222 예언서2(후기예언서)
3
CNT1131 요한복음
3
율법서2
COT1104
3
(레위기,민수기,신명기)
CST1131 최근신학특강
3
CNT1271 헬라어
4
CST1123 현대개혁신학
3
CPT6031 긍정과행복의심리학
3
CPT6021 영화이야기와상담
3
CMT5101 견습선교사실습2
3
CMT5081 선교현장연구와실습2 3/P
CST1293 라틴어2
3

2
3
3
3
3
4
3
3
3
3
3
3

[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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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과
1학기
교과번호
교과목명
1 CCE0452 종교와과학
CCE2041 종교교육론
2

2학기
학점 시간 비고 교과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3 3
CCE1011 기독교교육학개론
3 3
3 3
CCE0021 성장발달론
3 3
CCE1203 종교사회학
3 3
CST1016 종교학개론
3 3
전필
CCE0054 기독교교육교수방법
3 3 교육 CCE0121 기독교교육사상사2
3 3
3 CCE0111 기독교교육사상사1
3 3
CCE1307 기독교교육학방법론
3 3
CHT1318 종교사
3 3
CCE1663 종교철학
3 3
CCE0141 기독교교육세미나
3 3
CCE0131 기독교교육과정
3 3
4
CCE1022 종교심리학
3 3
필선 1-4 CCE1232 기독교교육영어원서강독1 3 3
CCE1242 기독교교육영어원서강독2 3 3 택1
CTE0191 교사와교직
2 2 소양 CTE1051 교육심리
2 2 이론
1
CTE0011 교육학개론
2 2 이론 CTE0622 논리와논술
2 2 교육
CTE1021 교육사회
2 2 이론 CTE004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이론
CTE1031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이론 CTE007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이론
2
교직
CTE0037 기독교특수교육
2 2 소양 CTE2003 교육봉사활동
2/P 2 실습
CTE012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2 2 소양
CTE0081 교과교육론
2 2 교육 CTE0091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 2 교육
3
CTE005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2 이론
4 CTE1103 학교현장실습
2 2 실습
2 CCE0251 유아아동교육
3 3
2-4
CCE0101 상담학
3 3
3 CCE1141 기독교윤리
3 3
CCE0015 기독교가정교육
3 3
사이버
3-4 CCE1191 현대기독교교육사상
3 3
CCE0016 기독교대안교육론
3 3
강의
CCE1062 기독교교육과영화
3 3
CCE1102 공동체훈련
2 2
CCE1185
기독교다문화교육
3
3
COT1381
구약특강
3 3
전선
CCE1531 레크레이션
2 2
CCE1195 기독교인권교육
3 3
CCE1172 말씀과묵상
2/P 2
CCE1053 멀티미디어와시청각교육 2 2
1-4
CCE1182 사회복지와선교
3 3
CCE1151 성서교육방법
2 2
CCE0161 청소년교육
3 3
CCE0171 성인교육
3 3
CCE1071 학습활동Workshop
2 2
CNT0161 신약특강
3 3
CCE1683 현대사회와심리학
3 3
CCE1171 예배와교육
2 2
CMT5091 견습선교사실습1
3 3
CMT5101 견습선교사실습2
3 3
CMT5071
선교현장연구와실습1
3/P
3
CMT5081
선교현장연구와실습2
3/P
3
신대
3 3
CST1293 라틴어2
3 3
원 1-4 CST1292 라틴어1
개설
CMT5201 선교인력개발
3 3
COT1014 성지답사연구
3/P 3
구분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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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이수기준

성적기준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평균평점 2.0)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평균평점 2.4) 이상

교회음악학과
구분 학년
1-4
1-4
1-4
1-2
전필

1

2
3
필선 1-4

전선
(전공별
공통)

교과번호
CME****
CME****
CME****
CME****
CME0391
CME0171
CME0211
CME0263
CME0411
CME0191
CME0241
CME1291
CME1321
CME1231
CME3095
CME2893
CME****
CME****
CME****
CCE1182
CME0283
CME1203
CME3092
CME1172
CME1081
CME1181
CME1011
CME1402
CME2401
CME2971
CME1073

1학기
교과목명
전공실기1,3,5,7
합창1,3,5
연주실습1,3,5,7
부실기1,3
시창1
청음1
화성학1
서양음악사1
시창3
청음3
대위법1
교회음악개론
영어원서강독
건반화성1
경배와찬양1
경배와찬양피아노반주법1
고급합창1,3,5,7
반주법1,3,5,7
부실기5,7,9,11
사회복지와선교
서양음악사3
악기론
연주합창1
예배와음악
음악분석1
지휘법1
지휘법의이론과기초1
총보독보법1
한국교회음악사
합창7
현대성가분석

학점 시간 비고 교과번호
2 1
CME****
2/P 3
CME****
0/P 2
CME****
1 0.5
CME****
1 2
CME0401
1 2
CME0181
2 2
CME0221
2 2
CME0273
1 2
1 2
2 2
CME0251
2 2
2 2
2 2
CME1241
2 2
CME3096
2 2
CME2894
2/P 3
CME****
2 2
CME1051
1 0.5
CME1211
3 3
CME1391
2 2
CME****
2 2
CME****
2/P 2
CME1442
2 2
CME0279
2 2
CME0911
2 2
CME1111
2 2
CME3093
2 2
CME2895
2 2
CME1221
2/P 3
CME1091
2 2
CME2011

2학기
교과목명
전공실기2,4,6,8
합창2,4,6,8
연주실습2,4,6,8
부실기2,4
시창2
청음2
화성학2
서양음악사2

대위법2

학점 시간 비고
2
1
2/P 3
0/P 2
1 0.5
1
2
1
2
2
2
2
2

2

2

건반화성2
2
2
경배와찬양2
2
2
경배와찬양피아노반주법2 2
2
고급합창2,4,6,8
2/P 3
관현악법
2
2
교회음악세미나
2
2
교회음악행정
2
2
반주법2,4,6,8
2
2
부실기6,8,10,12
1 0.5
불어딕션
2
2
서양음악사4
2
2
악식론
2
2
어린이합창지도법
2
2
연주합창2
2/P 2
예배오르간실습
2
2
음악미학
2
2
음악분석2
2
2
지휘법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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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학과
구분 학년

1학기
교과번호
교과목명
CME0231 화성학3
CPT1111 예배학

학점 시간 비고 교과번호
2 2
CME1021
2 2 [홀] CME0292
CME0201
CME1403
CME2896
CME1031
CPT0021
CME1122 이태리어딕션
2 2 클1 CME1133
CME1512 영어딕션
2 2 클3 CME1412
성악전공
CME1274 오라토리오연구
2 2 클5
CME1431 성악교수법
2 2 클6
CME1522 찬송가오르간반주법
2 2 클1 CME1523
오르간
CME1524 오르간즉흥연주법1
2 2 클3 CME1525
전공
CME1923 오르간구조학
2 2 클5 CME1381
CME1302 고전음악작곡법
2 2 클1 CME1303
작곡전공 CME1304 근대음악작곡법
2 2 클3 CME1305
CME1306 한국적현대음악작곡법
2 2 클5 CME1307
지휘전공 CME**** 지휘마스터클래스1,3,5
2 2 클 CME****
CME3412 피아노교수법
2 2 클1 CME3422
피아노
CME3432 바로크건반음악연구
2 2 클3 CME3442
전공
CME5452 낭만주의피아노음악연구 2 2 클5 CME3462
2 2 [홀] CCE1142
신대원 CST1041 조직신학개론
특별전형 CCE0012 기독교교육개론
2 2 [짝] CHT1211
과목 CCE0321 성서개론
2 2 [짝]

2학기
교과목명
지휘법의이론과기초2
찬송가학
청음4
총보독보법2
피아노조율및구조학
합창편곡법
실천신학개론
독일어딕션
성가곡연구

성가오르간반주법
오르간즉흥연주법2
오르간문헌
낭만음악작곡법
현대음악작곡법
자유기법작곡법
지휘마스터클래스2,4,6
찬송가피아노즉흥연주법
고전주의피아노음악연구
20세기피아노음악연구
기독교윤리학
역사신학개론

◆ 전필 전공실기 1~8 : 성악 , 오르간 , 음악이론, 작곡, 지휘 , 피아노
◆ 전필 부실기 1~4 : 성악, 오르간, 작곡 , 지휘 , 찬양사역, 피아노
◆ 전선 부실기 5~12 : 바이올린, 첼로 , 클라리넷, 플릇, 챔발로

학점 시간 비고
2
2
2
2
1
2
2
2
2
2
2
2
2
2 [홀]
2
2 클2
2
2 클4

2
2
2
2
2
2
2
2
2
2
2
2

2 클2
2 클4
2 클6
2 클2
2 클4
2 클6
2 클
2 클2
2 클4
2 클6
2 [홀]
2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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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 CGE3091, 3092 경배와찬양1, 2
예배음악의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과 사고를 키우고, 바르게 사용되어진 음악의 효과
를 극대화 할 방법들을 모색함으로 미래 예배 인도자 특히 음악의 사용과 더불어 풍성한
예배 기획자의 기본을 배우도록 한다.
● CGE1873 고전의이해
세월이 흘러도 가치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인류의 삶에 지침과 교훈을 주는 책을 '고전'이
라고 한다. 대학에서는 첨단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전에 대
한 깊이 있는 앎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독대학생
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지식이다. 본 수업은 동서양의 고전을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읽고
토론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
과 세계, 역사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GE3001 교양음악
음악의 기본 이론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
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악보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경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
로 음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상황과 목적에 맞는 음악을 찾고 만들어낼 수 있도
록 한다.
● COT1053, 1054 구약성경1, 2
구약에 기록된 본문 내용을 잘 읽고 숙지하여 구약 39권 각책의 내용적 특징과 구조 및
그 강조점을 연구한다. 구약성경 종합시험에 대한 소개와 준비로 주어지며 구약학 연구의
내용적 기초를 다진다.
● CGE1112 글쓰기,발표,토론
글쓰기는 우선 글의 옳고 그름을 잴 수 있는 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제에 따라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키운다. 특히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보고서나 논문의
격식과 요건을 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긴요한 실용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것을
다루는 힘을 길러 작문과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깨
달음을
얻는다.
● CGE3071 기독교사회봉사
기독교의 사회봉사에 대한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기독교 사회봉사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기독론과 교회론을 연관시켜 다루게 되며,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회봉사의 역사를 알아본다.
● CGE1604 기독교와경제
경제학의 여러 이론과 현대경제의 다양한 내용을 기초적인 수준에서 다룸으로서 사회활동
에 수반되는 경제생활의 기본적 현상과 경제문제의 기반현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증진시키
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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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1444 기독교와동양사상
동양의 각 종교가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갖는지, 기독교와 어떤 점에서 비교될 수 있는지
를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동양의 종교사상을 이해하고, 아울러 기독교의 입장에서 비판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CGE1381 기독교와문학
기독교 정신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 이 양자의 관계를 파악한다. 성서의 언어적 구조
를 찾아 이해함으로 문학의 전범으로서의 성서의 의미를 찾는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
에서 기독교적 상상력을 찾아내고,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 구속사적 차원에서 읽었던 성서를 문학적 방법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래
서 성서가 인간의 쓴 모든 문학작품의 전범이 됨을 확인한다.
● CGE1603 기독교와미디어
21세기 인류사회를 결정짓게 될 미디어와 사이버 문화에 대한 교양의 폭을 넓히며, 기독
교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함양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미디어에
대한 담론을 고착하고, 특히 뉴미디어와 기독교간의 관계를 신학적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교회가 뉴미디어를 정당히 사용할 수 있는 신학적 틀 형성을 모색한다.
● CGE1993 기독교와법률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법률문제 및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재산을 매개로 하는 재산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대립상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내용 및 이론을 학습하여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용 능력을 배양함
을 목적으로 한다.
● CCE2031 기독교와성
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성적 특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성의 성적 특성
을 올바로 깨달아 기독교 공동체의 구조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고, 성에 대한 역사적ㆍ심
리적ㆍ문화적 그리고 가족적 인식을 분석해 성에 대한 보다 기독교적 인식의 틀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CGE1273 기독교와한국사상
본 과목은 기독교가 한국의 종교적 전통과 어떻게 서로 만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도록 한다. 특히 단군신화에 대한 분석,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쓴 구체적인 신앙고백
문이나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와 한국 전통 종교가 만난 구체적인 예들을 분석하여 바람직
하고 성경적인 한국기독교의 모습을 모색해 보려 한다.
● CGE1401 기독교와현대문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한국적 삶의 자리에서 해석ㆍ규명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한국
적 신학의 가능성을 학생들과 함께 제안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 CGE**** 대학생활1~8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생각하고 토의하는 시간들을 통해 청
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들을 정립해 가고자 한다.
● CGE0056, 0057, 0065, 0066 독어1, 2
독어1, 2에서 전반적인 독일어 문법을 기초부터 다루어 문법에 관한 한 완전히 습득케 하
고 독해력 및 회화에 연결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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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0072, 0082 독어3, 4
독어3, 4에서는 1, 2에서 다져진 문법을 기초로 해서 독해력에 중점을 두되 특히 신학서
적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한다.
● CMT5121 문화인류학
21세기는 문화가 관건이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만 아니라 종교도 문화를 무시할
수 없다. 종합적이며 비교연구의 방법으로 인간과 문화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화
인류학은 문화의 개념, 기능과 구조, 다양한 문화이론, 문화와 사회제도, 심리학, 종교 등
을 연구한다. 본 과목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신학적 관점도 제시한다.
● CGE1374, 1375 불어1, 2
불어의 기본문법을 익힘으로써 언어에 쉽게 입문하도록 하며 원서해독에 대한 접근 및 능
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CGE3021 사회봉사실습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게 함에 본 과목의 기본 목적이 있다. 수업 내용은 주로 봉사 현장실습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봉사 현장은 여러 장소들이 포함된다. 고아원, 양로원, 장애자복지시설, 미혼모
보호시설,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기관, 북한동포를 돕는 기관, 기타 극빈자를 돕는 기관,
환경 감시활동기관, 농촌봉사활동, 극빈촌 봉사활동, 기지촌 봉사활동, 청소 봉사활동 등에
무보수로 참여하여 시간을 내어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것이다. 단, 봉사기관은 학생의 봉
사활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 CGE1064 사회학산책
사회적 전반에 걸친 개괄적인 기초 이론과정으로 개괄적인 사회학의 이론 및 그 대상 방
법을 다루며 거기에 관련된 분야로서 문화, 퍼스낼리티와 사회화, 집단, 가족, 계급, 지역
사회로서의 도시지역사회와 농촌지역사회, 사회변혁, 현대사회이론, 사회문화 등에 관해 그
개념과 이론을 교수한다.
● CGE1883, 1893, 1895, 1897, 1898, 1899, 1900 생활체육1, 2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체인 신체를 통한 교육, 신체에 의한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이론과 실기기능을 습득하여 생활 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테니스ㆍ호신술ㆍ탁구ㆍ
필라테스를 개설하고 있다.
● CGE1033 서양철학사1
서양 철학의 역사를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다루어 주요 사상가들의 체계와 그 내용을 알
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사상의 발전과정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CGE1043 서양철학사2
서양 철학의 역사를 근대에서 최근 20세기 사상까지 다루어 주요 사상가들의 체계와 그
내용을 알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잡을 수 있
도록 하여 사상의 발전과정을 개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CGE0034 시사영어
영어 신문을 통하여 영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다. 영어신문, 잡지, 인터넷 기사들을
통하여 살아있는 영어 표현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시각을 기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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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0125, 0126 신약성경1, 2
신약성서의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그로 인해 실제 학습에 의해서 재발견되
는 그들의 인격을 다듬어서 교회와 사회를 향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는데 역점을 둔다.
● CGE1633 신학과상황
이 시대의 사조와 여러 가지 교회와 신학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글을 읽고 비판하며 자신의 논문을 완성해 가는 수업이다.
● CGE1665 신학서론
신학, 특히 조직신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을 전공한 기독교 지도자로서 자신의 전공영역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데 기여한다.
● CGE1053 심리학입문
심리학의 전반분야를 조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심리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의 심리학 공부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는데 있다.
● CGE1391 여성학
여성학의 목적은 성차별 문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시각을 수립함
으로써 복음적 성서 해석과 한국신학 정립에 학문적 내지는 실천적으로 기여하는데 있다.
● CGE3052 연극의이해
교회의 연극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연극의 이론과 실제를 공부한다.
● CPT2261 영성훈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면화함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신의 인격으로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구체
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 CGE0013, 0014, 0021, 0024 영어1, 2
외국어로서의 영어학습에 기초를 마련해 주는 청취능력과 읽기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 CGE1283, 1284 영어청취1, 2
영어청취는 한국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LC(Listening Comprehension)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어휘력과 관용적 표현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목표로 한다.
● CGE1142, 1152, 1182, 1192 영어회화1, 2(초급)ㆍ1, 2(중급)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 회화를 통하여 영어 구조를
완전히 익히고 다양한 영어문장 및 회화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 CGE**** 예배성가대1~8
서로 다른 소리들이 합하여져 통일된 소리를 만들어 냄을 경험하게 하며, 한 주에 한 번
학교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성가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깨닫는다.
● CCE1680 예술학개론
예술의 이론과 창작 전반에 걸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학문적ㆍ이론적 체계화의 사고력과 예술 작품의 수용ㆍ분석ㆍ비평의 능력을 키움으
로써 우리의 주체적인 예술이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GE1331 인간과환경
인간에 의하여 야기된 환경오염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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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E2185 정보와컴퓨터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하여 문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정보를 만들
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기초단계의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한글을 통하여 문서
를 작성하는 방법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익히도록
합니다. 컴퓨터와 다양한 스마트 기기의 활용 능력을 익혀서 수업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CGE1241 종교미술
카타코움시대부터 현대의 루오 마네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적인 회화, 조각, 건축을 요
약하여 강의하고 한국의 기독교 미술을 논한다.
● CGE1262 종교와과학
생명의 기원을 해명하는 두 관점인 창조와 진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두 관점간의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신학과 과학간의 올바른 관계 수립을 모색한다.
● CGE1261 종교와정치
종교와 정치의 상호관계, 특히 종교가 정치의 발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자유, 평등 및
배분적 정의에 관한 여러 견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GE1220 종교학산책
신학이 신의 계시를 진리의 원천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해석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라면
종교학은 종교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위해 종교의 기원, 종교의 사상, 종
교 행위, 성스러움과 속됨, 신관, 인간관, 세계관, 죽음관과 내세관, 종교제도의 형성, 종교
심리와 종교 인격, 종교와 현대사회, 현대 종교의 특징을 학습한다.
● CGE0397, 0398 중국어1, 2
일상 회화와 일상에 관계되는 선교 용어를 익힌다.
● CGE1024 철학입문
신학(기독교 교육학, 교회음악학)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철학적 이론들과 주요 내
용들을 알기 쉽게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철학적 내용과
사고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 앞으로 전공 공부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 CPT6131 청소년위기와상담
청소년들의 일반적이며 또한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위기와 문제에 대응하여 도
울 수 있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향상하고
신앙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할 것인가를 배운다.
● CGE3042 통일과북한이해
남한에서 분단부터 현대까지 논의된 통일에 대해서 정권시대별로 분석하고 남한에서 논의
된 통일 정책들을 성서적 관점에 비추어 고찰한다. 또한 북한에서 발전시켜온 사상, 역사,
정치, 세계관을 시대별로 분석하고 북한사람들과 남한사람들의 민족정체성의 이질화를 고
찰하고 남북한 사람들의 통일공동체 형성에 대하여 이해한다.
● CGE0111 한국사
우리의 전통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주체적인 민족사
관을 확립시킨다.
● CGE1085 현대과학의쟁점들
과학의 정의, 분류 및 그 방법을 논하고 고대의 자연과학으로부터 그리스 중세기를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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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상대성 이론 및 양자론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과정을 살피고 앞으로의 문제를 생각
한다.
● CGE1066 현대사회와리더십
1900년대 초부터 시작된 리더십의 이론들을 정리하고, 다양한 리더십의 정의들 속에 핵심
개념을 살펴보며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 속에서 리더십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리더십의 기본 골격을 파악하며 리더십에서 팔로어십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아울러 한국 크리스천 사역 현장에서의 적용을 시도한다.
● CGE1155, 1156 English Writing1, 2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인 일기, e－mail쓰기 등과 자신의 viewpoint를 조
리있게 표현할 수 있는 interview writing, descriptive writing, group counesling등이 주
요 수업 내용이다.
● CGE1145 Reading the English Bible
이 과목의 목적은 성경을 주 교재로 하여 영어를 익히도록 함에 있다. 다양한 과제와 연습
을 통하여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을 길러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고자 한다.

【신학과】
● CGT0051 21세기교회리더십
본 강의는 팀티칭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할 리
더십에 대해 연구 검토하며, 새 시대의 목회 비젼을 갖추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네
명의 교회 일선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 CHT1441 개혁교회역사와전통
16세기초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난 마르틴 루터와 캘빈 등
의 개혁자들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는 로마교회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 개혁교회는 무수한 교파로 갈리면서 새로운 교회운동으로 나타나는데, 본 과목은
이 교회의 역사, 신학, 교리, 전통 등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이다.
● CMT5091, 5101 견습선교사실습1, 2
견습선교사로 떠나기 전의 계획과 준비, 선교 현지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현장연구 경험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단기선교 자료집을 제작하고, 견습선교사 후보생
및 각 교회의 단기선교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 CNT1101 공관복음
신약성서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메시지를 담은 공관복음서를 면밀히 접근하고,
본문 속에 담겨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함께 신학적 함의를 탐구하여 기독교 신앙의 중
요 근거인 복음서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 CHT1321 교회사개관
교회의 2,000년 역사 전반을 개관하여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인류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살피며, 교회 자체 내의 정치, 교리, 구조, 신학, 생활선교 등의 여러 면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신학도들에게 내일의 교회지표 설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 CME1291 교회음악개론
교회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하여 교회 음악인으로써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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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와 음악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정립하는데 있다.
● COT1055, 1057 구약성경1, 2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으면서, 구약 성경 전체와 각 책의 얼개와 중심 내용
을 공부하고 익힌다.
● COT1392 구약성서연구방법론
구약성서 본문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들을 익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COT1166, 1167 구약원전강독1, 2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성서의 본뜻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COT0131 구약학개관
구약성서에 대한 개론 과목이다. 구약의 형성과 각 책들의 저자, 연대, 사상 등을 검토하고
성경의 구조와 번역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한다.
● CPT6031 긍정과행복의심리학
본 과목은 긍정심리학 운동의 등장과 긍정심리학의 기본 가정 및 가치, 주요 이론들, 연구
방법론, 핵심 개념들과 기독교 신학과 전통에 기초하여 부정적 세상에서 긍정 정서를 유지
하며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회복탄력성, 영성, 결혼, 노동(직업), 물질, 문
화, 인간관계 등을 다룬다.
● CCE0181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관을 통해 목회적 기능의 교육적 수행을 향한 기초 이해와
지혜의 자료를 제공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누며 제1부는 기독
교교육의 학문적 기초론으로 신학적 기초, 발달이론적 기초, 사회-문화적 기초 그리고 역
사적 고찰을 개괄함으로서 기독교교육의 개념 정의와 교육 철학적 기초 이해를 돕는다. 제
2부는 교육형성론으로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전파 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을 다루고, 제3부는 교육과정과 방법론으로 교수-학습론, 커리큘럼, 교육방법론, 지도력
개발 교육행정 등을 다룬다.
● CHT1181 기독교사상사
기독교 내지는 신학 사상의 역사적인 개관을 통해 신학의 사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독자적인 기독교사상을 정립하는 것을 돕는 과목이다.
● CHT1504 기독교사회운동사
'기독교 사회운동'을 19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과 공산주의 운동으로 태동된 좁은 의미에
서 이해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기존 사회질서에 직간접적으로 포괄적인 영향을 끼친 운
동으로 이해하여 성서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이며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흐름과 내용을 이해한다.
● CPT1115 기독교예배학입문
기독교 예배의 의미와 역사,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장로교 예배 신학의 기초와 함께 예배
의 본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장로교 예배의 발전과 함께 예배복고운동과
교회력, 현대교회 예배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발전 흐름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 예배의 전
망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의 주관자로서의 지식을 갖추게 한다.
● CCE1145 기독교윤리학
기독교윤리학의 정체성 및 그것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독교윤리학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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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독교윤리학사 개괄, 성서윤리, 개인의 도덕적 판별의 문제, 영성과 윤리, 대사회윤
리, 세계윤리, 그리고 목회윤리에 대한 순차절 고찰을 할 것이다.
● CME2491 기초성악
올바른 발성법을 통해 쉽게 노래하는 것을 이해하며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후
에는 각 사역지에서 아이들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소리의 개념과 노래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잘못된 발성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로 지도한다.
● CME1271 기초지휘법
지휘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지휘법을 학습하여 음악적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
가 성가대와 같은 음악현장에서 올바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함을 이 수업의 목표
로 한다.
● CNT1143 누가복음ㆍ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개론적인 문제, 본문 그리고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오
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과목이다.
● CST1292, 1293 라틴어1, 2
라틴어의 기본인 고전라틴어의 문법을 습득함으로써, 신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해독능
력을 배양한다. 리틴어 초급에서 획득하게 될 기본 지식은, 장차 교회라틴어 문법 및 강독,
나아가 라틴어 원전강독에 필수적이다.
● CST1111 바르트신학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바르트 신학에 대한 연구와 바르트 사상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이다.
● CNT1151 바울서신
바울서신 중 한 서신을 선정하여 그 서신의 개론적인 문제, 본문, 그리고 신학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로써 본문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CCE1182 사회복지와선교
본 강의는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선교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CNT1111 산상보훈
산상보훈인 마태복음 5장~7장의 연구사를 통해 연구의 유형을 살펴보고, 마태복음 전체에
서 자치하는 본문의 위치를 다룬 다음, 헬라어 원문을 석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학적 의
미를 밝혀낸다.
● CGT0041 선교ㆍ문화ㆍ커뮤니케이션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복음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요인은 교회가 사회와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과목의 우
선적인 목표는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에 대한 관점을 확립한 후, 복음의 차별성과 포괄
성을 담보하는 통전적 선교관을 가지고 새롭게 교회와 사회에 도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
션의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다.
● CMT5201 선교인력개발
21세기 선교상황에 적절하며 전문적인 선교사의 자질과 영성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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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세계선교대학 1단계 기본훈련을 인정한다.
● CMT5041 선교학개론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신학과 목회의 기초이며, 그 목적과 방향을 가늠하
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다. 신학은 선교적 성향을 지닌 신학으로, 목회도 믿는 신자들을 목
양하는 좁은 의미를 넘어 역사와 문화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선교로 바
뀌어야 한다. 본 과목은 선교역사, 선교의 성경적 기초, 문화와 선교 등을 연구한다.
● CMT5071, 5081 선교현장연구와실습1, 2
선교대상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보며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을 경험하고 실습한다.
● CHT1071 성경과역사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경의
형성, 성경의 해석, 교회와 기독교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 등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성경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OT1363, 1373 성문서1(시가서,지혜서), 2(묵시서,역사서)
성문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에 이어서 성문서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여 그 책의 배경, 구
조, 중심사상 등을 살펴본다.
● CGT0021 성서배경사
본 과목은 팀티칭 과목이다. 본 강의의 목적은 성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구약
학과 초기 교회사와 신약학의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과목의 흥미를 더함으로 학생들이
성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 자기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서 배경사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 CGT0011 성서와윤리
성서와 윤리는 팀티칭 과목으로 기독교윤리 파트와 성서신학 파트의 교수들이 강의에 참
여한다. 성서가 오늘의 윤리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본 강의는 탐색한다.
성서가 언급하는 바의 윤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해석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 COT1203 성서지리
성서가 형성된 땅의 특성과 기후, 성서의 여러지명과 지명의 역사 등을 공부하여 성서이해
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 CST1181 신론특강
전통적 개혁신학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등에 대하여 탐구한다.
또한 오늘날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악의 존재,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성, 신개념의 구체적 실천 관련성 등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탐구에 대하여 공부한
다.
● CNT1321 신약과상황
현실적으로 화두가 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신약신학적인 기본
방향정위점을 모색한다.
● CNT0123, 0127 신약성경1, 2
신약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기독교적인 인격과 삶 형성에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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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약성경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수업 목표가 있다.
● CNT1011 신약연구개론
신약학의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을 습득하는데 있다. 내용은 정경형성, 복음서, 사도행전, 바
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을 차례로 저자, 저작, 연대, 장소, 메시지를 다룬다.
● CNT0061, 0062 신약원전강독1, 2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을 읽고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본뜻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CGT0031 신학과교회
신학교와 교회 및 목회현장의 연결을 통해, 학부 재학생들로 하여금 목회적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신학교 생활과 목회사역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소명과 신학교 생활을 점검하며 미래 목회
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 본 강의가 개설되었다.
● CST1241 신학과영성
본래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불가분리였으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분리가 일어났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그 둘의 새로운 조화를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상 중요한 신학자들의 신학에 담긴 영성을 분석해 보며, 나아가서 신학함
일반의 영성적 차원을 탐구한다.
● CGT0061 신학과인접학문
신학과 연관된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기본 이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 수강
자로 하여금 폭넓은 신학적 지평을 갖추게 함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현실 앞에서 기독교의 가능성이 분석되고 타진될 것이다.
여러 학문분야의 이론과 주제들이 강의 중에 다루어질 것인바, 이에 의거하여 사회와 교회
의 현실을 해석하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CST0153, 0162 신학원서강독1, 2(독어)
신학 관련 독일어 문헌을 효율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신학 각 분야의 모범적인 독일어 분문을 함께 읽는 과목이다.
● CST0112, 0122 신학원서강독1, 2(영어)
신학 관련 영어문헌을 효율적으로 읽고 이해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도록 신학 각 분야의 모범적인 영어 본문을 함께 읽는 과목이다.
● CST1201 신학입문
신학은 무엇이고 신학은 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신학의 분과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내용
은 어떠한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과목이다. 일반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 언
어학 및 철학,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신학, 기독교윤리, 설교학과 예배학, 목회학과 상담
학과 영성신학, 선교학과 종교학, 기독교교육, 교회음악학의 차례로 각 분야의 기초내용을
소개한다.
● CPT0011 실천신학서론
본격적인 신학연구 과정을 밟기 전에 신학에 관심을 둔 학생에게 실천신학의 광범위한 세
계를 서론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본 교과과정의 목적을 둔다. 이 과정에서는 실천신
학분야에 속한 모든 과목들을 서론적으로 간결하게 소개하여 그 기초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한다.
● CHT1201 에큐메니칼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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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일치와 연합운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신학적 이해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 그리고 경건의 실천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를 일별하
는 과목이다.
● CCE2051 영화로읽는현대문화
영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해석하는 기독교적 안목을 기
른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영화 작품을 감상하고 영화 속에 반영된 현대 문화를 연구한
다.
● CPT6021 영화이야기와상담
이야기는 인류의 삶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영화 이야
기이다. 기독교와 영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고, 신앙의 눈으로 영화(이야기)를 어
떻게 보며,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의 성장, 치유와 상담, 그리고 관계성
의 성장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 CME1172 예배와음악
현대의 예배와 예배음악의 기획과 인도자로서 알아야 할 기독교 예배음악의 전통과 그 기
능과 실제를 공부한다.
● COT1113, 1222 예언서1(전기예언서), 2(후기예언서)
이스라엘의 종교사적인 입장에서 예언자들의 활동범위, 그들이 미친 영향, 그리고 이 예언
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검토 연구하면서 예언서를 주석하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 과목의 목적으로 한다.
● CNT1131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사와 최근 연구동향 및 개론적인 문제들을 일별하고, 요한복음의 주
요 본문을 석의하여 본문의 의미를 밝힌 다음,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그 신학적 의미를 모
색한다.
● COT1413, 1104 율법서1(창세기,출애굽기), 2(레위기,민수기,신명기)
율법서 전체의 해석문제점들을 소개한 후, 율법서 중에서 한권을 선택하여 그 책의 배경과
구조의 중심사상 등을 살펴본다.
● COT0121 이스라엘역사
구약성경에 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시도하고, 구
약 본문과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구약 본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
와 더불어 현실의 사건과 경험들에 관한 역사적 시야와 관점을 정립해 가려고 한다.
● CST1011 조직신학개론
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고, 그 한 분야로서의 조직신학의 과
제, 범위, 방법과 아울러 그 주된 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전수하며, 신앙의 내용들에
대한 체계적 사고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 CHT1062 종교개혁과사회변화
종교개혁 과정이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종교의 변화와 사
회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CCC1201 종교사회학
종교는 인간의 삶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존재로서
의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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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변동과 발전에 있어서 종교는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으며, 서구사회의 정치, 경제
적인 발전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큰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국의 근대사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본 과목을 통해 우리는 종교와 사회변동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오늘의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수 있을 것
이다.
● CCE1022 종교심리학
여러 가지 종교적 경험의 심리적 해석, 연령층 별로 나타나는 문제 및 종교생활에 관계되
는 문제 등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되 특히 믿음, 갈등, 개종, 기도, 예배, 신비주의 등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고찰한다.
● CME0292 찬송가학
찬송가의 역사적, 예배학적, 음악적, 문학적, 신학적 고찰과 함께 이론과 실기를 공부한다.
● CCE1313 청소년설교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말씀 위에 그들을 세우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기존
의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하고, 복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말씀의
선포를 하게 하려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 CST1131 최근신학특강
20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학자들과 신학적 흐름 및 논쟁점 등을 파악
하고 그 가치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 CHT1302 한국교회사
19-20세기의 한국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전개된 교회의 역사와 교회가 그가 속한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하였는지를 공부한다. 세계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가 갖는 보편성과 지역에 뿌리를 내리며 형성된 한국교회의 특수성을 공부
한다.
● CNT1271 헬라어
신약성서의 원어인 헬라어에 대한 기초문법, 기본단어 및 문장이해력을 습득하여 신약원전
해독의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 CST1123 현대개혁신학
16세기 종교개혁의 일파로서 시작된 개혁교회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맥을 이어 가면서도, 현대의 비판적 통찰들을 통하여 개혁신학
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현대 개혁신학자들의 시도를 공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개혁신
학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토대를 삼는다.
● CST1151 현대신학개관
현대 신학자들의 신학을 고찰함으로써 그 공헌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름의 신학적 사
고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COT1321 히브리어
히브리어 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초적인 원문을 문법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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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과】
● CMT5091, 5101 견습선교사실습1, 2
견습선교사로 떠나기 전의 계획과 준비, 선교 현지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현장연구 경험을 발표하며, 이를 토대로 단기선교 자료집을 제작하고, 견습선교사 후보생
및 각 교회의 단기선교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 CCE1102 공동체훈련
인간관계에 관하여 선 경험, 후 이론의 방법으로 배운다. 그리고 집단이 체험학습을 통해
상호관계의 감수성을 지키고 자기 이해를 깊게 하며 대인관계 개선과 함께 일하는 지도력
을 배운다.
● COT1381 구약특강
구약성서의 주요본문이나 주제들을 고찰하여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여 기독교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높인다.
● CCE0015 기독교가정교육
기독교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장(場)인 기독교가정에서 시행되어야 할 기독교교육의 방
향과 목적, 목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운다.
● CCE1062 기독교교육과영화
오늘의 사회상과 문제를 담고 있는 영화와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를 기독교교육적
으로 접근하여 분석하고 가르침의 통찰을 얻는다.
● CCE0131 기독교교육과정
기독교교육, 특히 교회교육 커리큘럼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며, 현재 한국교회의 교육 커
리큘럼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
인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독교교육과정의 새로운 경향들을 이해함으로 기
독교교육과정에 대한 통전적 시간을 지니게 한다.
● CCE0054 기독교교육교수방법
기독교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신학, 심리, 사회, 문화, 믿음의 공동체, 대화 등의 접근 방
법을 연구하고 실제로 성서 공부를 통하여 위의 접근 방법들을 적용해 본다.
● CCE0111, 0121 기독교교육사상사1, 2
구약시대부터 종교개혁까지 기독교 교육의 여러 사상적 특징들을 시대별로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교육학의 다양한 흐름 뒤에 놓여있는 역사적 뿌리를 추적하고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 CCE0141 기독교교육세미나
기독교교육학의 주제에 대한 논문작성과정(주제선성/자료수집, 분석, 평가/현장 및 다양한
이론들과의 대화 등)과 이를 발표하는 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논리적, 비판적, 창조적 논문
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CCE1232, 1242 기독교교육영어원서강독1, 2
기독교교육을 이해하고 방법을 탐구함에 있어 영어로 출판된 원서 강독을 통해 기독교교
육의 기본 영어어휘를 익히고, 내용 이해를 위한 독해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CCE1011 기독교교육학개론
기독교교육의 기초개념과 흐름, 주요한 교육의 장들과 철학 및 방법론의 개요를 알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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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를 닦게 된다.
● CCE1307 기독교교육학방법론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독교교육교수방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교수방법들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준거틀을 고찰하고,
이론적 과학적 틀에 근거한 기독교교육 교수방법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 CCE1185 기독교다문화교육
다문화의 철학적, 역사적, 교육적 이해를 돕고 다문화교육방법을 연구하여 기독교다문화교
육 역량을 계발하는데 있다.
● CCE0016 기독교대안교육론
현재 시행되는 일반교육과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적 기
독교교육의 방향을 찾아본다.
● CCE1141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학의 기본 개념, 이론과 방법론, 현대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주제들을 개괄적으
로 다룬다. 기독교윤리는 책임윤리로서 사회윤리의 내용과 기능을 담보하는 윤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본 수업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필요하고, 적합
한 기독교윤리의 이론을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CCE1195 기독교인권교육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 사회에서 이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
갈 수 있는 방법 및 성품을 훈련하며, 더 나아가 인권존중을 위한 제도와 문화 형성의 길
에 관하여 모색한다.
● CCE1531 레크레이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성립하는 코이노니아로서의 레크레이션 의미를 배우고 구
체적인 실천방법들을 배운다.
● CCE1172 말씀과묵상
성경을 바탕으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독교교육자로서의 영성형성을 돕는다.
● CCE1053 멀티미디어와시청각교육
학습과정, 교회 안에서의 의사소통, 복음전파에 있어서 시청각 자료의 필요성을 배운다. 또
여러 교육매체의 작용하는 것을 연습하고 익히도록 한다. 학생이 수업에 적당한 방법을 선
택할 줄 알도록 지도한다. 또 실제적으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학기말 과제로 제출케 한
다.
● CCE1182 사회복지와선교
본 강의는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선교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CCE0101 상담학
본 과목은 상담학 입문코스로서 한 학기동안 상담학의 역사, 정의 이론 등 상담학 이해에
기초가 되는 부분을 연구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간 이
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있는
사람들을 상담관계로서 도와줄 수 있게 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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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T5201 선교인력개발
21세기 선교상황에 적절하며 전문적인 선교사의 자질과 영성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 총
회 세계선교대학 1단계 기본훈련을 인정한다.
● CMT5071, 5081 선교현장연구와실습1, 2
선교대상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선교현장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보며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을 경험하고 실습한다.
● CCE1151 성서교육방법
현대교육 방법에 의한 성서교육의 방법들을 연구하고 소그룹이 공동으로 또는 개인이 귀
납적으로 성서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익힌다.
● CCE0171 성인교육
사회시민으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양성의 원리와 지도과정,
지도방법 등을 평가한다.
● CCE0021 성장발달론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닌 평생을 통해 "되어져 가는
존재(becoming person)“이다. 이 과목은 되어져 가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심층심리학과 발달심리학의 통찰과,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초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하는데 주된 수업의 목표가 있다.
● COT1014 성지답사연구
성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로 지리적 개관, 역사적 개관, 고고학적 개관을 다루고, 답사할 성
지 현장에 대한 사전 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하여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올바
른 성경 이해와 연구, 경건의 실천 선교현장이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CNT0161 신약특강
이 과목에서는 기독교교육의 이론에 입각한 성서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신약 성경의
한 책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신약 성경의 한 책을 매주 일정 분량 읽고, 그 주제와 관련
된 내용을 매 주 특강 형식으로 교수가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 성경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며, 학생들의 발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CCE1171 예배와교육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예배와 교육의 현장에서 경험되고
표현되는 예배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며, 오늘의 삶과 문화속에서 유의미한 기독교예배를
설계하고 경험해본다.
● CCE0251 유아아동교육
유아ㆍ아동교육의 여러 학자들의 교육철학 및 유아교육의 실제적인 새로운 교육모형과(즉
Piaget Friead, Erikson, Montessory) 영아와 유아의 발달심리를 이해하고 특히 기독교적
유아교육 방법을 도입 비교 연구하며 실제적인 견학 교육과 더불어 기독교적 유아아동의
학습방법 모델 연구를 학습한다.
● CCE2041 종교교육론
종교교육론은 종교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장(place)에 필요한 종교교육이론을 배움
으로써 종교교육자로서의 시야를 넓히게 되며, 서적연구, 현장 견학 및 분석을 통해 종교
교육의 비전을 형성하게 되며 실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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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T1318 종교사
교회의 2,000년 역사 전반을 개관하여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살피며, 교회 자체내의 정치, 교리, 구조, 신학, 생활 등의 여러면을 개괄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신학도들에게 내일의 교회 좌표 설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 CCE1203 종교사회학
종교의 사회적 기초와 기능을 살펴보고, 종교와 사회의 갈등을 중심으로 종교와 사회의 관
계와 상호작용에 관하여 연구한다.
● CCE1022 종교심리학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종교심리학은 인간의 마음 깊이에 있는 종교심을
분석하는 것이며 사고력의 성숙을 추구하고 종교를 깊이 있게 다루는 학문이다. 종교의 다
양한 모습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한 종교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학문이다.
● CCE0452 종교와과학
종교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 속에서 종교와 과학의 가치와 영향을
상호 모색해 본다.
● CCE1663 종교철학
21세기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철학적 테마들을 다룸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합한 기독
교교육의 안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ST1016 종교학개론
신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하고, 그 한 분야로서의 조직신학의 과
제, 범위, 방법과 아울러 그 주된 주제들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전수하며, 신앙의 내용들에
대한 체계적 사고의 바탕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는 과목이다.
● CCE0161 청소년교육
청소년기의 신체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와의 연
관 속에서 교회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 및 실제적 지도 방법을 습득한다.
● CCE1071 학습활동WorkShop
학습과 관련된 나의 특성과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기술을 익히는 것이 주요한 활
동이다. 관련 검사지 및 워크샵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양식, 학습동기 등을 발견하고,
효과적인 학습기술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다. 따라서 이론적인 습득보다는 실
제적인 학습자 중심의 활동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 CCE1191 현대기독교교육사상
현대기독교교육사상을 다루는 사이버강좌 과목이다. 본 과목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나면 학
생들은 현대기독교교육사상의 큰 줄기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20세기의 기독교교
육사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서 21세기를 위한 기독교교육사상을 형성하는 준비를 하게 된
다. 특히 전통, 변혁, 사회화, 가르침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육적 시
각을 가지고 각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기독교육사상을 분석 및 종합해 볼 것이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줄기 중의 하나인 사상을 꽤뚫게 됨으로 한편으
로는 학문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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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추게 될 것이다.
● CCE1683 현대사회와심리학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인간문제를 조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
에 대한 심리학적이론 및 현상을 개괄한다.

【기독교교육과-교직과목】
● CTE0081 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ㆍ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의 분석등 교
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 CTE0091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ㆍ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
험을 쌓게 한다.
● CTE0191 교사와교직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정체성과 자질 그리고 교직수행에 필요한 여러 요건들을 공부함
으로써 교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기른다.
● CTE0051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평가의 방법, 특히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CTE0041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자재,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 CTE2003 교육봉사활동
기독교 교육학적 이론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독교 교
사로서의 품성과 교수 및 학생지도 역량을 배양하게 한다.
● CTE1021 교육사회
교육현상을 교육사회적인 시각으로 논의해보려는 활동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들이 개별
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결성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경쟁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둘러싼 교육의 현실을 주목하여 문제점과 쟁점들을 분석한다.
● CTE1051 교육심리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를 다루기 위하여 기획된 과목이다. 교육의 주체인 학습자에 관한 전
반적인 이해와 교육환경, 학습이론 및 학습지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것
이다. 본 과목의 근본 목적은 심리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를 배우는데 있다.
● CTE1031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의 근거가 되는 철학사상 및 교육이념을 시대별 교육사상가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것이 역사속에 어떤 교육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분석해 보고, 교육사상의 철학적 기초
를 비판적으로 분석 이해하며 바람직한 교육철학의 정립을 모색해 본다.
● CTE0011 교육학개론
교육에 관한 기본적 개념들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안목을 넓힐 뿐 만 아니라, 교육
에 관하여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발표하는 훈련을 통하여 대학에서 공부하는 기본적 능력
과 능동적이고 협력적 수업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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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E0071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습 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 CTE0037 기독교특수교육
기독교특수교육의 정의와 영역을 이해하게 하고, 기독교특수교육에 대한 신학적, 교육적,
목회적, 사회학적 주요 논의들을 통하여 각 영역별 심화 연구를 한다. 또한 자신에게 가장
관심있는 기독교특수교육의 현장을 방문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기독교특수교육에 대
한 정의와 비전을 갖도록 돕는다.
● CTE0622 논리와논술
교사로서 자신의 사고나 추리 따위를 끌고 나가는 근거가 되는 논리와, 자기의 견해를 말
하는 방법인 논술을 익혀 학생들에게 교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른다.
● CTE012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 CTE1103 학교현장실습
교직과목들에서 배운 이론과 방법들을 학교 현장 속에서 직접 실습함으로써 종교교사로서
의 실무경험과 함께 feedback을 통한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케 한다.

【교회음악학과】
● CME3462 20세기피아노음악연구
20세기 초반에서 21세기에 이르는 서양 현대 음악 중 피아노 음악에 관한 연구이다. 20세
기와 21세기 주요 작곡가들의 양식적 특징, 형식의 분석, 주요 장르, 그리고 당시 작곡가
들의 철학적, 사회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다양한 현대 피아노 음악 레코딩을 접함으로써
연주에 관하여 깊이 있는 비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CME1231, 1241 건반화성1, 2
화성학은 오선지에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건반 위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기술을
습득하므로 멜로디에 화성을 붙여서 즉시 연주할 수 있는 능력과 이조해서 연주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 CME3095, 3096 경배와찬양1, 2
예배음악의 사용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과 사고를 키우고, 바르게 사용되어진 음악과 효과
를 극대화 할 방법들을 모색함으로 미래 예배 인도자 특히 음악의 사용과 더불어 풍성한
예배 기획자의 기본을 배우도록 한다.
● CME2893, 2894 경배와찬양피아노반주법1, 2
예배 반주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실용화성학)과 모델을 제시한다.
● CME**** 고급합창1~8
소규모의 구성으로 오디션을 통해 수준 높은 구성인원으로 보다 심도 있는 합창의 진수를
맛보며, 순회연주, 해외연주를 통해 음악선교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 CME1302 고전음악작곡법
고전 작곡가들의 작품을 분석해 보며 그 시대의 작곡기법을 이해한다.
● CME3442 고전주의피아노음악연구
18세기 서양 고전주의 시대의 피아노 음악에 관한 연구이다. 고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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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피아노 음악 작품들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양식
적 특징, 주요 장르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고전주의 피아노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 필
요한 음악적,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CME1051 관현악법
모든 악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케 하는 화음구성법, 피아노곡을 관현악으로 또는
관현악곡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는 법 등 보편적인 편곡 기교를 습득케 한다.
● CME1291 교회음악개론
교회음학철학, 예배와 음악, 회중찬송, 교회음악사, 음악사역 등을 공부한다.
● CME1211 교회음악세미나
교회음악에 관한 전반적 문제들을 연구토론한다. 실제 교회의 환경을 중심으로 토론되어진
다.
● CME1391 교회음악행정
교회음악 프로그램의 조직 및 지도문제, 교회음악의 자료, 비품, 시설, 악기 등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문제, 음악부 예산편성, 교회의 다른 부서와의 관계 등 교회음악 지도자로서
의 행정분야의 문제를 다룬다.
● CME1304 근대음악작곡법
낭만주의 시대 이후 무조주의와 음열음악으로 대표되는 현대음악 시대 이전까지의 음악을
분석하며 주요 작곡기법을 학습한다.
● CME1303 낭만음악작곡법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악곡 분석을 통해 당대의 음악이론과 작곡기법을 학습한다.
● CME5452 낭만주의피아노음악연구
19세기 초반에서 후반까지 서양 낭만주의 시대의 주류를 이루었던 피아노 음악을 작곡가
별로 심층 연구,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의 장르, 시대 양식, 연주 관
습 등을 이해하여 각자의 연주와 레퍼토리 선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 CME0241, 0251 대위법1, 2
대위법의 작곡학적 측면, 실제 응용과 연습
● CME1133 독일어딕션
독일어권 예술가곡과 오페라, 오라토리오등을 공부하고 연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서, 독일어의 발음을 배우는 과정이다. 내용은 독일어의 자음과 다양한 모음을 배우며 나
아가 그 발음들이 노래 속에서 성악적으로 잘 적용되어지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는 수
업이다.
● CME3432 바로크건반음악연구
17세기에서 18세기 중반에 이르는 바로크 시대의 건반음악에 관한 연구이다. 바로크 건반
음악의 양식적 특징과 주요장르,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작품들과 그 스타일의 특징, 바로크
시대의 연주관습 및 연주주법 등을 다룬다.
● CME**** 반주법1~8
여러 시대의 다양한 가곡들을 작곡가별로 연구, 분석, 연주하여 성악가들의 노래에 좋은
앙상블이 되게 한다.
● CME**** 부실기1~12
교회 음악가로서 기본 자질을 높이는 것이 이 과목의 교육 목적이며 전공의 교회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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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필요한 실기 과목을 개인지도를 통하여 학습한다.
● CME1442 불어딕션
성악곡을 위한 불어 발음 익히기
● CME0263 서양음악사1
고대, 중세, 르레상스 음악의 이해
● CME0273 서양음악사2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음악의 역사적, 본질적 이해
● CME0283 서양음악사3
고전 낭만주의 음악의 이해
● CME0279 서양음악사4
르네상스 후기와 바로크 음악의 역사적, 본질적 이해
● CME1412 성가곡연구
시대별, 장르별, 각종언어로 되어진 성가곡을 나누어 각각 준비하여 연주하며 연주방법과
해석을 공부하여 스스로 성가곡을 해석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CME1523 성가오르간반주법
주로 피아노악보로 되어있는 성가곡을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 CME1431 성악교수법
성악 발성의 이해와 가르치는 실습
● CME0391, 0401 시창1, 2
음악의 윤곽과 음형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수성 훈련을 통한 독보력과 사고능력을
청각을 통해 기보화하여 음악의 의미를 모형화 하기 위한 능력을 기른다.
● CME0411 시창3
시창1, 2를 통하여 훈련해 독보력을 더욱 심화하여 훈련한다.
● CME1203 악기론
악기의 역사적인 발전과정과 체계적인 분류, 음향학적인 특색 등을 통하여 동서양음악에
있어서의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면을 “악기”라는 구체적인 도구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 CME0911 악식론
시대별로 나타난 음악의 양식을 살펴보고 음악을 분석, 구분하는 능력을 기른다.
● CME1111 어린이합창지도법
변성적 어린이들의 합창을 지도할 능력을 습득, 훈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어린이 발성에 관한 이론과 실제
2) 지휘와 합창지도
3) 어린이 합창교육과 운영
● CME**** 연주실습1~8
전공별로 매학기마다 연주회를 갖고 평가받는다.
● CME3092, 3093 연주합창1, 2
합창지휘의 졸업연주와 연결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합창연주실습의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 CME1512 영어딕션
성악문헌곡의 영어 발음 익히기(성악곡에 필요한 영어 발음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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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1321 영어원서강독
교회음악관련 영어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기본 용어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영어로 연주되
는 교회음악 감상을 통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 CME2895 예배오르간실습
예배에 필요한 오르간 음악 즉, 전주, 후주와 화중찬송 반주, 그 외에 필요한 창의적인 오
르간 연주법을 연구한다.
● CME1172 예배와음악
예배음악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예배와 음악의 성서적, 역사적 고찰을 통한 전통의 이해를
근거로 해결점을 모색한다.
● CME1274 오라토리오연구
교회음악전공자로서 알아야 하는 시대별 오라토리오를 경험하고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개
인적으로 준비를 하여 발표하며 시대적 양식에 맞는 음악적 표현들을 다양하게 공부한다.
● CME1923 오르간구조학
파이프오르간의 여러 구조와 다양한 파이프 음색에 대해 공부한다.
● CME1381 오르간문헌
오르간 음악의 초기문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음악의 특징과 작품들을 공부
한다.
● CME1524, 1525 오르간즉흥연주법1, 2
예배나 연주를 위해 즉흥적으로 오르간연주를 구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 CME1221 음악미학
서양미학사의 일반적 흐름과 일상에서 만나는 음악미학, 역사적으로는 고대의 음악미학,
칸트와 헤겔의의 음악미학, 호프만 티크 등의 낭만적 음악미학, 현대의 시학적 미학(스트
라빈스키, 아도르노 등)
● CME1081, 1091 음악분석1, 2
여러 종류의 악곡을 분석 시대적 양식과 특징 작곡학적 구조 규명.
● CME1122 이태리어딕션
이탤리 성악곡을 위한 이탤리어 발음 연구
● CME1307 자유기법작곡법
포스트모더니즘과 그 이후 현재 활동 중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며 현 시점의 작곡기
법을 이해한다.
● CME**** 전공실기1~8(성악,오르간,음악이론,작곡,지휘,피아노)
개인지도를 통하여 전공분야의 실력을 함양한다.
● CME**** 지휘마스터클래스1~6
공개 lesson을 통하여 지휘를 배우며 Repertoire를 넓힌다.
● CME1181, 2011 지휘법1, 2
지휘의 기술 및 레파토리를 깊이 있게 익혀 학생들이 지휘하는 현장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CME1011, 1021 지휘법의이론과기초1, 2
합창ㆍ지휘의 기본적 기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박자 젖기 Legato 및
Staccato타법, 강약과 속도의 변화 왼손사용법, 기타 특수기법, 악곡의 표현과 해석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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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찬송가 및 다른 합창곡 등을 교재로하여 실습한다.
● CME1522 찬송가오르간반주법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필요한 성가반주법, 찬송가반주법, 전조, 변조하는 법, 오르간 악기의
구조와 음색조절을 공부한다.
● CME3422 찬송가피아노즉흥연주법
찬송가를 자유자재로 즉흥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반주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교회 반주자를 양성한다.
● CME0292 찬송가학
회중찬송가에 대한 성서적, 예전적, 신학적, 음악적, 문화적, 고찰을 통한 이해를 근거로
찬송가의 비판과 사용, 창작의 방향을 모색한다.
● CME0171 청음1
선율, 화성, 리듬 청음 훈련을 통해 음악적 사고의 해석능력을 높인다.
● CME0181 청음2
단계음의 구성과 식별 청음법 장, 단, 증감 3화음의 계속적인 청음 훈련Ⅰ, Ⅳ, Ⅴ의 화음
및이조훈련
● CME0191 청음3
보다 진보된 단성율과 3성부 선율 청음 및 근접 관계조에 의한 선율 및 변화음의 빈번한
사용.
● CME0201 청음4
변화음, 전조, 인상주의, 현대적 선율 청음 및 인상주의와 현대 화성에 기초한 화성 찾음.
● CME1402, 1403 총보독보법1, 2
오케스트라의 총보에 나오는 각 악기의 파트를 피아노로 묶어 연주한다.
● CME3412 피아노교수법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음악사적 인식과 음악 이론적 이
해, 그리고 악곡해석 능력을 높인다.
● CME2896 피아노조율및구조학
피아노 구조 및 기능과 각 부품의 작동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피아노 관리요령, 수리방법
등을 습득하며,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초이론교육 및 실습을 병행한다.
● CME2401 한국교회음악사
한국교회음악의 유입과 형성과정, 찬송가의 유입사, 성가대 성립의 역사, 한국교회음악의
형성과정과 각 작곡가들의 음악, 70~90년대의 새로운 성가
● CME1306 한국적현대음악작곡법
국악 이론을 통해 한국적인 현대음악의 작곡 기법을 학습한다.
● CME**** 합창1~8
16세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예배의식, 교회력에 부합되는 모든 합창음악과 연주회
를 위한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 훈련시키며 합창 음악의 Repertoire를 다양하게 준비하
므로 합창 연주와 지휘의 기본 능력을 용이하게 습득케 됨을 목적으로 한다.
● CME1031 합창편곡법
합창의 “2, 3, 4부 및 제창편곡법, 남ㆍ여성 합창편곡법, 대위법적 편곡법, 데스칸트민요,
기타 여러 편곡법”을 습득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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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E1073 현대성가분석
교회에서 많이 연주되는 성가곡(성가합창곡)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음악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다.
● CME1305 현대음악작곡법
20세기 초반의 음악을 분석함으로 현대음악의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 CME0211 화성학1
음악의 기본이 되는 화성 연구를 함으로써 음악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한다.
● CME0221 화성학2
18, 19세기의 화성음악 분석, 기능화성학 발전과정 조성 음악의 구명.
● CME0231 화성학3
고급 화성들의 원리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제 곡을 통해서 알아본다.
● CPT1111 예배학
한국 교회의 예배 현실을 비롯, 예배의 역사와 발전 현황을 초대교회의 예배에 초점을 맞
춰 접근하여 예배의 본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 CCE1182 사회복지와선교
본 강의는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선교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사회복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CPT0021 실천신학개론
신학에 있어서 응용과 실천을 시도하는 학문인 실천신학은 교회의 사역과 연관된 학문이
다. 본 과목은 모든 신학의 꽃으로 이해하는 실천신학에 대한 개론적인 고찰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과목】
● CCE0012 기독교교육개론
개론적인 이론의 소개와 음악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인 접근을 모색하
게 된다.
● CCE1142 기독교윤리학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윤리학에 대한 기본요소와 이론을 소
개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신앙과 삶의 적극적 관
계를 검토한다.
● CCE0321 성서개론
성서의 성격, 배경, 각권의 주요 내용들을 살피며, 성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한다.
● CHT1211 역사신학개론
신앙과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사를 개관하면서 기독교문화와 음악에 대한 통찰력과 비전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CST1041 조직신학개론
신앙과 신학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신학의 개념, 규범 및 과제와 방법과 구조들
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조직신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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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경건훈련을 통한 교역자의 인격 함양
본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1.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성령의 감화 및 교회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 신앙과 경
건을 훈련함으로, 목회자로서의 인격을 형성한다.
1-1-1.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자기정체성과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는다.
1-1-2. 자신의 영적, 지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른다.
1-1-3. 정규적인 예배의 참석, 규칙적인 말씀의 묵상과 기도생활을 습관화한다.
1-1-4.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곧
성육신적이며 통전적인 온전한 영성을 추구한다.
1-2. 목회자로서 합당한 인성과 태도를 기른다.
1-2-1. 기독교 신앙에 의거한 바른 세계관을 확립한다.
1-2-2. 자기 희생적이고, 순례적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기독교적 삶의 양식을 지닌다.
1-2-3.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남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목회자로서의 인
격을 갖춘다.
1-3. 목회자로서의 합당한 도덕성을 확립한다.
1-3-1. 사랑과 성실과 정직 등의 개인적인 덕목을 갖춘다.
1-3-2. 가정과 교회 및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목회자로서의 책임적
윤리의식을 갖는다.
1-3-3. 목회자로서 사역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목회윤리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
며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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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교역현장을 고려한 신학적 지식의 습득
본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2-1.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로서의 교회, 개인과 세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오늘의 문화적 상황과 그에 대해 분석하는 과학적 지식 등에 관한 포괄
적 이해를 한다.
2-1-1.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2-1-2.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역사 및 개혁교회의 전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다.
2-1-3. 본 교단의 교의와 신학적인 방향과 함께 현대신학의 동향에 대해 이해한다.
2-1-4. 사회상황에 대한 분석,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반성, 목회적 사회적 실천 등의 일
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파편화된 지식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바의 해석학적
능력을 갖춘다.
2-1-5. 신학의 인접분야 및 다양한 학문분야들을 접해봄으로써,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
해를 갖는다.
2-1-6. 신앙과 삶, 이론과 실천, 신학과 목회의 이원화를 지양한다.
2-2. 오늘의 사회적 상황과 목회현실을 분석하여 이를 자신의 교역에 반영할 수 있는 지
적 탐구의 능력을 갖춘다.
2-2-1. 국내외의 목회현장과 사회적 상황, 더 나아가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는 실천 지향
적인 학문을 추구한다.
2-2-2. 우리의 목회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라 교회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찾
아내는 능력을 육성한다.
2-2-3. 오늘의 아시아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학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서의 역량을 갖춘다.
2-2-4. 다원화된 사회에 응답하는 목회자로서의 능력을 갖춘다.
2-2-5. 세계화 시대에,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위한 선교에서, 복음전파와 에큐메니칼 사
역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
2-2-6. 오늘의 교회와 사회에서 뿐 아니라, 미래의 교역을 위해서도 잘 준비된 미래지향
적인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3. 교역의 전문기술과 창의적 능력개발
본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3-1. 목회자로서의 전문적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
3-1-1. 교회에서 실천되는 말씀선포와 전도, 예배와 예전, 가르침과 훈련, 교제와 친교,
봉사와 섬김을 위한 목회의 전문기술을 습득한다.
3-1-2.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고, 선교적 지도력을 갖춘
다.
3-1-3. 이론적 교육과 함께 현장교육을 통해, 이러한 전문기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충
분히 숙달하는 목회자가 된다.
3-1-4. 개인과 사회 및 역사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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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정의, 공의, 평화, 창조세계 보전을 위해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
3-1-6. 바르게 성장하는 미래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변화하는 시대
에 대처하는 목회역량을 갖춘다.
3-2. 사고의 내용과 함께 사고의 과정에 대한 교육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다.
3-2-1. 자기 스스로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신학의 기본적
내용들과 방법론을 익히며, 또한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춘다.
3-2-2. 이론과 실천, 앎과 삶, 존재와 행동을 창조적으로 연결하여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
하며, 목회현장에서의 실천을 이론화하는 능력을 갖춘다.
3-2-3.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여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능력을 갖춘다.
3-2-4. 첨단매체들을 신학연구와 목회 및 교육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다.
3-2-5. 남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익힐 뿐 아니라, 목회현장에서 협
력사역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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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한 직영 신학교로서 목회자 양성을 위
해 설립된 대학원으로 교육법 제108조에 제시된 교육목적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장로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건과 학문”을 교육 지표로 삼고 기독교
복음(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목회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신학대학원”이라 칭한
다)이라 한다.
제 3 조 (과정) 신학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4 조 (학과 및 정원) 신학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 신 학 과 : 300명
제 5 조 (수업) 본 신학대학원의 수업은 전일제로 실시한다.
제 2 장

입

학

제 6 조 (입학시기) 본 신학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입학자격) 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세 후 만 5년 또는 입교
후 만 3년 (단, 외국인과 재외국민과 관련된 응시자격은 수세 후 만 5년 또는 입
교 후 만 2년)이상 경과되고, 본 교단 산하의 노회장 추천서(타교단 출신은 담임
목사 추천서와 소속교회의 교단 소속증명서 제출)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2. 외국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 3 장

수업연한․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제 8 조 (수업연한) 본 신학대학원의 수업연한은 6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2학기를 초
과 할 수 없다.
제 9 조 (이수과목 및 학점) ① 본 신학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지 교육과
정표에 따른다.
②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84학점 이상으로 하며, 2학년에 편입하는 학생
은 5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0조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4이상 출석해야 하고 최저

Ⅴ. 신학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177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11조 (학점인정) 본 신학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12조 (수료)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복학․퇴학․제적 및 편입․재입학

제 13조 (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5분의 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
는 휴학원을 제출,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사고, 중병, 견습선교
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14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 신학대학원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 15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제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학력부실 또는 신체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2.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성의한 사
람
3.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4.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5.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사람
6. 신학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7. 기타 학칙을 위반한 사람
제 17조 (편․재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입학고사를 실시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제적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전 취득학점
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제 5 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특별생

제 18조 (공개강좌) 신학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 19조 (연구생)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본 교단산하 신학대학교 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속노회장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 본 신학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에 합격한 사람은 신학대학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2년간 수업시킨다. 이수학
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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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외국인입학) 학력과 신앙을 구비한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특별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21조 (수강허가) 연구생 및 외국인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한다.
제 6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 22조 (장학금 및 연구비) 신학대학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7 장

조직 및 신학대학원위원회

제 23조 (조직) 신학대학원에 원장과 각 전공 분야에 주임교원을 둔다(단, 주임교원은 신
대원위원으로 한다).
제 24조 (신학대학원위원회) 신학대학원에는 신학대학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7~1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신학대학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단, 교수회
의에서 심의․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
1)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2)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
3)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 방안 수립 및 심의
4)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 및 심의
2. 종합고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입학,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신학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무 또는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
제 25조 (소집 및 의결) 신학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8 장

학

위

제 26조 (학위종별 및 시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학위논문을 신청하여 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역학석사(신학전
공)(Maste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논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7조 (학위논문) 학위논문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제5학기 논문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8조 (논문제출기한) 석사학위 논문 제출연한은 과정수료 후 3년 이내로 하며 논문제
출 기일은 11월말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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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신학대학원장이 교원 중에서 지정하는 석사학위논문 심사
위원이 행하며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며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 심사진행을 주재케 할 수 있
다. 그러나 위원장도 심사에 있어서는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 30조 (학위수여)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증서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1조 (준용규정) 학년․학기․상벌 기타 이 학칙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⑴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⑵ (경과조치) 이 학칙중 제26조는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이 변경학칙(제5장 제19조)은 199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13조(휴학) ②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13조(휴학) ②항 견습선교사 휴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
6.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7조]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13조(휴학) ②항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24조(신학대학원위원회)]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9. ①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7조(입학자격)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3644호)
변경)에 따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등에 있는 모든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
함.
◎ 변경기준
연번
1
2
3
4
5

현 행
교수
자
다음 각 호의 1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 정
교원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10. (시행일) 이 변경학칙 제7조 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변경학칙[제12조(수료)]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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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에 의거 제반 학사업무를 집
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

학

제 2 조 (응시자격) 석사학위과정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학정원 25%범
위 내에서 무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교 교원(조교 제외)
은 휴직한 후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1. 수세 후 만 5년 또는 입교 후 만 3년(단 외국인과 재외국민과 관련된 응시자
격은 수세 후 만 5년 또는 입교 후 만 2년)이상 경과되고, 소속노회장 추천서를
받은 사람(타교단 출신은 담임목사 추천서와 소속교회의 교단 소속증명서 제출)
2.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이로서
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나.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3. 무시험 특별전형 지원한 사람은 위 ‘가.’, ’나.‘ 목에 해당되고 각 1목에 해당하
는 사람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폐지
다. 본교가 인정하는 사회저명인사로 전임 교역의 사명이 있는 사람
라. 본 교단 총회 인정 전임 선교사로 6년 이상 봉사한 사람
마. 부모가 본 교단 총회 인정 전임 선교사로 10년 이상 재임한 사람의 자녀로
서 외국에서 초중고대를 6년 이상 수학한 사람
바. 사회봉사 공헌한 사람
1) 사회복지사(1급)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기관에서 전임으로 6년 이상
근무하여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복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사회복지에 헌신한 공로로 도지사 혹은 광역시장 이상의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
사.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5년 이상 이수하고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재외국민 (대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80점(B) 이상인 사람)
아. 본 교단 군종사관 후보생으로 2회 이상 응시생 중 임관 최종년도에 해당하
는 사람 (대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80점(B) 이상)
자. 폐지
차. 본 대학교 2001학년도 이후 대학부 특성화에 따른 입학생 중 자격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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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사람
카. 본 교단 설립 또는 본 대학교와 협력관계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대학 평점평균 순으로 3명 이내의 인
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1) 본교 교회음악학과 학사와 석사학위 소지한 사람으로 대학 ․ 대학원 평균
성적 B+ 이상이고 동 과정 전공실기 성적이 B+ 이상인 사람
2) 교회음악봉사경력(지휘자, 반주자, 교회음악사역자 및 교회음악사) 4년 이
상인 사람
4.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단, 중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국에서 목회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제 3 조 (시험과목) 입학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전형
가. 1차 : 성경(구약, 신약), 영어, 교양상식
나. 2차 : 면접 및 서류심사
* 1차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특별
한 사정이 발생될 경우에는 서류전형으로 입학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2. 특별전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면접
제 4 조 (신체검사 및 입학등록) ①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종합병원에 준
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의하여 수학에 지장이 없
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단, 검사결과
에 따라 휴학을 명할 수 있다.
② 합격통지서를 발부 받은 사람은 소정 기간 내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만 학기
개시 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제 5 조 (편입학자 입학자격 및 시험과목) ① (입학자격) 수세 및 입교 후 만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소속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타교단 소속 지원자는 해당 교단장
의 추천을 받은 사람)
1. 국내․외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한 사람으로 본 대학교가 인정하는 정규
M.Div.과정에서 신학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국내․외 신학대학에서 학
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2년 이상 전공한 사람
2. 목사안수를 이미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이 없음. 단, 중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중국에서 목회하기 원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시험과목 및 배점
과 목 명
성경(구약/신약)
영어, 독어중 택일
헬 라 어
성 서 학

배
점
200점
100점
100점
100점

제 3 장
제 6 조 (등록 및 등록금 반환)

과 목 명
조직신학
역사신학
면
접
총
계

배
점
100점
100점
140점
840점

등록∙휴학∙복학 및 재입학

①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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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적 처리된다.
③ 교육부령 제699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기준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학교가 별도로 정한다.
1. 과오납 된 경우
2.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3.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4. 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하게 학업을 계속하지 아
니하게 된 경우
(학점등록) ① 6학기 등록을 필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
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6학점 이하인 경우에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1-3학점은 등록금의 1/5, 4-7학점은 등록금의 1/3, 8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휴학원 제출) 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정해
진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1. 군입대휴학 : 군입대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 1통을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
업일수의 5분의 4이상 마친 후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를 결시한 사람은
중간고사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으로 평가한다.
2. 일반휴학 : 가정형편 또는 질병으로 3주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서
류를 첨부 휴학원을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급휴학 : 성적불량 또는 성경종합시험 불합격으로 인해 휴학할 경우 지도
휴학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휴학, 복학자 등록) 등록을 필한 학생이 중간고사 개시 이전에 휴학할 경우 복
학시 차액을 납부하며 중간고사 개시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입원 및 중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노회장추천서, 확인서(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기재>, 질병 휴학자는 건강진단서)
를, 견습선교사는 총회 세계선교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편․재입학) ① 재입학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기가 시작 되기 전 재입학원과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나 신대원위원회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불량,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할 수 없다.
③ 제적전 학점은 이를 인정한다.
④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재입학이 가능하다.
⑤ 편․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재입학한 후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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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성적인정

제 12조 (수강신청 절차) 학생은 매 학기 수강할 과목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
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제 13조 (신청과목의 변경) 수강 신청한 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폐강, 강의
시간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변경 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제 14조 (동일과목 중복 수강금지) 'D' 이하 교과목 이외에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
으며, 만일 중복하여 수강하였을 때에는 후에 받은 성적은 무효로 한다.
제 15조 (불신청 이수) 수강신청하지 않고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해당과목의 교원이 그
성적을 제출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강신청 후 중도포기 혹은 수업에 전
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수강신청변경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성적은 F로 처
리된다.
제 16조 (성적평가) 성적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 및 출석, 과제물, 예습 등을 종합
평가 한다.
제 17조 (성적평가 등급) 학업성적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

급

평

점

점

수

A+
A˚

4.3
4.0

97~100
94~96

A-

3.7

90~93

B+
B˚
B-

3.3
3.0
2.7

87~89
84~86
80~83

C+

2.3

77~79

C˚
CD

2.0
1.7
1.0

74~76
70~73
60~69

F
P

0
불 계

0~59
합 격

NP

불 계

불합격

제 18조 (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 추가시험 신청서를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추가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허가받은 학생에 한하여 다음 학기 초에 실시하되 성적취득은 B+ 이하로 한
다.
제 19조 (성적이의 신청) 취득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 공시 기간 내에 해당 교
원에게 직접 성적정정을 요청하여 해당학기 내에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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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수과목∙취득학점∙종합시험∙목회실습∙신학계속추천서

제 20조 (이수과목 및 학점) 신학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별지 교육과정과
같으며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84학점이다.
1. 히브리어 4학점, 헬라어 4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선수를 요하는 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후속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제 21조 (취득학점) 본 신학대학원 학생은 수업일수의 4/5이상 출석해야 하고 매 학기
13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취득학점 9학점 미만일 때에는 진급할 수 없
다.(단, 본 신학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본
신학대학원의 학점교환 규정에 의거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22조 (종합시험) 본 신학대학원 학생은 다음과 같은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진급 및
졸업할 수 있다.
1. 성경종합시험
가. 실시시기 : 1학년 1학기말, 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최종시험), 2
학년 2학기말(재시험)
나. 합격선 : 100점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 졸업반 진급하기 전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사람은 진급할 수 없다.
라. 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소정의 재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마. 재시험 불합격한 사람 및 미응시한 사람 처리
1) 재시험 불합격한 사람 및 미응시한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급휴학)
2) 재시험 불합격한 사람 및 미응시한 사람은 그 다음해에 실시하는 시험
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이때는 소정의 시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불
합격되거나 미응시하였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된다.
바. 면제자 : 입학시험에서 성경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재학기간
중 성경종합시험이 면제된다.
2. 외국어시험
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수한 사람은 외국어시험 합격한 사람으로 간주하
며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출신대학에서 과목을 수강(4학점이상)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본 대학교 졸업한 사람 C+이상
2) 타 대학교 졸업한 사람 B- 이상
제 23조 (경건실천) 본 신학대학원 학생은 경건실천 규정에 따른 경건실천학점을 취득해
야 한다.
제 24조 (신학계속추천서) 본 신학대학원 학생은 학년 진급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노회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만 다음 학년도 등록이 허락된다.
제 6 장

연 구 생

제 25조 (응시자격) 연구생과정 입학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졸업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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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생으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소정의 실력고사를 행하되 신
학과에 준한다.
제 26조 (위탁교육) 본 교단 총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1. 자격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4학년을 졸업한 사람
2. 필답시험과목 : 성경종합시험, 영어
3. 구두시험(면접) 및 신체검사
제 27조 (위탁생 이수과목, 취득학점 및 종합시험) ①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 : 매 학기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1학기당 1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성경종합시험 : 재학기간 중 실시되는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
격한 사람은 졸업할 수 없다.
1. 실시시기 : 2학년 1학기말(최종시험), 2학년 2학기말(재시험)
2. 면
제 : 입학시험에서 성경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재학기간중
성경종합시험이 면제된다.
제 28조 (위탁생 수료) 2년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
한다.
제 7 장

학위논문

제 29조 (논문제목 및 지도교원 신청) 논문은 4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B+(3.3)이상이어
야 5학기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졸업학년 초에 지도교원을 선택하여 논문제목 및
지도교원 신청서를 교학실에 제출하여 논문 지도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 (논문개요) ① 논문지도교원이 확정된 학생은 논문개요(A4용지 3매 정도)를 교
학실에 제출하여 지도교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논문개요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교원은 결과를 소정양식에 의거
신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논문지도는 3학년 2학기부터 시간표에 정해진 시간에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31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신학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을
논문지도교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의 성격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
한 외부인사가 될 수도 있다.
제 32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본 신학대학원 학위과정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논문개요를 제출한 사람
3.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4. 입학 일로부터 6년 이내에 학위논문 완본 제출 예정인 사람
제 33조 (학위논문 원고 제출) 석사학위논문 작성하는 사람은 A4용지 50매(최하)에 해당
하는 원고를 2부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원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조 (논문제출 자격심의) 신학대학원위원회는 논문원고 제출자격 여부를 심의 인준한
다.
제 35조 (심사위원)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 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지도교원은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신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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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학대학원장은 제출된 심사위원 후보를 신학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위원을 확정하고 석사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36조 (심사위원회 수와 자격) ①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을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은 반드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37조 (심사위원장) 논문지도교원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신학대학원에 보고한다. 단, 심사위원
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8조 (논문 심사) 본 신학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논문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
다.
39조 (논문의 판정) ①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
② 각 심사위원은 제출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주제 및 취급방법의 타당성
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는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하는 사람에게 대하
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심
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신학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조 (논문심사 횟수) 논문심의는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1조 (논문격식) 학위논문의 격식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판 종 : 가로 19.5cm, 세로 26.5cm 또는 A4 용지
2. 제본형식 : 클로스양장
3. 표제인쇄방식 : 별지 1, 2, 3, 4
4. 논문의 기본형식
가. 표제지
나. 속표지
다. 인준서
라. 사사(필요시)
마. 서문 : 머리말(필요시)
바. 목차
사. 수표와 도표목차(필요시) 아. 본문
자. 참고서적 목록
차.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42조 (논문 제출 심사료) 학위논문 제출자는 사람은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
를 신학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43조 (논문 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하드바운드 2부와 파일을 소정의 기일 내에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 위 수 여

제 44조 (학위수여) 본 신학대학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교역학석사(신학전공)(M. Div.)학위를 수여한다.
제 45조 (학위기) 본 신학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기 양식은 별지 서식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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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용규정) 이 내규에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교수회의 결정
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세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세칙(제2장 제3조 1, 2)은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세칙(제3장 제11조 ②)은 199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세칙(제3장 제9조)은 199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세칙(제3장 제7조 ②)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세칙(제5장 제21조)은 19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세칙(제5장 제20조 ③)은 199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세칙(별지서식 : 5, 6)은 1995학년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10. 이 개정세칙(제3장 제11조 ②) 199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세칙은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2. 이 변경세칙은 199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13. 이 변경세칙 중 제6장 제29조는 200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14. 이 변경세칙 중 제2조와 제3조는 입학요강이 변경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이 변경세칙 중 제7조 ③항, 제23조 ①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변경 세칙 중 제4장 제19조, 제7장 제 33조, 41조, 43조는 2011-2학기부터 시행
한다.
17. 이 변경 세칙 중 제2조는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8. ①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② 고등교육법 개정(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3644
호)변경)에 따라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규정 등에 있는 모든 관련 내용을 일괄 개
정함.
◎ 변경기준

19.
20.
21.
22.
23.

번호
현 행
개 정
1
교수
교원
2
자
사람
3
다음 각 호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4
받고자 하는 자는
받으려는 사람은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시행일) 이 변경세칙중 제2조 1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세칙중 제31조, 제36조는 통과즉시 시행한다.
이 변경 시행세칙 제2조 4항, 제5조 2항은 총회(공문수령) 통과즉시 시행한다.
이 변경 시행세칙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변경 세칙 중 제29조, 제43조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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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 :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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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 : 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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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3 : 인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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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 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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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5)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교역학석사(신학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학위) ○○○

위 증명에 의하여 교역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20

학교
법인
학위번호 :

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이

일

장(학위) ○○○
월

일

사

장(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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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 6)

제

호

졸 업 증 서
성 명 :
19
년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
과정)
전 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증명함

20

년

월

월

일생

소정의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학위) ○○○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학교
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이

장(학위) ○○○

사

장(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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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교과과정표

1. 신학과(M.Div.) 교과과정표
가. 필수과목
학년

1

1

학

기

과

목

명

구약학개관
히브리어
조직신학개론
세계교회사
목회실습 1(교회교육의실제)
경건실천 1
경건훈련(학기구분없음)
신학입문
신학생활 1
학점계

2

신약석의방법론
기독론
목회와상담
신학생활 3(교회안현장실천)
경건실천 3
학점계

3

교회론과종말론
선교신학
목회실습 4(설교의실제)
목회연구 1
경건실천 5
학점계

학점
3
(4)
3
3
1
P
(2)
-

학년

1

2

학

기

과

목

명

구약석의방법론
신약연구개론
헬라어
기독교교육
목회실습 2(교회의행정과리더십)
경건실천 2
경건훈련(학기구분없음)
신학생활 2

10
3
3
3
1
-

학점계

2

한국교회사
성령론
설교학개론
기독교윤리학
신학생활 4(교회밖현장실천)
경건실천 4

10
[3]
3
1
4

3

목회실습
목회실습
목회연구
경건실천

학점
3
3
(4)
3
1
P
10
3
3
3
3
1
-

학점계

13

3(헌법)
5(예배의실제)
2
6

1
1
-

학점계

2

필수 학점계 49학점 + 교회음악과목 2학점 = 총 51학점(2010학번이전 50학점)

1) [ ] 학점은 필수선택 학점임.
가) 조직신학 분야의 경우 조직신학개론은 필수이며,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과종말론
3과목 중 2과목 필수선택
2)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입문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3) 신학생활4(교회밖현장실천)은 2008학번부터 졸업학점에 포함됨
4) 신학생활4(교회안현장실천)은 2010학번부터 졸업학점에 포함됨
5) 교회음악분야의 경우 2학점 필수
수강신청 시 이수구분을 ‘필수’로 변경해야 필수과목으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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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학번부터 예배학개론은 목회실습5(예배의실제)의 선수과목임.
7) 신학입문 안내
가) 대상자 : 신입생 전원
나) 예 외 : ① 본 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② 본 교단 지방 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③ 타 대학교 신학과 출신자는 학점인정 신청 시 과목이수 인정
다) 개 설 : 매년 2월 중(32시간) 사이버강좌로 개설됨.
라) 기 타 : 1학년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선택과목
1) 구약학
Ⅰ

Ⅱ

Ⅲ

구약원전강독 1
이스라엘역사
구약신학
구약세미나 1
구약과설교 1
율법서1(창 /출)
예언서1(전기예언서)
성문서1
(시가서:시,아,애)
SOT7354 성서아람어

SOT1179 구약원전강독 2
SOT1191 히브리어문장론
SOT7083 구약성서배경사
SOT1261 구약해석학
SOT1252 구약세미나 2
SOT1213 구약과설교 2
SOT1117 율법서2(레/민)
SOT1126예언서2(대예언서)
SOT1158 성문서2
(지혜와묵시:욥,잠,전,단)
SOT1322 칠십인역
SOT7580 구약과주변세계문학

SOT1160 구약원전강독 3
SOT1371 구약본문번역연습
SOT1185 중급히브리어
SOT1253 구약세미나 3
SOT1214 구약과설교 3
SOT1118 율법서3(신)
SOT1127 예언서3(소예언서)
SOT1159 성문서3
(역사서:룻,에,스-느,대상하 )
SOT1223 성서지리고고학
SOT1116 신구약중간사/외경
SOT1215 구약과신약

SOT1162
SOT7583
SOT1033
SOT1251
SOT1212
SOT1109
SOT1125
SOT1157

Ⅰ, Ⅱ , Ⅲ
SGT7401
SGT7402
SGT7403
SGT7404
SGT7405
SGT7406

①
②
③
④
⑤

구약성경공부Ⅰ(3)
구약성경공부Ⅱ(3)
구약성경공부Ⅲ(3)
구약성경공부Ⅳ(3)
구약성경공부Ⅴ(3)
구약성경공부Ⅵ(3)

SOT1039
SOT1040
SOT1042
SOT1043
SOT1044
SOT1045

구약성경학1(3)
구약성경학2(3)
구약성경학3(3)
구약성경학4(3)
구약성경학5(3)
구약성경학6(3)

SOT7588 성지답사연구(2학기)(3)
SOT1193 히브리어기초문법(1학기)

사이버강의 – SOT7083 구약성서배경사(3)
구약원전강독 1, 구약원전강독 2, 구약원전강독 3 은 합산하여 6학기 3번 수강 가능.
성지답사연구(신약,구약)는 P/NP 과목임. 신약은 1학기, 구약은 2학기 개설.
구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공부Ⅰ~Ⅵ은 한시적 개설 과목임.(P/NP과목임)
구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공부Ⅰ~Ⅵ : 6학기동안 총 12과목 중 3과목 수강 가능.
구약성경학 1~6, 신약성경학 1~6 : 6학기동안 총 12과목 중 3과목 수강 가능.
⑥ 2013-1학기부터 구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공부Ⅰ~Ⅵ, 성지답사연구 공통과목에서 구약학 선
택과목으로 이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⑦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1과목 이내로 개설하며 성경공부 한과목당 0.5과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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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학기에 두과목을 개설하기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⑧ 2013-1학기부터 율법서(1-3), 예언서(1-3), 성문서(1-3) 과목의 소제목을 삭제함
→ 율법서1,2,3 / 예언서1,2,3 / 성문서1,2,3 으로 변경(2012.11.09. 제417차 신대원위원회)
⑨ 2014-1학기부터 율법서(1-3), 예언서(1-3), 성문서(1-3) 과목의 소제목을 다시 붙임.
→ 율법서1(창/출), 2(레/민), 3(신) / 예언서1(전기예언서), 2(대예언서), 3(소예언서) / 성문서1
(시가서: 시,아,애), 2(지혜와묵시:욥,잠,전,단), 3(역사서:룻,에,스-느,대상하) 으로 변경

2) 신약학
Ⅰ
SNT1341
SNT1191
SNT7113
SNT7121
SNT1311
SNT1351
SNT1221
SNT7203
SNT7023

바울서신개관 (3)
공동서신(3)
마태복음(3)
목회서신(3)
신약윤리(3)
신약과설교(3)
계시록 (3)
복음서신학(3)
고린도전후서 (3)

Ⅱ
SNT1033
SNT1201
SNT1141
SNT1131
SNT1121
SNT1161
SNT1321
SNT1241
SNT1233

Ⅲ

신약신학(3)
히브리서(3)
사도행전(3)
요한복음(3)
마가복음(3)
로마서 (3)
신약배경사(3)
우리말성경연구(3)
갈라디아서와데살로니가전후서(3)

SNT1111
SNT1104
SNT1211
SNT7043
SNT1343
SNT1181
SNT1331
SNT1213

산상보훈(3)
공관복음개관(3)
요한서신(3)
누가복음(3)
신약세미나 (3)
옥중서신(3)
신약해석학 (3)
나사렛예수 (3)

Ⅰ, Ⅱ , Ⅲ
SGT7501
SGT7502
SGT7503
SGT7504
SGT7505
SGT7506

신약성경공부Ⅰ(3)
신약성경공부Ⅱ(3)
신약성경공부Ⅲ(3)
신약성경공부Ⅳ(3)
신약성경공부Ⅴ(3)
신약성경공부Ⅵ(3)

SNT1051
SNT1052
SNT1053
SNT1054
SNT1055
SNT1056

신약성경학1(3)
신약성경학2(3)
신약성경학3(3)
신약성경학4(3)
신약성경학5(3)
신약성경학6(3)

SNT7588 성지답사연구 (1학기 )(3)
SNT1251 신약원전강독 (3)

① 신약원전강독I, 신약원전강독II 은 2과목 합산하여 6학기 3번 수강 가능.
② 성지답사연구(신약,구약)는 P/NP 과목임. 신약은 1학기, 구약은 2학기 개설.
③ 2012-1학기부터 고린도전후서(3) Ⅲ주기 → Ⅰ주기로 이동, 요한문헌(3) 삭제, 나사렛예수(3)
추가(제397차 신대원위원회 2011.09.16.)
④ 구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공부Ⅰ~Ⅵ은 한시적 개설 과목임.(P/NP과목임)
⑤ 구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공부Ⅰ~Ⅵ : 6학기동안 총 12과목 중 3과목 수강 가능.
구약성경학 1~6, 신약성경학 1~6 : 6학기동안 총 12과목 중 3과목 수강 가능.
⑥ 2013-1학기부터 신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학1-6, 성지답사연구가 공통과목에서 신약학 선택
과목으로 이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⑦ 2013-1학기 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1과목 이내로 개설하며 성경공부 한과목당 0.5과목으
로, 한학기에 두과목을 개설하기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Ⅴ. 신학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197

3) 역사신학
Ⅰ
SHT1101 고대교회사(3)
SHT7264 중세신비주의전통(3)
SHT7293 영국종교개혁과청교도운동(3)
SHT1161 근대교회사(3)
SHT1512 18-19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3)
SHT1551 교회론의변천사(3)
SHT7105 세계교회이단과종파(3)
SHT1151 아시아교회사(3)
SHT1561 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3)
SHT7334 한국교회성장사(3)
SHT1023 교회사세미나13)
SHT7314 기독교사회운동사(3)

Ⅱ
SHT1121
SHT1531
SHT1451
SHT7145
SHT7436
SHT1143
SHT1572
SHT1112
SHT1155
SHT1030
SHT1024

중세교회사(3)
교부들의신학(3)
한국교회신학사상사(3)
미국교회와부흥운동(3)
기독교영성과경건의역사(3)
스위스종교개혁(3)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3)
선교의역사(3)
동아시아문화와기독교(3)
교회사속의여성(3)
교회사세미나2(3)

Ⅲ
SHT1141
SHT1541
SHT1131
SHT1191
SHT1144
SHT7437
SHT7255
SHT7106
SHT7273
SHT1025
SHT1045
SHT1026

종교개혁사(3)
동방정통교회의역사와신학(3)
개혁교회의역사와신학(3)
에큐메니칼운동사(3)
독일의종교개혁(3)
경건주의와신앙각성운동(3)
아우구스티누스신학연구(3)
한국교회이단분파사(3)
토마스아퀴나스신학연구(3)
교회사세미나3(3)
이슬람과기독교(3)
성경과교회사(3)

Ⅰ, Ⅱ , Ⅲ
SGT7001 라틴어(초급)
SHT1145 종교개혁지현장답사(3)

SGT7003 라틴어중급

SGT7004 라틴어원전강독

① 2011-1학기 부터 종교개혁지현장답사(3): 매학년도 1학기 개설(대학원공통과목)(P/NP)
(2010.10.21. 제383차 신대원위원회)
② 라틴어(초급)(3), 라틴어원전강독(3)은 1학기, 라틴어중급(3)은 2학기 개설과목임(2011년부터)
③ 2013-1학기부터 종교개혁지현장답사, 라틴어초중급, 라틴어원전강독이 공통과목에서 역사신학
선택과목으로 이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④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1과목 이내로 개설하며 라틴어가 개설되는 학기에 한과
목을 추가하기로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⑤ 2013-1학기부터 디아코니아의역사, 교회개혁과부흥의역사 폐설
기독교사회운동사 신설(2012.11.09. 제417차 신대원위원회)

4) 조직신학
Ⅰ ,Ⅱ ,Ⅲ 구분 없이 개설
SST7501
SGT7038
SST1131
SST1161
SST1192
SST7243
SST1421
SST7502
SST1019
SST7811

아시아신학(3)
신학원서강독 (일어)
최근의신학특강(3)
개혁신학(3)
하나님과세계 (3)
여성신학(3)
신조와신앙고백(3)
통전적신학(3)
조직신학방법 (3)
성서·신학·설교 (3)

SST1111
SST7101
SST1232
SST1291
SST1144
SST1311
SST1201
SST1233
SST1341

바르트신학 (3)
본회퍼신학 (3)
기독교인식과해석학(3)
기독교강요연구(3)
하나님의나라와신학(3)
신학과신학자들(3)
기독교인간학(3)
기독교변증학(3)
생태신학(3)

SST7071
SST1121
SST1153
SST7131
SST1241
SST7815
SST1331
SST1501
SST7812
SST7813

구원론 (3)
깔뱅신학(3)
현대신학개관 (3)
신론(3)
신학과과학(3)
신학·영성·실천 (3)
복음주의신학 (3)
몰트만의신학 (3)
신학과오늘의세계(3)
신학·경험·심리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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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2-1학기부터 철학적신학(3)→하나님과세계(3)로 과목명 변경
(제397차 신대원위원회 2011.09.16.)
②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1과목 이내로 개설하며 낙운해 교수의 과목을 보장하여
한과목 추가하는 것으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③ 신학원서강독(일어) : 6학기동안 3번 수강 가능

5) 기독교와문화
Ⅰ

Ⅱ

Ⅲ

SCC1531 기독교와생태학 (3)
SCC2552 교회와노인복지 (3)
SCC7213 현대기독교윤리사상(3)
SCC1443 크리스천가정과성윤리(3)
SCC1571 문화와현대한국사회(3)
SCC1612 성서와윤리특강 (3)
SCC1142 기독교와정치윤리(3)
SCC1614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속의 기독교와 문화

SCC2573 기독교,경제학그리고공동선(3)
SCC2551 기독교와사회복지(3)
SCC3531 기독교와미래학(3)
SCC3511 기독교의사회사상(3)
SCC2545 미디어,소통그리고교회(3)
SCC1323 테크놀로지,인간그리고
기독교(3)

SCC2594 현대신학자와윤리(3)
SCC2544 교회의공공성과
사회적책임(3)
SCC3542 생명신학과생명윤리(3)
SCC2543 교회와청소년문화 (3)
SCC3522 통일문제와화해의신학(3)
SCC1521 종교사회학 (3)

① 사이버강의 - SCC3542 생명신학과생명윤리(3)
② 2011-1학기부터 여성신학과윤리(3) → 크리스천가정과성윤리(3)로 변경
(2010.10.21 신대원위원회)
③ SCC2593 다원회사회와목회윤리(3) → SCC2594 현대신학자와윤리(3)로 변경
(2011.10.24. 신대원위원회)
④ 2013-1학기부터 교과목명 변경(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기독교경제윤리 → 기독교,경제학그리고공동선
교회와문화특강 → 미디어,소통그리고교회
기술사회와기독교윤리 → 테크놀로지,인간그리고기독교
교회와사회특강 → 교회의공공성과사회적책임
기독교와통일문제 → 통일문제와화해의신학
⑤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과목 이내로 개설(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Ⅴ. 신학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199

6) 실천신학
Ⅰ ,Ⅱ ,Ⅲ 구분 없이 매학기 6과목 개설
SPT1111
SPT1026
SPT1511
SPT3411
SPT7502
SPT7165
SPT1213
SPT1027

예배학개론(3)
설교작성법(3)
설교의역사(3)
교회력과설교(3)
다음세대예배와설교(3)
성례전의이론과실제(3)
창의적예배와설교(3)
설교와스피치(3)

SPT2111
SPT2115
SPT2292
SPT2121

목회상담 (3)
결혼및가족상담 (3)
상담과자기성품이해(3)
목회와커뮤니케이션(3)

SPT3111
SPT2230
SPT2252
SPT2237
SPT2236

교회행정학(3)
기도의실제(3)
영성과치유(3)
영성의이론과실제(3)
영성지도의실제(3)

Ⅰ , Ⅱ, Ⅲ
SPT2232 영성훈련의실제(3)
SGT7182 교회목회의실제1(3)

SGT7218 해외인턴십(3)
SGT7183 교회목회의실제2(3)

SGT7184 교회목회의실제3(3)

① 예배학개론(3)은 2-3학년 해당과목 → 2011-1학기부터 1~3학년 변경(2010.10.21.신대원위원회)
② 영성훈련의실제(3) : 신대원장 관리 하에 진행되는 정책과목으로 1, 2학기 모두 개설
(선수:영성의이론과실제(3))
③ 영성의이론과실제(3) : 1학기에 개설함.
④ 영성지도의실제(3) : 2학기에 개설함(선수:영성훈련의실제(3))
2012-2학기부터 선수과목추가 기도의실제(3) (2012.5.21. 담당교수)
⑤ 2012-1학기부터 SPT1111 예배학개론(3) 2개반으로 분반(제392차 신대원위원회 2011.4.13)
→ 매학기 개설(2011.10.24 신대원위원회)
⑥ SPT2251 구원과치유(3) → SPT2252 영성과치유(3)로 변경(2011.10.24 신대원위원회)
⑦ SPT2239 영성과윤리(3) → SPT2230 기도의실제(3)로 변경(2011.10.24 신대원위원회)
⑧ 영성훈련의실제(3): 신대원장 관리 하에 정책과목으로 1, 2학기 모두 개설(선수: 영성의이론과실제)
⑨ 해외인턴십(SGT7218) 2012-2학기부터 매년 2학기 3학점으로 개설. 교회안현장실천 과목 대체
또는 기이수한 경우 선택3학점으로 인정. P/NP 과목, 중복수강불가, 폐강기준 적용함.(제410차
신대원위원회
2012.05.22.)
⑩ 2013-1학기부터 영성훈련의실제, 교회목회의실제1-6, 해외인턴십 과목이 공통과목에서 실천신학
선택과목으로 이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⑪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6+2과목 이내로 개설하며 '영성훈련의실제, 교회목회의실제
1-6, 해외인턴십' 중 2과목을 택하는 전제하에 추가하기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⑫ 2013-1학기부터 교회목회의실제1~6 → 교회목회의실제1~3으로 축소
(2012.11.09 제417차 신대원위원회)
⑬ 2013-1학기부터 교회목회의실제1~3 부제목 변경(2012.11.27 제418차 신대원위원회)
교회목회의실제1 (외국인노동자및장애인목회)
교회목회의실제2 (교회내연령별대상목회)
교회목회의실제3 (선교를위한지역사회개발및봉사)
⑭ 2013-1학기부터 현대교회와예배, 성례전연구, 예배의역사와신학, 목회와커뮤니케이션 → 폐설
다음세대예배와설교, 성례전의이론과실제, 창의적예배와설교 → 신규
(2012.11.09 제417차 신대원위원회)
⑮ 2013-1학기부터 예배학개론 → 매학기 개설, 선택6과목에서 제외 및 150명 인원제한 없음,
2013학번부터 목회실습5(예배의실제)의 선수과목, 오전시간 개설(2012.11.27 제418차 신대원위
원회)
⑯ 2013-1학기부터 해외인턴십 → 계절학기로 개설
⑰ 기도의실제(SPT2230) : 2013-2부터 인원제한 없음, 선수과목 없음, 상대평가(A등급제)로 변경.
⑱ 기도의실제: 상대평가 → P/NP(제460차 신대원위원회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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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교신학
SMT5021
SMT5041
SMT5171
SMT5211
SMT5162
SMT5302
SMT5303
SMT5305
SMT5304
SMT5174

Ⅰ
전도의이론과실제(3)
선교운동사(3)
선교와지도자훈련(3)
도시선교 (3)
세계종교연구(3)
선교학개론(3)
선교와사회변동 (3)
이슬람지역선교 (3)
선교와교육(3)
사이버선교(3)

SMT5316 선교인력개발(3)
SGT7211 선교영어실습Ⅰ(3)
SGT7212 선교영어실습Ⅱ(3)

SMT5151
SMT5051
SMT5121
SMT5311
SMT5221
SMT5306
SMT5132
SMT7064

Ⅱ
선교의성경적기초 (3)
선교와문화인류학 (3)
선교사인물연구(3)
아시아선교 (3)
사회봉사선교(3)
최근선교신학의동향(3)
선교와여성사역(3)
디아스포라선교(3)

Ⅰ, Ⅱ , Ⅲ
SMT5113 선교현장연구와실습I(3)
SMT5114 선교현장연구와실습Ⅱ(3)

SMT5061
SMT5031
SMT5131
SMT7124
SMT5231
SMT5310
SMT5301
SMT5307
SMT5312
SMT5309

Ⅲ
교회성장학(3)
타문화권선교(3)
선교사의생활과사역(3)
북한선교 (3)
국내외국인선교 (3)
에큐메니칼선교 (3)
미전도지역선교 (3)
선교와평신도(3)
선교와교회(3)
바울선교 (3)

SGT7214 견습선교사실습Ⅰ(3)
SGT7215 견습선교사실습Ⅱ(3)

① 사이버강의 - SMT5162 세계종교연구(3)
② Part Ⅲ의 북한선교(3)와 국내외국인선교(3) 과목은 둘 중 1과목을 선택하여 개설함.
③ 선교현장연구와실습Ⅰ(3)은 1학기에, 선교현장연구와실습Ⅱ(3)는 2학기에 개설함. P/NP과목
④ 선교인력개발은 매학년도 1학기에 개설함.
⑤ 견습선교사실습Ⅰ(3), 선교영어실습Ⅰ(3)은 1학기 개설과목임.
⑥ 견습선교사실습Ⅱ(3), 선교영어실습Ⅱ(3)는 2학기 개설과목임.
⑦ 선택과목 개설수 학기당 변동없이 5과목(2010.11.25 신대원위원회)
⑧ 2013-1학기부터 견습선교사실습1-2, 선교영어실습1-2 과목이 공통과목에서 선교신학 선택과목
으로 이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⑨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과목 이내로 개설하기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
위원회)

8) 기독교교육
SCE5131
SCE7301
SCE5174
SCE5191
SCE5525
SCE5181
SCE5221
SCE5214
SCE7356
SCE5123
SCE1145

Ⅰ
교육의신학적기초 (3)
기독교아동교육(3)
교회교육의새로운동향(3)
교육목회(3)
커뮤니케이션과기독교교육(3)
선교교육론 (3)
성서의교육학(3)
기독교교육현장탐방(3)
성격유형과신앙성숙(3)
문화와기독교교육 (3)
정의평화생태(JPIC)를위한
기독교교육(3)

SCE5142
SCE5271
SCE5251
SCE7218
SCE7321
SCE5163
SCE7281
SCE5351
SCE5272
SCE7241
SCE5262

Ⅱ
인간발달과기독교교육(3)
기독교청소년교육(3)
기독교가정교육 (3)
기독교교육교수방법(3)
기독교학교교육 (3)
교회교육리더십 (3)
기독교교육행정 (3)
예배와교육(3)
기독교대학청년교육(3)
기독교교육세미나(3)
사회적약자를위한
기독교교육(3)

SCE5124
SCE5281
SCE7353
SCE5205
SCE5152
SCE5231
SCE5341
SCE5241
SCE7355
SCE7223
SCE5526

Ⅲ
미래사회와기독교교육(3)
기독교성인노인교육 (3)
기독교영성교육(3)
성서교육방법이론과실제(3)
기독교교육커리큘럼 (3)
기독교교육과상담(3)
교육신학(3)
기독교여성교육사(3)
종교심리학(3)
기독교교육의역사(3)
레크레이션과기독교교육(3)

① 선택과목 개설수 학기당 변동 없이 5과목(2010.11.25 신대원위원회)
②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과목 이내로 개설하기로 함(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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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회음악
I
SME5342
SME5382
SME2263
SME7222

찬송가학 (2)
교회음악의고전 (2)
기초지휘법(2)
예배찬양대(1)

Ⅱ
SME5163
SME5442
SME5601
SME7222

Ⅲ

예배와음악(2)
한국교회음악사 (2)
기초성악 (2)
예배찬양대(1)

SME5356
SME5165
SME5605
SME5606
SME7222

교회음악개론 (2)
찬양인도의실제(2)
기초건반연주법(피아노 )(2)
기초건반연주법(오르간 )(2)
예배찬양대(1)

① 예배찬양대(1) : 매학기 개설 / 6학기동안 3번 수강 가능.(2008.12.17. 수정)
② 교회음악행정(2)→교회음악의고전(2) / 기초화성악(2)→기초건반연주법(2)변경.
(제374차 신대원위원회 결의 2010. 2. 23)
③ 2011-2학기부터 선택과목 개설수 학기당 3과목→4과목(2010.11.25 신대원위원회)
④ 2012-1학기부터 I, Ⅱ, Ⅲ 구분 없이 개설 → 3주기로 나누어서 개설
(제297차 신대원위원회 2011.09.16)
⑤ 2013-1학기부터 신학과의 선택과목은 5과목 이내로 개설하기로 함
(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⑥ 기초건반연주법을 피아노와 오르간을 번갈아 가면서 개설하기로 하다.(제434차 신대원위원회 결의)
⑦ 기초성악: 40명 → 100명, 상대평가 → P/NP(제459차 신대원위원회 2015.04.13)

10) 공통과목
I
SGT7208 에큐메니칼연합강좌(1)
SGT1011 졸업논문(6)
SGT1102 신학입문(2)

SGT7210 에큐메니칼연합강좌
- 해외훈련(1)
SGT1013 기독교인문학(3)

SGT
SGT

야간연합세미나(3)
교수교류과목(3)

① 졸업논문(6)은 2학기 개설과목임.
② 2013-1학기부터
구약성경공부Ⅰ~Ⅵ, 구약성경학1-6, 성지답사연구가 공통과목에서 구약학 선택과목으로 이관
신약성경공부Ⅰ~Ⅵ, 신약성경학1-6, 성지답사연구가 공통과목에서 신약학 선택과목으로 이관
종교개혁지현장답사, 라틴어초중급, 라틴어원전강독이 공통과목에서 역사신학 선택과목으로 이관
영성훈련의실제, 교회목회의실제1-6, 해외인턴십 과목 공통과목에서 신천신학 선택과목으로 이관
견습선교사실습1-2, 선교영어실습1-2 과목이 공통과목에서 선교신학 선택과목으로 이관
(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③ 2013-1학기부터
정보와컴퓨터(초/중급), 네러티브성경읽기, 라틴어(초/중급), 라틴어원전강독,
신학원서강독(영어,독어,불어), 독일어구조이해, 고급독일어, 철학과신학, 외국어원어신학강좌1-2
과목을 공통과목에서 폐지(2012.10.17. 제416차 신대원위원회)
④ 신학생활1~4 : 0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필수/P,NP/신학과1-2학년, 목회연구과2학년/
교학실 일괄수강신청
목회연구1~2: 1학점/선택/P,NP /8트랙/신학과3학년, 목회연구과3학년/개별 수강신청
(제435차 신대원위원회 2013. 10. 16.)
⑤ 목회연구1~2: 0학점/3학년 필수/P,NP /8트랙/신학과3학년, 목회연구과3학년/개별 수강신청
(제447차 신대원위원회 2014. 09.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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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명

세부목회영역

1

예배와 말씀목회

예배, 예전, 설교, 교회음악

2

교육목회

어린이교육, 청소년교육, 교육목회, 학원선교

3

선교와 다문화목회

군선교, 경찰선교, 다문화선교, 문서선교, 해외선교, 이민목회, 교정선교

4

지역사회목회

장애인, 문화, 사회복지, 노숙인, 직장선교

5

상담목회

병원, 상담

6

경건과 목회

경건훈련, 공동체

7

전도/개척과 행정목회

전도(영유아·유소년/청·장년/노년), 교회행정/경영, 교회개척

8

기관목회

교단총회, NGO 등 인턴십으로 현장탐방 및 경험

⑥ 기독교인문학: 선택과목, A등급 성적, 3학점, 매년 1학기 개설(2015-1학기부터), 수업형태는 담
당교수의 재량(제452차 신대원위원회 2014.11.21.)
⑦ 기독교인문학: 매년 1학기 개설 → 매년 2학기 개설(제455차 신대원위원회 2014.12.19.)
⑧ 불어1,2: 학부에서 격년제로 개설하는 과목을 학부-신대원 공동과목으로 개설(제458차 신대원위
원회 2015.03.06.)

2. 목회연구과 교과과정표
학년

2

전공분야

이수
구분

구 약 학

필수

신 약 학

필수

-

신약석의방법론

3

역사신학

필수

-

에큐메니칼운동사

3

조직신학

필수

개혁신학

3

-

기독교와문화

필수

미디어, 소통 그리고 교회

3

-

실천신학

필수

상담·영성·목회

3

설교학개론

3

필수

목회실습3(교회교육의실제)
신학생활3(교회안현장실천)
경건실천3
경건훈련

1
1
-

목회실습4(예배의실제)
신학생활4(교회밖현장실천)
경건실천4
경건훈련

1
1
-

학점계

14

학점계

11

공동필수

1 학 기
필 수 과 목 명
구약석의방법론

학점

2 학 기
필 수 과 목 명

3

-

선교신학

필수

기독교교육학

필수

기독교교육

3

공동필수

필수

설교의실제
경건실천5
목회연구1

1
-

3

-

학점계

선교신학

학점

3
-

목회실습5(헌법)
경건실천6
목회연구2

4

가. 목회연구과 교과과정 변경(제435차 신대원위원회 2013. 10. 16.)
전공별로 필수과목만 개설하고 선택과목은 신학과와 통합하기로 함.

학점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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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교과목 해설

【구약학】
● SOT1322 칠십인역 The Septuagint
칠십인역에서 비교적 쉬운 본문을 택하여 읽기 연습을 한다.
● SOT1212, SOT1213, SOT1214 구약과설교 1, 2, 3 O.T. and Preaching 1, 2, 3
구약성경을 바른 신학적 입장에서 설교본문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약 본문 정
하기, 본문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 본문비평 등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 파악으로부터 적
용에까지 필요한 과정을 목표로 하여 훈련한다.
● SOT7580 구약과주변세계문학 O.T. &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구약성경의 이해를 위해 고대 중동 세계 문학 자료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 SOT1371 구약본문번역연습 O.T. Translation Practice
성경 이해는 히브리 본문의 정확한 번역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히브리 본문과 희랍어
역본과 현대 외국 역본 및 한국어 역본인 개역, 공동번역, 새번역 등을 대조하여 비교
역본을 통해 성경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함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 SOT1411 구약본문해설1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Texts 1
● SOT1421 구약본문해설2 Interpreting the Old Testament Texts 2
● SOT1021 구약석의방법론(선수：히브리어, 구약학개관) Method of O.T. Exegesis
구약석의방법론을 공부하고 그 방법론을 구약성서의 본문에 적용하여 본문이 가진 신
학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고 적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SGT7401 구약성경공부Ⅰ Bible Study O.T.1
구약성경학1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GT7402 구약성경공부Ⅱ Bible Study O.T.2
구약성경학2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GT7403 구약성경공부Ⅲ Bible Study O.T.3
구약성경학3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GT7404 구약성경공부Ⅳ Bible Study O.T.4
구약성경학4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GT7405 구약성경공부Ⅴ Bible Study O.T.5
구약성경학5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GT7406 구약성경공부Ⅵ Bible Study O.T.6
구약성경학6에서 쓰려고 개발한 교재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실험수업과목이다.
● SOT1039 구약성경학 1 O.T.Studies 1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1) 창
세기, (2) 출애굽기, (3) 레위기와 민수기, (4) 신명기의 넷 가운데 하나를, 본문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인성과 공동체성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과 대중성을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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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강자 수를 30으로 제한하여 본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
고 멀티미디어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1040 구약성경학 2 O.T.Studies 2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l) 여
호수아와 사사기, (2) 사무엘상하, (3) 열왕기상, (4) 열왕기하의 넷 가운데 하나를, 본
문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인성과 공동체성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과 대중성을 염
두에 두고 수강자 수를 30으로 제한하여 본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읽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멀티미디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1042 구약성경학 3 O.T.Studies 3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사
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넷 가운데 하나를, 본문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인성
과 공동체성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과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수강자 수를 30으로
제한하여 본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멀티미디어 공동작업
을 하는 등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1043 구약성경학 4 O.T.Studies 4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1) 시
편,(2) 욥기, (3) 잠언, (4)전도서와 아가의 넷 가운데 하나를, 본문 중심, 학습자 중심
으로 전인성과 공동체성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과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수강자 수
를 30으로 제한하여 본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멀티미디
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1044 구약성경학 5 O.T.Studies 5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l) 호
세아와 요나와 오바댜, (2) 아모스와 요나와 미가, (3)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4) 학개
와 스가랴와 미가의 넷 가운데 하나를, 본문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인성과 공동체성
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과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수강자 수를 30으로 제한하여 본
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멀티미디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1045 구약성경학 6 O.T.Studies 6
신대원을 졸업한 뒤 교역 현장에서 평신도들의 성경공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1) 역
대상, (2) 역대하, (3) 에스라와 느헤미야, (4) 룻기와 에스더와 예레미야애가의 넷 가운
데 하나를, 본문 중심, 학습자 중심으로 전인성과 공동체성과 다양성과 공부방법 습득
과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수강자 수를 30으로 제한하여 본문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읽
고 조로 나누어 토의하고 멀티미디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으로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SOT7083 구약성서배경사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Old Testament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주변세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약성서
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SOT1251, 1252, 1253 구약세미나 1,2,3 (선수:구약학개관, 구약석의방법론)
The Old Testament Seminar 1,2,3
현대 구약학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구약 언어, 구약개론, 이스라엘 역사, 구약신학, 구약
주석의 제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문제점들을 학기마다 주제를 정하여 학생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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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연구, 발표, 토론토록 한다.
SOT1033 구약신학(선수: 구약석의방법론) O.T. Theology
구약성경에 나타난 주요 신학적 논점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구체적 삶 속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OT1162 구약원전강독1(선수：히브리어) Reading in Hebrew Bible 1
구약 히브리어를 이수한 학생이 택할 수 있으며, 구약원전에서 비교적 쉬운 산문
(Prose)을 골라 읽는다.
SOT1179 구약원전강독2(선수：히브리어, 구약원전강독1) Reading in Hebrew Bible2
구약 히브리어와 구약원전강독 1을 이수한 학생이 택할 수 있으며, 구약원전에서 비교
적 쉬운 시가(poetry)를 골라 읽는다.
SOT1160 구약원전강독3 Reading in Hebrew Bible3
SOT1011 구약학개관 Introduction to the O.T. Study
기독교 성서학의 한 분야인 구약학의 과제와 그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개관함으로써
구약학 연구의 기본지식과 이해를 습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에 대한 바른 신앙적
태도와 학문적 입장을 갖추게 하는데 이 과목의 목적이 있다.
SOT1261 구약해석학(선수:구약학개관, 구약석의 방법론) O.T. Hermeneutics
구약해석의 방법론을 검토하며, 구약해석사에 대한 이해와 오늘의 해석학적 문제점들을
취급한다.
SOT1188, 1189, 1190 성문서 Ⅰ,Ⅱ,Ⅲ The Writings (Ⅰ,Ⅱ,Ⅲ)
성문서의 구조와 내용과 신학을 공부하여 성문서를 목회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
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한다.
SOT1223 성서지리고고학 Archaelogy of the Bible
현재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이룩된 고고학적 발견을 연구하며 고고학 발굴에 필요한 기
초적인 테크닉 및 고고학 이해에 도움이 되는 팔레스타인의 문화사, 지리 및 기후 등을
소개한다. 성서에 나타나는 지리적 배경과 지명의 배경과 역사를 다룬다.
SOT7588 성지답사연구 Physical Setting in the Holy Land
이 과목은 성지 현장답사 연구이다. 3주간에 걸쳐서 애굽. 요르단. 이스라엘지역의 성
경과 관련된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지리적 구조와 구약 본문과의 관계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 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미나를 거쳐 철저한 예비교육을 한다.
SOT1116 신구약중간사/외경 Inter-Testamental History/Study of Apocrypha
신구약 중간시대(2세기 B.C.E.－1세기 C. E. 헬라시대＋로마시대)의 정치와 역사, 사회
를 개관하고, 주로 이 시대의 종교문헌(외경, 위경, 사해문서)을 통해 신구약 중간시대
(일명 신약 배경사)와 특히(신약과 관련 있는 주제들) 종교사상을 배운다. 그리하여 이
시대와 종교문헌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연구를 계속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SOT1128, 1129, 1130 예언서 Ⅰ,Ⅱ,Ⅲ The Prophets (Ⅰ,Ⅱ,Ⅲ)
전기 예언서의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활동범위, 그들이 미친 영향, 그
리고 이 예언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검토, 연구하면서 예언서를 주석하는 방법론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 과목의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Ⅰ, Ⅱ, Ⅲ로 분리하여 3학
기 동안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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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T1109, 1117, 1118 율법서 Ⅰ,Ⅱ,Ⅲ Law (Ⅰ,Ⅱ,Ⅲ)
율법서의 구조와 내용과 신학을 정확하게 파악케 함으로써 율법서를 목회 현장에서 오
늘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한다.
● SOT7583 이스라엘역사 A History of Israel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산물이므로 그 역사적 배경 연구와 역사이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족장시대로부터 포로후기 역사까지 구약시대의 역사를 살피며 역사의식을 조명하
는데 주력한다.
● SOT1185 중급히브리어 Advanced Hebrew Grammar
히브리어 문법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문법형태 등을 이해함으로써 히브리 성서 맛소
라본문의 난해한 본문들을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SOT0011 히브리어 Hebrew
히브리어 기초 문법을 익혀서 구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 SOT1191 히브리어문장론(선수：히브리어) Hebrew Syntax
구약 히브리어를 이수한 학생이 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서, 구약원전 주석의 기초가 되
는 히브리어의 특징과 중급, 고급 문법을 공부한다.
● SOT1212, 1213, 1214 구약과설교 1,2,3 O.T. & Preaching 1,2,3
● SOT1215 구약과신약 O.T & N.T.
● SOT1193 히브리어기초문법 Hebrew Grammar

【신약학】
● SNT1233 갈라디아서와데살로니가전후서 Galatian & 1,2 Thessalonians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저자, 저작 시기와 장소, 수신자, 내용 및 종교적 배
경 등의 개론적인 주제를 다루고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한 후 신학적 강조점을 고찰한
다.
● SNT1221 계시록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문서성 성격, 역사적 배경, 특징, 해석법, 신학, 구조 등의 개론적인 사항
들을 연구하고, 본문을 석의하며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이해케 한다.
● SNT7023 고린도전후서 Ⅰ&Ⅱ Corinthians
● SNT1104 공관복음개관 Introduction to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 각 권을 올바르게 연구할 수 있도록‘복음’이라는 양식과 공관복음서의 문학
적인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마태·마가·누가복음의 저자, 저작시기와 장소, 수신자, 전승
과 자료, 내용구조, 종교사적인 배경 등의 개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연구사 및 최근의
연구 동향을 소개한 후 신학적 강조점들을 고찰한다.
● SNT1191 공동서신 General Epistles of the N.T.
사도바울을 제외한 여러 사도들이 기독교의 진리에 입각한 윤리면을 서술한 것이 공동
서신들인데 이를 현대교회에서도 실천에 옮기므로 교회의 부흥을 도모함이 그 목적이
다.
● SNT7043 누가복음 Luke
● SNT1161 로마서 Romans
● SNT1121 마가복음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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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7113 마태복음 Matthew
SNT7121 목회서신 The Pastoral Epistles
SNT1213 나사렛예수 Study of the Jesus of Nazareth
SNT1341 바울서신개관 Introduction to the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각 권의 올바른 연구를 위하여 바울서신의 연구사, 연구방법론, 바울의 생애
와 활동과 신학을 조사하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SNT7203 복음서신학 Theology of four gospel
복음서들이 기록된 교회의 상황과 복음서 기자들의 신학을 알아본 뒤 이를 토대로 하
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등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관해 고찰한다.
SNT1141 사도행전 Acts
사도행전의 비평사, 내용, 관심사, 목적, 구조, 설교 등 개론적인 사항들을 개관하고 본
문을 석의하며 그 신학적 의미를 밝힌다.
SNT1111 산상보훈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5-7장에 관한 연구,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 구약과의 관계, 예
수의 전 교훈과의 관계 등을 연구한다. 헬라어 원문으로 주석을 시도한다.
SNT7588 성지답사연구 Physical Setting in the Holy Land
이 과목은 성지 현장답사 연구이다. 3주간에 걸쳐서 애굽, 요르단, 이스라엘지역의 성
경과 관련된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지리적 구조와 구약 본문과의 관계 이해를 목적으
로 한다. 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미나를 거쳐 철저한 예비교육을 한다.
SNT1351 신약과설교 The New Testament and Sermon
신약성서에 나타난 케뤼그마 본문을 분석한다.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케뤼그마, 원시기
독교 공동체(사도행전)에 나타난 케뤼그마, 그리고 바울서신에 나타난 케뤼그마를 주석
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오늘의 설교와의 상응성을 규명한다.
SNT1321 신약배경사 New Testament Background
신약성서는 예수 사건의 결과로서, A.D. 1세기 후반에서부터 2세기 초 사이에 기록된
문헌이다. 따라서 중간기 및 예수시대, 그리고 신약성서가 기록된 당시의 역사적 배경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SNT1021 신약석의방법론(선수：헬라어, 신약연구개론) Method of N.T. Exegesis
신약석의방법론의 목표는 신학도들로 하여금 신약원전을 신약석의의 여러 방법론을 사
용해서 스스로 석의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있다. 주석자는 성서본문의
원어의 바른 뜻을 규명하고 그의 문학적인 양식을 분석하고 개념들의 종교사/전승사/사
회사적인 흐름을 개관할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집사적인 특징을 파악하므로 본문이 지니
는 신학적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다.
SGT7501 신약성경공부I Bible Study N.T.1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SGT7502 신약성경공부Ⅱ Bible study N.T.2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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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 SGT7503 신약성경공부Ⅲ Bible study N.T.3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 SGT7504 신약성경공부IV Bible study N.T.4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 SGT7505 신약성경공부V Bible study N.T.5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 SGT7506 신약성경공부VI Bible study N.T.6
신약성서의 여러 책들 가운데 선택된 본문을 본문읽기, 본문 이해하기 중심 낱말과 개
념 찾기, 소단락 이해하기, 메시지 찾기, 본문으로 세상읽기, 삶으로 엮어내기 방식으로
공부하여 본문을 깊히 이해한다. 팀티칭 방식으로 가르치며 교재들도 협동하여 만든다.
● SNT1051 신약성경학 1 N.T. Studies 1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시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052 신약성경학 2 N.T. Studies 2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지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053 신약성경학 3 N.T. Study 3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시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054 신약성경학 4 N.T. Studies 4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시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055 신약성경학 5 N.T. Studies 5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시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056 신약성경학 6 N.T. Studies 6
신약성경공부 강의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 심화시킨 뒤 만든 교재로 하는
강의로 한 사람의 강의자가 책임지고 강의 전반을 이끌어나간다.
● SNT1343 신약세미나 Seminar on the New Testament
신약의 중요 본문이나 중요 주제들을 주석적, 해석학적으로 연구, 검토한다.
● SNT1033 신약신학(선수：신약석의방법론) N.T. Theology
신약성서의 역사적 배경과 문헌적 연구를 기초로 하여 예수의 선교와 초대교회의 선교
내용을 고찰하여 그 가운데 있는 주요한 교리와 신학사상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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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T1011 신약연구개론 Introduction to the N.T. Study
신약학의 제반 기초지식과 연구방법을 개론적인 차원에서 습득케 함으로써 건전한 신
약성서 연구와 이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 SNT1251 신약원전강독(선수：헬라어) N.T. Reading in Greek
이미 배운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을 적용하여 신약원전을 읽음으로써 신약 본문의 바른
뜻을 찾는다. 본문에 대한 여러가지 사본의 고증을 살펴보며 특수한 어휘에 대한 어원
적인 고찰과 신학적인 의미도 아울러 연구한다.
● SNT1311 신약윤리 New Testament Ethics
신약성서 주요 증인들의 내포된 윤리적인 메시지를 그 다양성과 통일성 안에서 조사하
고 신약성서 윤리의 현실 중개를 위한 여러 해석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 SNT1331 신약해석학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신약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신약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과목에서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신
약성서해석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특히 18세기 이후 현재 신약학계의 성서해석방법 및
역사를 연구하여 오늘날 가장 바람직한 성서해석의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SNT1181 옥중서신 Prison Epistles
옥중서신의 일반적인 서론을 취급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본문
을 차례로 주석하되 특히 에베소서를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 SNT1131 요한복음 John
요한복음의 최근 연구 경향 및 그것의 목적, 배경, 신학적인 모티브, 진정성 등 개론적
인 사항들을 개관하고 본문을 석의하며 그 신학적인 의미를 밝힌다.
● SNT1211 요한서신 The Epistles of John
요한서신을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요한복음과의 관계를 규명하며, 역사적 배경과, 사상
적, 신학적 강조점을 찾아본다.
● SNT1241 우리말성경연구 Korean Bible
우리나라 교역자가 목회나 설교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
로하고 현재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있는 오역까지 가려내어 원전의 바른 뜻을 찾아 알
게 한다.
● SNT0011 헬라어 Greek
신약성서 헬라어 원문을 스스로 해석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헬라어
의 문법체계와 기본어휘들을 익히도록 한다.
● SNT1201 히브리서 Hebrews
히브리서의 배경과 목적, 그것의 중요 관심사를 이해케하고 본문을 주석함으로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주는 메세지를 알게 한다.

【역사신학】
● SHT1512 18-19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History of Protestant Thoughts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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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유럽과 영미에서 전개된 개신교 신학을 연구한다.
SHT1572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20th Century Protestant Theology
20세기 세계 개신교 신학사상을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함께 연구한다.
SHT1131 개혁교회의역사와신학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Reformed
Church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개혁전통의 역사와 신학을 강의함으로 우리 교단의
역사와 신학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
SHT7437 경건주의와신앙각성운동 Pietism and Awakening Movement
영국 청교도 운동, 네덜란드 개혁교회 경건주의, 독일 경건주의, 영국과 미국의 신앙각
성운동, 유럽 신앙각성운동 등을 살펴본다.
SHT1101 고대교회사 Ancient Church History
A.D.100-600년 까지의 신학과 사상, 예배와 목회,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SHT1531 교부들의신학 Theology of the Church Fathers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SHT1551 교회론의변천사 Ecclesiology Through the Centuries
교부들의 교회론으로부터 20세기 개혁신학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론까지를 역사
신학적으로 연구한다.
SHT1030 교회사속의여성 Women in the Church History
교회사에 나타난 여성지도자의 사역과 활동, 신학과 사상,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종합적
으로 연구한다.
SHT1023 교회사세미나 I Church History Seminar I
교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학기마다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고, 현장 답사
를 통해 교회사 연구방법을 익힌다.
SHT1024 교회사세미나 Ⅱ Church History Seminar Ⅱ
교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학기마다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고, 현장 답사
를 통해 교회사 연구방법을 익힌다.
SHT1025 교회사세미나 Ⅲ Church History Seminar Ⅲ
교회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학기마다 주제를 정하여 연구하고, 현장 답사
를통해 교회사 연구방법을 익힌다.
SHT1161 근대교회사 Modern Church History
유럽 17세기 절대주의시대, 18세기 계몽과 경건의 시대, 19세기 선교의 역사와 산업화
시대의 교회를 살펴본다.
SHT7436 기독교영성과경건의역사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and Piety
초대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성(spirituality)과 경건(piety)의 사상과 역사를 살
펴본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다양한 전통들을 이해하며, 또한 개혁주의 전
통의 경건 사상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SHT1144 독일의종교개혁 German Reformation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어 전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면서, 그의 사상
을 탐구한다. 루터와 중세와의 관계, 루터와 인문주의의 관계, 루터와 적대자들의 관계
를 통해 루터를 이해하며, 또한 루터 이후 루터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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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T1541 동방정통교회의역사와신학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Eastern Orthodx Church
동방교회의 역사와 신학을 연구하고 소개함으로써, 기독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에큐메
니즘을 지향한다.
● SHT1155 동아시아문화와기독교 Christianity and East Asian Culture
기독교와 동아시아 문화와의 만남을 역사적이며 신학적으로 연구하여 동아시아 신학을
정립하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의 사명을 발견한다.
● SHT7314 기독교사회운동사 History of Christian Social Movement
교회사 전체를 통해 나타난 기독교 사회운동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 SHT1561 모더니즘과포스트모더니즘 Modernism and Postmodernism
계몽주의로 비롯되는 18-19세기의 모더니즘과 이것을 극복하려는 18-19세기 자체내
의 노력들에 대한 연구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이다.
● SHT7145 미국교회와부흥운동 American Church and Revival Movement
미국교회의 역사를 개관하며 특히 미국교회의 고유한 특징인 부흥운동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SHT1112 선교의역사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20세기 이래로 세계 보편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를 의식하면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관하고 오늘날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
● SHT1026 성경과교회사 Bible and Church History
“성경해석사로서의 교회사”라는 관점에서 교회사 속에 나타난 성경의 기능, 성경 이해,
성경의 형태, 성경해석, 성경의 영향력 등을 개관하며, 신학, 예배, 영성, 경건생활, 예
술 등 신앙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성경과 관련시켜 다룬다.
● SHT1071 세계교회사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es
초대교회로부터,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교부들의 신학논쟁, 중세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교황권의 쇠퇴, 종교개혁, 17세기 정통주의, l8세기 경건주의, 19세기 자유주의,
20세기 에큐메니칼 사상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를 강의한다.
● SHT7105 세계교회이단과종파 Sects and Heresies in World Christianity
세계교회사에 나타난 이단들과 종파들을 그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함께 개괄적으로 연
구한다.
● SHT1143 스위스종교개혁 Swiss Reformation
취리히의 개혁자 츠빙글리와 제네바의 개혁자 칼뱅을 중심으로, 바젤, 로잔, 뇌샤텔 등
스위스에서 일어난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역사와 신학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서 다른 종
교개혁 전통과 구별되는 개혁교회 전통의 독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며, 한국 장로교회 신
학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 SHT7273 토마스아퀴나스신학연구 Seminar on Theology of Thomas Aquinas
토마스아퀴나스의 신학사상을 중세 스콜라주의와 관련해서 연구한다.
● SHT1151 아시아교회사 History of the Asian Church
인도의 선교, 시리아의 동방교회, 페르시아의 네스토리우스, 이슬람 치하의 동방교회,
중국교회사, 일본교회사를 시대별로 연구한다.
● SHT7255 아우구스티누스신학연구 Seminar on Augustine’s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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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발전을 당시의 역사적, 사
상적 배경에 비추어 연구한다.
SHT1191 에큐메니칼운동사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과 역사를 개괄적으로 연구하며 교회 연합과 일치운동,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한 방향과 방법을 고찰한다.
SHT7293 영국종교개혁과청교도운동 English Reformation and Puritan Movement
튜더 왕조에서부터 스튜어트 왕조에 이르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via media의 길을 걷게 되는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특징들을 고찰한다. 또한 그 와중에
일어난 청교도 운동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한국교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청교도의 유산들을 조망한다.
SHT1045 이슬람과기독교 Islam and Christianity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를 이슬람 태동기부터 현대까지 다루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한다.
SHT1141 종교개혁사 History of the Reformation
16세기 독일. 스위스, 프랑스, 화란,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의 종교 개혁의
역사에 대한 연구한다.
SHT1121 중세교회사 Medieval Church History
A.D.600-1500년 까지의 교회사와 교리사를 연구한다.
SHT7264 중세신비주의전통 Studies in Medieval Mysticism
중세시대의 신비주의 전통을 당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함께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SHT1038 한국교회부흥운동사
The History of the Revival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SHT1031 한국교회사 History of Korean Church
경교의 동양선교에서 시작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국선교와 박해, 선교사들에 의한
개신교의 전래와 수용, 일제 치하의 개신교회의 대응, 해방 이후 개신교의 분열, 60-70
년대 개신교회의 신학의 변화, 통일을 향한 교회의 노력을 다룬다.
SHT7334 한국교회성장사 History of Growth of Korean Church
한국교회성장의 역사를 시대적, 사상적 배경과 함께 연구하며, 특히 한국교회 성장의
동력을 분석한다.
SHT1451 한국교회신학사상사 History of Theological thoughts in Korean Church
남궁혁, 박형룡, 김재준, 윤성범, 이용도, 김교신, 함석헌 등의 개인별 신학 사상과 교파
별(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천주교 등) 신학적 특징들을 연구한다.
SHT7106 한국교회이단분파사 History of Heresies and Sects in Korean Church
통일교, 전도관 등 한국교회에서 나타난 이단과 종파들의 역사를 시대적, 사상적 배경
과 관련시켜 연구한다.
SGT7001 라틴어(초급) Elementary Latin
라틴어 기본문법을 공부한다.
SGT7003 라틴어중급 Intermediate Latin
라틴어 고급문법과 문장을 공부하며 불가타 성경을 비롯한 라틴어로 쓰인 신학원전을
강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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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T7004 라틴어원전강독 Reading in Latin
● SHT1145 종교개혁지현장답사
독일, 스위스, 프랑스, 체코, 이탈리아 등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과 사상, 목회와 사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조직신학】
● SST1161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
종교개혁자중 루터와 쯔빙글리와 칼빈의 사상을 중심적으로 다루면서 개혁운동의 필연
성과 그들의 신학의 주요 사상을 검토한다. 특히 루터와 칼빈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쯔
빙글리와 칼빈의 유사점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한국장로교회는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
서도 개신교 신학에 대하여 너무나 단편적인 지식밖에 가지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과정에 있어서 개혁자들의 사상을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장로교회
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쯔빙글리와 블링거와 녹스의 사상도 같이 다루고자 한다.
● SST1041 교회론과종말론 Ecclesiology & Eschatology
교의학의 매우 중요한 분야인 교회론과 종말론 두 분야를 다루는 과목이다. 교회론에서
는 교회의 목적, 교회와 하나님나라, 장로교회의 특징과 중심사상 등을, 종말론에서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사후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의 중심사상, 천년왕
국설, 666, 부활 등을 다룬다.
● SST7071 구원론 Soteriology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중심인 구원론의 구조, 성격 및 내용을 탐구한다. 성서적이며, 개
혁 신학적인 입장을 토대로, 구원의 개념, 죄와 구원의 관계, 구원의 방법 및 과정을 다
룬다.
● SST1291 기독교강요연구 A Study Elements of Christianity
기독교신학의 최고의 고전중 하나이고 개신교신학 특히 개혁신학의 근간이요 기초라
할 수 있는‘기독교강요’를 학생들이 직접 읽고 깔뱅의 사고의 구조와 신학을 더 분명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과목이다.
● SST1233 기독교변증학 Christian Apologetics
● SST1201 기독교인간학 Doctrine of Man
이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과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논의된 인간관에 대
한 일반적인 이해를 갖게 하고 그 중요한 쟁점들을 파악하여 인간 이해에 대한 바른
신학적 분별력을 키우는데 있다. 또한 그러한 신학적 분별력이 우리의 삶과 목회현장에
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함에 있다.
● SST1232 기독교인식과해석학 Christian Epistemoplogy and Hermeneutics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아,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올바른 인식과
해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일반문학의 인식론과 해석학과의 관련 속에서의
보다 더 공중성 있는 기독교 인식의 길을 탐구하고자 한다.
● SST1021 기독론 Christology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가？
그는 단순한 인간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인 동시에 인간이었던가？ 예수 그리스
도에 대해서는 과거 2천년동안 많은 해석이 있었다. 이러한 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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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가장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 이해를 발견하려는 것이다.
SST1121 깔뱅신학 The Theology of Calvin
장로교회의 경건과 학문의 원조인 칼빈의 신학을 그의 주지“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사역자로서의 신학적 기초를 다지는데 있다.
SST1501 몰트만의신학 Theology of J.Moltmann
희망의 신학을 비롯한 몰트만의 주 저서들을 연구하면서 몰트만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몰트만신학의 공헌과 역사적 가치를 탐구한다.
SST1111 바르트신학 The History of Karl Barth
칼 바르트(K. Barth)신학의 역사적 가치와 그의 신학의 체계적 이해이다.
SST1331 복음주의신학 Evangelical Theology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는 조직신학들의 신학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진보적인 신학과의
사이에서 건전한 신학적 균형을 이루게 한다.
SST7101 본회퍼신학 Theology of D. Bonhoeffer
디이트리히 본회퍼는 히틀러의 나찌당과 그 사주를 받는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여한 독일 기독교회에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신학의 세계를 펼쳐 나갔
던 신학자였다. 이 과목은 짧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 그의 생애와 거기에 깃든 신학과
윤리를 돌아보면서, 그의 신학과 윤리와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과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탐구한다.
SST1031 성령론 Pneumatology
신론과 기독론과의 관계에서 교리적으로 성령을 연구하며 또한 성서신학적 입장에서와
교회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문제들과 은혜, 은사, 신비, 체험들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를 연구한다.
SST7811 성서·신학·설교 Scripture, Theology, and Preaching
이 과목은 성서신학적, 조직신학적, 실천신학적 접근방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방식
을 통해 다양하고 중요한 기독교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성서신학적 접근은
신학적 주제에 대한 성서주석적 토대를 제공하고, 조직신학적 접근은 성서주석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재해석하고 체계화하여 오늘의 상황과 연관시킨다. 실천신학적 접근은
조직신학적으로 재해석, 체계화된 내용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길을 모색한다.
SST1341 생태신학 Ecological Theology
SST7131 신론 The Doctrine of God
신론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현대 신론의 유형 및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오늘과
미래의 목회와 신학 작업을 위한 훈련을 쌓아가도록 한다.
SST1421 신조와신앙고백 contexts and Confessions
교회의 교리들은 죽은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신앙고백들
이다. 이 과목에서는 고대 에큐메니칼 신조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개혁 이후의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이 형성된 상황과 역사 및 그 내용들을 탐구한다. 그리하여 기독교 특히
개혁교회 신앙 전통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앞으로 신앙 고백적 상황에서 창의적으
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SST7813 신학·경험·심리학 Theology, Experience, and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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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심리학의 대화가능성을 모색하며,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신학의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SST7815 신학·영성·실천 Theology, Spirituality & Practice
SST1311 신학과신학자들 Theologians and Theologies
과거 혹은 현존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비중이 큰 신학자나 특별한 학파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 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SST7812 신학과오늘의세계 Theologies and Today’s World
신학은 항상 동시대적인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학은
오늘날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의 제기되는 문제들은 기술과학, 생명복제, 성차별, 자연파괴, 종교다원적 상황, 세계화.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다양하다. 이 과목에서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문제들과
의 상관관계 속에서 신학적 주제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 응답
의 길을 모색해본다.
SST7501 아시아신학 Asian Theologies
아시아의 신학의 역사와 조류를 연구하여 아시아 국가들을 이해하고 선교의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SST7243 여성신학 Women’s Theology
여성신학은 전통적 서구 신학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편향성
을 규명, 비판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성으로서 남녀의 온전한 구현을 목
표하며, 이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사회안에서의 성차별의
제도적, 구조적 현실을 변혁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
SST1011 조직신학개론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전반적인 신앙내용을 개관해본다.(세계와 하나님, 인간과 그리스
도,성경과 교회)
SST1019 조직신학방법 Methods in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의 방법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오늘과 미래의 목회와 신학 작업을 위한 적
절하고 유용한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SST1192 하나님과세계 God and the World
이 과목은 현대의 철학적 신학자들의 사상에 나타난 신론, 존재론, 기독론, 인간론, 역
사철학을 고찰함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에 대한 기독교의 원초적 신앙경험과
고백과 전통화 되어진 신학적 해석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변증하기 위한 공중적이고 이
성적인 증거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증하여 그 타당성을 고찰한다.
SST1131 최근의신학특강 The Lecture on the Contemporary Theology
주로 20세기 후반 이후에 발전된 신학을 다룬다. 최근의 신학적 주제들 및 신학사조와
새로운 신학의 신학적 가치를 평가한다.
SST7502 통전적신학 Holistic Theology
통전적 신학의 구조, 성격, 내용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SST1144 하나님의나라와신학 The Kingdom of God and Theology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역사의 목표이다. 따라서 신학 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 하
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신학은 이 세계의 개인적, 사회적,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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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가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변혁적 실천에 헌신하는 실천신학이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
하는 신학은 또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의 상호적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변
증하고자 하는 공적 신학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학의 과제를 탐구한다.
● SST1153 현대신학개관 An Outline of Modern Christian Theology
계몽주의 시대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 신학의 주요 사상의 내용을 개관함
으로써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SGT7038 신학원서강독(일어) Reading japanese：Theology
● SST1241 신학과과학 Theology and Science

【기독교와 문화】
● SCC2552 교회와노인복지 Church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 SCC2545 미디어,소통그리고교회 Media, Communication and Church
교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곳은 일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
부분의 교역자들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
진 이유들 중 하나는 교역자들의 일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본 과목은
교역자들의 일터 현장이해를 통한 교인들의 통전적 신앙형성에 목적을 둔다.
● SCC2544 교회의공공성과사회적책임 Publicity of Church and Social Responsibility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취급하되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기독
교적 관점에서 응답하는 방법론을 논의한다.
● SCC2543 교회와청소년문화 Church & Youth culture
● SCC2573 기독교,경제학그리고공동선 Christianity, Economics and Common Good
기독교 경제윤리 사상을 조감하고, 기독교와 인간의 경제활동과의 관계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정의와 경제분배 활동과 관련한 경제
정의 문제들을 검토한다.
● SCC3531 기독교와미래학 Christianity & the Study of the Future
미래시대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면서 다가올 사회문제와 재난들을 예측하고 기독교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미래연구의 정의, 전제, 원칙, 특성,
개념들, 약사, 방법등을 다룬다.
● SCC2551 기독교와사회복지 Christianity & Social Work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를 향하여 가면서 요구하는 민간 차원, 특히 기독교의 역할을 찾아
보고자 한다. 방법론, 적용이론, 복지목회 등에 대한 구체성, 추진성, 실천성, 현실성,
지역성, 다양성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SCC1531 기독교와생태학 Christianity & Ecology
기독교와 환경 및 생태학적 의미와 문제를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환경 및 생태윤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이론을 해명, 이해하고자 한다.
● SCC1142 기독교와정치윤리
● SCC3522 통일문제와화해의신학 Issues of Unification and Theology of Reconciliation
한국은 통일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함이 본 과목
의 우선되는 목적이다. 기독교인의 의식, 북한의 이념, 통일후 각 분야의 대처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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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독교윤리학적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
SCC1013 기독교윤리학 Christian Ethics
기독교윤리란 우리의 삶(신앙)을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계획하는 학
문이다. 그러므로 본 강의는 구체적인 신앙과 삶의 관계를 신학, 철학, 사회학 등의 간
학문학(inter-disciplinary)연구를 통하여 접근하여 분석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한 신앙
및 삶의 모형을 모색하려는 시도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초반에는 기독교윤리학의 성
격규명과 과제에 관심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정치, 경제윤리를 비롯하여 생
명의료윤리, 직업윤리와 목회윤리 등의 신앙인의 삶의 전반을 점검하면서 더욱 온전한
신앙적 삶을 모색할 것이다.
SCC3511 기독교의사회사상 Christianity & Social Thought
기독교의 사회사상 사이의 상관성과 선택적 유착(Selective Affinity)관계를 규명함으로
써 더욱 책임적인 신앙적 사회참여를 모색함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진다. 역사적으로 책
임적인 개혁교회의 입장에서의 사회사상을 초대교회, 루터, 깔뱅, 한국교회 등과 당시
사회사상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모색하여 볼 것이다.
SCC1323 테크놀로지,인간그리고기독교 Technology, human and Christianity
SCC2594 현대신학자와윤리 Contemporary Theologians and their Ethical Thought
SCC1571 문화와현대한국사회 Cultur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f Korea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분석을 토대로 특히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
여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사회운동 및 문화전통 형성에 있어서 그 현상들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한국교회가 다양한 현대 한국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에 참여하여 올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기독교 문화형성의 가능성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SCC1612 성서와윤리특강 The Bible and Ethics
SCC3542 생명신학과생명윤리 Biothelogy and Bioethics
SCC1521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우리의 신앙의 장(context)은 진공이 아닌 사회이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관심은 신
학하는 사람으로서의 본질적인 관심에 속하는 것이다. 신학하는 이들은 사회의 변혁과
그 변혁을 위한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에 관심하게 된다. 또한 사회는 그 기원과 구
성, 유지기능 등의 관점에서 종교에 관심한다. 그러므로 종교와 사회의 관심은 상호교
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영역을 매개로 하여 신학하는 이로서의 정체성(theological identity)과 사회인으로
서의 책무(socialresponsiblity)를 담보함의 노력을 하려 한다.
SCC1443 크리스천가정과성윤리 Christian Family and Ethics of Sexuality
본 과목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의 토대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
고 있는 가정문제와 위기를 성(Sexuality)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기독교 윤리적 관점
에서 연구한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건전한 기독교 성윤
리의 확립하고 기독교가정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정립한다.
SCC7213 현대기독교윤리사상 Contemporary Christian Ethical Thouhgts
현대 기독교 윤리사상들을 뽑아 분석, 비판, 정리, 종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독교윤리학을 형성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상들을 정리하되 생명, 미래, 복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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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신학】
● SPT2115 결혼및가족상담 Family Therapy & Marriage Enrichment
하나님은 부부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돌보신다. 그러므로 부부와 가족의 행복은 하나님
의 중대한 관심영역이다. 이 과목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부와 가족의 문제
를 이해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으로 가정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생각하고자 한다.
● SPT3411 교회력과설교 Preaching through the Christian Year
교회력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받은 바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 주
는것이다. 한해 동안의 여러 절기과 기념일들을 구원의 여러가지 양상으로 교회에 주어
지는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과목은 교회력의 신학적인 의미와
그 역사적인 발전에 대하여 공부하며, 이에 따른 설교의 주제를 교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공부하며, 교회력의 주제에 따라 설교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
다.
● SGT7182, 7183, 7184 교회목회의실제 1,2,3 Theory and Practice of Ministry
1,2,3 교회의 교역의 현장을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교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과 원리, 실제 등을 배운다.
● SPT3111 교회행정학 Church Administration
교회의 조직, 기획 및 행정에 대한 원리 및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교회의 특성속에서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며 교회의 사명수행의 기초를 설정하
는 법을 배운다.
● SPT2252 영성과치유 Spirituality and Healing
영성, 치유 그리고 변화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영성과 치유의 관점에서 기독
교 전통에 나타난 영적 훈련들을 분석하고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영성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도의 실제를 배우고 훈련한다.
● SPT2111 목회상담 Pastoral Counseling
현장 목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간의 관계-심리-정서-영성의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전인적 건강과 구원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만남과 관
계의 기술, 심리와 정서 및 인간의 다양한 문제 해결의 기술, 위기 중재의 방법,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 SGT7311 목회실습1 Practicum for Ministry1
● SGT7321 목회실습2 Practicum for Ministry2
● SGT7331 목회실습3 Practicum for Ministry3
● SGT7341 목회실습4(설교실제) Practicum for Ministry4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말씀선포이다. 본 과목은 설교학 개론
을 통해 습득한 설교의 이론에 따라 실제로 설교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목이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예비 설교자들로 하여금 분석, 대지강해, 귀납식, 네페이지 설교 등의
형태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전달케 함으로 목회 현장에서 설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 SGT7351 목회실습5(예배실제) Practicum for Ministry5
목회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예배의 다양성을 미리 경험하는 것은 실천적 신학교육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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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예배학 개론을 이수한 학생들이 예배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예배를 직접 기획하고 집례토록 안내하고, 그를 통해 보다 풍성한 예배적 경
험을 가지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다.
SPT2121 목회와커뮤니케이션 Ministry & Communication
교회는 파괴되어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사람과 사람사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하여 부름받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본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위하여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목회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또한 교회가 목회의 현장에서 파괴되어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
가를 공부하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과정 그리고 원리들
에 대하여 공부하며, 교회가 목회현장에서 그동안 이루어 온 여러 가지 커뮤티케이션의
방법들에 대하여 공부하게 될 것이다.
SPT2292 상담과자기성품이해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 Counseling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자기성품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기관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떻게 자기를 다루어 갈 것인지 그 대안을 연
구하고자 한다. 특히 목회상담의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 유형별 특성별 성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떻게 그들을 심리적-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PT1027 설교와스피치 Preaching & Speech
전달되지 않은 설교는 설교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본 과목은
설교의 전달을 위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그 내용은
설교 커뮤니케이션의 제이론과 발성법, 호흡법 등을 포함한다.
SPT1511 설교의역사 History of Preaching
설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다.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설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알아본다. 특히 오리겐, 크리소톰,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루터, 칼빈 그리고 현대의 빌리그래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와 신학을 설교의 측면
에서 살펴보고 그들이 남긴 설교들을 직접 읽고 설교하여 기독교의 위대한 설교가들의
장점과 단점을 연구토록 한다.
SPT1026 설교작성법(선수：설교학개론 및 실제) Sermon from Text
설교학의 기초이론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좀더 향상된 설교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본문으로부터 선포와 해석과 적용을 실은 메시지를 계속하여 주어진 본문
을 오늘의 회중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운반하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 즉 설
교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 속에 담을 것인가를 연구하며 보다 알
찬 설교의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SPT1011 설교학개론 Introduction to Homiletics
본 교과목은 개신교회의 중심 실천인 설교 사역을 학문으로 소개하는 기초적인 이론
과목이다. 설교 사역을 학문으로 이해할 때, 설교는 설교의 기원, 설교자론, 성경과 설
교, 설교의 기본 원리와 형태, 설교와 청중,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 교회력과 설
교, 성령과 설교 등으로 소개될 수 있다. 설교에 대한 개론적인 이해의 토대 위에서 설
교 작성과 전달을 위한 설교 실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SPT7165 성례전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the Sacr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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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인 기독교 성례전을 이해하고 그의 실제를 훈련하는 과
목이다. 개신교회의 관점에서 기독교 성찬성례전과 세례성례전에 대해 그의 신학적 이
론들을 배우고 이에 따른 성례전 집례와 관련한 실천적인 문제들을 배우게 된다. 본 과
목은 지금까지 개신교회의 예배가 말씀선포에 치우쳐서 제대로 활용해 오지 못하였던
성례전의 예배적 가치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PT2230 기도의실제 The Practice of Prayer
기독교 전통 속에서 실천되어온 다양한 기도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기도의 성서적인
기초, 기도의 신학과 역사, 그리고 기도의 심리학적 측면을 고찰한다. 기독교 전통의 다
양한 기도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여 체험해 봄으로써 기도를 경험적으로 배우고 익힐
뿐만 아니라 목회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를 모색한다.
SPT2237 영성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Spiritual Exercises
기독교 영성훈련은 내적정화와 영적형성 그리고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매개체적인 역할로서 영적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기독교 영성사의 빛 아래서 그 의미와 방법들을 연구하며 동시에 그 방
법들을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실제적인 훈련을 겸한다.
SPT2236 영성지도의실제(선수：영성의 이론과 실제)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으며 삶
의 방향을 인도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
가？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도하는 원리와 실제 등을 공부한다.
SPT1213 창의적예배와설교 Practicum for Creative Worship and Preaching
“우리의 예배와 설교를 어떻게 하면 보다 생동감 있게 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할 수 있
을 것인가?” 본 과목은 이러한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교회는 다양
한 예배의 기회를 회중들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예배들은 당연히 성서적이고 전통적이
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배는 예배자들의 상황과 문화를 통해 창
의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예배와 설교사역을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SPT1111 예배학개론 Introduction to Liturgy
예배는 기독교의 제일된 요소이다. 목사는 이 예배에서 사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다. 그러므로 사제인 목사에게 예배의 의미와 그 이론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절대적이
다. 본 과정은 예배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의 요소들을 다루게 된다. 그리고 예
배순서를 분석하여 그 신학적 의미를 터득시키고 성만찬과 세례의 기초적인 이론을 비
롯하여 예배와 설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게 되며 스스로 예배순서를 작성토록 하며 예
배의 주관자로서의 지식을 갖춘다.
SPT7502 다음세대예배와설교 Worship and Preaching for the Next Generation
본 과목은 차세대를 목양하는 예비 목회자들을 위한 실천과목이다. 다음세대는 기성세
대와 다른 문화와 언어, 삶의 경험 속에서 자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하며, 이해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접근이 개발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이
러한 도전들을 다루는데 중점을 둔다.
SPT2232 영성훈련의실제 Christian Spiritual Formation
SGT7218 해외인턴십 International Fiel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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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신학】
● SMT5061 교회성장학 Basic Principles of Church Growth
교회 성장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교회 성장학
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를 통하여 교회 성장의 비결과 그 문제점을 발견하며 교회 성
장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방법을 정립한다.
● SMT5314 도시선교 Urban Mission
급격하게 도시화되어가는 현대의 도시 사회는 선교의 최전방이 되었다. 도시화의 요인
과특징을 연구하고, 도시의 집중화와 교외화 현상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하므로 도시 복
음화를 도모하며, 도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 SMT7064 디아스포라선교 Diaspora Mission
전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의의와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연구를 성서
적, 신학적 관점에서 한다.
● SMT5301 미전도지역선교 Unreached Area Mission
1970년대 중반부터 세계 선교 운동에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미전도 종
족(Unreached People)에 관한 이론과 선교 활동을 연구한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전도지역(Unreached Area)에 관한 이론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선
교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 SMT5309 바울선교 Pauline Mission
예수의 선교를 이어받은 바울의 선교를 성경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선교 역사상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선교에 대한 통찰의 근거와 모범이 되는 바울의 선교를 역사적으
로 연구한다. 바울의 선교신학, 선교 정책, 선교 전략과 방법, 선교 열정과 활동을 연구
하여 선교신학의 이론과 실천 방안에 대한 길잡이로 삼는다.
● SMT7124 북한선교 Mission to North Korea
한민족의 최대 과제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이며 한국 교회의 역사적 선교적 과제는
북한 선교와 북한의 복음화이다. 북한의 실상과 문제점과 가능성을 올바르게 진단하도
록 하며 북한 선교를 위한 정책과 전략, 방법과 활동에 대하여 선교학적으로 정립할 기
회를 삼는다. 구체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실정과 상황을 파악함으로
써 효과적인 선교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의 선교를 위한 전략을 함
께 연구한다.
● SMT5174 사이버선교 Cyber Mission
우리시대 새롭게 발견된 사이버 공간은 선교의 새로운 사역지로서 그 활동에 대하여
연구한다.
● SMT5312 선교와교회 Mission and Church
● SMT5211 선교사의생활과사역 Missionary Life & Ministry
선교사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경험하는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연구하고 배운다. 선교사
로 파송되었을 때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며 선교사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 SMT5121 선교사인물연구 Study on the Great Missionary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사의 생애와 그들의 선교 활동을 연구하고 배운다. 모범적인 선
교사들의 생애를 통하여 선교적 소명과 실제적인 선교사 활동과 사역을 이해하고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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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SMT5011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기독교 선교신학에 대한 개관으로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선교신학의 발전 과정
및 현대 선교의 주요한 과제들을 연구한다.
SMT5304 선교와교육 Mission and Education
선교는 교육 선교와 선교 교육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 선교와 교육은 선교의
두 단계이며 동시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선교와
교육의 관계성과 연쇄적인 반응과 선교의 두 단계를 실제적으로 현장성있게 연구한다.
21세기의 선교와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SMT5051 선교와문화인류학 Mission & Cultural Anthropology
기본적인 문화 인류학을 선교학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선교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선교 현장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새로운 선교 전략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SMT5303 선교와사회변동 Mission and Social Change
선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 변동과 상황을 연구 분석하고, 선교에 미친 영
향과 상호 관계성을 시대적으로 또는 주제별로 연구한다. 오늘의 사회적 상황과 변동을
연구하며 현대 선교의 실천 과제를 찾아본다.
SMT5132 선교와여성사역 Mission and Women’s Ministry
선교사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자인 여성선교사의 사역과 헌
신을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연구한다.
SMT5157 선교와지도자훈련 Mission & Leadership Training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인력의 발굴과 훈련의 원리를 연구한다. 성경과 역사에서 선교 지
도자 발굴과 선택 그리고 지도자 훈련의 모델을 소개함으로써 교회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훈련하도록 한다.
SMT5307 선교와평신도 Mission and Laity
평신도의 선교적 소명과 사명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선교신학적 입장을 정립한다. 평신
도 선교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평신도의 선교적 위치와 역
할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21세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평신도 전문인 선
교에서 모색한다.
SMT5041 선교운동사 History of Missionary Movement
초대 교회 시대부터 현대까지 선교 운동의 역사를 개관한다. 시대별로 역동적인 선교
운동의 흐름과 발전을 연구한다. 특히 비서구 지역과 아시아의 선교 운동 발전과 과정
의 연구에 중점을 둔다.
SMT5151 선교의성경적기초 The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신·구약 성경에서 선교의 기초적인 개관을 연구한다. 선교신학을 성경에 기초해서 선교
의 주체와 대상, 선교의 동기와 목적, 선교의 범위와 방법 등을 연구한다. 예수의 선교
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적 기초를 정립한다.
SMT5316 선교인력개발 Missionary Leadership Development
21c 선교상황에 적절하며 전문적인 선교사의 자질과 영성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 총
회 세계 선교대학 1단계 기본훈련으로 인정된다.
SMT5302 선교학개론 Introduction to Miss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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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모든 선교학 과목의 주제와 특성을 해설하고, 과목간에
상호 연관성과 방향, 선교학 연구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선교에 관한 학문적연구와 이
해를 하도록 한다.
SMT5113, 5114 선교현장연구와실습1, 2 Mission Field Study & Practicum 1, 2
선교 현장 연구팀과 함께 방학 동안에 현장 실습을 먼저 한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특
정한 선교 현장을 이해함으로써 실제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특별히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실습한 후, 그 다음 학기에「선교 현장
실습」과목을 택하고 계속해서 연구한다. 현장 실습을 먼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에는 해당 학기 여름 또는 겨울 방학 동안에 반드시 선교지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SMT5162 세계종교연구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기독교 복음의 기초 하에 세계종교를 연구함으로써 타종교를 종합적이며 심도있게 이
해하여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거와 대화를 통한 선교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한
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대표적인 세계종교인 힌두교, 불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 아
프리카종교를 연구하며, 특히 이슬람과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그 외에 종교다원주의와 증거와 대화 등 선교적인 주제에 대하여 고찰한다.
SMT5311 아시아선교 Asia Mission
한국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지만,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선교지인 아시
아 여러 나라(중국, 인도,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
얀마, 몽골, 필리핀 등)에 대한 지역 연구와 아시아 기독교의 특징을 살펴본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일반적 정보와 선교 상황, 선교 역사, 선교
전략을 이해하고 아시아 지역의 선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SMT5310 에큐메니칼선교 Eccumenical Mission
세계교회협의회의 활동과 문서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과 선교를 탐구한다.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를 비교 연구하므로써 오늘의 선교적 과제를 밝힌다. 다양
한 문화와 종교권에서 교회가 어떠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선교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SMT5305 이슬람지역선교 Islam Area Mission
기독교와 유사한 요소를 가졌으면서도 선교의 최대 장애 지역으로 남아있는 이슬람 지
역을 종교학 및 선교학의 관점에서 연구한다. 이슬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
식과 통찰력을 얻으며 21세기의 이슬람선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한다.
SMT5063 전도와교회성장 Evangelism and Church Growth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중요한 차원인 전도와 교회 성장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한다.
SMT5021 전도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Evangelism
전도의 성경적 원리와 전도신학의 기초 학문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연구자 자신이 전
도인이 되는 실제적인 훈련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전도인이 되게 하는 훈련을 현장에서
실습한다.
SMT5306 최근선교신학의동향 Contemporary Trends of Mission Theology
서구 교회는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제2차 세계 대
전 이후의 세계 선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세계 선교의 주도권은 서구 교회에서
비서구 교회로 이동했다. 20세기의 선교신학의 변화와 동향을 연구함으로써 21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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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갈 선교신학을 정립한다.
SMT5031 타문화권선교 Cross-Cultural Mission
타문화권 선교의 특수성과 현황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타문화권 선교와 관련된 기관
과프로그램을 연구하며 타문화권 선교의 전망과 전략을 모색한다.
SMT5221 특수선교2：사회봉사선교 Specialized Ministry 2
기독교 선교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사회봉사 사역을 선교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사회봉사 사역은 복음전파사역과 함께 본질적이며, 이 두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기독교선교가 가능해진다. 본 과목은 기독
교선교에 있어서 사회봉사 사역의 중요성, 성서적 근거, 바람직한 전략, 구체적인 실천
모델 등을 살핀다.
SMT5231 특수선교3：국내외국인선교 Specialized Ministry 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다문화사회로 변모하
고 있는 한국사회 안에서 우리 곁에 와있는 외국인들과 이주민들을 위한 국내외국인
다문화 선교사역의 성서적 근거, 선교전략, 바람직한 모델의 개발 등을 다룬다.
SGT7214 견습선교사실습Ⅰ Student Missionary PracticumⅠ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아 1학기 동안 타문화권 또는 타종교권에서 실제적인 선교 현장
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현지의 선교사와 교회, 기독교 기관 및 선교 단체들의 지도를
받아 현지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선교사들의 선
교 사역에 협력함으로써 포괄적인 선교적 통찰력을 기른다「. 견습 선교사 실습Ⅰ」은
선교 현지의 경험들을 나누며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견습선교사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견습선교사 자료집을 만든다.
SGT7215 견습선교사실습 Ⅱ Student Missionary Practicum Ⅱ
견습 선교사로 파송받아 1년(2학기)동안 타문화권 또는 다른 종교권에서 실제적인 선교
현장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견습선교사 실습을 통하여 터득한 통찰력으로 공동과제물
을 제출해서 우선 견습선교사 자료집을 만들고, 또한「선교와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
SGT7211 선교영어실습1 English Practicum for Mission I
선교사의 현지 생활 적응과 선교 사역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이다. 영어는
선교사에게 필수적인 국제 언어이다. 특정한 현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우선 영어로 예
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초 선교 영어 회화를 실습한다.
SGT7212 선교영어실습2 English Practicum for Mission Ⅱ
「선교 영어 실습1」과목을 이수한 후에「선교 영어 실습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다 실제적인 언어 훈련을 통해서 영어로 기도와 찬양, 전도와 간증, 간단한 성경 강
의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중급 또는 고급 선교 영어 회화를 실습한다.

【기독교교육】
● SCE5191 교육목회 Educational Ministry
목회의 한 형태로서 교역의 여러 기능들을 교육적 시각에서 개념화하고, 교육목회 이론
들을 유형별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교육목회를 위한 이론과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SCE5341 교육신학 Theology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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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신학과 교육의 관계를 살피고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접근방법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비판한다.
SCE5131 교육의신학적기초 Theological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신학의 개념이해와 함께 기독교교육과의 관련성을
여러 분야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다룬다.
SCE5163 교회교육리더십 Leadership Church Education
교회의 교육적 사역에 참여하는 목사, 교사등의 교육전문직의 지도력의 성격 및 지도력
개발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SCE5174 교회교육의새로운동향 New Directions in Church Education
21세기 교회교육의 새로운 동향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교회교육의 동
향뿐만 아니라 해외 교회교육의 동향을 파악한다.
SCE5251 기독교가정교육 Christian Family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원초적인 현장인 가정의 성서적 이해를 기초로 해서 부부교육, 자녀교육
등의 영역별 문제진단 및 과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SCE1011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 개론을 통해 목회적 기능의 교육적 수행을 향한 기초 이해
와 지혜의 자료를 제공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제1부
는 기독교육의 학문적 기초론으로 신학적기초, 발달이론기초, 사회-문화적 기초 그리고
역사적 고찰을 개관함으로써 기독교육의 개념과 정의와 교육 철학적 기초 이해를 돕는
다. 제2부는 교육현장론으로 교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전파미디어를 통한 교육 등
을 다루고 제3부는 교육과정과방법론으로 교수-학습론, 커리큘럼, 교육방법론, 지도개
발, 교육행정 등을 다룬다.
SCE5231 기독교교육과상담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ing
상담이론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서 기독교교육의 과정에 교수 학생관계, 대화 및 교수학
습에 관한 기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SCE7241 기독교교육세미나 Christian Education Seminar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주제들을 탐구하고 발표하며 토론함으로써 깊이 있는 기독교교육
의안목을 형성하고, 학문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한다.
SCE7223 기독교교육의역사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구약시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교육 역사를 시대별, 주제별, 인물별로 살펴
봄으로써 기독교교육에 대한 역사적 조망을 형성한다.
SCE5214 기독교교육현장탐방 Travel Seminar for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현장을 직접 탐방함으로서 기독교교육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한다.
기독교교육현장에는 국내외 현장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교회교육,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미디어 교육현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SCE7218 기독교교육교수방법 Teaching Method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하는 교수-학습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르침
의기술을 터득케 함에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SCE5162 기독교교육커리큘럼 Curriculum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여러 현장의 교육실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관리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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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걸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SCE7281 기독교교육행정 Administration in Christian Education
교회학교 및 교육목회를 지원하는 행정구조와 조직 전반을 다루는 과목이다. 여기에는
기독교교육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 조직, 전략, 재정, 시설까지 포함된다. 최근에는 기
독교교육 컨설팅도 이 분야에 포함된다.
SCE5272 기독교대학청년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Early Adults
기독교교육의 대상 가운데 대학생, 청년에 초점을 맞춘 기독교교육을 탐구한다. 교회교
육에 있어서 대학, 청년부 교육은 물론 교회 밖의 다양한 대한, 청년부 교육 사역을 이
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SCE5281 기독교성인·노인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Adults
성인 및 노인들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들을 익히고, 이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제공한다.
SCE7301 기독교아동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와 학동기 어린이들의 발달 특징들을 기초로 하여 이들의 기도교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 이론과 실제방안을 모색한다.
SCE5241 기독교여성교육사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한국 역사 속에서 여성의 지도력 개발에 영향을 끼친 교육의 사적고찰을 통해 기독교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지도력 개발에 관련된 지식을 제공한다.
SCE7353 기독교영성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적 영성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공
부한다.
SCE5271 기독교청소년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Youth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종교적 여러 특성들을 이해하고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와의 연관속에서 청소년들을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방안을 제시한다.
SCE7321 기독교학교교육 Christian School Education
기독교 사립학교의 기독교 종교교육의 이론적 기초제공을 통해 정체성을 규명하고 현
실진단 및 과제를 다룬다.
SCE5526 레크레이션과기독교교육 Recre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레크레이션과 놀이이론에 터한 기독교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공부한다.
SCE5123 문화와기독교교육 Culture an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과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며, 교육내용으로서 문화, 교육과정으로서 문화화
그리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
SCE5124 미래사회와기독교교육 Christian for the Future Society
미래 사회의 특성을 다측면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처하는 기독교교육의 방향 및 가능
성을 모색한다.
SCE5262 사회적약자를위한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Marginalized People
장애인, 가난한 자, 탈북자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 기독교교육
의과제와 방법 등을 모색한다.
SCE5181 선교교육론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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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화에 기초한 선교 이해를 교육과 연결해서 선교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간성 회
복에 초점을 둔 선교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다.
SCE7356 성격유형과신앙성숙 Types of Character and Faith Muture
인간발달이론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성격유형이론을 탐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한다.
SCE5205 성서교육방법이론과실제 Bible Teaching Method and Practice
기독교교육의 원천자료인 성경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의 문제를 중심으로 성경교
육에 대한 제반이론과 실제 방법의 기술을 제공한다.
SCE5221 성서의교육학 Pedagogy in the Bible
성서에 나타난 교육의 기본원리를 분석하고 종합해서 성서에 기초한 교육이론을 정립
한다.
SCE5351 예배와교육 Worship and Education
예배는 기독교교육 과정론에서 다루어야할 중심 주제이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예배의 신학적 이해에 기초해서 각 연령층의 기독교인들에게 적절한 예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SCE5142 인간발달과기독교교육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인간의 발달에 대한 다측면적 접근 및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기독교교육의
방향 및 가능성들을 모색한다.
SCC1145 정의평화생태(JPIC)를위한기독교교육 JPIC and Christian Education
현대 에큐메니칼 신학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에 기
초한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들을 탐구한다.
SCE7355 종교심리학 Psychology of Religions
종교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마음 깊이에 있는 종교심을 분석하
는 학문이다. 종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종교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과목이다.
SCE5525 커뮤니케이션과기독교교육 Communication and Christian Education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교육의 관계를 탐구한다. 교육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새로
운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며,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가능한 기독교교육을 모색한다.

【교회음악】
● SME5356 교회음악개론 Introduction to Church Music
목회자 후보생인 신대원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게 한다.
교회음악철학, 예배와 음악, 회중찬송, 교회음악사, 음악사역이 주된 수업 내용이다.
● SME5382 교회음악의고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신대원생들에게 중요한 예술적 교회음악 장르와 작곡가와 작품
을 설명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
며, 나아가 클래식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그 음악을 즐기게 되는 계
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SME5601 기초성악 First step for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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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의 이해와 발성을 통한 성악의 기초적인 이론 및 방법을 습득하며,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소리를 계발시킨다.
SME5604 기초건반연주법 Basic Keyboard
예배에 사용되는 건반악기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연주법을 실습한다.
SME2263 기초지휘법 Basic Conducting Teaching
지휘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에 대한 과목으로 합창지휘를 중심으로 지휘 패턴 습득,
소리의 블랜딩 방법 등을 연구한다.
SME7221 예배찬양대 Chaple Choir
학교 예배시에 찬양대로 참여한다. 일주일에 한 번 씩 찬양대 연습을 통하여 찬양대로
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실력을 높이고 학교 채플시 실제로 찬양대로서 예배에 참여한
다.
SME5163 예배와음악 Worship & Music
예배와 예배음악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획하고 인
도하는 법도 익히게 한다.
SME5341 찬송가학 Hymnology
학생들로 하여금 찬송가학의 기본적인 내용(찬송의 의미, 찬송가의 역사 등)에 대한 지
식을 갖게 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중찬송을 잘 계획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을 목표로 한다.
SME5165 찬양인도의실제 Worship Leadership in Practice
본 강의의 목적은 찬양예배를 기획하고 인도하는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훈련하
는데 있다.
SME5442 한국교회음악사 History of Korean Church Music
한국교회음악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여 한국교회의 현재를 이해시킨다.

【공통과목】
●
●
●
●

SGT1011 졸업논문 Thesis Work
SGT1101 신학입문 Introduction to Theology
SGT7180 정보와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SGT7040, SGT7048 독어3, 4 German3, 4
독어 3, 4에서는 1, 2에서 다져진 문법을 기초로 해서 독해력에 중점을 두되 특히
신학서적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한다.
● SGT7049, SGT7050 불어1, 2 French1, 2
불어의 기본문법을 익힘으로써 언어에 쉽게 입문하도록 하며 원서해독에 대한 접근 및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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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교회와 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자와 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각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전문적 능력 배양
본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1. 오늘의 교회와 사회의 현장을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갖는다.
1-2. 각 전공분야의 지식을 이해, 평가,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1-3. 각 전공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새로운 이론을 연구 개발한다.
1-4. 타 학문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학자와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다.
1-5. 전통문화와 신학의 제 분야간의 대화를 추구한다.
1-6. 신학의 제반 분야간의 교류 및 타학문과의 교류를 통하여 전공분야를 심화 발전시킨
다.
1-7.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기초한 본 교단의 신학을 계승하며 발전시킨다.

2.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교육으로 심오한 학문탐구
본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2-1. 이론 없는 실제, 실제 없는 이론을 지양하고 이론과 실제를 통전적으로 추구한다.
2-2.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며, 실제로부터 이론적 탐구의 동기를 발견해내는 능력을 갖는다.
2-3. 교회현장을 바르게 회복하고 살리는 학문탐구를 추구한다.
2-4. 동아시아 및 한국적 문화 속에서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2-5.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2-6. 각 전공분야의 연구를 통해 당면한 인류문제의 해결에 공헌한다.
2-7. 전공분야의 학문탐구와 더불어 인격수양과 경건훈련을 통해 통전적 지도력을 발휘한
다.

230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3. 각 전공분야에서 현장과 연계되는 교육으로 교회와 사회에 효율적으로 기여
본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3-1. 신학과 교회 현장이 분리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한다.
3-2. 각 전공분야의 현장을 이해하고 경험하며 이를 학문적으로 성찰한다.
3-3.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3-4. 각 전공분야의 학술이론들을 현장성에 비추어 이해하며 발전적으로 비판한다.
3-5. 각 전공분야 현장 지도자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한 공동체적 노력을 기울인다.
3-6.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이 협력한다.
3-7. 각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종의 도를 실천한다.

4. 교회와 사회의 내일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추구
본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4-1. 변화하는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
4-2. 미래 각 분야에 종사할 학자와 지도자로서의 정보와 지식, 기술을 갖춘다.
4-3. 국내외 대학간의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확대한다.
4-4. 각 전공분야에서 창의적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4-5.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하며 통일 한국시대를 준비한다.
4-6. 세계평화와 생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 이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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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교육법 제1조와 제
108조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신학
의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차원의 학문적인 추구와 그 실체를 연구하여 교회와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자와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정설치)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
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제 3 조 (과정별 학과 및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그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104명
나. 음악학과 : 20명
2. 박사학위과정(신학과) : 17명
제 2 장

입

학

제 4 조 (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학전형 방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서류심
사와 구술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1. 석사과정
가. 1) 신 학 과 : 수세 후 5년 이상을 경과하고 소속교회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기독교교육학과 : 수세 후 3년 이상을 경과하고 소속교회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음악학과 : 수세 후 1년 이상을 경과하고 소속교회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1) 신학 전공자는 M. Div.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학석
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기독교교육학 전공자는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교회음악 전공자는 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석사과정 시험은 전공과목과 면접으로 한다(면접 시 영어평가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가. 신학전공은 교역학석사(M.Div.) 학위소지자로서 신학석사(Th.M.) 혹은 M.A.(유관분
야) 소지(졸업 예정)자, 기독교교육학 전공은 교역학석사(M.Div.)학위소지자로서 문학석
사(M.A. 기독교교육학 전공) 또는 교육학석사(M.A.C.E.) 소지(졸업 예정)자, 선교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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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교역학석사 (M.Div.) 학위소지자로서 Th.M.(Th.M.in Miss.) 또는 M.A.(선교문
학) 소지(졸업 예정)자도 가함.
나. 필답고사와 구술고사를 부과한다. 필답고사는 전공에 관한 고사와 영어(전공분야 독
해 능력)시험으로 한다.
다. 입학 시 영어시험은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에서 소정의 점수이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면제한다.
제 6 조 (교원학생) 대학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조교 제외)및 직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7 조 (편입․재입학) 대학원에 편입은 허가할 수 없다.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는 1
회 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 대학원에서 퇴학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락하되,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과목학점, 수료

제 8 조 (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은 3년으로 한다. 1학
기 수업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수업은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로 한다.
제 9 조 (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영구수료생은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 동안 논문을 작성
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영구 제적한다.
제 10조 (수업시기) 대학원의 수업 시기는 상시 주간에 하고, 야간수업과 계절수업을 행
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에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로 야간수업을
행할 수 있다.
제 11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은 인정될 수 있다.
제 12조 (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 전에 대학
원장이 공포한다. 일단 결정된 시간표는 학기도중에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 13조 (수강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한다.
② 수강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학원의 과정별 각 학과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14조 (선수과목)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과목을 이수하여야 하
는 경우에 교육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5조 (수업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하며 각 과목별 결
석일수가 소정의 허용(전 수업시기의 5분의 1)한계를 초과할 때는 해당과목의 학
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 16조 (과정 이수학점) 학생이 과정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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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나.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2. 박사과정
가.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17조 (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학과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8조 (수료시기∙수료인정 및 학위수여) ①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은 수학연한 2년, 박
사과정은 3년이 경과하면 수료생으로 관리하고 재학연한 석사 5년, 박사 8년을 초
과한 학생은 영구 수료생으로 관리한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위청구논문
을 제출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통과되면 소
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 4 장

공개강좌 연수생 및 외국인 특수생

제 19조 (공개강좌) 대학원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다. 공개강좌
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정심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와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개강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20조 (연구생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
는 사람은 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 전항의 연구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실력고사를 행한다.
제 21조 (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서식 1에 의한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22조 (외국인 특수생) ①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 5조의 규정에 의
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연구비 보조

제 23조 (장학금 및 연구비)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는 각 과정마다 학생정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24조 (장학생 선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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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학생준칙

제 25조 (학생준칙) 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본 학칙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대학
원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 26조 삭제
제 27조 (제적사유)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칙 또는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는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 7 장

직제와 대학원위원회

제 28조 (직제) 대학원에는 원장이외 각 과정의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조교는 제외
함)을 둔다. 전항의 교원 중 적어도 2인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
제 29조 (과주임 및 지도교수) 대학원에는 전조의 교원 중에서 전공마다 1인의 지도교수
를 둔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과제의 지정,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 30조 (대학원위원회 구성)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15인으로 위원장 및 위원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장과 각 대학원장과 각
분야의 교원 1인으로 한다. 각 원장이 속한 분야는 해당 원장이 겸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 31조 (대학원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특히 규정된 직무 외에 대학원에 관하여 다음 사
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개편 계획 수립 및 심의
㉰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혁신 방안 수립 및 심의
㉱ 기타 위와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 및 심의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논문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학술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32조 (대학원위원회의 의결 정족)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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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1. (시행) 본 학칙은 196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기타사항) 학년, 학기, 휴업일, 휴학, 퇴학, 성적, 납입금, 기타 본 학칙에 특히 규정
된 것 이외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단,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학칙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학칙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학칙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학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학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학칙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학칙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학칙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7. ⑴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⑵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5조 2항, 8조 1항, 16조 1항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8.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학칙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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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위수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신학석사(Th. M.) : 신학 전공
나. 문학석사(M. A.) : 기독교교육학 전공
다. 음악석사(M. M.) : 음악학 전공
2. 박사과정
가. 신학박사(Th. D.) : 신학전공
나. 명예신학박사(D. D.)
제 3 조 (학위수여 자격) 학위수여를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을 취득한 사람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2. 박사과정
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을 취득한 사람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외국어시험과 종합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3. 명예신학박사학위
가. 국내 혹은 국외에 있어서 기독교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사람으로서 대학원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제 4 조 (학위수여) 각 과정별 모든 요건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서식 1,2,3)에 의한 학
위기로서 행한다.
제 5 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취소를 결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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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
2.
3.
4.
5.
6.
7.
8.
9.

칙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1항 라, 2항 라. 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이 규정(제5조)은 통과즉시 시행한다.(2013년 6월 12일)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는 이전에 수여한 학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1. 신학석사(Th. M.)
가. 구약학
나. 신약학
다. 역사신학
라. 조직신학
마. 기독교와문화 바. 실천신학
사. 선교학
2. 문학석사(M. A.)
가. 기독교교육학
3. 음악석사(M. M.)
가. 오르간
나. 피아노
다. 작곡
라. 성악
마. 합창지휘
바. 이론
4. 신학박사(Th. D.)
가. 구약학
나. 신약학
다. 역사신학
라. 조직신학
마. 기독교와문화 바. 실천신학
사. 선교신학
아. 기독교교육학
제 2 장

입학, 재입학

제 3 조 (입학자격)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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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
가. 신학과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학석사과
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나. 기독교교육학과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 학위의 소지자
다. 음악학과 : 음악학사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 학위의 소지자
2. 박사과정
가. M. Div. 및 Th. M. 혹은 M.A.(유관분야) 소지자.
나. 기독교교육학 전공자는 교역학석사(M. Div.) 및 문학석사(M. A.) 또는 기독교교육
학전공 교육학석사(M. A. in Christian Education)학위 소지자
다. 선교신학 전공자는 M. Div. 및 Th. M.(Th. M. in Miss.) 또는 M. A.(선교문학)학
위 소지(졸업예정)자
제 4 조 (입학지원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전형)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시행한다.
1. 석사과정
가. Th. M.과정 : 전공, 면접, 영어(공인 영어시험), 내신성적
나. M. A.과정 : 기독교교육, 면접(면접 시 영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내신성적
다. M. M.과정 : 전공실기, 교회음악사, 면접, 내신성적
라. 연구과정 : 면접
2. 박사과정
가. 구약학, 신약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와 문화, 예배․설교학,
목회상담학, 선교신학, 기독교교육학(전공시험)
나. 영어(공인 영어시험) 또는 영어(전공 독해시험)
다. 면접
제 6 조 (외국인, 선교사 입학) 외국인 또는 선교사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는 학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생으로서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세계선교대학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재입학) ① 본 대학원에서 퇴학한 사람이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교학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과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사람도 재입학 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⑤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 8 조 (재입학생 취득학점의 인정)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 9 조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
연한과 재입학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②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 후 3년 이내에 과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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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교육과정, 학점, 학위수여, 수료

제 10조 (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석사(Th. M.) : 2년
2. 문학석사(M. A.) : 2년
3. 음악석사(M. M.) : 2년
4. 신학박사(Th. D.) : 3년
제 11조 (재학연한)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석사(Th. M.) : 5년
2. 문학석사(M. A.) : 5년
3. 음악석사(M. M.) : 5년
4. 신학박사(Th. D.) : 8년
제 12조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 대학원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석사과정
가. 학기별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대학교와 협정을 맺은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에 소속된 학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다. 학생이 졸업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위

학

과

전 공

일반선택
(전공이외
과목)

논 문

비 고

계

구약학 전공
신약학 전공
역사신학 전공
신학석사
(Th.M.)

조직신학 전공
기독교와문화 전공
실천
신학

예배·설교학 전공
목회상담 전공
영성신학 전공

6~9학점
<예외>
(반드시
목회상담학
15~18
6학점
타과목
전공은
30학점
학점
2~3개를
전공:18~21학점
이수해야
일반: 3~6학점
졸업가능함)

선교신학 전공
일반대학출신자
24학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제외)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기독교
문학석사
교육 신학을 전공한
(M.A.)
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일반대학 출신자로서
교역학석사(M. Div.)학위 소지자

6학점

3학점
24학점 (타대학원 6학점

24학점

24학점

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24학점

과목
수강의
경우
전공학점
21학점)

15학점
9학점
(신학
(기독교 54학점
과목) 교육과목)
선수15학점
(신학과목)

45학점

선수 9학점

6학점 (기독교교육과목) 39학점
전공 3과목 수강

6학점

선수9학점
39학점
(기독교교육과목)

6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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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학

과

일반선택
(전공이외
과목)

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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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비 고

계

선수9학점

39학점

교역학석사(M. Div.) 학위 소지자
음악석사
(M.M.)

교회
음악
학과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24학점

6학점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자로서
교역학석사(M. Div.) 학위 소지자

24학점

6학점

30학점

2. 박사과정
가. 학기별 박사학위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취 득한 학
점은 인정한다.
다. 학생이 졸업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위

신학박사(Th.D.)

학

과

신학과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21학점

15학점

논

문

9학점

계
45학점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 13조 (개설과목) 각 과정의 개설과목은 대학원 교육과정표와 같다.
제 14조 (학과목의 개설) 각 전공분야의 주임교수는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5조 (개설과목의 수) 각 전공분야에서 매 학기 2과목 이상 5과목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 16조 (수강생의 수) 개설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은 수강생이 최소 5인 이상, 박사과정
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다. 단, 수강생이 석사과정 4인 이하, 박사
과정 1인일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 17조 (선수과목) 기독교교육학과는 다음의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일반대학 졸업자 : 구약, 신약,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각 3학점씩)
2. 대학교에서 기독교교육 전공자 : 구약, 신약, 조직신학(각 3학점씩)
3. Th. B. 학위소지자와 M. Div. 학위소지자는 선수과목을 이수치 않는다.
4.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은 대학원에서 2학기에 1번씩 개설하며, 역사신학, 조직 신학, 실
천신학은 신학대학원에서 2학기에 1번씩 개설한다.
제 18조 (과목의 선택) ① 이수과목의 선택은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선
택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학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9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졸업논문 등의 불합격으로 졸업을 못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와 함께 등록카드를 교학실에 제출하여야만 등록학생으로 간주된다.
제 20조 (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과목의 취소,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수강을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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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교학실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③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한다.
제 21조 (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원이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성적보고서를 교학
실에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고된 성적은 일람표를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동 학생에게 해당학기
종료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하되 B등급
이하만을 줄 수 있다.
⑤ 위 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 F학점 처리된다.
⑥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평균에 가산한다.
⑦ 성적평가 등급은 다음과 같다.
등

급
A+
A˚

4.3
4.0

점
수
97~100
94~96

A-

3.7

90~93

B+
B˚
B-

3.3
3.0
2.7

87~89
84~86
80~83

C+

2.3

77~79

C˚
CD

2.0
1.7
1.0

74~76
70~73
60~69

F

0

0~59

P
NP

불 계
불 계

합 격
불합격

제 4 장

평

점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제 22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논문작성, 연구생 등
록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하여야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등록을 할 수 있으
며, 학점등록금은 1학점에서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를 4학점 이상은 수업료 전
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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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점만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 학기
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납입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 2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4
학기까지 가능하다(남학생의 경우 2학기).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사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중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출산‧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후 3개월 이내에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휴학원은 등록 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휴학원을 제출하
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처리 된다.
⑦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학기 20일 이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 24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와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 제적처리 된다.
③ 복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강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교학실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조 (제적 및 자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적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하기로 결정한 사람
5.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
제 5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 26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
부하여 정정원을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6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27조 (석사과정 외국어시험과목 및 종합시험과목)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 과목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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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신학과 : 영어, 독일어, 불어 중 택일
2.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 영어, 불어, 독일어 중 택일
(단, 영어는 TOEFL 500점(CBT 173점), TOEIC 580점, TEPS 483점 이상이면 면
제)(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3. 종합시험 :
가. Th. M., M. A.는 전공 2과목+인접 1과목
나. M. M.은 전공 2과목
제 28조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의 시기) 석사과정생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합격하여
야 논문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9조 (석사과정 외국어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2회에 한하여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 30조 (석사과정 종합시험 재시험) 종합시험 재시험의 기회는 2회에 한하며, 불합격 시
제적 처리한다. 단, 1차 재시험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달 후에 응시하고, 2차
재시험은 다음 학기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 31조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및 과목) 박사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을 합
격하여야 논문신청을 할 수 있다.
1. 외국어시험
가. 영어는 TOFEL(CBT) 213점, TOFEL(PBT) 550점, TOFEL(IBT) 80점, TOEIC
700점, TEPS 556점 이상
나. 불어, 독어 또는 전공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외국어
2. 종합시험 : 전공분야에서 4~5과목
제 32조 (박사과정 종합시험 시험기간) 1과목 시험시간은 3시간 이상 5시간 이하로 하
고, 시험 실시기간은 2~3주간 이내로 한다. 시험기간은 학기 내이어야 하며, 시
험에 쓸 컴퓨터는 학교에서 정한다.
제 33조 (박사과정 종합시험 응시자격)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필기시험
가. 소정의 정규 등록을 필하고 과정 최저이수 학점을 취득한 사람
나. 과정 평점이 3.0이상인 사람
2. <삭제>
제 34조 (박사과정 종합시험 재시험)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재시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
가. 전 응시과목 중 3분의 2이상 과목을 합격치 못했을 경우에는 전 과목을 다시 응시
해야 하며, 3분의 2이상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낙제한 과목만 을 재 응시 할 수
있다.
나. 재시험의 기회는 2회에 한한다. 단, 재 응시 시기는 합격발표일로부터 한 달 후로 정
한다.
2. <삭제>
제 35조 (수험료)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시험에 대해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Ⅴ. 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제 7 장

245

학위 청구 논문

제 36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각 과정의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신학석사, 문학석사, 음악석사(Th.M., M.A., M.M.)
1) 2년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2) 과정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사람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과정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6) 학위청구 논문제목 허가를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7)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주심과 부심)
2. 박사과정
가. 신학박사(Th. D.)
1) 소정의 정규등록을 필한 사람
2) 과정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과정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4) 외국어시험 및 종합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삭제>
6) <삭제>
7) 학위청구 논문제목허가를 받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사람
8) 논문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 37조 (논문의 구비서류)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 2. 인준서 / 3. 목차
4.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논문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 것, 박사과정은 본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
는 영어로, 본문이 영어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쓴 것)
6. 본문 /
7. 참고문헌 /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38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내용의 분량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A4컴퓨터 용지(double
space)로 석사과정은 60매 이상, 박사과정은 200매 이상으로 한다.
제 39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연구계획서는 석사과정은 3학기 초, 박사과정은 교과
과정 이수 마지막학기를 남겨둔 시점 이후부터 가능하며, 해당 전공교원 및 박사
과정 학생들 앞에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한 후 교학실에 제출한다.
제 40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학과 교원의 협의를 거쳐 논문 예비계획서
의 내용과 학생의 지도교수 신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 41조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교수는 매 학기 논문지도 대상 학생 5명
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42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직위는 원칙적으로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
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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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참조하여 학과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조 (논문지도교수 변경)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허락하지 아니하나 부득
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원을 학과장의 사
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조 (논문지도 기간) 학위청구논문은 지도교수로부터 매월 2회 1학기 이상 지도를
받되 4회 이상 지도를 받은 확인서를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조 (논문제목 변경)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목
변경원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조 (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 과정
에서는(연구과정은 심사용 1부만 제출) 논문심사 시는 1부, 논문구술시험 시는 3
부,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논문심사 시는 3부, 논문구술시험 시는 5부를 소정 기
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 (심사위원 선정) ① 구술시험에는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
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구술시험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3인, 박사과정공동위원회 회원 대학원 교
원으로서 공동위원회가 위촉한 2인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 구술시험에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 48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49조 (논문심사) ① 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주심, 부심의 합의하에 논
문심사에 합격한 후 구술시험에 임한다(연구과정은 구술시험 없음).
②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1. 1차 연구계획서 발표
2. 2차 논문완료 후 교수회의 심사
3. 3차 대학원위원회 최종 심사
4. 4차 콜로키움 형식 발표(개방된 형태)
제 50조 (논문심사의 기준)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논문의 성적을 기재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 51조 (논문의 판정) 석사과정은 구술시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
를 결정한다.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인중 4인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52 조 (논문제출시한)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입학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재학연한을 초과한 영구수료생은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
를 얻어 논문제출 기간을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53조 (학위논문 제출부수)
1. 석사과정
가. Th.M., M.A., M.M. : 하드카바 5부, 온라인 제출
2. 박사과정 : 하드카바 5부, 온라인 제출
제 54조 (학위논문 심사료) 학위논문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학기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5조 (학위논문공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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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표하지 아니한다.
부
1.
2.
3.
4.
5.
6.
7.
8.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⑴ 이 변경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⑵ (경과조치) 이 규정은 당시 재적생은 이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구규정을 적용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월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은 당시 재적생은 이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구규정을 적용한다.
10.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28조, 제31조, 제36조 1항 4), 2항 5)는 2011년 9월 1일부
터 적용한다.
1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16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1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입학자격)
13.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31조 박사과정 외국어시험)(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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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
(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인

학위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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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박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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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명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의 분은 (
“수여사유 기재”
) 본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학위)

년

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인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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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과과정표

●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이수분야

과목명

학 점

GOT0441
GOT0381
GOT0901
GOT1151
GOT1307
GOT0221
GOT1141
GOT1221
GOT0561
GOT1314
GNT0331
GNT0441
GNT1481
GNT0531
GNT0691
GNT0662

구약원전강독
구약해석사
주석(성문서)
주석(예언서)
주석(율법서)
고급히브리어
구약신학의최근동향
성문서2(욥기)
성서고고학과고대문헌연구
이스라엘역사
바울신학
신약신학(공관복음)
신약신학(요한신학)
신약원전
해석학(신약)
사도행전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NT5017

신약배경사

3

GNT0661

주석(신약)

3

전필

GHT5014

역사방법론

3

전선

GHT1371
GHT1313
GHT1354
GHT1358
GHT0581
GHT1271
GHT5013
GHT5028
GHT1191
GHT0823
GHT1094
GHT1095
GHT0926
GHT1096
GHT1097

18-19세기신앙각성운동
경건주의와신앙각성운동
고대교부신학연구
고대교회사세미나
미국교회사
아시아교회사
종교개혁신학
종교개혁세미나
에큐메니칼신학
종교개혁지현장답사
중세교회사세미나
중세신학사상
한국교회사
신학원전강독1(라틴어신학문헌)
신학원전강독2(헬라어신학문헌)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전필

구약학

전선

전필
신약학

전선

역사신학

학수번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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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조직신학
전선

전필

기독교와
문화
전선

전필

실천신학
(예배ㆍ
설교학)
전선

전필
실천신학
(목회
상담학)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GHT1098

신학원전강독3(한문기독교문헌)

3

GST0161

개혁신학

3

GST0381

신학체계론

3

GST0621
GST0241
GST1101
GST0881
GST0871
GST5021
GST1081
GST1151
GST1141
GST0481
GST1111
GCC0151
GCC0191

현대신학
기독론
복음주의신학연구
본회퍼신학
성령과교회
신론
신학과신학자
신학적해석학
인간과 창조세계
철학적신학
조직신학세미나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윤리사상사

3
3
3
3
3
3
3
3
3
3
3
3
3

GCC0208

기독교윤리와한국의사회문화

3

GCC0171

기독교윤리방법론

3

GCC0443

기독교실천윤리학

3

GCC0361

종교사회학

3

GCC0823

변화하는글로벌사회속의기독교와문화

3

GCC0176

모스트모던윤리신학

3

GCC0441

현대기독교윤리

3

GCC0173

현대문화와윤리

3

GPT0391

설교와커뮤니케이션

3

GPT0482

성례전연구

3

GPT2052

현대설교신학

3

GPT0421

설교의역사

3

GPT2054

설교작성과전달

3

GPT2057

예배기획세미나

3

GPT2058

예배의역사

3

GPT2059

현대설교자연구

3

GPT0573

현대교회예배동향세미나

3

GPT0271

목회상담의이론과실제

3

GPT1601

가족치료

3

GPT2046

단기목회상담

3

GPT2045

대상관계이론과상담

3

GPT2048

목회상담과정신역동

3

GPT2049

DSM(정신장애진단과영적진단)

3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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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실천신학
(영성신학)

전선

전필

선교신학

전선

기독교
교육학

전필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GPT0261
GPT1291
GPT2021
GPT0551
GPT0542
GPT1724
GPT1723
GPT1803
GPT1804
GPT1808
GPT1802
GPT1726
GPT1725
GPT1806
GPT1807
GPT1805
GMT0613
GMT0341

목회상담실습
심리평가와임상적적용
인지상담
임상목회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신비주의연구
영성지도의이론과실제
기도의신학
기도의심리학
기독교영성학
영성과심리학
영성의역사
영성수련의영성과신학
영성지도와성경
영성지도와식별
영성지도의전통과다양성
교회성장이론
교회와선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MT0625

선교운동사

3

GMT0702
GMT0614

성서선교신학
타문화권선교연구

3
3

GMT0701

현대선교신학

3

GMT0933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3

GMT6213
GMT0916

바울선교신학
북한선교연구

3
3

GMT0923

선교와에큐메니즘

3

GMT8314

연구방법론

3

GMT0605

전도의이론과실제

3

GMT0711
GMT6313

제3세계선교신학
종교와 문화

3
3

GMT0917

지도력개발

3

GMT9216

타문화권 선교실습

3

GMT08961

특수선교(도시선교)

3

GCE0352

기독교교육과신학

3

GCE0361

기독교교육과정

3

GCE0357

기독교교육과심리학

3

GCE0453

기독교교육철학

3

GCE5046

성서교수학

3

GCE0814

현대기독교교육사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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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선

전필

전선

교회음악학

공통

학수번호

과목명

학 점

GCE0384

기독교교육방법론

3

GCE5047

가정교육

3

GCE0803

교육목회학

3

GCE0403

기독교교육과사회학

3

GCE0402

기독교교육사

3

GCE0432

기독교교육과인간학

3

GCE0461

기독교아동교육

3

GCE0358
GCE0793

기독교교육과영성
기독교교육세미나

3
3

GCE0363

기독교교육과창의성

3

GCE0364

기독교교육학자의삶과사상

3

GCE5048
GCE0521

기독교학교교육
성인교육

3
3

GCM5014

졸업연주,졸업논문

6

GCM

전공실기 I

2

GCM

전공실기 II

2

GCM

전공실기 III

2

GCM5043

고급화성학 I

3

GCM5037

고급화성학 II

3

GCM5053

피아노음악세미나 I

3

GCM5052

피아노음악세미나 II

3

GCM5051

피아노음악세미나 III

3

GCM5041

바로크오르간음악

3

GCM5030

오르간 문헌

3

GCM50322

오르간음악세미나

3

GCM5039

19세기오르간음악

3

GCM5024

교회음악세미나

3

GCM5042

바로크교회음악세미나

3

GCM5045

예배와음악

3

GCM5021

예배음악세미나

3

GCM5025

음악세미나

3

GCM5034

중세음악

3

GCM5022

한국교회음악사

3

GCM5712

서울오라토리오페스티발1

3

GCM5713

서울오라토리오페스티발2

3

비 고

작곡

피아노

오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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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외국인 석사 교과과정(Christian Education)
전공분야

Christian
Educatio
n

이수분야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전필

GCE1011
GCE0021
GCE1013
GCE0031
GCE0931
GCE0933
GCE1018
GCE1019
GCE0131
GCE1016
GCE1012
GCE0171
GCE0172
GCE0998

Biblical Family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Spiritual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alMinistry
Educational Ministry for Women
Faith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Human Development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Modern Christian Education Theories
Teaching Method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고

● 대학원 외국인 석사 교과과정(Missiology)
전공분야

Missiology

이수분야

전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MT0704
GMT0461

A study of Religion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I

3
3

GMT0032
GMT0033
GGT0011
GMT0891

Church Growth Theory
Church Growth Theory and strategy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3
3
3
3

GMT0061
GGT0012

Cross-CulturalMission
Dialogue between Faiths

3
3

GMT0751
GMT0122
GMT0929

History of Mission
Introduction to Missiology
Issues In Mission

3
3
3

GPT0151
GCC0741
GMT0131
GMT0620
GMT0890
GMT0152

Korean Practicum
Leadership Development
Mission and Cultural Anthropology
Missional Church
Mission and Development
Mission and Folk Relgion

3
3
3
3
3
3

GMT0925
GMT0912

Missions and Money
Study of World Religions

3
3

GMT0772
GMT0741

The Exegetical Method N.T.
Theory & Practice of Mission

3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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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GMT0312
GMT0165
GMT0021
GMT0167

전선

GMT0926
GMT0152
GMT0163
GMT0162
GMT0894
GMT0931

과목명
Theory of Church Growth
Asian Mission
Church and Mission
History of Christian Missionary
Movement II
Issues in Ecumenical Missiology
Mission and Folk Religion
Practice of Cross-Cultural Mission
Research Methodology
Urban Mission
World Religion

학점
3
3
3

비고

3
3
3
3
3
3
3

●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구약학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OT0231

고급히브리어문법

3

GOT1316

구약과고대근동종교

3

GOT0401

구약신학세미나

3

GOT0511

구약해석학

3

GOT0902

성문서세미나

3

GOT0571

성서고고학세미나

3

GOT0581

성서아람어

3

GOT0662

예언서세미나

3

GOT0681

오경세미나

3

GOT1308

구약과신약

3

GOT1305

구약과유대교

3

GOT1309
GOT0891

구약본문비평
구약사본학연구

3
3

GOT1311
GOT1312

구약세미나 I
구약세미나 II

3
3

GOT1313

구약세미나 III

3

GOT1317

수리아어

3

GOT0881
GOT1318

시편과예배
신약성서와유대해석학

3
3

GOT1301

아카드(앗시리아어)

3

GOT1132

예언과묵시

3

GOT0961
GOT0921

우가릿어
이스라엘과유대의역사

3
3

GOT0841

칠십인경연구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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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신약학

전선

전필

역사신학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NT0271
GNT0931
GNT0751
GNT0752
GNT0433
GNT0911
GNT0761
GNT0493
GNT0653
GNT0901
GNT0991
GNT0971
GNT1041
GNT0771
GNT0381
GNT0921
GOT1318
GNT0961
GNT0981
GNT0643
GNT0941
GNT0951
GHT1353
GHT0374
GHT1192
GHT1262
GHT0792
GHT0533
GHT0925

공관복음연구
누가복음-사도행전연구
바울서신연구 I
바울서신연구 II
신약성서신학
신약성서와윤리
신약성서원문연구
신약학세미나
요한복음연구
계시록(계시문학 연구)
공동서신연구
그리스도의인격과사역
나그함마디문서와영지주의
신약과구약
신약배경사
신약성서경전사
신약성서와유대해석학
신약외경
요한서신연구
Q자료연구
유대묵시문학
쿰란문서
고대교회세미나
교회사연구방법론
에큐메니칼운동의역사와신학
중세교부의신학사상
종교개혁사연구
프로테스탄트신학사상사
한국교회사연구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HT1333

18-20세기개혁교회신학사상

3

GHT1332

경건주의,신앙각성운동

3

GHT1356

고대교회의영성과경건

3

GHT1355

교대교회교리연구

3

GHT1381

교부학

3

GHT0511

동방교회사연구

3

GHT1161

로마카톨리시즘과프로테스탄티즘

3

GHT0572

르네상스와종교개혁

3

GHT1091

아시아교회사연구

3

GHT0812

종교개혁신학강독

3

GHT1357

중세수도원운동사

3

257

비고

258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조직신학

전선

전필
기독교와
문화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HT0514
GHT1093
GHT1303
GHT0927
GHT0992
GST0164
GST1051
GST0211
GST0301
GST0341
GST0451
GST0471
GST5015
GST0271
GST1091
GST0453
GST0544
GST0542
GST0891
GST0543
GST0401
GST1131
GST0901
GST0861
GST0541
GST0545
GST0631
GCC0631

중세시대의교회와국가
청교도운동
한국교회신학연구
한국교회와사회
현대교회사연구
개혁신학연구
교회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신론
조직신학방법론
종말론
구원론
바르트신학연구
복음주의신학전망
생명신학
신학.심리학.예술
신학과과학
신학자연구
여성신학
인간론
인식론과해석학
자유주의신학
정치신학
칼빈신학연구
포스트모던신학
현대신학연구
교회와국가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CC0205

기독교와과학세미나

3

GCC0203

기독교와문화세미나

3

GCC0206

기독교와사회문제세미나

3

GCC0209

기독교윤리와한국의사회문화

3

GCC0301

신학적윤리

3

GCC0532

아시아신학과윤리

3

GCC0331

자연법과도덕률

3

GCC0343

생태윤리신학

3

GCC0694

거스탑슨윤리연구

3

GCC0131

기독교와경제윤리

3

GCC0721

기독교와미래학

3

GCC0342

리처드니버연구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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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전선

실천신학

전필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CC0824
GCC0732
GCC0692
GCC0541
GCC0542
GCC0691
GCC0695
GCC0521
GCC0696
GCC0693
GPT0422
GPT6025
GPT0744
GPT0423
GPT0425
GPT0426
GPT1162
GPT1135
GPT1132
GPT6022
GPT0505
GPT0504
GPT0994
GPT0288
GPT0289
GPT0287
GPT0265
GPT0744
GPT0545
GPT0256
GPT0282
GPT0258
GPT0257
GPT0253
GPT0259

변화하는글로벌사회속의기독교와문화
본회퍼윤리연구
부르너와틸리케윤리연구
생명의료윤리
스텐리하우어와쓰의윤리연구
에드워즈윤리연구
종교와윤리특강
직업과윤리
크리스챤가정과성윤리
토란스와도노반윤리연구
설교의역사와신학세미나
설교전달과커뮤니케이션세미나
실천신학세미나
기독교예배기원
예배신학세미나
한국교회와예배세미나
개혁교회와예배
교회력과성서정과
문화와예배
성서해석과설교
포스트모던시대와설교
한국교회와설교세미나
결혼및가족상담의실제
목회상담과신학
목회상담과자기관리
목회상담연구방법론
목회상담의실제
실천신학세미나
집단상담의실제
목회상담과가족치료
목회상담과대상관계이론
목회상담과설교
목회상담과성
목회상담과심리역동적접근
목회상담과영성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PT0254
GPT0255
GPT0284
GPT0285
GPT0286
GPT2042

목회상담과인간중심적접근
목회상담과정신병리학
목회상담사례지도1
목회상담사례지도2
목회상담사례지도3
상담과영성

3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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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학

목회
상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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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선교신학

전선

기독교
교육학

전필

학수번호
GMT0616
GMT0483
GMT9118
GMT0424
GMT0703
GMT0753
GMT0752
GMT0626
GMT0901
GMT0614
GMT6313
GMT0935
GMT0918
GMT0619
GMT7118
GMT0611
GMT7114
GMT7115
GGT0101
GMT0477
GMT7313
GMT7312
GMT6315
GMT0479
GMT6314
GMT7315
GMT7316
GMT6310
GMT0478
GMT0472
GMT0473
GMT6319
GMT0934
GMT9116
GMT0155
GMT0470
GMT6316
GMT6317
GMT6318
GMT0476
GMT7314
GCE0211
GCE0802

과목명
교회성장이론과전략
구약선교신학
도시선교
선교신학역사
성서선교신학
세계선교운동사 I
세계선교운동사II
세계종교연구
신약선교신학
타문화권선교연구
종교와문화
지도력개발
최근선교신학의동향
한국교회성장연구
한국선교운동사
한국종교연구
현대선교신학
현대선교신학사상
논문작성법
민속종교연구
바울선교신학
복음서의선교신학
북한선교
비교종교학/종교간의대화
선교사인물연구
선교신학비교연구
선교신학자연구
선교와개발
선교행정
선교현장연구와전략
선교현장조사방법론
언어학/성경번역/언어습득
에큐메닉스
연구방법론
외국어선교세미나
종교사회학
중국연구
지도자훈련모델
지역교회선교연구
커뮤니케이션
현장화신학연구
개혁신앙의교육
교육목회학

학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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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선

학수번호
GCE0356
GCE0351
GCE0355
GCE0362
GCE0353
GCE0354
GCE0451
GCE0821
GCE1028
GCE0810
GCE0816
GCE0792
GCE0818
GCE0831
GCE0817
GCE0594
GCE0942
GCE0815
GCE1027
GCE0813
GCE0591
GCE0592
GCE0819
GCE1029
GCE0811
GCE0791

과목명
기독교교육과교수방법론
기독교교육과신학
기독교교육과심리학
기독교교육과정연구
기독교교육이론사
기독교교육학연구방법
기독교교육철학
성서의 교육학
교부들의교육사상
교육공학연구
기독교교육과문화
기독교교육세미나
기독교교육인간학
기독교교육학과인접과학들의관계연구
기독교교육현장진단연구
기독교노인교육
기독교유아및아동교육
기독교청년및성인교육
상담및임상심리연구
실천신학의역사와방법론
인간관계연구
인간발달과기독교교육세미나
특수교육학연구
학교에서의종교교육연구
현대기독교교육사상
현대기독교교육의제문제

학점

261

비고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박사과정 외국인 과목(Christian Education)
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GCE0822
GCE0823
GCE0824
GCE0825

전필

학점
3
3
3
3

GCE0830
GCE0832

Christian Family Education

3

GCE0826
Christian
Education

과목명
Curriculum Theories
Studies on Human Development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Educational Ministry in Context
Methods of Teaching in Christian
Education
Trends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Spiritual Life
Christian Education for Women
Historical Thoughts of Christian
Education

GCE0827
GCE0828
GCE0829

3
3
3
3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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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학점
3

GCE0834
GCE0835

Fields of Christian Education

3

GCE0836

History and Theories of Practical
Theology

3

GCE0837

Christian Education and Worship

3

GCE0838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Youth, and Adults
Christian Education from Ecumenical
Perspective
Christian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Teaching the Bible
Sociology of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Methods for Christian
Education
Th.D. Colloquium
Christian Education in the World
Context

3

GCE0833

GCE0839
전선

과목명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GCE0840
GCE0843
GCE0844
GCE0845
GCE0846
GCE0847

비고

3

3
3
3
3
3
3
3

● 박사과정 외국인 과목(Missiology)
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GMT0461
GMT0034
GMT0902
GMT0065
GMT0166
GMT0167

전필
Missiology

전선

GMT0990
GMT0154
GMT0114
GMT0263
GMT0066
GMT0062
GMT0168
GMT0912
GMT0910
GMT0064
GMT0052
GMT0067
GMT0928

과목명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I
Church Growth Theory and strategy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Cross-Cultural Mission
History of Christian Missionary
Movement I
History of Christian Missionary
Movement II
Mission and Development
Mission and Ecumenism
Mission History
Pauline Theology of Mission
Religion and Culture
Religion and Mission
Research Method in Missiology
Study of World Religions
Trends of contemporary Mission
Asian Mission
Contextualization
Missional Church
Mission Theology of the Gospels

학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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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교과목 해설
석사과정
[구약학]
● GOT0441 구약원전강독 Readings in Biblical Hebrew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를 읽고 해석함으로써 성서의 본뜻을 파악하며 본문 석의
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목적이 있다.
● GOT0381 구약해석사 History of O.T. Hermenutics
구약성경이 형성된 이래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해석방법과 해석들을 역사
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그 시대적 특징들을 살펴본다.
● GOT0901 주석(성문서) Exegesis on the Kethubim
성문서 전체에 관한 해석문제점을 개관한 후 성문서 가운데 한 책을 선택하여 주석하
고 성문서의 신학적 특징들을 알아본다.
● GOT1151 주석(예언서) Exegesis : Prophets
예언서들을 구체적으로 주석하면서 예언자들의 활동범위와 그들이 활동한 시대적 배
경,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종교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 GOT1307 주석(율법서) The Pentateuch
율법서 연구의 문제점을 소개한 후 율법서 중 한권을 선택하여 주석함으로써 율법서의
신학적 특징과 그 형성과정을 고찰한다.
● GOT0221 고급히브리어 Advanced Hebrew Reading
히브리어 문법을 심화 학습한다.
● GOT1141 구약신학의최근동향 Rescent tendency of the O.T. Theology
구약신학의 여러 유형들을 비교 연구하고 최근 문제되는 구약신학 유형들을 집중 검
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 GOT1221 성문서2(욥기) Study of Kethubim
성문서 전체에 관한 해석문제점을 개관한 후 성문서 가운데 한 책을 선택하여 집중 탐
구하고 성문서의 신학적 특징들을 알아본다.
● GOT0561 성서고고학과고대문헌연구 Biblical Archaeology
고고학을 힘입어 구약성경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약성경과 관련된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구약성경 시대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하고 고대 근동문서들과 비교하여
구약성경의 특수성을 찾아본다.
● GOT1314 이스라엘역사 Isreal History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개혁교회 전통의 복음주의적 사관을
정립한다.

[신약학]
● GNT0331 바울신학 Pauline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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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날 바울신학을 논함에 있어 필히 다루게 되는 주제인 구원, 은혜, 계약, 율법,
교회, 세례, 윤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2. 이를 전통적인 해석과 비교하여 일치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GNT0281 신약신학(공관복음) N.T. Theology :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의 문학적, 양식사적, 편집사적, 전승사적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NT1481 신약신학(요한신학)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신약성경의 중요한 사상적 산맥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과 서신의 신학과 사상을 연
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울의 신학이나 다른 기자의
신학과 대조하여 요한문서 고유의 신학을 알아본다.
● GNT0531 신약원전 Reading the N.T. in Greek
초급 헬라어만 가지고는 신약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급 헬라어
및 보다 상세한 문법과 문장법 등을 연구하여 헬라어 신약성경을 문법적으로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GNT0691 해석학(신약) N.T. Hermeneutics
본 세미나는 신약을 해석하는 기술(Skill or Art)에 대한 제이론들을 고찰함에 그 목
적이 있다. 먼저 성서해석사를 개관하고, 거기에 비추어 성서 해석의 원리를 고찰한
뒤, 역사비평적 해석을 살펴보고,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해석 이론들을 고찰한다.
● GNT0662 사도행전 The Acts of the Apostles
신약성서의 사도행전을 그 문학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고 해석한다. 초대교회의 역
사와 누가-행전의 문학적 통일성에 주목하며, 누가의 신학에 대한 연구사를 개괄한다.
● GNT5017 신약배경사 History of the Background of the N.T.
신약성경의 배경을 상세히 조사하여 신약성경 이해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다. 중간사에서 시작하여 헬라, 로마의 문화, 정치, 경제 철학 등 신약성경 형성에 기
초가 되는 배경을 알아보고, 유대인들의 풍속제도, 종교 등을 개괄한다.
● GNT0661 주석(신약) N.T. Exegesis
본 세미나는 이미 습득한 해석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성서를 실제로 주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약의 한 책을 text로 정하여 새로운 해석 이론을 가지고 주석해 간다.
먼저 역사비평적 분석을 하고, text를 해설한 뒤, 그 메시지를 밝힌다.

[역사신학]
● GHT5014 역사방법론 Methodology of History
일반 역사관들을 연구하며 이들은 신학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음미, 평가, 수용, 비판한
다.
● GHT1358 고대교회사세미나 Seminars on the Early Church
고대교회의 신학과 사상, 예배와 성례, 목회와 선교, 영성과 경건과 관련된 한 주제를
통시적, 공시적으로 연구한다.
● GHT1354 고대교부신학연구 Theologies of the Early Church Fathers
본 과정은 한편으로는 고대교부들의 신학과 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대 교부들의 신학사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교부들의 생애, 사상, 역사적 위치 등을 개괄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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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요 작품 하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GHT1094 중세교회사세미나 Seminars on the Church in the middle Ages
중세교회의 신학과 사상, 예배와 성례, 목회와 선교, 영성과 경건, 예술과 문화와 관련
된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HT1095 중세신학사상 Studies on Medieval Theology
안셀름, 아벨라르, 토마스 아퀴나스 등 중세의 주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중세 신학사
상의 주제와 특징,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HT5028 종교개혁세미나 Study on the Reformation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중에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형성했던 스위스 종교개혁에 대
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개혁교회가 잃어버린 유산이 무엇이며
계승해야 할 유산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GHT5013 종교개혁신학 Reformation Theology
16세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중에서 개혁교회의 전통을 형성했던 스위스 종교개혁에 대
한 이해를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개혁교회가 잃어버린 유산이 무엇이며
계승해야 할 유산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며,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GHT1313 경건주의와신앙각성운동 Pietism and Awakening Movements
경건주의와 신앙각성운동의 역사, 성격과 특징, 다양성과 통일성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HT1191 에큐메니칼신학 Theology of Ecumenical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전개된 신학을 개관하며,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GHT1372 18-20세기프로테스탄트신학 Modern Protestant Theology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한
다.
GHT0926 한국교회사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사를 개관하며, 한국교회사 연구의 중요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추구한다.
GHT1271 아시아교회사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아세아 각 나라들의 교회의 전래 과정과 역사, 현황들을 공부하여 아시아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GHT0581 미국교회사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in American
미국 교회의 형성과 각 교파의 발생, 발전과정을 다루면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와의 관
계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GHT0823 종교개혁지현장답사 The Survey on Historical Fields of the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종교개혁(종교개혁의 선구자도 포함)의 중심지
를 답사하고 종교개혁의 사회적, 역사적, 신학적 성격과 특징을 연구한다.
GHT1096 신학원전강독1(라틴어 신학문헌) Advanced Reading 1: Latin Theology
신학적으로 중요한 라틴어 원전을 강독하며, 라틴어 독해·번역·주해 능력을 배양하고,
본문을 토대로 서양 고전문화와 기독교의 만남 그리고 그 변용 과정을 연구한다.
GHT1097 신학원전강독2(헬라어 신학문헌) Advanced Reading 2: Greek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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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으로 중요한 헬라어 원전을 강독하며, 헬라어 독해·번역·주해 능력을 배양하고,
본문을 토대로 서양 고전문화와 기독교의 만남 그리고 그 변용 과정을 연구한다.
● GHT1098 신학원전강독3(한문 기독교문헌)
Advanced Reading 3: Classical Chinese Theology
고전 한문으로 기록된 기독교문헌을 강독하며, 한문 독해·번역·주해 능력을 배양하고,
본문을 토대로 기독교와 동아시아 문명의 만남 그리고 그 변용 과정을 연구한다.

[조직신학]
● GST0161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
종교개혁운동 중 특히 성서를 중심해서 형성된 개혁교회 신학사상을 심층적으로 다루
어 칼빈과 쯔빙글리와 불링거의 사상이 17세기 칼빈주의의 장로교회신학에 어떻게 연
관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다.
● GST0381 신학체계론 Classic Systems of Theology
1990년 신학발전사 중 특히 후세에 영향을 많이 준 신학자 중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
스, 토마스, 칼빈, 슐라이엘마하, 바르트, 틸릿하의 사상을 체계학적으로 비교 연구한다.
● GST0621 현대신학 Contemporary Theology
바르트에서 시작하여 몰트만에 이르기까지 현대신학을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판적
으로 비교연구하여 그 신학사상의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신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 GST0241 기독론 Christology
이 과목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고백하고 해석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
한 기독론적, 구원론적 의미를 오늘 우리의 시대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고찰함으
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통전적인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실천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GST1101 복음주의신학연구 A Study on the Evangelical Theology
본 과목의 수업 목표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론과 내용을 터득하는데 있다.
● GST0881 본회퍼신학 Studies on theology of Bonheoffer
디이트리히 본회퍼의 삶과 신학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독특한 신학과 윤리에 대한 지식
을 얻고, 나아가서 학생 각자가 신학함에 응용할 수 있는 유익한 통찰들을 얻어 자신의
삶과 신학에 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GST0871 성령과교회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현대의 교회론과 성령론에 대한 바른 이해
● GST5021 신론 The Doctrine of God
현대신학에 있어서 가장 강한 반론이 제기된 제목이 신론이므로 그들의 반론이 어떠한 것
이며, 그러한 반론의 타당성 여부와 이러한 반론에 대한 전통적 신관의 답변을 알아본다.
● GST1081 신학과신학자 Theologies and Theologians
지난 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신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억눌리고 소
외된 자들의 경험과 처지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의는 소위 “정
치신학”의 태동의 배경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그 신학적 논점들을 정치신학을 대표하
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치신학의 중요성과 신학적 문제들을 비판적으
로 탐구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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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1151 신학적해석학 Theological Hermeneutics
통전적인 탈근대적 기독교 해석학의 전망을 모색한다.
● GST1141 인간과창조세계 Human being and the Creation
오늘날의 환경파괴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응답의 역사 및 그 내용을 연구하고 하나님
의 피조물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연구하며 만들어 가고자 한다.
● GST1111 조직신학세미나 Systematic Theology Seminar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서 부터 삼위일체론, 창조론, 성령론, 그리스도론, 종말론 및 신
학적 가치 등을 다룬다.

[기독교와문화]
● GCC0151 기독교사회윤리 Christian Social Ethics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방법을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분석한다.
● GCC0191 기독교윤리사상사 History of Christian Ethical Thought
기독교윤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친 윤리사상가들, 특히 성경,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칼빈, 에드워즈, 라우쉐부쉬, 바르트, 니버틸리케 등을 개괄적으로 연구한다.
● GCC0171 기독교윤리방법론 Methodology in Christian Ethics
기독교윤리의 출발점. 主旨, 규범, 결단과정 등을 비교 연구한다.
● GCC0443 기독교실천윤리학
실천윤리학의 의미 이해, 실천윤리학의 틀 형성, 실천윤리학의 전망과 과제 파악(통일
후의 복음의 전초기지 형성 노력)
● GCC0361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 안에서 인간행동의 차원으로서의 종교를 연구한다. 특히
기원, 구조, 기능을 연구하여 사회를 지속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을
연구한다.
● GCC0441 현대기독교윤리 Contemporary Christian Ethics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 특히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분석하여 기독교인의 응답
을 하려고 한다.
● GCC0173 현대문화와윤리 Christianity & Culture
본 세 미 나의 우 선적 인 목표 는 현 대문 화 에 대 한 기독 교 적 관 점 을 정립 하 는 것
이다 . 기 독교 적 관 점 의 정 립 이란 현대 문 화에 대 한 기 독교 적 비평 과 수 용 과 변
혁을 의 미한 다 . 이 것 은 곧 기 독 교적 문 화형 성 의 과정 이 기도 하 다 . 본 세 미 나는
이러 한 과 정에 대 한 기 독교 윤 리 학적 관 점 에서 의 평 가를 모 색 할 것이 다 .

[실천신학(예배․설교학)]
● GPT0391 설교와커뮤니케이션 Preaching & Communication
설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이론을 강의하고, 그 적용 방법을 주제에 따라 분담
연구하여 발표한다. 주제는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 설교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적용, 한
국교회 현장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이 제시된다.
● GPT0482 성례전연구 Seminar on the Sacrments
성례전은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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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전을 바로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비결이 된
다.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례전이 예배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는
현상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성례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교회에 생명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강의는 성례전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는 과목이다.
GPT2052 현대설교신학 Contemporary Homileticd Theology
새롭게 대두되는 설교 현장을 살펴보면서 20세기 중엽 이후 형성된 설교학의 흐름들을
고찰하되 현대 설교학에서 새롭게 대두되어진 “새로운 설교학 운동”(the New
Homiletics)의 설교학적 이론들과 신학, 그리고 제 3의 흐름인 강해설교 흐름들을 중심
으로 고찰하면서 21세기의 설교신학을 모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GPT0421 설교의역사 A History of Preaching
설교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자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늘
리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동시대인들에
게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씨름해 왔는지 그 발자취를 더듬어 오
늘 우리의 설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우리의 설교를 한층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업은 신약 성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의 특별한 역사적 setting과 그 시대 설교의 특
징들 그리고 대표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연구하고 오늘 우리 설교 사역의 현장에 적용
하여야 할 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며 이 수업의 최종적인 결과는 각 시대와 설교자
들을 통하여 새롭게 발견한 시각과 통찰력을 적용하여 작성한 설교를 통하여 표현되고
평가될 것이다.
GPT2054 설교작성과전달 Preparation and Delivery of Preaching
본 과목은 설교의 작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되게 되는데, 설교
의 특정 형태를 따라 설교의 작성 단계를 따라 설교를 작성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설교
의 실제(practicum)를 체험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해진다.
GPT2057 예배기획세미나 Seminar on Worship Design
본 과목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예배로부터 절기 예배와 특별 예배까지 예배 전반에
대해 실천적 관점에서 연구, 기획하는데 초점을 두고 행해진다.
GPT2058 예배의역사 A History of Worship
기독교의 예배는 2천년의 긴 역사 동안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기독교 예배의 뿌리인
유대교회 회당의 예배 유산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발전되고 형
성되어온 역사적 관점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GPT0573 현대교회예배동향세미나
Current Issues of the Christian Liturgy Worship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본 강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다. 현대교회에는 새롭고 다양한 예배형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
적인(혹은 교파적인) 예배관은 현대 예배의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강의는 현대의 새로운 예배동향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겨진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다. 현대 예배의 동향은 단순히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가 ”를 조
사하고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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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
해 다음의 11가지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대교회의 예배의 동향을 살펴본다.
● GPT2059 현대설교자연구 A Study of Contemporary Preachers
본 과목은 20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계의 대표적 설교의 삶과 사역, 그리
고 설교학적 특성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설교사역을 위한 설교 신학을 형성하며 설교학
적 지혜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서의 사역의
자세로부터 설교학적 지혜를 함께 종합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실천신학(목회상담)]
● GPT0271 목회상담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심리학적인 상담의 기초이론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학의 삶의 의미를 추적하
면서, 목회현장에서 부딪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
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
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한다.
● GPT1601 가족치료 Family Therapy
가족치료의 인식론적 사고, 역사적 배경, 가족생활주기 이론과 발달이론, 가족과 가계
도, 그리고 가족 치료 이론가들과 치료 모델 등을 간략히 소개하며,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에 활용가능한 가족치료 개념 체계로서의 교인, 목회자 가족, 중독 및 학대에 관한
가족치료적 접근)들을 다룬다.
● GPT2046 단기목회상담 Brief Pastoral Counseling
목회현장에서 고전적인 심리치료(장기 상담)를 적용하기에는 목회자의 시간적 제약과
상담 훈련의 부족 등 많은 제한이 있다. 이 과목은 단기간 만남 안에서 내담자의 문제
를 다루는 단기 목회상담의 원리, 단계, 과정, 종결을 다루고, 단기 상담의 주요 기초
이론인 해결 중심 상담과 긍정주의 심리치료의 개념과 기법을 목회 현장에서 접목하도
록 돕는다. 목회자에게 단기 목회상담의 체계화된 구조를 제공함으로 목회시간의 효율
적인 활용과 목회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GPT2045 대상관계이론과상담 Counseling and Object Relations Theory
인간의 마음은 사람이나 사건 등의 외적인 것들을 다룰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적 표상들도 다룬다. 달리 말하자면 외적인 것들을 다룰 때 내적 표상들이 우리들의 이
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 대상들의 존재
를 분석함으로 현재 우리들의 관계성과 대화 등을 진단하여 더욱 건강한 사람으로 돕
고자 하는 것임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하는 과목이다.
● GPT2048 목회상담과정신역동 Pastoral Counseling and Psychodynamics
심리학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는 정신역동학,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학, 알프레드 애들러의 개인심리학, 그리고 다양한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론들에 대해 살펴보며 심리내부에서 일어나는 역동(Drive)과 대상관계 역
학의 특징이 어떻게 인간 심리를 형성하고 또 병리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지
를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정신역동이론을 목회상담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하
고 재구조화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목회상담하기(Doing Pastoral Counseling)”의
가능성을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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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0261 목회상담실습 Practicum for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상담 진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상담관계 역동의 흐름, 목회상담적 진단과
심리평가, 변화의 역동을 분석함을 통해 목회상담의 실천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 GPT1291 심리평가와임상적적용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개인, 부부 및 가족의 임상적 평가를 위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심리적 검사들과 측정들
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적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하고 임상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들 [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
주제통각 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문장완성검사, 지능 검사
(KWAIS-R), 로르샤하 검사(Rorschach), MBTI 성격유형 검사, 에니어그램 검사,
T-JTA(테일러-존슨성경분석)검사, 가족평사(갈등, 의사소통, 가족분화, 결혼만족도...척
도), Olson’s Prepare & Enrich 검사, 가족면접(질적 가족 평가) 등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은 심리 검사(리더십, 은사론)]을 자신과 대상자들에게 실시해 보고 목회적 차원
에서 심리검사의 활용 가능성 등을 다룬다.
● GPT2021 인지상담 Cognitive Therapy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상담방법의 하나로서, 이 이론은 인지의 변화가 행동
의 변화를 야기하고 변화된 행동이 강화를 받음으로서 인지구조를 또한 변화시킨다는
상담이론을 교수하는데 촛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현대의 복잡한 문명과 사회구조 속에
서 확산되고 있는 정신장애들에 관하여, 기독교적 치유방안을 상담이론을 통해 제시함
으로써 교회안의 각종 장애로 인해 고통하는 내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 GPT0551 임상목회 Clinic in Pastoral Care
신학수학의 궁국적 목적이 교회 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며 또한 위기와 고통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주기위한 실천에 있다고 할 때, 본 과정은 그동안 배워
온 이론신학을 임상적 상황에서 구체화 할 수 있는 상담실제 교과목이다.
● GPT0542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집단상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집단상담의 구조적 특성과 진행절차, 야기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특별히 집단의 역동을 이끌
어가고 다루는 전문가적 소양을 익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GPT2049 DSM(정신장애진단과영적진단)
DSM(Diagnosis of Menteal Disorders and Spiritual Diagnosis)
수업참여자는 정신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서인 DSM(Diagnosis of Menteal
Disorders and Spiritual Diagnosis)의 진단체계를 익히고 이를 목회상담 임상의 현장
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운다. 더 나아가 목회상담가로서 이를 어떻게 영적 진
단의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실천신학(영성신학)]
● GPT1724 신비주의연구 The Study of Mysticism
신비주의와 관련한 이론과 현상을 살펴봄으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GPT1723 영성지도의이론과실제 The Theory and Practice of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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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지도실습을 통하여 영성지도를 경험하고 관련된 방법을 익힌다. 경험을 기초로
한 토의를 통해 영성지도에 관한 주요이론을 배우며, 영성과 영적여정, 영성지도, 회
심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한다.
GPT1803 기도의신학 Theology of Prayer
기도의 성서적, 조직신학적 측면을 연구하고 다룬다. 신구약성서와 기독교역사에 나타
난 다양한 기도의 경험들과 관점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기도의 역사와 신학을 체
계적으로 구성함으로 기독교적 기도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GPT1804 기도의심리학 Psychology of prayer
기도의 내적경험을 심리학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고 그러한 심리학적 이해가 기도생활
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각 개인에게 부여된 성격적
유형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다.
GPT1802 영성과심리학 Spirituality and Religion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영성에 대한 의미를 심층심리학적 입장에서 어떻게 조명해 보
며, 심층(분석)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기독교 영성적 관점과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지를 다룬다.
GPT1725 영성수련의영성과신학
Spirituality and Theology of{The Spiritual Exercises]
{영신수련}에 의한 영성수련과 영성지도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영신수련}에서
제기되는 주제와 신학 그리고 그 구조들을 다루어 줌으로서 영신수련}이라는 매뉴얼
을 사용하여 영적지도를 보다 능숙하게 수행 하도록 준비시킨다.
GPT1806 영성지도와성경 Spiritual Direction & Bible
첫째, 일반적인 영성지도에서 어떻게 성경을 사용할 것인지를 배운다. 둘째, 영신수련
에서 어떻게 성서가 사용되는지를 고찰한다.
GPT1807 영성지도와식별 Spiritual Direction and Discernment
성서와 기독교 영성전통에서 영성식별의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
한다. 개별적인 영성식별과 공동영성식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익힌다.
GPT1805 영성지도의전통과다양성
The Tradition and Varieties of Spiritual Direction
기독교전통 안에서의 영성지도에 대한 텍스트와 영성지도자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영성지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구하고 영성지도의 역사, 영성지도의 여러 방법들
과 교회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영성지도자들의 접근을 고찰한다.
GPT1808 기독교영성학 Christian Spirituality
첫째,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와 기독교적인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학문의 한 분
야로서의 현대 기독교 영성학의 동향과 연구방법론을 다룬다. 셋째, 지구화된 사회에
서 현대기독교영성의 의미, 주요 주제들, 도전들과 기독교영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을 고찰한다.
GPT1726 영성의역사 The History of Spirituality
초대, 중세, 근세, 현대의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조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하여 제도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제도권에 속한 영성인들이나 영성운동들을 고찰
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교부들뿐만이 아니라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 제도적인 수도
원 운동과 함께 은둔자들의 영성을 다룬다. 그 이외에도 은사운동을 비롯한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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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안에서 생겨난 다양한 영성운동들을 다룬다.

[선교신학]
● GMT8113 교회성장이론 Theory of Church Growth
교회성장학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학문적으로 종합평가하며 이론적인 바탕에서 포괄
적으로 연구한다.
● GMT0341 교회와선교 Church and Mission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규명하여 선교적인 교회상을 형성토록 하며 교회와 선교의 올바
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
● GMT0625 선교운동사 Missionary Movement in History
세계선교 천년의 역사를 개관한다. 년 동안 진행되어온 선교역사를 시대별로, 교파별로
개관함으로, 각 시대, 각 교파의 선교 특징을 파악하고, 선교를 위한 교훈과 지혜와 선
교적 열정을 배운다.
● GMT0702 성서선교신학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성경속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
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선교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성서속의 하나님의 선교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GMT6114 타문화권선교연구 Cross-Cultural Mission
21세기 선교현장은 대륙의 모든 문화와 인종과 종교와 역사와의 비판적 대화와 만남을
통한 선교를 요청한다. 따라서 “타문화권 선교”는 선교현장의 상황과 특수성에서 나타
난 문제들과 씨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선교현장의 특수한 이슈들을 잘 이해하고
대처함으로써 세기 새로운 선교 상황에 알맞은 타문화권 선교 원리와 방법을 모색한다.
● GMT0701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20세기에 발전된 선교신학의 변화들을 개관하고 현대선교신학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본
다.
● GMT0933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The Piety's Mission and Asia Mission Today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세계 개신교선교에 끼친 영향을 살핀다. 또한 북반부 지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남반부 지역, 특히 아시아 선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형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발전적
선교형태를 논한다.
● GMT6213 바울선교신학 Pauline Theology of Mission
바울의 삶과 사역을 선교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바울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선교사상을
살펴보고 오늘날 현대선교에 제공하는 중요한 선교신학적 이슈들와 통찰력을 살펴보고,
바울의 선교전략 등을 살펴 보는것을 목적으로한다.
● GMT0916 북한선교연구 Study of North Korea Mission
분단의 역사와 남북한 사람들의 정체성의 이질화를 이해하며 남북한 사람들의 통일공
동체를 이루는 신학을 논한다. 또한 현재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북한선교 양태들을 비판
적으로 고찰하면서 바람직한 북한선교를 논한다.
● GMT0923 선교와에큐메니즘 Mission and Ecumenism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대회에 나타난 정신과 주제들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에큐메

Ⅴ. 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

●

●

●

●

●

●

273

니칼 선교적 지평을 배워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선교적 책임과 지도력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GMT8314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의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GMT0605 전도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Evangelism
전도학의 기초이론 습득과 최소한의 전도경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전도
인이 되는 실제적인 훈련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전도인이 되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경험한다.
GMT0711 제3세계선교신학 Theologies of Mission in Third World
제3세계 교회와 신학자들의 선교신학을 관찰한다. 이들의 선교신학사상의 특징을 이해
하며 그들이 현대 선교신학에 끼친 영향등도 알아본다.
GMT6313 종교와문화 Religion & Culture
21세기 선교의 최대 장애와 걸림돌인 종교와 문화에 대해 성서적, 신학적 연구와 함께
문화인류학, 종교학적 연구를 통해 바른 종교신학과 문화신학을 탐구한다.
GMT0917 지도력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이 과목은 풀러 신학교의 클린턴 교수의 이론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부름 받은 기독교
지도자로 개발되기 위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으로 특별히 한
사람의 지도자를 지도력, 인격, 기술과 관련되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 자신의 지도력개발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조사되어질 것이다.
GMT0615 타문화권선교실습
타문화권 선교현지를 답사하여 그곳의 실제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현지의 교회
와 기독교기관 및 선교단체들의 지도를 받아 현지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GMT0896 특수선교(도시선교)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기독교교육학]
● GCE0352 기독교교육과신학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기독교교육과 신학 사이의 여러 관계를 유형화하여 파악하고, 근대 이후에 등장한 다양
한 신학적 흐름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각 교육현장과
연관하여 구성해 나간다.
● GCE0361 기독교교육과정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기독교교육과정은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기독교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선
정하고 구성할 것인가를 다루게 된다. 기독교교육과정의 다양한 접근들을 다루며, 오늘
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교육 현장 속에서 기독교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
지를 탐구하게 된다.
● GCE0357 기독교교육과심리학 Christian Education and Psychology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 개인 및 공동체의 신앙 및 인격 성숙을
이루도록 하는 총체적 노력임을 생각할 때, 인간의 의식, 무의식의 역동성과의 관련 속
에서 자아의 형성, 변형, 재형성을 이루어가도록 교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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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개인 및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를 심도 있게 전개해나
가게 될 것이다.
GCE0453 기독교교육철학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는 과목이다. 기독교교육의 기본 개념, 기본 구
조와 목적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거나, 기독교교육 사상가들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21세
기에 화두가 되는 철학적 사조들이나 개념들을 기독교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기도 한다.
GCE5046 성서교수학 Bible Didactic
성서 교수 및 학습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다룬다.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성서교육의 과
제와 의미는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던 성서교수학 이론과 그것을 적용한 구체
적인 방법들을 고찰하고 실습한다.
GCE0814 현대기독교교육사상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al Thoughts
본 과목은 현대 기독교교육사상의 큰 줄기를 다루게 된다. 특히 20세기의 기독교교육
사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21세기를 위한 기독교교육사상을 형성하는 준비를 하게
된다. 특히 전통, 변혁, 사회화, 가르침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독교교
육적 시각을 가지고 각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대기독교교육사상을 분석 및 종합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줄기 중의 하나인 사상을 꿰뚫게
됨으로 한편으로는 학문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현장을 분
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GCE5047 가정교육 Family Education
오늘의 가정이 직면한 여러 위기와 도전을 인식하고,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가정을 다
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독교교육의 입장에서 오늘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가정교육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GCE0803 교육목회학 Christian Educational Ministry
교육과 목회, 목회와 교육의 상관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바람직한 교육목회의 방향,
가능성들에 대해 이론적 성찰과 실천적 적용을 모색한다.
GCE0820 기독교교육과문화 Christian Education and Culture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디지털문화, 미디어문화, 인터넷문화, 포스트모던문화 등 다
양한 차원의 세속문화 속에서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문화들을 어떻게 생산적, 창조적으
로 활용하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적절성, 효율성, 타당성을
가진 기독교교육 모델을 수립해나가게 될 것이다.
GCE0402 기독교교육사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살펴보
는 과목이다. 신구약 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시대구분에 따라 간추린 기독교교
육의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한 특정 시대를 선택하여 심도 있게 공부할 수도 있다.
GCE0403 기독교교육사회학 Sociolog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기독교교육학과 교육사회학 또는 사회학이 만나는 영
역이다. 기독교교육현상이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변혁의 통로가 되어
야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탐구하는 것은 기독교교육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GCE0461 기독교아동교육 Christian Education of Children
이 강좌는 기독교 아동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다루는 과목이다. 아동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 및, 인지적, 사회적, 신앙적, 영적 발달을 고찰하고, 아동 기독교교육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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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이론 및 모델들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사회와 문화에 적합한 기독
교 아동교육의 모델을 모색해 본다.
GCE0358 기독교교육과영성 Christian Education and Spirituality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 없듯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은 인간
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상호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를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강좌는 인간의 영의 특성과 하나님의 영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러한 영적 특성을 존중하며 이루어가는 기독교교육의 모델이 무엇
인가 모색해보게 될 것이다.
GCE0363 기독교교육과창의성 Christian Education and Creativity
본 과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헌
케 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
는 열쇠 중의 하나는 개인의 "창의성" 개발에 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기독교교육적
시도를 하고자 한다.
GCE0364 기독교교육학자의삶과사상 Life and Thoughts of Christian Educators
어떤 기독교교육이론과 사상도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본 과목은 기독교교육학자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 우리가 갖
고 있는 기독교교육 사상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
한 사상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모색하여 볼 것이다.
GCE5048 기독교학교교육 Christian School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인 학교에서의 기독교교육을 탐구하는 과목으로서, 기독교학교,
기독교대안학교, 공교육에서의 기독교교육 등을 다루게 된다. 여기에는 오늘날 한국의
교육고통을 기독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포함되는데,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GCE0521 성인교육 Adult Education
교육대상으로서 성인의 삶의 단계와 그에 따른 발달과제와 욕구를 전인적 차원에서 이
해하며, 다양한 성인교육 이론들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오늘의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 성
인교육의 모델을 모색한다.
GEC0432 기독교교육과인간학 Anthrop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요소중 하나인 인간학을 기독교교육과의
관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해를 근거로 기독교교육을 해야하는지에 대
한 통찰을 얻도록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의 핵심 내용으로는 첫째, 다양한 인간학들, 즉
철학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간이해들 등을 살펴본다. 둘째, 각
인간학과 기독교교육과의 관계를 고찰한 후, 인간학의 변화에 따라 기독교교육의 철학 및
방향과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여러 기독교교육 패러다임의 근간을
이루는 인간이해를 발견해본다. 넷째, 바람직한 기독교교육적 인간학을 모색해 본다.
GCE0384 기독교교육방법론 Methodology in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을 살펴보되 그 이론적 배경 및 실제를 살펴보고
훈련함으로써,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시의적절하게 방법적 선택을
할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의 핵심 내용은 첫째, 기독교교육 방법론에 관한 기초이론들을 소개하고, 이 이론들
을 근거로 하여 기독교교육방법론의 영역을 - 예를 들어 정보처리적 교수-학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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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성 교수-학습 영역, 실천적 교수-학습영역, 정의적이고 감성적 교수-학습 영역,
영성적 교수-학습 영역 등 - 구분한다. 둘째, 각 영역에 속하는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
론을 소개한다. 셋째,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론을 사용하는 교안을 작성하고 workshop
을 통해 실제적으로 훈련한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강생들은 실제로 자신이 속한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다양한 기독교교육 방법론을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강의실에서 나누고 평가해 보도록 한다.
● GCE0793 기독교교육세미나 Seminar in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독교교육의 시대적 이슈나 이론적으로
중요한 테마들을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기독교교육적 사고를 발전시킬 뿐 만 아
니라, 그것을 수업의 토론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사고를 심화하고, 또한 생각을 공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시대적 기독교교육의 사명을
보는 안목을 심화할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이론들 간의 대화나 통합적인 사
고를 형성하도록 인도된다. 강의자는 학기 초에 수강생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다루게
될 주제들을 함께 선정하고, 그 주제들에 대해 누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탐구할 것
인지를 공동으로 정한 후, 정해진 순서대로 각 테마들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룬다. 강
의자는 수강생들이 각자의 과제를 보다 잘 탐구할 수 있도록 수업 외로 별도로 지도하
고, 탐구한 주제를 발표할 때 모든 수강생들이 공동으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학]
● GCE0793 기독교교육세미나 Seminar in Christian Education
본 과목은 특히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천주교와 개신교)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
게 철학적 사상과 신학을 연결시켜 기독교를 변증하였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나아
가 이 시대에 주는 통찰을 배워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GOT0351 구약성서연구
구약성서의 구조와 주요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전공분야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진다.
● GNT0405 신약성서연구
신약성서의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신약성서 27권의 내용을 파악하고, 본문의
역사적 배경 및 주제별 신학적 주요 문제점들을 다룬다. 수업 참여자들의 주의 깊은 본
문 정독이 요구된다.

[교회음악학]
● GCM5043 고급화성학 I Advanced Harmonics I
심층적인 화성법 강의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함
● GCM5037 고급화성학 II Advanced Harmonics II
심층적인 화성법 강의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함
● GCM5053 피아노음악세미나 I Piano Seminar I
낭만주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음악사적 인식과 음악 이론적 이해, 그리고 악곡해석 능
력을 높인다.
● GCM5052 피아노음악세미나 II Piano Semina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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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GCM5051 피아노음악세미나 III Piano Seminar III
고전주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음악사적 인식과 음악 이론적 이해, 그리고 악곡해석 능
력을 높인다. 고전주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음악사적 인식과 음악 이론적 이해, 그리고
악곡해석 능력을 높인다.
GCM5041 바로크오르간음악 Baroque Organ Music Seminar
바로크 시대 오르간음악의 종류 및 특징을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음악적 의미를 분석적
으로 파악하게 한다.
GCM5030 오르간문헌 Organ Literature
공개 레슨을 통하여 연주해석의 폭을 넓힌다.
GCM50322 오르간음악세미나 Organ Music Seminar
다양한 곡을 연주해 봄으로써 오르간 연주와 해석의 향상을 도모한다.
GCM5039 19세기오르간음악 Organ Music of 19C
19세기 이후부터 현대까지 오르간 음악을 독일과 프랑스 음악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각 시대별 특징과 악기, 그리고 작곡가와 그의 작품들을 세부적으로 연구한다.
GCM5024 교회음악세미나 Church Music Seminar
교회음악은 때론 예배음악과 혼돈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학자 간에는 엄밀한 구분을 지
어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들은 교회음악의 개념
을 성경에서 많이 인용해올 수 있으며 그 성서적 뒷받침으로 올바른 교회음악관을 제
시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정된 예배방법을 제시하지 않듯이, 교회음악에
있어서도 어떤 한정된 공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은 학문적 교회음악과 실용적
교회음악을 구분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용어 중 가장 귀한언어는 찬양 일
것이다. 교회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찬양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성경과 더불어
오랜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이중적 구조로 다가가 교회음악의 틀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회에 적용 교육시킬 수 있어야한다.
GCM5042 바로크교회음악세미나
바로크 시대의 교회음악 전반을 이 시대의 작품양식과 작곡가들을 통하여 알아본다.
GCM5021 예배음악세미나 Music in Worship(Seminaor)
한국교회의 성가대 음악은 초기의 찬송가에 흡사한 음악을 거쳐서 년대에 오늘날도 흔
히 부르는 성가대 음악으로 정착되어 그 대부분이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다. 그 이후 어
떤 성가대곡이 소개되었고,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살피고,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곡들을 살펴본다.
GCM5025 음악세미나 Music Seminar
음악의 역사에 관한 지식은 음악의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 필수적이다. 음악세미나에서
는 통상적으로 취급되는 서양음악사의 전 과정 및 현재 세기의 흐름까지 포함하는 주
요 논제들을 다루고 토론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음악사적 안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GCM5034 중세음악
오르간 음악을 시대별, 나라별로 다양하게 연구함으로서 실제 연주의 올바른 해석과 이
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GCM5022 한국교회음악사 Korean Church Music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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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음악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조명하여, 한국교회의 현재를 이해시킨다. 이 이해
에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음악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한다. 서양에서 들어온 교회음악보
다는 한국인의 창조적 음악과 한국교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
● GCM5045 예배와음악 Music and Worship
예배와 예배음악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지식을 배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계획하고 인
도하는 법도 배운다. 예배음악 중에서는 특별히 회중찬송을 중점적으로 배운다.

[외국인 공통과목 M.A.(Christian Education)]
● GCE1011 Biblical Family Education
This course aims to explore theological, biblical, and sociological foundations
for Christian family life and to provide educational strategies for supporting it,
seeking a new paradig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 GCE0021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class, students will be able to
● GCE1013 Christian Education and Spiritual
● GCE0031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This course is a 'doorway' through which each student can enter continued
conversation around curriculum history, philosophy, and theory, to guide the
practice of curriculum design and analysis.
● GCE1030 Christian Education Ministry
This class will explore the role of Christian teaching in ministry in four ways. First,
it will review the foundations of teaching. Second, it will servey the patterns of
teaching. Third, it will search the role of teacher in ministy. Fourth, it will look at
various locus where teaching takes place. By the end of this class, students who
take this class will know the importance the Christian teaching in ministry, feel their
crucial role in ministry as teacher, and excel themselves to become better teachers
for their students and for the glory of God.
● GCE0931 Educational Ministry
교육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시각에서 교육목회를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교육목회를 성찰하고, 실천적으로 교육목회의 대안을 모색하도록 돕는데 있다.
● GCE0933 Educational Ministry for Women
This course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women's ways of knowing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foundational knowledge for teaching women and
seeks to draw insight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ministry for women from
the case study of the spiritual lives of women in the Bible.
● GCE1018 Faith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Course Description: This course deals with the subject of faith develop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ristian education. The course will cover four distinct yet
interrelated areas: first, the definition of faith and its relationship to Christian
education; second, theories of faith development in Christian education; third,
practical applications of faith development in Christian education; and four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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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stles’ Creed as a means of using faith development in Christian education.
Throughout the course specific emphasis will be given to the Asian cultural
context and to the cultural context of the student. The course will be taught as
a tutorial making use of the collegial seminar style of teaching with full
participation expected of the student.
GCE1019 Found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lay a found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in the
church.
GCE0131 Human Development
1. To help students understand basic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2. To
facilitate students delve into the meaning of teaching Christian faith in a way
relevant to the developmental dynamics 3. To encourage students perform a
research for the possible integration of psychological insights and Christian
truth claim based upon the Scriptures
GCE1016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GCE1012 Modern Christian Education Theories
After tak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know the various Christian
education theories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feel that they need to adopt
the theories that are suitable for their own context and apply the theories and
evaluate them for the betterment of their church and social education.
GCE0171 Teaching Method Education
This course searches contemporary and historical teaching method of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learning and practicing various methods,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anticipate functions of each method in their own contexts.
GCE0172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Education
Brief Description of the Class :
Discussion of various educational environment / Presentation of various
educational theories / Producing their own theories in relation to their own
setting *Method of the Class: Seminar (Each student will present what she/he
prepared.)
GCE0998 Theology of Christian Education

[Th.M., & Th.D.(Missiology)]
● GMT0704 A study of Religion
This course study world relig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tudy,
phenomenology and missiology.
● GMT0461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I
At the completion of this course, the student should be able to do the
following; 1. Be aware of the overall scope of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2.
Be aware of the overall scope of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3. Be familiar
with various issues in relation to the Bible and mission. 4.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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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logical hermeneutical apporaches.
GMT0032 Church Growth Theory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its tenets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research-based field of study and as a distinctive approach to
practical missiology.
GMT0033 Church Growth Theory and strategy
This course is an in-depth study of Church Growth Movement biblically,
theologically historically and missiologically and examine various principles and
strategies.
GGT0011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This course take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comparatively for witness and
dialogue.
GMT0891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1) To assist the student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missiology. (2) To survey of the changing features and direction
of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3) To deepen commitment to the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GMT0061 Cross-Cultural Mission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way the Gospel
influences culture, based primarily on historical examples illuminated by biblica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insights. It is also to help students be more
effective and faithful in their practice of Christian mission within various
cultural contexts and across cultural boundaries.
GGT0012 Dialogue between Faiths
GMT0751 History of Mission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giv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story of
the church’s missionary self-understanding and practice.
GMT0122 Introduction to Missiology
To introduce to the Christian mission both in theory and practice.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 biblical and theological rationale for engagement
in Christian mission.
To assist the student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Christian mission.
To provide insights into ways and means of doing missions for those who
serve as leaders in the church.
To deepen commitment to the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GMT0929 Issues In Mission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도시 각 분야의 선교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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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 빈곤과 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교 및 목회 영역에서 관찰한다.
GPT0151 Korean Practicum
장신대에 유학와서 공부하는 외국인학생들에게 한국과 한국교회를 소개하여 한국의 기
독교 문화를 잘 알게 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인다.
GCC0741 Leadership Development
Through this class, the studen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iblical leadership and how these biblical leaders are made. Therefore, the
concrete goal of this course are as follows: A student will be conversant with
the whole range of leadership emergence theory concepts so as to apply these
concepts to analysis of her/his life or the lives of others. A student will
become proactive, in his/her own development processes the rest of the life. A
student will be introduced to up-to-date findings on focal elements and will
write a rough draft statement about his/her life. A student will have an attitude
toward learning lessons from life, will have skills and perspectives that help
them discover them, and will have identified several important ministry
philosophy values in his/her own life.
GMT0131 Mission and Cultural Anthropology
GMT0620 Missional Church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규명하여 선교적인 교회상을 형성토록 하며 교회와 선교의 올바
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
GMT0152 Mission and Folk Relgion
GMT0925 Missions and Money
GMT0912 Study of World Religions
이전에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되던 민속종교를 세계관과 문화의 관점에서 학문적
으로 고찰하며, 미분화되고 내재된 공동체의 의식과 기억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바람직
한 선교의 통찰력을 얻는 연구이다.
GMT0741 Theory & Practice of Mission
This surveys various practical theories for the effective cross-cultural
missionary and provides actual practice for various cross-cultural experience
during the class.
GMT0642 Theory of Church Growth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its tenets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research-based field of study and as a distinctive approach to
practical missiology.
GMT0165 Asian Mission
GMT0021 Church and Mission
To understand biblical bases of church and mission To examine nature of the
church, and church's function of mission To explore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ission and evangelism
GMT0167 History of Christion Missionary Movemen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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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Christianity is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and reduction as the
movement. This course surveys the missionary movement from 16th century of
Reformation to the present time, with the special emphasis on the protestant
missionary work.
GMT0926 Issues in Ecumenical Missiology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
도시 각 분야의 선교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사회 정의, 빈곤과 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교 및 목회 영역에서 관찰한다.
GMT0152 Mission and Folk Relgion
GMT0163 Practice of Cross-Cultural Mission
GMT0162 Research Methodology
선교학도 신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하기에 연구과정에 필요한
여러 준비단계(주제선정, 문제제기 등)와 자료수집, 주제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
학문적 글쓰기와 형식(각주, 문단나누기 등)에 대해 연구한다.
GMT0894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첫째로 도시, 도시화 현상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적, 신
학적, 성경적 관점, 둘째로 도시 목회의 유형과 평가, 셋째로 도시 선교의 유형과 평가
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도시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한
다.
GMT0931 World Religion

박사과정
[구약학]
● GOT0231 고급히브리어문법 Advanced Hebrew Grammar
다양한 운문이나 고급 수준의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서 구문론이나 의미론을 분석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한다.
● GOT1316 구약과고대근동종교 The Old Testament and Near Eastern Religions
고대근동종교들의 사상과 종교 현상들을 비교 연구하여 구약종교와의 차이점과 공통점
들을 검토하므로서 구약종교의 특수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GOT0401 구약신학세미나 Seminar on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신학의 역사와 방법론과 중심 주제를 집중 연구한다.
● GOT0511 구약해석학 Old Testament Hermeneutics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본 원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한다.
● GOT0902 성문서세미나 Seminar on the Writings
구약 성문서의 특징과 종교적 성격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
록 성문서에 속하는 여러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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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0571 성서고고학세미나 Seminar on Biblical Archaeology
성서고고학 학자들과 고고학 연구방법론 및 해석방법론을 연구한다.
● GOT0581 성서아람어 Biblical Aramaic
아람어 문법을 익혀 구약성서에 아람어로 기록된 에스라와 다니엘의 아람어 원문을 해
독한다.
● GOT0662 예언서세미나 Seminar on the Prophets
예언자들의 삶의 정황과 시대적 기능을 알아보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과 그 중
심 주제를 파악한다.
● GOT0681 오경세미나 Seminar on the Pentateuch
구약성서의 초기 신앙과 사상이 수록된 오경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오경의 내용과 구성
과 중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OT1308 구약과신약 The Old and New Testament
구약성서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공부
하여 신구약성서의 통일성과 특수성을 연구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 GOT1305 구약과유대교 The Old Testament and Judaism
구약 사상을 전승해 온 유대교 속에서 구약성서의 위치와 기능을 살펴보데 목적이 있다.
● GOT1309 구약본문비평 Old Testament Textual Criticism
현재까지 전해 내려온 구약성서의 히브리어 본문과 아람어 본문에서 출발하여 원문에
가장 가까운 본문을 구성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GOT0891 구약사본학연구 Study on Old Testament Manuscripts
구약의 각 역본에 따른 각종 사본들이 있다. 이 사본들의 종류와 역사와 성서본문 비평
의 역할 등을 연구 검토한다.
● GOT1311 구약세미나I Old Testament Seminar on Special Topics 1
구약학의 특수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GOT1312 구약세미나II Old Testament Seminar on Special Topics 2
구약학의 특수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GOT1313 구약세미나III Old Testament Seminar on Special Topics 3
구약학의 특수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 GOT1317 수리아어 Syriac
구약성서 히브리어 본문의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수리아어 문법을 익히고 수리아어
문헌을 읽고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 GOT0881 시편과예배 The Psalms and Worship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이자 예배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편의 내용을 살
펴보고, 시편을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연구한다.
● GOT1318 신약성서와유대해석학 The New Testament Jewish Hermeneutics
신구약 중간시대에 생겨난 유대교의 경전 해석학이 신약성서 이해에 어떤 도움을 주는
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GOT1301 아카드(앗시리아어) Akkadian/Assyrian
주후 2세기에 이르도록 2000년이 넘게 근동세계를 대표한 언어인 아카드/앗시리아어와
히브리어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아카드/앗시리아 문헌을 연구하여 구약성경에 대한 이
해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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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1132 예언과묵시 Prophecy and Apocalyptics
예언과 묵시의 시대적인 기능,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 GOT0961 우가릿어 Ugaritic
우가릿어 문법을 익히고 우가릿 문헌을 읽으면서 우가릿 연구와 구약 연구의 관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 GOT0921 이스라엘과유대의역사 Israel and A History of the Jews
성서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
인의 역사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 GOT0841 칠십인경연구 Study on the Septuagint
구약성서 헬라어 번역본인 칠십인경을 연구함으로써 주전 3-1세기의 구약성서 번역방법
과 신학적 동향을 살펴 구약성서의 헬라화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신약학]
● GNT0271 공관복음연구 Studies on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구분하여 먼저 공관복음서 문제를 다룬다. 공관복음서 연구
사, 최근 신학적 문제점들을 소개한 후 공관복음서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공관복음서가 끝나면 요한복음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한다.
● GNT0931 누가복음-사도행전연구 Studies on the Luke - Acts
먼저 사도행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 및 최근 연구동향(주석서 및 연구논문)을 소
개하고 사도행전 주요 본문해석(원문석의)을 통하여 원시 기독교교회의 역사와 발전과
정을 살펴보고 그 본문들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찾아 해석한다.
● GNT0751 바울서신연구 I Studies on Pauline Epistles (Ⅰ)
바울서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각 서신들을 신학
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여러 서신 속에서 나타난 바울의 사상들을 토대로 바울신학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 GNT0752 바울서신연구 II Studies on Pauline Epistles (Ⅱ)
바울서신연구를 Ⅰ을 전제로 하여 바울서신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더욱 발전
된 단계에서 연구한다. 바울신학에 있어서 전승과 해석문제, 역사적인 예수와 바울문제
등도 함께 다룬다.
● GNT0433 신약성서신학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먼저 지금까지의 연구사 및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신약성서 각 문서의
신학을 하나씩 다루어 나간다. 마지막 단계로 각 문서의 신학적 다양성과 통일성을 바
탕으로 전체 신약성서신학의 중심(Mitte)을 찾는 작업을 시도한다.
● GNT0911 신약성서와윤리 New Testament and Ethics
신약성경에는 수다한 윤리적 교훈이 있고, 이들은 기독교종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따라서 기독교윤리가 신약성경과 어떻게 관계되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의 작
용이 무엇인지 등을 고찰한다.
● GNT0761 신약성서원문연구 Studies of the Greek New Testament
신약성경이 오늘의 비평판으로 나타나기까지의 원문에 관한 여러 가지 작업과 노력을
역사적으로 살피며, 원문비평의 원칙이 무엇이며 실제로 원문을 비평하는 방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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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GNT0493 신약학세미나 Seminar on the New Testament Studies
최근 신약학의 동향 등 신약학과 관련된 주제를 특별히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GNT0653 요한복음연구 Theology of the gospel of John
'요한’전승과 공동체(학파)의 역사를 살펴보며, ‘요한’문서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신
약성서와 그 외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요한복음 본문을 주의 깊게 읽고
주석, 신학적인 주제들을 고찰한다.
GNT0901 계시록(계시문학연구) Study on the Revelation, john
요한계시록에 대한 중요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
을 살펴본 후에 요한계시록의 주요 본문들을 토대로 계시록의 신학을 다룬다.
GNT0991 공동서신연구 Study on the General Epistles
공동서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사를 살펴보고 각 서신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한 후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나간다.
GNT0971 그리스도의인격과사역 The Person and Work of gesu Christ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와 그의 공생애 활동·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바울서신과 기타 다른 신약문헌
속에 나타난 기독론·구원론·종말론 등을 다룬다. 기독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소개하고 최근 신약학계에서의 연구동향도 살펴본다.
GNT1041 나그함마디문서와영지주의 The Nag Hammadi Library and Gnosticism
영지주의의 기원 문제는 신약학계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것인데, 나그 함마디 문서를
통해서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영지주의를 이해하
여 신약성서와 영지주의의 관련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목표이다.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지주의 문서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각각
의 문서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과 역사적 의의를 점검하고 다양한 문헌들을 살펴봄으
로써 연구의 폭을 넓혀 나간다.
GNT0771 신약과구약 New Testament and Old Testament
구속사적 입장에서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그 통일성과 특수성을 찾는데 목
적을 둔다.
GNT0381 신약배경사 History of Background the N.T
신약성경은 중 근동기 여러 종교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정
설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사상들이 신약성경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주었는지
를 알아본다. 특히 바울서신과 요한서신, 그리고 기타 공동서신에 나타난 영지주의의
영향을 찾아본다.
GNT0921 신약성서경전사 History of the N.T Canonical
신약성경이 하나의 정경으로 형성된 과정과 그 역사를 알아본다. 고대 교부들과 교회사
에 나타난 언급들을 조사하며, 신양성경이 정경이 된 표준과 논쟁과 결과들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OT1318 신약성서와유대해석학 New Testament and Judaic Interpretation
신약성서에 나타난 구약성서 관련 내용과 구절을 유대교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해석학적
측면을 기초로, 초기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GNT0961 신약외경 New Testament Apocry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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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외경들의 역사적인 기원, 저자, 연대, 특성 등 개론적인 사항들을 고찰하고, 그 내
용을 검토하여, 정경과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GNT0981 요한서신연구 Study of the Johannine Epistles
먼저 요한서신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원문석의를 하면서 중요한 신학적
인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간다.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서의 관계 및 요한공동체 문제도
함께 다루며 이 원시교회의 배경 속에서 요한 서신의 신학을 밝혀본다.
GNT0643 Q자료연구 Studies on the Sayings of the Gospel of Q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인 예수말씀 복음서 Q에 관한 연구로서, Q 연구의 역사
와 Q 본문복원 이후에, 신약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연구와 동향들을 탐구함으로써,
갈릴리 지역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Q 공동체를 복원하고, 50년 이전의 바울과
70년 이전의 유대 그리스도교와 85년 이전의 마가, 마태, 누가의 상황을 Q 문서와 관련
짓는 방식으로 공관복음서 문제와 역사적 예수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다.
GNT0941 유대묵시문학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
신약사상의 배경이 되는 유대 묵시문학서들의 개론적인 사항과 그 내용을 각 책별로
다룬다.
GNT0951 쿰란문서 Dead Sea Scrolls
쿰란문서들의 개론적인 사항과 내용을 각 문서별로 다룬다.

[역사신학]
● GHT1353 고대교회세미나 Seminars on the Early Church
고대교회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도구 및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고대교회의
역사를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조명하며, 고대교회사와 관련된 주요 주제(예를
들면 교회와 국가, 이방문화와 교회와의 관계, 성경해석, 정통과 이단 등)를 한두 개 택
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GHT0374 교회사연구방법론 Methodology on Study of History
포스턴모던 시대와 더불어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교회사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 GHT1192 에큐메니칼운동의 역사와신학
History & Theology of the Ecumenical Movement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는 에큐메니칼운동의 역사와 신학을 연구하다.
● GHT1262 중세교부의신학사상
Theological Thoughts of the Medieval Church Fathers
중세교회의 주요한 신학자들(예를 들면 에리우게나,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신학과 사상을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특히 스콜라주의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GHT0792 종교개혁사연구 Reformation Studies
후스, 루터, 츠빙글리, 칼뱅, 과격한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개혁에 대하여
연구한다.
● GHT0533 프로테스탄트신학사상사 History of Protestantism
종교개혁 이후에 전개되고 발전된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하여 연구한다.
● GHT0925 한국교회사연구 Seminars on Korean Church History
한국교회사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를 주제별로 연구하여, 현대 한국교회의 위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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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일의 한국교회의 진로를 검토한다.
GHT1333 18-20세기개혁교회신학사상
Reformed Theologies in the 18th-20th Century
계몽주의시대 이래로 발전된 개혁교회 신학사상사를 시대별로 다루어 보면서, 그 시대
의 신학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GHT1332 경건주의,신앙각성운동 Pietism, Awakening Movement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퓨리탄이즘, 네델란드와 독일의 경건주의, 유럽과 영미 그리스도
교의 신앙각성운동을 역사적, 신학적으로 살펴보며 연구한다.
GHT1356 고대교회의영성과경건 Spirituality and Piety of the Early Church
대교회에서 금욕운동(수덕운동)과 수도운동의 형성과 발전을 개관하고, 고대교회의 영
성과 경건과 관련된 신학적, 역사적, 사회적, 실천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GHT1355 고대교회교리연구 Study of the Early Christian Doctrines
삼위일체론, 기독론, 은총론/인간론 등 고대교회에서 정립된 주요한 교리들을 시대적
배경과 사상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집중 연구하며, 이 교리들과 성경과의 관계 및 현대
신학에서의 논의 등을 탐구한다.
GHT1381 교부학 Patrology
교부학 방법론과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교부들의 삶과 신학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타나시우스, 카파도키아 교부, 시리아 교부 에프렘, 아
우구스티누스 등 고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들을 한두 명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다.
GHT0511 동방교회사연구 Seminars on the Eastern Church
동방교회의 역사와 신학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예를 들면, 신학사상, 영성과 경건, 예배
와 성례, 선교와 교회일치운동, 교회와 국가의 관계) 중 한두 주제를 역사적인 맥락 속
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GHT1161 로마카톨리시즘과프로테스탄티즘 Roman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로마카톨릭 신학을 연구하고 이를 개신교 신학과 비교. W.C.C.보고서들의 역사에 나타
난 신학사상에 조명하여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일치해야 하고, 어떻게 동일
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한다.
GHT0572 르네상스와종교개혁 Renaissance and Reformation
근대의 문화 전반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르네상스 운동과 종교개혁의 관
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종교개혁을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만 이해하는 틀을 벗어
나 르네상스라는 넓은 문화 흐름 속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GHT1091 아시아교회사연구 Seminars on Church History of Asia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아시아 지역의 교회 전반을 초기부터 현대까지 교회의 창설, 전
도, 확대, 박해, 쇠락 등을 지역별로 나누어 검토 점검한다.
GHT0812 종교개혁신학강독 Readings in Reformation Theology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의 신학사상을 연구한다. 일차자료들을 함께 읽어가면
서 당시 종교개혁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것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오늘날 교
회개혁에 던져주는 통찰력을 얻도록 한다.
GHT1357 중세수도원운동사
History of Monastic Movements in the Medieval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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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딕도 수도원부터 베긴회와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에 이르는 중세교회의 수
도원 운동을 당시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며, 수도원 운동이 중세사
회에서 가지는 위치와 의미 및 중세시대의 경건과 영성을 연구한다.
GHT0514 중세시대의교회와국가 church state in the Medieval Age
교회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서임권 투쟁을 중심으로 벌
어진 중세 시대 교황과 황제의 관계, 중세의 교회론과 국가론에 대해 연구한다.
GHT1093 청교도운동 Puritan Movement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교도 운동의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측면
을 고찰한다. 성공회 신학과 청교도 신학의 관계, 잉글랜드 청교도운동과 뉴잉글랜드
청교도운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청교도 운동 내의 다양한 분파들의 입장을 이해하도
록 한다.
GHT1303 한국교회신학연구
Seminar on Theological Thoughts in the Korean Church
120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한국교회 내에 일어났던 신학의 흐름을 신학자, 또는 목회자
의 유형에 따라 검토하며 이들 신학이 향후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
한다.
GHT0927 한국교회와사회 Historical Studies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한국의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교회와 사회의 양자의 관계와 영향
을 분석하고, 또한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의 교회와 국
가의 관계도 포함할 수 있다.
GHT0992 현대교회사연구 Seminar on the Modern Church History
20세기 이후의 교회사를 다루면서 21세기의 교회에 던지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한
다.

[조직신학]
● GST0164 개혁신학연구 Studies on Reformed Theology
본 과목에서 기독교 신학과 개혁신학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개혁․장로교회
전통에 속한 우리는 개혁신학의 장점들을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
는 기초를 마련한다.
● GST1051 교회론 Ecclesiology
후껜데이끄(J.C. Hoekendijk)와 몰트만(J. Moltmann) 및 바르트(K. Barth) 등의 교회론
을 연구하면서 21세기의 세계현실 속에서의 교회가 가야할 방향을 찾는다.
● GST0211 그리스도론 Christology
성서의 증언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서 기독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함과 아울러, 성서에 충실하며 동시에 오늘
의 21세기적인 상황에 적합한 통전적 기독론의 형성을 위한 방향과 전망을 모색한다.
● GST0301 성령론 Pneumatology
성령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왔던 일부 잘못된 신학을 비판하고, 성령의 본질과 사역의
중요성을 조직신학 구조 안에서 그 위치를 재확인하려고 한다.
● GST0341 신론 The Doctrine of God
현대 신학자들의 신론의 구조 및 성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오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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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신학 작업을 위해 좀 더 유효하고 적절한 신론의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GST0451 조직신학방법론 Methods in Systematic Theology
모든 학문에는 특유한 방법이 있다. 신학도 고도로 발달된 학문이기에 신학 특유의 방
법이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이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일까? 추구해 본다.
GST0471 종말론 Eschatology
기독교 신학의 관심을 가장 적게 받은 분야가 종말론인데, 이 같은 경향은 잘못된 것이
다. 오히려 종말론을 제일 먼저 다룬 다음에 다른 문제를 취급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종말론이 중요하다. 그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 세미나에서 추구될 것이다.
GST5015 구원론 Soteriology
대표적인 전통 신학자들의 구원론을 연구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그리고
철학적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원에 대한 새로운 신학을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GST0271 바르트신학연구 The Theology of Karl Barth
현대신학의 거대한 산봉우리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트는 자유주의신학과 전통주의에
도전하면서 그의 특유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현존하는 모든 신학과 문화에 대하여 나인
(Nein!)을 부르짖는 그는 과연 무엇을 그의 신학의 근거를 삼고 있을까?
GST1091 복음주의신학전망 Perspectives of Evangelical Theology
본 과목의 수업 목표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이에 상응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론’과 ‘내용’을 익히는 데 있다.
GST0453 생명신학 The Theology of Life
생명신학은 오늘날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상황에 대응하
여 생명신학의 근거와 역사를 연구하며, 바른 생명신학을 정립하여 생명경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ST0544 신학.심리학.예술 Theology, Psychology, and Art
이 과목은 신학과 심리학, 신학과 예술의 대화의 역사와 방법과 내용을 숙지하게 하며,
일정 신학적 주제들을 심리학과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신학적 시각과 지평을
넓히고 연구자 나름의 독창적인 신학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GST0542 신학과과학 Theology and Science in Dialogue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에 대하여, 특히 조직신학
적 관점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심화 학습한다. 신학과 과학의 관계 역사, 현대물리학과
신학, 현대 우주론과 신학, 진화론과 신학, 인지신경과 과학, 과학철학과 신학 등에 대
하여 주요 저서들을 직접 읽고 연구한다.
GST0891 신학자연구 Theologies and Theologians
본 과목은 기독교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학들과 신학자들의 사상을 연
구하되, 과목을 진행하는 교수의 요구, 수강하는 학생들의 요구, 시대적인 요구 등 다양
한 요구들에 걸맞는 신학과 신학자를 선택하여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ST0543 여성신학 Feminist Theologies
현대 여성신학들의 방법론 및 주요 동향을 논쟁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며, 바람직
한 한국적 여성신학의 정립을 모색한다.
GST0401 인간론 Theological Anthr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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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적, 신학적, 철학적 인간학을 살핀다. 인간의 자유의지, 본성, 상황, 관계에 대한 전
통적 그리고 현대적 이해를 연구한다.
GST1131 인식론과해석학 Epistemology and Hermeneutics
하나님과 세상과 자아에 대한 기독교적인 인식과 해석을 위하여, 철학적 현상학과 해석
학, 그리고 텍스트 해석학과 이론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통전적인 기독교적 인식론과 해
석학, 그리고 성서 해석학의 길을 탐구한다.
GST0901 자유주의신학 Liberal Theology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교회는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
가 정당한 것인지, 또는 자유주의 신학의 본질이 성서적이고 복음적 신학과 어떻게 다
른 것인지 알아볼 것이다.
GST0861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
정치신학은 몰트만, 죌레, 메츠 등의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회 정치적 책임의 중요
성을 강조한 신학을 다루는 과목이다. 신학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공적 영역을 왜
다루어야 하는지, 또한 정치신학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학의 핵심인지, 정치신
학의 공헌과 특성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지를 연구한다.
GST0541 칼빈신학연구 The Theology of John Calvin
종교개혁운동의 모든 면을 총정리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로 대성한 칼빈의 사상을 다각
적으로 연구하여 그가 신학역사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
다.
GST0545 포스트모던신학 Postmodern Theology
오늘날의 21세기적인 상황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근대주의와 근대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변증법적으로 통합하는 근대 이
후적인 신학적 전망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GST0631 현대신학연구 Contemporary Theology
방대하고도 다양한 현대신학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현대사조
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신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정당성과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기독교와문화]
● GCC0631 교회와국가 Church & State
교회와 국가의 본질을 규정하고 양자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기독교가 국가의
정치권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 GCC0205 기독교와과학세미나 Seminar on Christianity & Science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친 영향과 기술사회의 형성
에 관해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 하
려고 한다.
● GCC0203 기독교와문화세미나 Seminar on Christianity & Culture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독교문화의 형성을 시도해 보려고 한
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독교와 문화의 유형과 개념 그리고 이론과 형성의 문제를 정리
해 보고자 한다.
● GCC0206 기독교와사회문제세미나 Seminar on Christianity & Soci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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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윤리 사상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현대사
회의 구조와 변도에 따라 제기되는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 윤
리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GCC0202 기독교윤리와한국윤리 Christian Ethics & Korean Ethics
기독교 윤리와 한국의 전통윤리의 성격과 특성을 비교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윤리정립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다.
GCC0343 생태윤리신학 Theology of Ecological Ethics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생태위기이다. 본 과목은 기독교윤리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태신학의 흐름과 환경윤리 이론들의 발전을 검토함으로 생태정의를 회복하
기 위한 신학적 책임으로서의 생태적 헌신(ecological commitment as theological
responsibility)을 모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임을 전 생명체로 확대하기 위
한 윤리신학적 이론을 정립한다.
GCC0301 신학적윤리 Theological Ethics
신학과 윤리의 관계, 특히 신학의 기초적 원리들을 찾아 논의하고 정리한다.
GCC0532 아시아신학과윤리 Asian Theology & Ethics
아시아의 신학적 및 윤리적 정황으로서의 아시아교회를 기초로 하여 사회윤리적 문제
들에 대해 신학 윤리적으로 조명해 본다.
GCC0331 자연법과도덕률 Natural Law & Moral Law
자연법과 발전과 변천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한다.
GCC0694 거스탑슨윤리연구
Study on the Christian Ethics of James M. Gustafson
미국의 현존하는 주요한 기독교윤리학자 중 한 명인, 제임스 거스탑슨의 신학적 윤리사
상을 탐구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그의 신학적 윤리, 신중심적 윤리 및 도덕적
판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그의 윤리사상이 오늘의 한국사회
및 우리의 윤리적 결단에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이 강의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GCC0131 기독교와경제윤리 Economy & Ethics
기독교 경제윤리의 역사를 정리하고, 특별히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관계, 사회정의에서
의 분배문제 등을 분석한다.
GCC0721 기독교와미래학 Christianity & Study of the Future
미래시대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면서 다가올 사회문제와 재난들을 예측하고 기독교의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미래 연구의 정의, 전제, 원칙, mr성,
개념들, 약사, 방법 들을 다룬다.
GCC0342 리처드니버연구 Study on Richard Niebuhr
신학과 윤리에게 니버가 공헌한 점들을 논의하고 정리한다. 특별히 그의 책임윤리의 입
장, 신앙과 윤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GCC0732 본회퍼윤리연구 Study on Bongoeffer Etics
본회퍼의 교회론, 진리와 존재와 관계, 개념과 제자직, 위임 개념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
한다.
GCC0692 부르너와틸리케윤리연구 Study on Brunner & Thielicke Ethics
부르너와 틸리케의 신학적 윤리를 중심으로 윤리의 신학적 기초와 정치사상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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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0541 생명의료윤리 Biomedical & Ethics
인공유산, 안락사, 인체실험, 유전공학, 장기이식, 건강관리 등 의료윤리적 문제와, 자연
환경과 인류의 삶에 관계되는 평화 및 생존문제를 포함하여 생명과 관계되는 윤리적
문제를 논의한다.
● GCC0542 스텐리하우어와쓰의윤리연구
Study on the Christian Ethics of Stanley Hauerwas
미국의 현존하는 주요한 기독교윤리학자 중의 한명인 스탠리 하우워와쓰의 윤리사상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특히 그의 이야기 윤리와 인격윤리 및
덕을 강조하는 윤리사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개신
교가 적용하기 용이한 바, 이에 대한 연구가 우리 교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
각한다.
● GCC0691 에드워즈윤리연구 Study on Edwards Ethics
참덕과 자유의지론을 중심으로 당시 미국에 끼친 공헌을 논의한다.
● GCC0695 종교와윤리특강 Special Lecture on Religion and Ethics
종교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mrgl 종교는 도덕 및 사회와 문화활동에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각 종교의 윤리적 및 도덕적 주장을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기독교윤리학적 방법과 범주의 비교적 이해와 통찰력
을 모색하는데 있다.
● GCC0521 직업과윤리 Business & Ethics
소명개념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산업사회에서 새로 일어나는 직종과 사라지는 직종을
정리하고 대비책을 논의하며 기독교의 직업관을 정리한다.
● GCC0696 크리스챤가정과성윤리 Christian Family & Ethics of Sexuality
현대사회의 가정위기는 급변한 사회변화와 함께 세계적 현상이 되었고, 성문제 또한 심
각한 윤리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과 성의 문제를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성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가정의 가치와 성 윤
리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 GCC0693 토란스와도노반윤리연구
Study on the Christian Ethics of Thomas Torrance and Oliver O'Donovan
토란스와 도노반의 기독교윤리사상을 검토하는 것이 본 강의 목적이다. 이들은 영국의
기독교 사회윤리 및 정치신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친 학자들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
은 영국을 대표하는 윤리학자들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산업사회를 지나 탈산
업사회에 접어든 오늘의 한국교회의 윤리사상이 지향하여야 할 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천신학(예배․설교학)]
● GPT0423 기독교예배기원 Origins of Christian Worship
본 과목은 초기 교회에서 예배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목으
로 기독교예배의 배경인 유대교 전통과 중간기, 1-5세기의 예배의 형성과 발전을 중심
으로 살펴보는 과목이다.
● GPT0422 설교의역사와신학세미나
Seminar on History and Theology of 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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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기독교의 설교를 형성해 온 예수님 이후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측
면에서 설교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목으로 그 시대적 특징, 설교학적 도전이 되었던 상
황, 대표적인 설교자와 그들의 설교신학과 설교학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설교의 역사와
신학 전반을 검토해 보는 과목이다.
● GPT6025 설교전달과커뮤니케이션세미나
Seminar on the Delivery and Communication of Preaching
설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이론을 강의하고, 그 적용 방법을 주제에 따라 분담
연구하여 발표한다. 주제는 일반 커뮤니케이션 이론, 설교 커뮤니케이션으로의 적용, 한
국교회 현장에 적합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이 제시된다.
● GPT0744 실천신학세미나 Seminar on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을 이제까지는 응용신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왔지만 요즈음 많은 실천 신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실천 신학의 개념을 새롭게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적
인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실천 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과 다른 사회 과학과
의 학문적 연계성을 추구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가지 사회과학 이론과 주제를 선택해서
실천 신학의 방법론을 연습하는 과목이다.
● GPT0425 예배신학세미나 Seminar on Liturgical Theology
본 과목은 예전신학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그동안 학계에서 형성된 방법론과 학자들의
주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예배의 신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신
학과 예배의 관계성, 예전신학 연구 방법론의 연구를 통해 오늘의 상황에서 어떤 예배
신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목이다.
● GPT0426 한국교회와예배세미나 Seminar on Worship in the Korean church
본 과목은 한국교회 예배 전반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한국교회 예배 역사, 현대의 예배
경향, 교단별 예배 신학 및 실제의 특성, 특성 있는 개교회의 예배까지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목이다.
● GPT1162 개혁교회와예배 Worship in the Reformed Church
개혁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하는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개혁교회의 예
배 신학과 그 이후의 발전과정, 그리고 현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장로교 예배의
동향과 특성, 신학적 이슈(issue) 등을 연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 GPT1135 교회력과성서정과 Church Calendar and Lectionary
교회력과 성서정과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예배의 절기와 말씀 선포를 위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 본 과목은 교회력이 가지는 예배 신학적 의미와 특징을 살
펴보면서 각 절기에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하며, 성서정과를 활용하는 설교 사역을
위해 그것이 가지는 신학적 특성을 따라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는 과목이다.
● GPT1132 문화와예배 Culture and Worship
기독교의 예배는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고, 그 문화적 특성을 따라
그 예배 표현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문화 인류학적 관점을 따라 각 지역과 시대 가운
데서 형성된 기존의 예배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간의 의식(ritual)과 문화와 예배와의 관
련성을 연구함으로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신학을 형성해 갈 수 있는지를 강
구하는 과목이다.
● GPT6022 성서해석과설교 Biblical Interpretation and 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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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의 원자료인 성경을 해석하는 단계를 거쳐 메시지를 발견하여 설교 작성으로 나아
가는 단계를 연구하는 과목으로 성경과 설교의 관계, 성서해석학의 제반 경향, 성경의
문학유형과 설교,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경읽기 등을 다루게 된다. 성서해석과 설교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들을 함께 읽고 발제 및 토의의 형식으로 전개된다.
● GPT0505 포스트모던시대와설교 Preaching in the Postmodern Era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사회의 문화와 변화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지시어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다. 본 과목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학생들로 연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GPT0504 한국교회와설교세미나 Seminar on Worship in the Korean Church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본 강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한다. 현대교회에는 새롭고 다양한 예배형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통
적인(혹은 교파적인) 예배관은 현대 예배의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강의는 현대의 새로운 예배동향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겨진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다. 현대 예배의 동향은 단순히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조
사하고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러한 예배의 형태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경위를 조사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강의는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
해 다음의 11가지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현대교회의 예배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 GPT0427 개별심화연구 Independent Study
본 과목은 정규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전공과목의 영역을 심화하여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는 원하는 학생이 지도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과목을 디자인하여 진행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연구한 과목의 주제가 표기가 되게 된다.

[실천신학(목회상담학)]
● GPT0994 결혼및가족상담의실제 Practice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결혼과 가족 상담 이론들을 활용하여 목회현장에서 직면하는 부부 및 가정 문제를 겪
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실제적인 임상에 적용하는 것을 배운다. 부부 또는
가족을 상담하는 임상적인 훈련과 임상일지 작성 등을 다룬다.
● GPT0288 목회상담과신학 Pastoral Counseling and Theology
목회상담의 신학적 정립은 목회상담학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세우는 중요한 학문
적 작업이다. 따라서 목회상담의 신학적 담론화, 혹은 신학적 체계화에 대한 깊은 논의
를 통해 한국적 목회상담학의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GPT0289 목회상담과자기관리 Pastoral Counseling and Self-Care
목회상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영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돌
봄과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다양한 목회상담적 기법들을 목회상
담자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함을 통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GPT0287 목회상담연구방법론 Pastoral Counseling Research Methods
목회상담의 각 이론으로 목회 현장과 목회를 분석하는 방법과 목회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목회상담적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다루는 과목
이다.
● GPT0265 목회상담의실제 Practice of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의 개인적 차원의 실제를 어떻게 개개인의 삶에 접목시키며 이루어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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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연구하여 실천해 보는 임상세미나이다. 특별히 세미나 참여자는 자신을 임상적
으로 분석해 보고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임상적이며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연구,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GPT07441 실천신학세미나 Seminar On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을 이제까지는 응용신학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왔지만 요즈음 많은 실천 신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실천 신학의 개념을 새롭게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적
인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실천 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학과 다른 사회 과학과
의 학문적 연계성을 추구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가지 사회과학 이론과 주제를 선택해서
실천 신학의 방법론을 연습하는 과목이다.
GPT0545 집단상담의실제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일대일 개인 상담과 다르게 집단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공부하
며 실제적인 집단 상담의 기술을 연습하도록 한다. 목회적 차원에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한 목회 방법론의 의미를 토론하고 실제적인 적용 방
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GPT0256 목회상담과가족치료 Pastoral Counseling and Family Therapy
목회상담 제이론들과 가족치료의 인식론적 사고, 가족체계 이론, 가족생활주기이론과
가계도 및 가족치료 모델들을 비교하며 배우고, 가족 관계적 측면에서 교회 사역과 가
정사역에 활용 가능한 가족치료 개념들을 다룬다.
GPT0282 목회상담과대상관계이론
Pastoral Counseling & Object Relations Theory
상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통찰력이다. 인간
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가장 기본
적인 심리 이론으로서 대상관계이론을 공부하며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신
앙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과목이다.
GPT0258 목회상담과설교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설교가 목회상담적일 수는 없을까” 혹은 “목회상담으로 설교를 이끌어 갈 수는 없을
까”를 깊이 고민하여 설교의 목회상담적 패러다임을 연구하는 세미나이다. 수업을 통해
참여자는 설교 원고를 작성, 실제 적용을 통해 목회상담과 설교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지를 고민하여 “목회상담적 설교” 혹은 “설교적 목회상담”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이다.
GPT0257 목회상담과성 Pastoral Counseling & Sexuality
성(sex)은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측면이다. 무엇보다도
성과 관련된 성경적 및 신학적 토대를 공부하고 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모두
다루되 인간의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성(결혼,
이혼, 외도, 동성애 등)을 광범위하게 논하고 연구하는 과목이다.
GPT0253 목회상담과심리역동적접근
Pastoral Counseling and Psycho-dynamic Approaches
인간 심리구조에 대한 심리역동적 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각 이론들이 말하는 인간 심
리에 대한 심리역동적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더불어 목회상담의 영역에서 심리
역동 이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심리역동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GPT0259 목회상담과영성 Pastoral Counseling and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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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과 영성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적 틀을 제공하는 세미나이다.
또한 “어떻게 목회상담에서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가” 혹은 “영성 추구를 통한 목회상
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답변들을 고민하는 세미나이다.
GPT0254 목회상담과인간중심적접근
Pastoral Counseling & Person-centered Approaches
많은 심리학과 상담 방법 들이 인간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반면에 인간 중
심적 접근은 인간 및 인간의 잠재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간을 통전적으로 보고 접근
하며 비지시적인 상담 기법을 사용한다. 주로 칼 로저스와 빅터 프랭클의 이론과 방법
론을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의 시각과 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
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기독교에서의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공부하는 과목이다.
GPT0255 목회상담과정신병리학 Pastoral Counseling and Psychopathology
심리적, 유전적, 환경적, 혹은 여러 가지 기타 소인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심리 변화를
살펴보며 인간의 심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지, 더불어 어떻게 표출되는지 심리 구
조의 문제를 병리학적으로 토론하는 세미나이다.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는 다양한 심리
표출을 분석, 혹은 진단 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목회상담가로서 갖게 되며, 더 나아
가 어떻게 정신병리의 제 증상들을 목회상담에서 인식해야 하는지 고민하여 목회상담정신병리학의 나아갈 방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GPT0284 목회상담사례지도1 Pastoral Counseling and Case Supervision 1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축어록 작성과 개인 임상지도 (supervision) 및 집단 임상지도를
통하여 개인 임상의 실제를 다룬다.
GPT0285 목회상담사례지도2 Pastoral Counseling and Case Supervision 2
부부 또는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축어록 작성과 개인 임상지도 (supervision) 및 집단
임상지도를 통하여 가족 임상의 실제를 다룬다.
GPT0286 목회상담사례지도3 Pastoral Counseling and Case Supervision 3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축어록 작성과 개인 임상지도 (supervision) 및 집단 임상지도를
통하여 집단 임상의 실제를 다룬다.
GPT2042 상담과영성 Counseling and Spirituality
상담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 및 행동의 문제들을 진단하
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
으로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마음
을 훈련하는 것이 영성인 것이다.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상담과 영성이 마음을 이해
하고 접근하는 방법과 관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연구하는 과목이
다.

[선교신학]
● GMT0616 교회성장이론과전략 Theory & Strategy of Church Growth
교회 성장학에 대한 기본 학문을 성경적, 신학적,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교회 성장학자
들의 이론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고 비교 연구한다.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한 연구, 조사,
분석하므로 성장의 비결과 그 문제점을 발견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교회의
성장에 관한 (긍정/부정)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진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한국 교회의 사명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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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T0483 구약선교신학 Mission Theology fo the Old Testament
창조부터 시작하여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의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선교를 살펴보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의 특권과 선교적 책임에 대하여 선교신
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GGT0101 논문작성법 Guideline for Writing a Thesis
논문 작성을 위한 이론적 개요 및 배경이 되는 사회학적, 문화인류학적 그리고 선교학
적 논문 작성법의 방법과 특징을 연구하고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Self Research
Design을 직접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며 함께 토의한다.
● GMT0424 선교신학역사 A History of Mission theology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여러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선교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책
들과 서신들의 선교신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GMT0703 성서선교신학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신, 구약성경을 기초하여 선교신학을 정립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선교신학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특권과 선교적 책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 GMT0753 세계선교운동사 I History of the World Missionary Mevement I
이 과목은 지난 2000년간의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선교운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
펴보는 과목으로,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선교의 주체가 되
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일꾼들의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과목을 공부한 후에 학생들은 선교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와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2. 선교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3. 선교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 기독교신앙의 세계적인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
현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
● GMT0752 세계선교운동사II History of the World Missionary Mevement II
이 과목은 지난 2000년간의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선교운동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살
펴보는 과목으로,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선교의 주체가 되
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일꾼들의 헌신적인 선교사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과목을 공부한 후에 학생들은 선교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와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2. 선교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3. 선교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파악하여 학생들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4. 기독교신앙의 세계적인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표
현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
● GMT0639 세계종교연구 Study of world Religions
21세기 선교의 최대 경계선은 요약하면 문화와 종교와 가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문
화와 종교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한다. 문화의 본체는 종교이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의 문화는 종교의 형태를 취한다는 면에서 종교연구는 선교의 최전선의 활동이 된다. 따
라서 본 강의는 종교학적인 관점에서의 입문적 연구와 기독교 복음의 기초 하의 세계의
제 종교를 연구함으로써 타종교를 이해하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한
선포와 대화를 모색하고 연구함으로써 바른 선교 실천을 도모하는 목표를 가진다.
● GMT0901 신약선교신학 Mission Theology fo the New Testament
교회 성장의 정체와 감소현상이란 위, 목회와 신학의 괴리의 문제, 세계선교의 사명, 남

298

●

●

●

●

●

●

●

●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북한 통일과 선교, 세계화의 도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오늘의 목회와 선교가 처
한 위기의 요소를 분석하고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여 선교적인 교회와 목회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T0614 타문화권선교연구 Cross-Cultural Mission
타문화권 선교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타문화권 선교의 실태와 특수성
및 그 중요성을 이해하게 한다.
GMT9118 도시선교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첫째로 도시, 도시화 현상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적, 신
학적, 성경적 관점, 둘째로 도시 목회의 유형과 평가, 셋째로 도시 선교의 유형과 평가이
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도시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한다.
GMT6313 종교와문화 Religion & Culture
세계 주요 종교와 문화의 상호관계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교의 당위성을 도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T0935 지도력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이 과목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지도자로 개발되기 위한 훈련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목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그의 전 삶에 걸치
는 작업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지도력, 인격, 기술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형
성시켜 나가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 만들기 과정들은 연구되어 질 수
가 있고 구분되어질 수 그리고 특성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목은 현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는 클린턴 교수의 이론을 수용할 것인데,
이 이론은 클린턴 교수가 지난 30여 년 동안 풀러 신학교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그의
후배 학자들과 함께 많은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우리 동시대의 지도자들의 삶을 비교
함으로써 만들어진 이론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
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개인의 그들의 영적 성장, 사역의 성장, 전략적 성장, 각종
과정들, 독특한 시간선, 경계들, 은사 개발패턴 등등을 연구하였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형성시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조사되어질 것이다.
GMT0918 최근선교신학의동향 Current Trends in Mission Theology
최근의 변화된 세계선교 상황과 선교신학의 변화를 진단하고 특징을 살펴본다. 여러 선
교학자들의 사상과 및 주제별, 지역별 경향과 방법론을 연구하며, 한국 선교신학의 방향
을 분석한다.
GMT0619 한국교회성장연구 Study on the Growth of Korean Church
이 과목은 경이적인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을 객관적으로 진단 및 조사하
여, 한국교회의 건전한 성장을 교회성장학적 관점에서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교회에 적용 가능한 성장 원리들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MT7118 한국선교운동사 History of th Korean Missionary Movement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선교운동을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현재의 선교사역의 실태를
이해하게 한다.
GMT0611 한국종교연구 Study of Korean Religions
세계평화와 공존과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넘어야 할 경계선은 종교와 문화이다. 문
화의 본체로서의 종교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선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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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강의는 기독교 복음의 기초 하에 한국종교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여러 종교
를 이해하여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복음적이며 선교적인 타종교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GMT7114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2차 대전 이후 급변하고 있는 세계선교 환경 속에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선교적 이슈
들을 연구한다. 각각의 이슈들이 제기된 배경, 공론화되는데 기여한 인물이나 사건, 이
슈에 대한 다양한 선교신학적 해석과 평가 그리고 선교신학적 함의 등을 연구한다.
GMT7115 현대선교신학사상 Contemporary Theological thought of Mission
현대선교신학사상을 선교대회별로 비교 연구하여 현대선교신학의 정립과정과 그 특징
들을 파악한다.
GMT0477 민속종교연구 Study of Folk Religion
이전에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되던 민속종교를 세계관과 문화의 관점에서 학문적
으로 고찰하며, 미분화되고 내재된 공동체의 의식과 기억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바람직
한 선교의 통찰력을 얻는 연구이다.
GMT7313 바울선교신학 Pauline Theology of Mission
바울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문화권을 초월한 전도와 교회개척의 원리를 연구한다. 바울
의 선교정신과 방법을 연구하므로 현대교회의 선교정책과 전략을 정립한다.
GMT7312 복음서의선교신학 Mission Theology of the Four Gospels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그리스도의 선교사역을 조명하고, 사복음서의 저자와 각각의
공동체가 인식했던 선교적 특징을 살펴보고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MT6315 북한선교 North Korea Mission
북한 사회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남한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선교정책을 살펴본 후, 선
교학적 관점에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북한선교 방법을 찾아본다.
GMT0479 비교종교학/종교간의대화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종교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막스 뮬러 이후의 세계종교에 대한 비교연구를 종교학
적 이론과 신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다.
GMT6314 선교사인물연구 Study of Mission Legacies
이천 년 기독교 선교역사에 독특하고 모범적인 사역을 한 선교사 인물 중심으로 그들
의 회심과 소명, 영성과 가족과 교육적 배경, 사역의 분야와 특성, 협력에 대한 자세 등
을 연구한다.
GMT7315 선교신학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n Mission Theologies
다양한 선교학자, 선교시대, 선교지역, 선교단체나 교단 등에 의하여 형성된 선교신학들
을 선교 동기와 선교의 성서적 기초, 선교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각 시대의 문화적 전제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는 연구이다.
GMT7316 선교신학자연구 Study of Mission Theologians
선교신학의 세계적 동향을 진단하며 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지역별 선교
신학자들의 삶과 사상, 신학을 살펴본다. 선교신학자를 역사적, 신학적으로 분류하고,
학자와 주제별로 접근 연구한다.
GMT6310 선교와개발 Mission and Development
전통적으로 개발로 알려진 ‘변화발전’ 사역에 대한 신학, 이론, 실행자, 실천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구하며, 월드비전, 국제기아대책 기구, 유엔 등의 개발사역을 모델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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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T0478 선교행정 Public Administration of Mission
선교는 종합적인 사역이다.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선교행정은 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후원 관리
등 전반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을 도우며 실행하는 것이다.
● GMT0472 선교현장연구와전략 Mission Field Study
선교 지역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하여 선교의 현장을 이해하고, 현지의 다양한 선교 사
역 현황 및 내용 등을 파악, 선교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교현장을 위한 실천적 선교
전략을 수립한다.
● GMT0473 선교현장조사방법론 Mission Field Research Methodology
선교는 현장(context)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
다. 따라서 본 과목은 선교현장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경제학적 연
구의 틀을 응용하여 조사방법론을 소개하고 채택하도록 한다.
● GMT6319 언어학/성경번역/언어습득
타문화권 선교에 있어서 성경번역선교를 위한 기초적인 언어학적 이해를 습득하고 타
문화권 안에서의 언어습득과 성경번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들과 관련된 제
반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 GMT0934 에큐메닉스 Ecumenics
교회 연합운동과 현대선교신학의 경향을 연구한다. 특히 W.C.C.운동의 발전이 선교운동과
선교사의 선교사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므로 선교의 방향을 정립한다.
● GMT9116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선교학도 신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하기에 연구과정에 필요한
여러 준비단계(주제선정, 문제제기 등)와 자료수집, 주제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
학문적 글쓰기와 형식(각주, 문단나누기 등)에 대해 연구한다.
● GMT0155 외국어선교세미나
선교학의 다양한 이슈들을 외국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외국어로 수업을 함으로써, 외국
의 선교학자들의 선교신학의 이해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조사할 것이다.
● GMT0470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본 과목은 종교를 사회 문화적 체계들과의 다양한 관련성 안에서 연구 분석하고 특별
히 현대사회의 정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문화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종교적 경험과
종교적 조직체들을 거대한 사회관계의 부분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를 폭 넓게 이해하도록 하여 21세기 새로운
신학의 방법과 방향을 창조적으로 모색한다.
● GMT6316 중국연구 Study on China Mission
중국의 개략적 역사와 선교역사 그리고 중국선교사들의 선교신학을 시대적으로 이해하
며 오늘날의 중국교회의 현실과 중국을 선교하는 형태들을 살펴보며 중국교회가 세계선
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현상을 이해한다.
● GMT6317 지도자훈련모델
이 과목은 다양한 지도자훈련모델에 대한 이해와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
을 평가하여 지도자의 개발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훈련모델들을 학생들의 삶과 접목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GMT6318 지역교회선교연구 Study on Local Church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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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공동체가 어떠한 선교를 감당해야 나가야 하는지를 연구한
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추
어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과 사례들을 공부한다.
● GMT0476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모든 사역은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메시지
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가 중심과제로 떠오르는 바, 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언어학적, 교육학적, 문화인류학적, 종교학적, 선교학적 연구를 한다.
● GMT7314 현장화신학연구 Contextualization
21세기 복음과 문화의 관계, 혹은 타문화권 선교의 최대 과제 중 하나는 현장화(상황
화)이기에 현장화 신학의 역사와 모델을 연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교현장의 현장화를
모색한다.

[기독교교육학]
● GCE0211 개혁신앙의교육 Christian Education in the Reformed Tradition
종교개혁자들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개혁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에의 접근을 연구한다.
● GCE0802 교육목회학 Educational Ministry
목회의 한 형태로서 기독교교육의 기초이론과 실제를 연결한다. 교육목회의 개념정의와
신학적 대화적 기초이론을 정리하고, 교회목회를 향한 여러 이론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교육목회를 위한 이론과 실제자료를 개발한다.
● GCE0356 기독교교육과교수방법론 Teaching Methods in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 교수방법은 학습방법도 포함하는 용어이다. 교수-학습의 제 과정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며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사, 학생, 교재, 환경 등에 대한 전체적
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 교수-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형성된 제반 교수방법론에 대한 종합
적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 GCE0351 기독교교육과신학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신학의 과제를 살펴보고, 기독교교의 근간이 되는 신학적 기초를 모색한다. 또한 과연
기독교교육적 시각으로 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에 기독교교육을 형
성하는 여러 가지 신학의 형태들과 그 신학들이 가진 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교육과 신학의 끊임없는 대화와 창조적 상호보완 관계를 모색 및 발전시킬 것이다.
● GCE0355 기독교교육과심리학 Christian Education and Psychology
기독교교육의 심리학적 기초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심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독교
교육과의 관계에서 연구하게 된다.
● GCE0362 기독교교육과정연구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기독교교육, 특히 교회교육 커리큘럼의 이론적 기초를 탐구하며, 현재 한국교회의 교육
커리큘럼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독교교육과정의 새로운 경향들을 이해
함으로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통전적 시각을 지니게 한다.
● GCE0353 기독교교육이론사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Theory
기독교교육이론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이론 형성의 기초를 닦는 것이다.
기독교교육 이론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미래 기독교교육이론 형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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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E0354 기독교교육학연구방법 Research Methods of Christian Education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과 과정을 연구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독교교육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로의 통찰을 나눈다.
● GCE0451 기독교교육철학 Philosoph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하는 영역, 기독교교육의 기
본적 개념과 사상들의 체계적 정리, 철학의 여러 사상들을 기독교교육과 접목, 기독교
교육 사상의 철학적 재해석,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육학방법론, 그리고 인접
학문과의 관계 탐구 등이 다루어진다.
● GCE0821 성서의교육학 Education in the Bible
성서에 나타난 교육의 기본원리를 연구하고 현대교육방법에 의해 성서 교육의 방법을
다룬다.
● GCE1028 교부들의교육사상 Educational philosophy of Fathers
교회사 초기 교부들의 교육사상에 대해 그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 정리하고, 오늘의
교육사상과 연결해서 정리해 본다.
● GCE0810 교육공학연구 Educational Technology
최근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교육공학 이론과 실제들을 이해하고, 기독교교육학의
교수-학습과정에 교육공학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 GCE0816 기독교교육과문화 Christian Education and Culture
기독교교육과 문화의 관계성을 탐구하되, 기독교교육을 문화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며 또
한 문화적 현상에 대해 기독교교육적으로 성찰하도록 도움으로써 포스트모던 문화 속
에서 기독교교육의 방향과 전략을 재조명한다.
● GCE0792 기독교교육세미나 Christian Education Seminar
논문 작성법을 가르친 후 기독교교육에 관한 주제를 각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여 개별
지도를 하면서 연구한 후 발표 및 질의응답과 논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GCE0818 기독교교육인간학 Anthropolog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고, 그런 한에 있어서 인간이해는 기독교교
육의 기본적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강좌는 교육과 인간, 인간학적 전제들과 기독교
교육학의 관계와 같은 기본적 테마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철학적 인간학, 교육인간
학, 신학적 인간학, 사회적 인간학, 심리학적 인간학, 뇌이론적 인간학 등의 다양한 인
간이해를 고찰한다. 더 나아가 시대에 따라 나타나는 기독교교육 사조의 근간이 되는
인간이해를 살피면서 비교 고찰한다.
● GCE0831 기독교교육학과인접과학들의관계연구
Relation between Adjacent Science and Christian Education
종합학문 또는 학제간 연구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특성 및 방법론에 대해 연구
한다. 이를 위해 신학, 교육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또는 자
연과학과 기독교교육학이 상호 어떠한 위상과 관계성을 지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한다.
● GCE0817 기독교교육현장진단연구 Study on Christian Education Practice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현장을 살펴보되, 현장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함
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도록 돕는다.
● GCE0594 기독교노인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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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큰 과제로 부가되어 있는 노인문제들을 예방하고 처방하여 노인
들의 삶을 만족스럽게 도울 수 있도록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종교적 요구들에 따라서
교육의 영역을 설정하여 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GCE0942 기독교유아및아동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hood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과목. 유아와 아동에
관한 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문화적 이해 전반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유아와
아동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 이론들을 고찰한다. 더 나아가 유아와
아동에게 적합한 기독교교육의 실제와 현대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육모델들을 다룬다.
GCE0815 기독교청년및성인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the Young Adults & the Middle-Year Adults
청년 및 성인들의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신앙적 특성들을 익히고 이를 기초
로 하여 성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제공한다.
GCE1027 상담및임상심리연구 Study on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상담 및 임상심리의 전문이론을 연구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GCE0813 실천신학의역사와방법론 History and Method of Practical Theology
본 (연합)세미나에서는 학문으로써 실천신학의 역사와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근대의 슐라이에르마허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 까지 실천신학의 여러
학파들과 경향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특히 최근의 실천신학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신학을 모색해 나간다.
GCE0591 인간관계연구 Study on Human Relationship
사회 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인간이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의 상호작용과
정, 인간관계 개선 및 집단발전을 위한 기능적 역할 등에 관해 연구한다.
GCE0592 인간발달과기독교교육세미나
Seminar on Human Development and Christian Education
모든 종류의 교육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생이해의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발달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과 논쟁들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지며, 발달과정과 교육의 관계는 중
요한 관심사가 된다.
GCE0819 특수교육학연구 Study on Special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 분야를 탐구하고,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 특수교육 분
야가 어떻게 접목되고 발전될 수 있을 지를 모색한다.
GCE1029 학교에서의종교교육연구 Religious Education in the School
교육현장의 한 영역으로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가능성 및 제한성을 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다룬다.
GCE0811 현대기독교교육사상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Thoughts
1960년대의 기독교교육 이론의 흐름을 나누어 중심사상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현실적
적용가능성 제한성을 바탕한다.
GCE0791 현대기독교교육의제문제 Contemporary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현대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이론을 유형별로 나누어 배경, 중심사상 그리고 공헌점 및
제한성 등을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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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과목 Th.D.(Missiology)]
● GMT0704 A study of Religion
This course study world relig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tudy,
phenomenology and missiology.
● GMT0461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I
At the completion of this course, the student should be able to do the
following; 1. Be aware of the overall scope of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2.
Be aware of the overall scope of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3. Be familiar
with various issues in relation to the Bible and mission. 4. Understand
missiological hermeneutical apporaches.
● GMT0032 Church Growth Theory
This course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its tenets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research-based field of study and as a distinctive approach to
practical missiology.
● GMT0033 Church Growth Theory and strategy
This course is an in-depth study of Church Growth Movement biblically,
theologically historically and missiologically and examine various principles and
strategies.
● GGT0011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s
This course take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comparatively for witness and
dialogue.
● GMT0891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1) To assist the student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missiology. (2) To survey of the changing features and direction
of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3) To deepen commitment to the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 GMT0061 Cross-Cultural Mission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way the Gospel
influences culture, based primarily on historical examples illuminated by biblical,
theological and anthropological insights. It is also to help students be more
effective and faithful in their practice of Christian mission within various
cultural contexts and across cultural boundaries.
● GGT0012 Dialogue between Faiths
● GMT0751 History of Mission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give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story of
the church’s missionary self-understanding and practice.
● GMT0122 Introduction to Missiology
To introduce to the Christian mission both in theory and practice.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 biblical and theological rationale for engagement
in Christian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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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ssist the student in develop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Christian mission.
To provide insights into ways and means of doing missions for those who
serve as leaders in the church.
To deepen commitment to the Christian ministry and miss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GMT0929 Issues In Mission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
도시 각 분야의 선교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사회 정의, 빈곤과 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교 및 목회 영역에서 관찰한다.
GPT0151 Korean Practicum
장신대에 유학와서 공부하는 외국인학생들에게 한국과 한국교회를 소개하여 한국의 기
독교 문화를 잘 알게 하고 서로의 이해를 높인다.
GCC0741 Leadership Development
Through this class, the studen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iblical leadership and how these biblical leaders are made. Therefore, the
concrete goal of this course are as follows: A student will be conversant with
the whole range of leadership emergence theory concepts so as to apply these
concepts to analysis of her/his life or the lives of others. A student will
become proactive, in his/her own development processes the rest of the life. A
student will be introduced to up-to-date findings on focal elements and will
write a rough draft statement about his/her life. A student will have an attitude
toward learning lessons from life, will have skills and perspectives that help
them discover them, and will have identified several important ministry
philosophy values in his/her own life.
GMT0131 Mission and Cultural Anthropology
GMT0620 Missional Church
교회의 선교적 성격을 규명하여 선교적인 교회상을 형성토록 하며 교회와 선교의 올바
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
GMT0152 Mission and Folk Relgion
GMT0925 Missions and Money
GMT0912 Study of World Religions
이전에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되던 민속종교를 세계관과 문화의 관점에서 학문적
으로 고찰하며, 미분화되고 내재된 공동체의 의식과 기억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바람직
한 선교의 통찰력을 얻는 연구이다.
GMT0741 Theory & Practice of Mission
This surveys various practical theories for the effective cross-cultural
missionary and provides actual practice for various cross-cultural experience
during the class.
GMT0642 Theory of Church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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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a critical assessment of its tenets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research-based field of study and as a distinctive approach to
practical missiology.
GMT0165 Asian Mission
GMT0021 Church and Mission
To understand biblical bases of church and mission To examine nature of the
church, and church's function of mission To explore the meaning and practice
of mission and evangelism
GMT0167 History of Christion Missionary Movement II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s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and reduction as the
movement. This course surveys the missionary movement from 16th century of
Reformation to the present time, with the special emphasis on the protestant
missionary work.
GMT0926 Issues in Ecumenical Missiology
도시선교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이해를 통해 도시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다. 도시 각 분야의 선교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선교전략을 구체화한다. 사회 정의, 빈
곤과 구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선교 및 목회 영역에서 관찰한다.
GMT0152 Mission and Folk Relgion
GMT0163 Practice of Cross-Cultural Mission
GMT0162 Research Methodology
선교학도 신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하기에 연구과정에 필요한
여러 준비단계(주제선정, 문제제기 등)와 자료수집, 주제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
학문적 글쓰기와 형식(각주, 문단나누기 등)에 대해 연구한다.
GMT0894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은 첫째로 도시, 도시화 현상에 대한 이해: 사회과학적, 신학
적, 성경적 관점, 둘째로 도시 목회의 유형과 평가, 셋째로 도시 선교의 유형과 평가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의 도시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한다.
GMT0931 World Religion

[Th.D.(Christian Education)]
● GCE0822 Curriculum Theories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 이론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에서의 기독
교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훈련한다.
● GCE0823 Studies on Human Development
이 강좌는 인간의 발달과정을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신앙적, 영적 차원에서 살펴봄으
로써, 통전적 인간이해의 안목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GCE0824 Christian Education and Theology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과 신학의 관계를 모색하는 강좌이다. 신학사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학의 동향들 및 그 동향들이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미친 영향들을 살필 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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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바람직한 기독교교육과 신학의 관계 모색을 위해 기독교교육학사에 나타난 다
양한 관계유형들을 살핀다. 뿐 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이론에 중요한 최근의 신학적 이
슈들을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살피기도 한다.
GCE0825 Educational Ministry in Context
이 강좌는 교회, 가정, 사회와 같은 다양한 장에서 시행되는 교육목회의 이론과 실천을
살펴봄으로써, 수강생들이 통전적 교육목회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고, 실천에로의 준비
가 갖추어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CE0826 Methods of Teaching in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의 교수방법들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실제를 훈련
한다.
GCE0827 Trends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현대 기독교교육학의 동향을 한국과 서구를 아울러서 살핀다.
GCE0828 Christian Education and Spiritual Life
이 강좌는 영성과 기독교교육의 관계를 살피는 강좌로서, 영성의 이론과 실제, 영성과
기독교교육의 관계, 더 나아가 영성적 기독교교육이라는 독자적 장르의 기독교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GCE0829 Christian Education for Women
이 강좌는 여성 기독교교육에 관한 강좌로서, 여성학적 이해, 여성신학적 기초, 여성적
인식론, 여성적 영성 및 여석 기독교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탐구한다.
GCE0830 Historical Thoughts of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탐구함으로써 기독교교육의 역사
적 흐름을 배우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교육의 미래를 전망한다.
GCE0832 Christian Family Education
이 강좌는 가정에 대한 신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기초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기독교가정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GCE0833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인접학문들로부터 접근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간학문적 대화와 토론을 시도하는 강좌이다.
GCE0834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이 강좌는 기독교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 테마들, 관점들,
기독교교육학 이론들을 폭넓게 배움으로써, 기독교교육학의 기초를 다진다.
GCE0835 Fields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의 핵심적인 현장인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화하는 오
늘의 상황에서 각 현장의 특성들을 학제적 대화를 통하여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현장별로 요구되는 기독교교육 목적,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다룬다. 특히 각 현장들 사
이의 파편화 현상을 극복하고 긴밀한 대화 관계를 모색한다.
GCE0836 History and Theories of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의 역사와 다양한 방법론과 제 분야 및 오늘의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오늘의 세계화, 포스트모던, 후기 정보화의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천신학, 특히 실천신학으로서의 기독교교육학을 모색한다. 실천신학에 대한 정의, 역
사, 제 분야, 연구방법, 최근의 흐름, 실천신학으로써의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성 정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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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등의 주제를 다룬다.
GCE0837 Christian Education and Worship
예배와 기독교교육 간의 현대적 논의들을 이론적, 실천적, 목회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이 관심 있는 영역의 예배형태 및 회중연령을 선택하고, 심화 연구
함으로, 학생 스스로가 기독교교육학도로서 예배를 디자인하고, 평가하도록 돕는다. 1)
교회교육의 심장으로서의 예배를 이해한다. 2) 예배와 기독교교육 간의 현대적 논의들
을 통하여, 예배의 역사를 기독교교육적으로 재해석한다. 3)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
지는 다양한 예배를 그 형태와 회중연령에 따라서 기독교교육적인 시각에서 분석, 성찰
한다. 4) 학생 자신이 관심 있는 예배의 형태와 회중연령을 고려하여, 스스로 예배를
기독교교육적인 관점으로 디자인하고 평가해본다.
GCE0838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Youth, and Adults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연령별 교회교육을 디자인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
로 양성하는 능력을 고양시킨다. 토탈커리큘럼(Total curriculum)의 관점에서 교육목회
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의 연령별 발달에 따른 심리, 사회, 문화적 이해를 도
모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과제를 추구하되, 교육대상이 처해 있는 가정, 학교, 사회와
의 연관 속에서 교회교육을 디자인하는 필요한 제반 영역이 수업내용으로 포함된다. 특
히 연령별 교육목회의 현장 탐구를 통해 실제적인 교회교육의 성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GCE0839 Christian Education from Ecumenical Perspective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역대 선교대회, 특히 JPIC 세계대회의 선언문에 나타난 정신
과 주제들을 탐구하여 이에 기초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을 추구하는 에큐메니
칼 기독교교육을 모색해 나간다. 1)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선교대회의
주제, 2) JPIC 세계대회 선언문에 대한 이해, 3) 에큐메니칼 운동과 기독교교육의 관계,
4) JPIC에 기초한 정의, 평화, 생태 기독교교육의 구성 등을 다룬다.
GCE0840 Christian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Context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한 지구적 다문화현상을 사회과학과의 대화를 통하여 인식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규범적 차원을 이해한다. 이에 기초하여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실천방안을 다문화
적 신앙정체성, 다문화 교회공동체, 다문화 사회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색한
다. 1) 다문화 기독교교육 이론 이해, 2) 다문화에 대한 신학적, 성서적 접근, 3) 다문
화 기독교교육 사례연구, 4) 현장, 연령별 다문화 기독교교육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GCE0843 Teaching the Bible
20세기에 등장했던 성서교수학의 주요모델을 실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며 실습함으로
써 교회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성서교육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실제적 방법들을 익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성서교육(성서교수학)의 현실에 대한 성찰, 2) 성서교육의
주요 모델로서 선포적-해석학적-경험적 모델로 구분하여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고찰하
고 실습한다. 3) 실제적인 성서교육을 위한 웍샵의 진행
GCE0844 Sociology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은 영적 차원을 지니지만 동시에 사회적 현상임을 인식하고 오늘의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사회학적, 특히 교육 사회학적으로 기술, 분석하고 이를 성서적, 신학
적 관점에서 성찰한다. 동시에 다양한 교육사회적 현상을 기독교교육적으로 이해하고

Ⅴ. 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309

이를 기초로 오늘의 상황에서 대안적 기독교교육 이론과 실천을 모색한다.
● GCE0845 Research Methods for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의 주제에 대한 논문작성과정(주제 선정, 자료수집, 분석, 평가, 현장 및
다양한 이론들과의 대화 등)과 개인별로 논문을 발표하는 세미나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
들 간의 상호 비판작용과 협업 능력을 함양한다. 나아가 기독교교육학에 관한 논리적,
비판적, 창조적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갖게 된다. 1) 논문의 체제 및 작
성법, 2) 기독교교육의 현재 논의되는 이슈들과 연구방법론
● GCE0846 Th.D. Colloquium
수강생들과 교수가 협의하여 기독교교육의 테마들을 선택하여 연구하고, 발표와 토의를
통해 테마들을 심화해 간다.
● GCE0847 Christian Education in the World Context
이 강좌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기독교교육학 하기를 돕는 강좌로서, 세계 각국
의 독특한 기독교교육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 및 그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교육, 더 나아
가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 구현의 과제들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대화하
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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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신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회의 교역에 필요한 원리와 교역실제를 연구하고 학습하여 교회
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한국교회 교역현장에 필요한 교역의 이론, 정보 및 지식들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하여 8
개의 전문분야별로 그 영역을 세분화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학습을 한다.
2. 한국교회 교역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역의 실제를 개발하고 훈련한다.
3. 한국교회 교역현장의 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와 과제들을 연구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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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이하 “목회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은 교
육법 제1조와 제108조에 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전문적
인 목회사역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정설치) ①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회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
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
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외 타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과정별 학과 및 정원) 목회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그 입학정원
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목회학과) : 30명
2. 박사학위과정(목회학과) : 46명
제 2 장

입

학

제 4 조 (입학시기) 목회전문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30일 이내로 한다.
제 5 조 (입학자격) 목회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목회전문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
나. 위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사람
2. 박사과정
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 3년 이상의 목회경력을 가진 사람
나. M.Div.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7년 교육 : 대학원 이수자)을 소지한 사람
제 6조 (입학자격 제한) 목회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조교 제외) 및 직원은 원칙적
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는 조건으
로 입학할 수 있다.
제 7 조 (편입·재입학) 목회전문대학원에 편입은 허가하지 않는다. 여석이 있을 경우 퇴
학했던 사람이 10년 이내에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목회전문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락하되,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과목학점 및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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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수업연한) 목회전문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으로 한다.
1학기 수업은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 수업은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9 조 (재학연한) 목회전문대학원의 재학연한은 석사과정 5년, 박사과정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조 (수업시기) 목회전문대학원의 수업시기는 주간수업과 계절수업으로 한다.
제 11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본 목회전문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
한 학점은 인정 될 수 있다.
제 12조 (수강과목)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한다.
② 수강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목회전문대학원의 과정별 교육과정은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 13조 (선수과목) 전공과목의 기초과목이 요청되는 경우 교육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
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4조 (연구보고서)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특수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과정 이수학점) 학생이 과정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은 다음
과 같다.
1. 석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2. 선수과목의 학점취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박사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45학점(논문 6학점 포함) 이상으로 한다.
제 16조 (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학과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7조 (수료시기 및 학위수여) ①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은 수학년한 2년, 박사과정
은 3년이 경과하면 재학연한 5년 이내에 한하여 수료생으로 관리한다.
③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제
출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되면 소
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 4 장

공개강좌·연구생 및 외국인 특수생

제 18조 (공개강좌) 목회전문대학원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들을 수 있다.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정보,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
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
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개강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19조 (연구생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은 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서 입학할 수 있다.
제 20조 (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서 연구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서식 1에 의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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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21조 (외국인 특수생) ① 목회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연구비보조

제 22조 (장학금 및 연구비) 목회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각 과정마다 학생정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
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제 23조 (장학생 선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의 추천
에 의하여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학생준칙

제 24조 (학생준칙) 목회전문대학원 학생은 본 대학교 학칙과 본 학칙을 준수함은 물론
특히 목회전문대학원장의 감독을 받아 학업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 25조 (제적사유) 목회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칙 또는 학생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적할 수 있다.
제 7 장

직제와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

제 26조 (직제) 목회전문대학원에는 원장이외에 각 전공 분야별로 1인 이상의 교원(조교
는 제외함)을 둔다.
제 27조 (과주임 및 지도교수) 목회전문대학원에는 전 조의 교원 중에서 전공마다 1인의
지도교수를 둔다. 지도교수는 학생의 전공, 과제의 지정,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
한다.
제 8 장

부

칙

① (시행) 본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사항)
1. 교역대학원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목회전문대학원장이 교역대학원장을 겸한다.
2. 학년, 학기, 휴업일, 휴학, 퇴학, 성적, 납입금, 상벌 기타 이 학칙에 특히 규정
된 것 이외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단, 학위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학칙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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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목회전문대학원 학칙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종별) 목회전문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목회신학석사(Th.M. in Min.)
2. 박사과정 : 목회신학박사(Th.D. in Min. 또는 D.Min. in 전공)
제 3 조 (학위수여 자격) 각 과정별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 취득사람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바. 재학연한(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박사과정
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 취득한 사람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바. 재학연한(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4 조 (학위수여) 각 과정별 모든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목회전문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 1, 2
에 의한 학위기로서 수여한다.
제 5 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1.
2.
3.
4.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는 이전에 수여한 학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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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시
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1. 목회신학석사(Th.M. in Min.)
가. 신약학
나. 조직신학
다. 기독교와문화
라. 예배·설교학
마. 목회상담학
바. 영성신학
사. 사회복지학
2. 목회신학박사(Th.D. in Min.)
가. 목회와교육
나. 목회와상담
다. 목회와설교/예전
라. 목회와사회봉사 마. 목회와선교
바. 목회와영성
제 2 장

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 (입학자격)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사안수를 받은 사람
나. 위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된 사람
2. 박사과정
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 3년 이상 목회경력을 가진 사람
나. M.Div.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7년 교육 : 대학원 이수자)을
소지한 사람
제 4 조 (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3. 노회장 발행 재직증명서(타교단은 총회장 발행)
4. 교회크기 증빙서류(박사과정만 해당)
가. 출석통계, 기재된 주보
나. 상회선교비보고서 또는 노회(총회)교민 통계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반명함판사진 3매(원서포함)
7. 재직증명서(노회장발행)
8. 소정의 수험료
제 5 조 (입학전형) 목회전문대학원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시행한다.
1. 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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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
제 6 조 (외국인 학생 입학)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학칙 제5
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특별생으로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제 7 조 (재입학) ① 학칙 제7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 재입학원서를 교학실에 제출하고 본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을 허락받은 사람은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제 8 조 (재입학생 취득학점의 인정)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 9 조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 전의 재학연
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3 장

수업시기, 교육과정, 학점, 수강신청, 성적

제 10조 (수업시기) 학칙 제10조에 준하여 수업은 주간 및 집중강의로 한다.
제 11조 (교육과정) 목회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기별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학칙 제11조에 준하여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정식절차를 밟아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 12조 (취득학점) 목회전문대학원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석사과정 : 최저 취득학점은 전공과목 18학점, 일반선택 9학점, 논문6학점으
로 총
3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박사과정 : 최저 취득학점은 필수과목 24학점, 선택과목 9학점, 일반선택 9학점, 논문
12학점으로 총45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제 13조 (개설과목) 석사·박사과정의 개설과목은 목회전문대학원 교육과정표와 같다.
제 14조 (학과목의 개설) 학과목 개설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수강생의 수) 개설되는 교과목은 수강생이 최소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
설한다. 다만, 수강생이 1인일 경우에 목회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인지도
로 한다.
제 16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와 함께 등록카드를 목회전문대학
원 교학실에 제출해야만 등록학생으로 간주된다.
제 17조 (수강신청변경) ① 수강과목의 취소,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만 가능하
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또는 취소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수강을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수로부
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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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한다.
제 18조 (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수가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성적보고서를 교학
실에 보고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
교원이 그 사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장과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고된 성적은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동 학생에게 해당 학기 종료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하되 B등급 이하만을 줄 수 있
다.
⑤ 위 제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학점 처리된다.
⑥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 평균에 가산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 19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등록
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전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점 등
록을 하여야만 한다.
④ 학점은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재수강 등록
을 해야 한다.
⑤ 납입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
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목회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석사과정 3학기, 박사과정 4
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 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3개월 이내에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휴학원은 등록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⑦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학기 20일 이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 21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학기 초 등
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 제적처리된다.
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일로부터 20일까지 교학실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 22조 (제적) 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Ⅴ. 목회전문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1.
2.
3.
4.

319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사람
<삭제>
학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 5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 23조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동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정정원을 교학실 학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24조 (학위논문제출 자격) 각 학위과정의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
다.
1. 석사과정
가. 이수하여야 할 최저 교과학점 취득자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바. 재학연한(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박사과정
가. 이수하여야할 최저 교과학점 취득한 사람
나.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라. <삭제>
마.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
바. 재학연한(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25조 (논문의 구비사항)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차
4. 표 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논문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 것)
6. 본문
7. 참고문헌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26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논문의 분량은 목회전문대학원이 지정하는 A4 컴퓨터 용
지(double space)로 석사과정은 60매 이상, 박사과정은 120매 이상(공동과정은
한글 40매 이상, 영문 40매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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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목회전문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
며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도 필요에 따라서
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가 부심을 선정한다.
제 28조 (학위 논문원고제출) 학위논문작성자는 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논문심사 시에
2부, 논문구술시험 시에는 3부를 소정기일 내에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심사위원 선정) 구술시험에는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0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31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구술시험의 절차는 주심, 부심의 합
의하에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구술시험에 임한다.
제 32조 (논문심사의 기준)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논문의 성적을 기재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 33조 (논문의 판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구술시험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34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1. 석사과정 : 하드카바 5부, 온라인제출
2. 박사과정 : 하드카바 5부, 온라인제출
제 35조 (학위논문 심사료) 학위논문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학기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6조 (학위논문 공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
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부
1.
2.
3.
4.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은 제24조 1항 라, 2항 라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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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 (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
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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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박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목회전문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목회신학박사
(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0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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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교과과정표

● 목회전문대학원(석사과정)
전공분야

이수분야

신약학

전필

조직신학

전필

기독교와
문화

전필

사회복지학

전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NT50181
GNT5024
GNT5017
GNT5022
GNT5015
GNT0481
GNT0441
GNT5020
GNT5010
GNT5014
GNT5016
GNT1021
GST0851
GST5015
GST11011
GST5014
GST5021
GST1081
GST5018
GST5013
GST5019
GST5020
GST5012
GST5011
GCC0493
GCC5018
GCC5012
GCC0175
GCC5022
GCC5011
GCC5021
GCC0174
GCC5015
GCC5019
GCC5013
GMS5022
GMS5021

갈라디아서
신구약중간시대
신약배경사
신약성서와설교
신약성서해석학
신약신학(요한신학)
신약신학(공관복음)
신약신학(로마서)
신약신학(바울서신)
신약신학(일반서신,계시록)
신약원전
역사적예수연구
개혁신학과한국교회
구원론
복음주의신학연구
성령과목회
신론
신학과신학자
역사와종말
이단과타종교
하나님과세계
한국종교와기독교
현대교회론
현대신학과현대사회
교회와여성
기독교신앙과문화
기독교사회윤리학
기독교와미디어
생태정의:지속가능한공동체를위한비전
기독교윤리와복지목회
기술사회와실천윤리
목회리더십과 윤리
목회윤리
미래사회와미래교회
현대사회와기독교윤리
가족복지론
노인복지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비 고

324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전공분야

예배.설교학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이수분야

전필

전필

전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MS5024
GMS5019
GMS5012
GMS50132
GMS6012
GMS6016
GMS5018
GMS5011
GMS5017
GMS5010
GMS5018
GMS5015
GMS5020
GMS5023
GMS5028
GMS5026
GMS5014
GPT6011
GPT6014
GPT1403
GPT6032
GPT6015
GPT6027
GPT6030
GPT6031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습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설교작성론
설교전달론
교회력과설교
설교의역사와신학
성례전연구
예배기획세미나
예배의역사와신학
예식설교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GPT5036

대상관계이론과상담

3

GPT5026

목회분석

3

GPT5014

목회상담실습

3

GPT5012

목회상담의이론과실제

3

GPT5038

부부및가족상담

3

GPT50341

신학과상담

3

GPT5010

심리평가와임상적용

3

GPT6028

단기목회상담

3

GPT5015

집단상담의이론과실제

3

GPT5030

청소년상담

3

GPT5043

DSM(정신장애진단과영적진단)

3

GPT2108
GPT2110
GPT2109
GPT2101

개혁교회영성
영신수련의영성과신학
기도의실제
성경과기도

3
3
3
3

비 고

필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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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PT2100

심리학과영성지도

3

GPT2107

영성과목회

3

GPT2105

영성의역사

3

GPT2102

영성지도와식별

3

GPT2106

영적지도의이론과실제

3

GPT2104

종교체험의다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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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전문대학원(박사과정)
전공분야

전과정
공통

이수분야

필수

필수
목회와교육
선택

필수
목회와상담
선택

필수
목회와
설교/예전
선택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DT0001

목회분석

3

GDT0003

목회유형연구

3

GDT3008

현대목회특강

3

GDT6005

논문연구방법

3

GDT1001

교육목회

3

GDT1002

지도력개발과교육행정

3

GDT1003

연령별교회교육

3

GDT1007

기독교가정교육

3

GDT1004

미래세대,미래교육,미래목회

3

GDT1005

교육현장과프로그램개발

3

GDT1006

목회와교육

3

GDT1008

기독교영성교육

3

GDT2001

상담과치유

3

GDT2007

가정사역

3

GDT2003

대인관계기술개발

3

GDT2010

목회상담과자기관리

3

GDT2010

목회상담과성

3

GDT2000

현대목회와상담

3

GDT1009

목회상담실습(사례분석)

3

GDT7001

현대목회와설교세미나

3

GDT7010

목회예식연구

3

GDT7003

설교작성과전달세미나

3

GDT7004

장로교예배의역사와신학세미나

3

GDT7011

목회와성례전세미나

3

GDT7007

현대예배동향세미나

3

GDT7012

본문석의와설교

3

GDT7009

현대설교자연구세미나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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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필수
목회와
사회봉사
선택

필수

목회와선교

선택

전체 공통

일반
선택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DT7013

설교와스피치

3

GDT4001

가족복지세미나

3

GDT4002

사회적목회

3

GDT4004

사회와목회윤리

3

GDT4006

교회와문화

3

GDT4003

교회와사회

3

GDT4005

목회와사회봉사

3

GDT0007

복지목회실천론

3

GDT4008

교회와노인복지

3

GDT5001

선교신학

3

GDT5002

성경과선교

3

GDT5003

교회와선교

3

GDT8001

현대선교신학

3

GDT8002

21세기전도와교회성장학

3

GDT8003

지도력개발

3

GDT5004

도시선교

3

GDT5005

목회와선교

3

GDT5006

한국교회와선교운동사

3

GDT5007

선교신학연구방법론

3

GDT5008

에큐메니칼선교

3

GDT5009

선교와사회봉사

3

GDT5000

세계선교운동사

3

GDT5010

선교역사

3

비고

전필6과목
중4과목
이수하면 됨

전선8과목
중3과목
이수하면
됨

1.성서와목회 2.신학과목회 3. 타전공분야 1과목
4.현대목회특강(겨울 계절학기 개설) 4과목 중 3과목(9학점)
이수해야 함.
※ 주의: 성서와목회, 신학과목회 중에서는 무조건 1과목이상
이수해야 함.
타전공과목 2과목, 현대목회특강 과목만 이수하면 안됨
(*예시: 성서와목회, 신학과목회 중 1과목 이상 + 타전공과목 1과목
+ 현대목회특강 1과목을 이수)(졸업소요 학점이 초과되는 것은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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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전문대학원 교과목 해설

석사과정
[신약학]
● GNT5018 갈라디아서 The letter to Galatians
갈라디아서의 저술시기, 저자, 저술목적, 저술장소, 저술이유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 뒤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파악한다.
● GNT5024 신구약중간시대 Study on the Intermediate period
신구약 중간시대의 문헌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종교적 상황을 살펴본다.
● GNT5017 신약배경사 History of the Background of the N.T.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신약성서는 역사의 진공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과 고대유대교의 틀 안에서 탄생하였으며 발전하였다. 따라서 신약성서를 온전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헬레니즘과 고대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
하다. 학기 전반부에는 현대 성서학 연구의 중심분야로 부상한 세기 최대의 발견인 쿰
란문서 연구에 중점을 둔다.
● GNT5022 신약성서와설교 New Testament and Preaching
신약성경을 이해하고 그 이해 한 바를 설교하기 위해 신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
석해야하는지를 배우고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공부하여, 건전
한 성경해석과 올바른 선포를 준비한다.
● GNT5015 신약성서해석학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본 세미나는 신약을 해석하는 기술(Skill or Art)에 대한 제이론들을 고찰함에 그 목적
이 있다. 먼저 성서해석사를 개관하고, 거기에 비추어 성서 해석의 원리를 고찰한 뒤,
역사비평적 해석을 살펴보고,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해석 이론들을 고찰한다.
● GNT0481 신약신학(요한신학) N.T. Theology : The Gospel of John
신약신학의 다른 분야인 신약 배경사와 공관복음서신학과 바울신학과의 관련 속에서 요한
신학의 독특한 신학적인 의미를 구분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적인 안목과 신학적인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요한 신학을 통해 신학생들이
깊이 있는 말씀 사역을 이루도록 돕고, 전문적인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인도한다.
● GNT0441 신약신학(공관복음) N.T. Theology : Synoptic Gospels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특징과 신학을 서사비평을 통해 학습한다.
● GNT5020 신약신학(로마서) N.T. Theology : Romans
우선 신약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의 배경과 그의 사상을 살핀다.
그리고 난뒤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적인 진술들을 통해 그의 신학과 사상의 깊
이를 탐구한다.
● GNT5010 신약신학(바울서신) Pauline Theology
1. 오늘날 바울신학을 논함에 있어 필히 다루게 되는 주제인 구원, 은혜, 계약, 율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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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세례, 윤리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2. 이를 전통적인 해석과 비교하여 일치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 GNT5014 신약신학(일반서신, 계시록)
New Testament Theology (General Epistles, The Book of Revelation)
이른바 일반서신" 혹은 “공동서신” 으로 불리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개관하며, 각 문서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 및 중심이 되는 신학적 내용을 검토 한다. 특히 학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 GNT5016 신약원전 Peading the N.T. in Greek
신약 헬라어의 구문론과 고급 문법을 익히고 신약원전 강독을 위한 기본 지식의 습득
과 신약원전의 강독을 수업목표로 한다.
● GNT1021 역사적예수연구 The Historical Jesus
예수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복채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조직신학]
● GST0851 개혁신학과한국교회 The Reformed Theology and the Korean Church
기독교신학과 개혁신학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개혁-장로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는 개혁신하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
는 기초를 마련한다.
● GST5010 구원론 Soteriology
기독교의 중심 진리인 구원에 관한 주요 주제들을 이해함으로 목회와 선교에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함.
● GST1101 복음주의신학연구 Studies on the Evangelical Theology
본 과목의 수업 목표는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여기에 상응하
는 ‘복음주의 신학의 방법론'과 ’내용'을 터득하는데 있다.
● GST5014 성령과목회 The Holy Spririt and Ministry
본 과목의 수업 목표는 세 가지 관점, 즉 성서신학적 관점, 역사신학적 관점, 그리고 조
직신학적 관점에서 성령의 인격(본질)과 사역을 살펴봄으로써, 균형 잡힌, 성서적이고도
복음적인 성령론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 GST5021 신론 The Doctrine of God
신론의 전통적인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과 미래의 목회와 신학 작업의 기초를 쌓
고자 한다.
● GST1081 신학과신학자 Theologies and Theologians
지난 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신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억눌리고 소
외된 자들의 경험과 처지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강의는 소위 정치
신학"의 태동의 배경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그 신학적 논점들을 정치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토론함으로써 정치신학의 중요성과 신학적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 GST5018 역사와종말 History and Eschatology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하여 다양한 일반 역사관이나 종말관에 대하여 비판하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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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종말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이해를 갖게 한다.
GST5013 이단과타종교 Heresies and Other Religions
기독교 종교를 기준으로 하여 기독교 이단들의 특징과 타 종교들의 특징들을 고찰하고,
비판함으로써, 우리는 기독교의 고유한 진리를 변증하는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GST5019 하나님과세계 God and the World
오늘날 세계는 인간에 의한 환경파괴로 초래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생태학적 위
기에 직면해 있다. 역시 다차원적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
하고 생태신학적 성찰을 통해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기독교 공동체들을 위한 좀 더
책임적이고 효과적인 기독교적 생태-윤리를 모색하려는데 본 수업의 목표가 있다.
GST5020 한국종교와기독교 Religions in Korea and Christianity
한국의 전통적인 토속 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잘못된 토착화 신학을 비
판하고, 건전한 토착화신학 형성과 기독교 진리를 적용하고, 선포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GST5012 현대교회론 Modern Ecclesiology
조직신학의 중요한 각론들 중에 하나인 교회론 중에서 특히, 현대의 교회론을 고찰함으
로써, 전통적인 교회론과의 관계 하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교회론적
통찰력을 길러 준다.
GST5011 현대신학과현대사회 Theology and Contemporary Society
다양한 현대신학의 경향과 특징들을 살피고, 현대 사회의 경향과 특징을 살핌으로써,
현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현대 신학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있다.

[기독교와문화]
● GCC0493 교회와여성
지난 세기 동안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교회여성들의 봉사와 여성사역자들의
헌신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해야할 소중한 유산이다. 본 수업은 특별히 21세기 여성들
의 역할이 사회문화적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사역자들이
여성들에 대한 목회윤리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깊은 이해와 여성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통하여 미래목회현장에서의 새로운 변화에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이론과
목회이론을 연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양성평등한 교회문화의 정착을 실현하여 남성과
여성이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모색할 것이다.
● GCC5018 기독교신앙과문화 Christian faith and culture
본 과목은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사명을 재검토하기위하여 새로운 신
학형성을 위한 문화개념과 문화분석의 중요성을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의 강조
점은 문화적 자원과 분석을 신중히 고려하는 신학적 관점들로부터 문화에 대한 기독교
적 관점을 바르게 정립함으로써 복음문화형성을 통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과 개
혁신학에 기초한 기독교문화의 사회적 책임을 모색함에 있다.
● GCC5012 기독교사회윤리학 Christian Social Ethics
인류문명의 전환기이며 우리민족의 변혁기인 세기를 맞이하여 전개되는 새로운 사회변
동과 다양한 문화현상들은 교회와 신학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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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고 있다. 현대사회와 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대사회에 대두되는 다
양한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한국교회와 신학의 과제와 미래
를 전망해본다. 또한 중요한 기독교 사회윤리사상들을 신학, 철학, 사회학, 그리고 문화
학 등의 간 학문적(inter-disciplinary)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사회 윤리적 토대를 확립
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성찰하고 교회가 세계와 국가와 사회와 역사
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함으로 교회와 기독인들
로 하여금 더욱 책임적이고 신앙적인 사회참여를 모색하는데 있다.
GCC0175 기독교와미디어 Christian Social Ethics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미디어를 교육해야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미디어를 통
한 문화교육 방법 제시
GCC5011 기독교윤리와복지목회 Christian Ethics and Human Well-being
복지목회의 정의 확인 복지목회의 요소들 확인 복지목회의 틀 구성 복지목회의 방법 구성
GCC5021 기술사회와실천윤리 Technology-Society and Practice Ethics
과학기술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을 그 이전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식의
삶으로 발전시켰다. 인간의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 하에 있는 과학기술은 단순히 가치중
립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인 반성과 윤리
적인 가치평가의 범주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수업은 과학기술
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다룰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시킨 윤리적 제문
제를 기독교신학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GCC0174 목회리더십과윤리 Ministry-Leadership and Ethics
오늘날 목회 리더십은 위기에 빠졌고, 혼란에 휩싸였다. 말씀의 신학-개혁신학적 관점
에서 오늘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GCC5015 목회윤리 Ministerial Ethics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목회자들의 신앙과 삶 그리고 말씀과 인격의 성숙한
관계성을 요구받고 있다. 본 수업은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목회자들의 ‘거룩성’을 회복
하기 위하여 윤리신학의 이론적 토대위에 도덕적 분별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고양시키
기 위하여 특별히 다양한 현장(교회, 사회, 정치, 경제, 문화)과 구체적 이슈들(성, 권력,
명예, 물질, 건강, 가족)을 중심으로 목회윤리형성을 위한 신학이론과 실천적 사례들을
분석연구한다.
GCC5019 미래사회와미래교회 Society and Church in the Future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상기하면서 다가올 사회문제들에 대해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신
학적, 목회적 대안을 찾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GCC5013 현대사회와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s in Modern Society
21세기를 맞이하는 오늘의 세계는 새로운 사회변동과 다양한 문화현상들로 인해 과거
와의 단절을 경험 할 뿐만 아니라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
회는 교회와 신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들을 인식하고 복음에 기초한 개방적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본 과목은 현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검토하여 하
나님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공동체로서의 한국교회의 과제와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진 한
국신학의 과제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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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설교학]
● GPT6011 설교작성론 Preparation of Preaching
본 과목은 목회자의 설교 작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청중에게 설득적으로 전달되기 위해 체계적인 설교 구성을 필요로 한다. 곧 효과적인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에서 찾아낸 내용을 논리적으로 형태화하고 조직하는데서 시작한
다 할 수 있다. 본 과목은 학생들의 설교 작성의 실제와 발표,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 GPT6014 설교전달론 Delivery of Preaching
본 과목은 설교자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 소통의 방법과 기술들을 소개한다.
설교전달은 설교 작성과는 다른 차원의 과정으로,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자의 입과 몸을 통하여 청중의 귀에 들려져 오늘의 삶에 살아 있는 사건이 되도록 하
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과정은 설교자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를 몸을 체화하여 청중
으로 복음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돕는 훈련된 전달자가 되도록 이끈다. 이를 위해 수
업 참여자들은 스피치 실제, 혹은 설교 실제와 같은 과제들을 통하여 자신의 전달 방법
과 기술을 평가하고 보완한다.
● GPT1403 교회력과설교 Preaching from the Church Year
교회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믿음을 반영하는 시간의 기록이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
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은총의 일정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하는 설교가 교회력의 심오한 의미를 외면한다면 예배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수업에서는 교회력의 절기별 의미 분석과 함께 절기에 합당한 설
교의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GPT6032 설교의역사와신학 History and Theology of Preaching
본 과목은 설교 역사를 통해 설교를 위한 지혜를 배우도록 안내한다. 설교에 대한 역사
적이며, 신학적인 이해는 설교 사역을 위한 중심 과제로서 설교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지혜와 방법들은 역사적 유산들에서 찾게 된다. 또한 설교의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 발
자취들만 담지않고, 기독교 교회의 신학들을 담아내고 있다. 본 과정은 이론적인 강의
와 학생들의 발제로 진행된다.
● GPT6015 성례전연구 A Study of Sacraments
성례전은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거룩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
례전을 바로 이해하고, 시행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를 효과적으로 발견하는 비결이 된
다.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례전이 예배의 중심부에서 밀려나 있는
현상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성례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교회에 생명력을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강의는 성례전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는 과목이다.
● GPT6027 예배기획세미나 Designs for Worship
본 과목은 예배를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인도하기 위한 목회적 안목을 개발하는데 목적
을 둔다. 따라서 수업의 내용들은 절기예배, 비절기예배, 그리고 특별예식 등을 위한 예
배 모델들을 창안한다. 무엇보다 각 예배 기획에 있어서의 신학적, 역사적 의미를 찾고,
그와 동시에 예배의 시간성과 공간성, 시각과 청각적 요소의 활용 등에 대해 연구한다.
수업 참여자들은 본 과목을 통해 새로운 예배 모델을 기획한다.
● GPT6030 예배의역사와신학 History and Theology of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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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목회자로 하여금 예배의 역사에서 기독교 예전의 교양과 신학을 배우도록
한다. 기독교 예배학의 중심 영역은 예배의 역사와 신학으로, 예배 예전을 기획하고 집
례함에 있어 요구되는 실제적인 예전적 안목은 예배의 역사적 전통들에서 찾게 된다.
또한 예배의 역사는 단순히 역사적 흔적들만 소개하지 않고, 예배 기획과 인도에 필요
한 신학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과목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발제로 진행된다.
● GPT6031 예식설교 Preaching at Occasional Services
본 과목은 각종 예식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실제를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결혼예식, 장례예식, 임직예식 등과 같은 특별 예식들은 그에 상응하는 메시
지를 필요로 하며, 각 예식에서의 설교는 삶의 각 과정과 사건에 대한 성서적이며 신앙
적인 해석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수업은 예식이 필요한 성도들의 삶의 각 과정
과 사건들이 무엇이며, 각 예식들이 갖는 목적과 성서적 의미는 무엇이며, 이러한 이해
들은 바탕으로 예식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작성하며, 전달할 수 있는 지를 탐구한다.

[목회상담학]
● GPT5036 대상관계이론과상담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astoral Counseling
대상관계이론(ORT)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아울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대상 인식
을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자기(Self)의 개념을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 GPT5026 목회분석 Analysis of Pastoral Cases
이 과목은 목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목회상담의 실
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의 실제를 경험
하고 그 경험을 수업시간에 사례로 발표하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며 상담
의 기술을 향상시킨다.
● GPT5014 목회상담실습 Practicum for Pastoral Counseling
이 과목은 목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목회상담의 실
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상담의 실제를 경험
하고 그 경험을 수업시간에 사례로 발표하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하며 상담
의 기술을 향상시킨다.
● GPT5012 목회상담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Pastoral Care and Caunseling
목회상담적 관점에서 목회 현장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실제
적인 기술과 훈련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또한 목회 상담자가 목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
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 가정적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다. 이론보다는 이론의 적용과
상담의 실제를 훈련함으로서 상담 기법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도록 돕는데 목표를 둔다.
● GPT5038 부부및가족상담 Couple and Family Counseling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부부의 관계역동을 상담심리학의 이론으로 이해한 후, 부부
가 속해 있는 가족관계의 양태와 구조 형성에 대한 전문적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
히 부부의 관계 역동과 심층적 가족 관계 분석을 위해 가계도(Genogram) 작성과 가계
도 심층분석의 기술을 함양하고자 한다.
● GPT5034 신학과상담 Theology and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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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상담의 현장에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한 가지로 이해되는 상담학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목이다. 특별히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의 관점에서
두 학문 영역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목회상담학이란 학문적 특성과 기틀
을 이해하고자 한다.
GPT5010 심리평가와임상적적용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Clinical Implication
개인, 부부 및 가족의 임상적 평가를 위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심리적 검사들과 측정들
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리적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하고 임상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사들[집-나무-사람 그림 검사(H-T-P). 주
제통각 검사(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문장완성검사, 지능 검사
(KWAIS-R), 로르샤하검사(Rorschach), 다요인 인성검사(16PF),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Ⅱ), 직업/적성 검사(Strong 검사), MBTI 성격 유형 검사, 에니어그램 검사,
T-JTA(테일로-존슨성격분석) 검사, 가족평가(갈등, 의사소통, 가족분화, 결혼만족도...
척도), Olson’s Prepare & Enrich 검사, 가족면접(질적 가족 평가) 등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리 검사(리더십, 은사론)]을 자신과 대상자들에게 실시해 보고 목회적 차원
에서 심리검사의 활용 가능성 등을 다룬다.
GPT6028 단기목회상담 Brief Pastoral Counseling
목회 현장에서 고전적인 심리치료(장기 상담)를 적용하기에는 목회자의 시간적 제약과
상담 훈련의 부족 등 많은 제한이 있다. 이 과목은 단기간 만남 안에서 내담자의 문제
를 다루는 단기 목회상담의 원리, 단계, 과정, 종결을 다루고, 단기 상담의 중요 기초
이론인 해결 중심 상담과 긍정주의 심리치료의 개념과 기법을 목회 현장에서 접목하도
록 돕는다. 목회자에게 단기 목회상담의 체계화된 구조를 제공함으로 목회시간의 효과
적인 활용과 목회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GPT5015 집단상담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의 심리 다이내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공부하며 집단
상담 리더로서 어떻게 집단 상담을 인도할 것인가를 배우고 익히며 목회적으로 집단
상담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운다. 그리고 실제 집단 상담을
훈련하도록 한다.
GPT5030 청소년상담 Counseling for Adolescence
청소년들이 갖는 여러가지 발달심리적 특성 이해와 더불어 가족관계 및 한국문화 속에
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관심과 아픔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통해 청소년을 보다 깊고 넓
게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상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
므로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바를 현실에 어떻게 접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GPT543 DSM(정신장애진단과영적진단)
DSN(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nd Spiritual Diagnosis)
수업참여자는 정신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서인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진단체계를 익히고 이를 목회상담 임상의 현장에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배운다. 더 나아가 목회상담가로서 이를 어떻게 영적 진단의 차
원에서 재구성하여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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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신학]
● GPT2108 개혁교회영성 Reformed Spirituality
개혁교회의 영성의 특징과 그 역사를 고찰한다.
● GPT2109 기도의실제 The Practice of Prayer
영성사안에 나타난 다양한 기도들을 연구하고 기도를 실제적으로 배운다. (예, 렉시오
디비나, 소리기도와 묵상과 관상의 관계, 그리스도교 묵상, 센터링 침묵기도, 예수기도,
중보기도, 방언기도 등)
● GPT2101 성경과기도 Bible and Prayer
1. 신구약성서에 나타난 다양한 기도의 경험들과 관점들을 신학적으로 고찰한다.
2. 어떻게 성경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릴 것인가를 배운다.
3. 영성지도에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배운다.
● GPT2100 심리학과영성지도 Psychology and Spiritual Direction
1. 목회상담과 영성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
a. 목회상담에서 영성의 중요성과
b. 목회상담과 영성지도가 서로의 사역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배운다.
2. 영성지도에 있어서 신학적, 심리학적 전제들, 영성지도의 내용(content), 전제, 도움
을 주는 이와 도움을 받는 이의 관계, 영적 어둠과 우울증의 문제, 기도와 신앙 체
험의 식별의 문제를 배운다.
3. 영성지도에서의 정상적인 심리학적 발달과 병리심리학에 관한 주요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찰한다.
4. 목회 상담과 영성 지도를 위해 필요한 기독교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익힌다.
● GPT2107 영성과목회 Spirituality and Ministry
1. 성서와 기독교 전통 안에서의 영성과 목회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2. 21세기 목회를 위한 영성과 목회의 관계를 고찰한다.
3. 목회자의 자기(영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 GPT2105 영성의역사 The Study of Spirituality
초대, 중세, 근세, 현대의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조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제도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비제도권에 속한 영성인들이나 영성운동들을 고찰한
다. 예를 들어, 교회의 교부들뿐만이 아니라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 제도적인 수도원 운
동과 함께 은둔자들의 영성을 다룬다. 그 이외에도 은사운동을 비롯한 기독교 전통 안
에서 생겨난 다양한 영성운동들을 다룬다.
● GPT2102 영성지도와식별 Spiritual Direction and Discernment
성서와 기독교 영성전통에서 영성식별의 역사와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
한다. 개별적인 영성식별과 공동영성식별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익힌다.
● GPT2110 영신수련의영성과신학 The Spirituality and Theology of Spiritual Exercises
『영신수련』의 저자인 이냐시오의 사상과 영성을 다룬다. 그리고 『영신수련』의 구조
(텍스트분석)과 『영신수련』의 신학적인 기초와 의미 그리고 『영신수련』에 의한 영
성지도에서의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를 다룬다.
● GPT2103 영성지도의이론과실제
영성지도와 관련된 이론을 습득하고 영성지도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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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T2104 종교체험의다양성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회심과 성장, 종교체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이해를 다룬다.

[사회복지학]
● GMS5022 가족복지론 Theories in Family Social Work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복지국가에 있어서의 가족복지정
책의 의의를 이해한다. 또한 가족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천기술을 함양
함과 동시에 현대 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와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교과
목의 목표이다.
● GMS5021 노인복지 Social Work for the Aged
현대사회속에 처해 있는 노인과 노인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노인정책(소득,
의료, 주택 및 여가보장정책)에 대한 흐름과 주요쟁점들을 이해한다. 이러한 거시적 접
근과 더불어 노인복지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현재 노인복지실
천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교회에서 어떠한 방향 노인복지를 실천해 갈 수 있는지를
토의한다.
● GMS5024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 Law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
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교회에서 사회복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 GMS5019 사회복지실습 Field Instruction
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이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학문으로써 다른 학문분야와 차별화되
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복지 실무현장에 학생을 배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회
복지기관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제반 실천과정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실천과정 및 기
술을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배운다.
● GMS5012 사회복지실천 The Practice of Social Work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
로 사회복지실천과정을 각 단계별로 학습한다.
● GMS501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전문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실
천모델들과 이론들을 학습하여 원리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과 대상을 포
함한 사례연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 GMS6012 사회복지실천론 The Practice of Social Work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인 가치와 윤리를 이해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사회복지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
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 GMS5018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ork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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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학습자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효과적
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필요한 지식을 산출하는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t분
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방법의 분석 과정을 익히고, 분석한
결과물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통계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
터를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발표된 통게자료에
대한 분석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GMS6016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
정책이 갖는 관계의 긴밀성을 파악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행정을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을 개발하고 정책 결정과정, 정책 수행과정, 정책비용, 정책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
록 한다. 이러한 과정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GMS5025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사회복지 조사방법론에 관한 개념과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양적인 방법
론과 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학습한다. 양, 질의 접근방법의 균형적인 지식기반 위에 연
구목적에 따른 최적의 연구방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중요하
게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현실적 제약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토의한다.
GMS5011 사회복지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ork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이해한다.
사회복지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정책,
제도에 대해 학습한다.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를 토의한다.
GMS5017 사회복지행정론 Administration Theory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아울러 복지행정에 필요한 조직
이론, 기획과 의사결정, 인사관리 등을 학습한다. 사회복지 기관의 관리자의 자격과 우리
나라 복지기관의 관리자에 관하여 점검해 본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방법을 학습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사회복지 서비
스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관리모델에 관하여 학습하고 현장에서의 실천과 비교해 본다.
GMS5015 인간행동과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심리학적 이론들을 학습하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생
애주기적 관점에서 습득하여야 할 발달과제를 학습하여 사회복지실천이 갖는 의미와
연관성을 파악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적인 관점인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조직, 문화가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GMS5020 자원봉사론 Voluntarism
자원봉사란 현대사회의 주요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강
의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원생들
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자원봉사자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적인 준비 기회를 제공한다.
GMS5023 장애인복지론 Social work for the handicapped
장애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과제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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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과목은 장애개념과 장애 유형 및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가치, 장애인의 정
체성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장애에 대한 이론적 접근, 장애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 그리고 한국 장애인 복지의 실천 과제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 GMS5026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
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증진시
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다 학제간 팀워크활동, 정신의학이론, 정신장애
판정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도 학습함으로서 정신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
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 GMS5014 지역사회복지론 Communtiy organization
본 과목은 사회복지사 활동의 주요 장으로서 존재하는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대한 사회복
지사의 이해 및 능력제고에 기본적인 초점을 둔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과목에서는 지역사
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
계획, 지역사회개입을 의미하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역
사와 모델, 원칙과 일반적 과정 및 실천기술 틀에 대해서 학습한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많
은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실천 분야에 대한 학습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쟁점과 과제에 관해 논한다. 본 과목은 이러한 내용 틀에 대한 학습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실
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 GMS5028 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in Social Work Practice
이 과정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사회적 욕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기관의 목표와 사업의 목
표를 명확하게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익히며, 개발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인 운용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박사과정
[박사과정 공통과목]
● GDT0001 목회분석
● GDT0003 목회유형연구
1.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3박4일의 Leaderdhip Summit에 참여해서 현
대목회의 리더쉽 에 대해 배운다.
2. 윌로우 크릭 교회를 비롯해서 미국 중부 지역과 미서부 지역의 대표적 교회를 방문
하여그 교회의 특성과 목회 전략을 배우고 익힌다.
3. 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한 Focus On the Family 등의 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사
역의 내용과 방법론을 견학하고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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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방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목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나눈다.
5. 한국과 아시아의 여러 유형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연구함으로써 목회자로 하여금 자
신의 목회 유형을 발전적으로 전환/개발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 GDT0008 현대목회특강
● GDT6005 논문연구방법
1. 연구자가 문제 제기와 그 제기된 문제를 보다 정확하고 격식 있게 표현하도록 훈련한다.
2. 자료수집과 자료의 분류, 분석, 종합, 비평 등을 배운다.
3. 주제선정, 자료수집, 집필요령, 논문 형식을 안내한다.
● GDT8004 구약과목회
구약성서의 주요 본문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 연습을 통해, 구약성서 본문들에 대한 이
해 능력을 키우고 설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목회 역량을 높인다.
● GDT8005 신약과목회 New Testament and Ministry
현대 신약성경 연구의 핵심적 주제들을 파악하여 신약성경의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한
다. 더불어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약성서 신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구약성경과
연결시킴으로 신구약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현대의 교회 목회와 설
교에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적용하도록 한다.
● GDT8006 역사신학과목회 Historical Theology and Ministry
본 과목은 역사신학과 목회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특히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목
회론을 역사적으로 개관하여 목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한다.
● GDT8007 조직신학과목회
조직신학의 기본내용들과 현대적 흐름을 정리하고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목회와교육]
● GDT1001 교육목회 Educational Ministry
성서적과 신학적 관점의 교역의 의미를 다루면서 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교육
교역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GDT1002 지도력개발과교육행정
Leadership Development & Educational Administration
본 강좌는 수강자들로 하여금 지역교회를 위한 교육목회 리더십개발에 필요한 여러 리
더십이론과 교육목회 리더십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을 습득하게 하며, 새로운 형태의 기
독교 교육행정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여 지역교회의 갱신을 돕는다.
● GDT1003 연령별교회교육 Church Education according to Different Age Groups
성격유형론의 통찰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하고 회중들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성
숙한 신앙인, 목회자,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수업의 주된 목표가 있다. 또한 제
임스 로더의 신학 및 심리학적 혜안을 통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기의 교육목회를
위한 방향설정을 돕고자 수업을 계획, 설계하였다.
● GDT1004 미래세대, 미래교육, 미래목회
Future Generation, Future Education, and Futur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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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우리의 교육적 목회적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
요한 기독교교육적 사람 이해, 시대의 흐름이해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육목회의 체계를 형성하고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GDT1005 교육현장과프로그램개발 Program Development in Service Training
균형 잡힌 신학적 교육학적 토대 위에서 목회현장의 다양한 도전과 필요를 연구하여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 목회적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다.
GDT0006 목회와교육 Ministry & Education
현대 목회의 교육적 조망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
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모색을 주로 할 것이다.
GDT1007 기독교가정교육
이 강좌는 가정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기초들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가정을 세우는 기독교가정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한다.
GDT1008 기독교영성교육 Christian Spirituality Education
1. 회심과 양육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통전적인 회심 이해를 가능케 한다.
2. 인격발달과 영성의 상관성 고찰을 통해 통전적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3. 타고난 기질 이해와 성령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케 한다.
4. 영적 은사와 목회의 역동성 고찰을 통해 보다 활력있는 목회를 가능케 한다.
5.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존중하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목회와상담]
● GDT2001 상담과치유 Counseling and healing
이 과목은 타락과 함께 여러 가지 상처와 결함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찾아와 그들
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한 가지 통로로
서의 목회상담을 공부한다. 그래서 이 과목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치유에 근거하여 인
간의 전인치유와 건강의 길을 연구하며, 특히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자 한다. 이 과목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치유와 상담을 소개하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선물로 받는
실천적인 실습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 GDT2007 가족사역 Family Therapy
가족치료의 인식론적 사고, 역사적 배경, 가족생활주기 이론과 발달이론, 가족과 가계
도, 그리고 가족 치료 이론가들과 치료 모델 등을 간략히 소개하며,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에 활용가능한 가족치료 개념 체계로서의 교인, 목회자 가족, 중독 및 학대에 관한
가족치료적 접근들을 다룬다.
● GDT2003 대인관계기술개발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Technique
자신의 행동유형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행동유형을 이해하며 존중하여 대인관계에서 적
응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또한 자신의 티칭스타일과 청중들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자신의 티칭스타일을 창조하도록 돕는다. 다루는 내용은 건
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피플퍼즐 세미나와 가르침을 위한 실제적인 표현방법인 티칭스
타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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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T2008 목회상담과자기관리 Pastoral Counseling and Self-Care
자기에 대한 돌봄(Care of Self)이 없이는 상담을 제한적으로 이끌 수 밖에 없다는 현
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수업이며 목회상담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며 근본적인 수업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따라서 자기관리
(Self-Supervisioning)의 방법론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 영혼관리(Care of Soul)의 방법
론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 GDT2009 목회상담과성 Pastoral Counseling for Sexuality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각자가 성적 요구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
다. 성적 욕구는 우리 안에서 매우 강렬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하게 충
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는 성적 욕구를 도덕과 법 안에서만 허용하기 때
문에 성적욕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성적 욕구를 제대로 진단하고 많은 문제들을 상담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법에 대해 공부
하는 과목이다.
● GDT2000 현대목회와상담 Contemporary Ministry and Pastoral Counseling
수업을 통해 현대의 다양한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목회상담하기(Doing Pastoral
Counseling)”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며 보다 효과적으로 위기상황과 불안 가운데 있
는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들을 생각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적인 목
회상담 방법론을 어떻게 바쁜 목회현장에 대입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현
장 중심의 목회상담방법론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 GDT1009 목회상담실습(사례분석) Practicum for Pastoral Counseling
이 과목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근거하여 상담을 실천하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지도하여
상담의 실천적인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다. 상담은 강의실에서 배우지만 실천을 통하여
몸에 익힌다. 그러나 자기의 상담이 목회상담의 원리와 방법들을 따르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지 않으면 그 상담은 생명을 살리기 보다는 죽이는 상담 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목회와 상담사례를 시간 중 에 발표하고 학생들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상담을 다듬어 가야한다. 이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목회와설교/예전]
● GDT7010 목회예식연구 Studies on Occasional Service
본 수업은 목회 현장을 돕기 위한 실습 과목의 일환이다. 목회 현장은 다양한 목회적
예식을 요청한다. 사람들은 인생주기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만나며, 그것들을 의미있
게 하기 위해 다양한 예식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기의 탄생에서, 성인식. 결혼, 장례
를 비롯하여 교회에서의 임직식, 안수식, 은퇴식, 그리고 병자심방과 같은 인생의 전환
점에서 교회는 목회적 예식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안내하게 된
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본 과목은 실습을 중심으로 각종 예식에 대한
사례 연구와 발표, 예식의 인도와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 GDT7003 설교작성과전달세미나 Seminar on Preparation and Delivery for Preaching
이 수업의 주요목표입니다. 한가지 설교방법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설교방법론을 통
해 종래는 그 다양성에서 유기적 독창성(organic)으로 나아가도록 돕는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또한 이 수업을 통하여 한주라는 시간단위에서 어떻게 매주 설교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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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지 그 설교준비와 작성의 과정(process을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작성의 과정을
비교연구 분석하며 자신에게 맞는 설교준비 과정과 작성과 전달을 익히고 실습하고 훈
련하는데 그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수업의 최종목표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설교하도록, 독창적으로 설교하도록 그 목적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전
달하도록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종래의 형태(form)으로 이해되었던 설교작성을
논리의 움직임(logical)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설교작성이론을 연구하되 형태로서가 아니
고 움직임으로서 포용적 수용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설교의 형태의 논
리적 흐름 혹 움직임을 독창적으로, 유기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설교현장에서, 다양한
설교 본문 안에서, 설교자의 다양한 탤런트 안에서, 다양한 설교의 목적 하에서, 다양한
청중의 문화안에서, 변형시키고 종합하며, 오직 그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설
교작성을 하도록 고민하고 실험하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돕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GDT7004 장로교예배의역사와신학세미나
Seminar on History and Theology of Presbyterian Worship
본 과목은 장로교 예배에 대하여 보다 깊은 연구를 하는 전문적인 과정으로서 장로교
예배의 신학과 그 발전과정, 그리고 현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장로교 예배의 동
향과 특성, 신학적 이슈(issue) 등을 연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은 다
음의 몇 가지 연구에 주력한다. (1) 장로교 예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개혁자들의 저
술과 목회적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예배의 신학과 실제를 연구 분석한다. (2) 종교개혁
이후 장로교 예배의 발전과정을 여러 논문들과 예배자료 등을 통해 정리 연구한다. (3)
한국을 포함한 여러 장로교회들의 예배신학과 그들의 예식서, 예배모범 등을 신학적,
목회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GDT7001 현대목회와설교세미나 Preaching & Contemporary Ministry Seminar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는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며, 오늘의 시대 속에서 행해진다.
본 과목은 오늘의 목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이다. 현대 목회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설교 사역 전반을
점검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 사역을 새롭게 하려는데 그 목표가 있다.
GDT7011 목회성례전세미나 Seminar on the Sacraments in Ministry
본 목회와 성례전 세미나는 개신교 성례전인 세례성례전과 성만찬성례전에 대한 이론
적인 교양와 이해를 교육한다. 이와 더불어 성례전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어떤 목회
적 기능을 갖는지를 참구해 간다. 나아가 본 과목은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성례
전의 집례 방법들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참여자들의 연구, 발제.
그리고 성례전의 실습과 집례 등으로 진행된다.
GDT7012 분석석의와설교 From Text to Sermon
본문석의와 설교를 위한 성서 본문의 읽기와 본문 해석을 통한 메시지 창안을 주된 과
제로 다룬다. 석의는 성서학적 연구가 아니다. 석의는 성도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설교
자에 의해 행해질 때, 본래적으로 기능한다. 본 과목은 성서 본문을 읽는 구체적인 방
법들과 설교자가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복음에 도달하는 방법, 나아가 찾아진 복음을
설교 메시지로 확장하는 방법들을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 참여자들은 주어진
본문에 대한 석의 작업을 토대로하여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고, 실연하고 평가하는 과
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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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T7013 설교스피치 Preaching and Speech
본 과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설교자의 과
제를 다룬다. 청중들과의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설교자에세 항구적인 도전과제로
서,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보다 쉽고, 설득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도록 훈련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의 스피치 훈련이 요구된다. 본 과목은 구술(verbal)과
비구술(non-verbal)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론적 이해, 발성법과 호흡법을 위한 실습
훈련, 시선교환, 표정, 제스처, 단상에서의 움직임 드으이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 GDT7009 현대설교자연구세미나 Seminar on the Contemporary Preachers
본 세미나는 영향력 있는 현대 설교자들을 통해 배우는 설교학 교실이다. 역사의 설교
자들과 달리, 현대의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을 오늘날 교회가 성서 본문을 읽고, 그것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반영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설교 형태와 전달 방식들을 소개해주고, 하
나님과 복음, 성서본문과 사회. 청중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배우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현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본 세미나는
교수의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의 설교자 연구와 발표로 진행된다.
● GDT7007 현대예배동향세미나
1) 현대예배의 다양한 예배현상들을 관찰하고, 2) 현대예배에서 다루는 예배 신학적 이
슈들을 깨닫고, 3) 현대예배를 이끄는 다양한 전통의 학자들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미
래교회의 예배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신학적 통찰을 배운다.

[목회와사회봉사]
● GDT4001 가족복지세미나 Seminar on Family Welfare
1) 가족변화와 가족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2) 가족의 속성과 가족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
3)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족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학습
● GDT4002 사회적목회 The Social Ministry
‘사회적 목회’란 개념은 미국의 신학자 헷셀(Dieter T, Hessel)이 제기한 바 있다. “사
회적 목회”는 본질적으로 목회가 사회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이런 저런 사회봉사를 함
으로써 목회가 사회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자체를 사회적인 것으로 정위시
키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교회 내의 목회와 사회봉사 사이의 이원화를 극복하여 목회
를 사회변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이 강의를 통해 모색되어질 것이
다. 특히 목회신학박사 학위논문 방법론의 분석과 수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양질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아울러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직이
론(organization theory)에 따른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공동체개발)
의 방법에 대한 이해와 그 이론의 해외선교 및 국내 전도방법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취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일반의 목회전략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 GDT4004 사회와목회윤리 Society & Ministerial Ethics
교회의 자리인 현대사회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해 가고 있다. 또한 교회의 목회 현장에
서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목회의 현장속에서 오늘의 목회자는 자신의 정체
성 그리고 사역뿐만아니라 "목회"와 "목회자"로서 지녀야할 도덕적 준거에 대한 질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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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여져있다. 본 수업과정을 통해서 전무적 윤리론의 관점에서 목회와 목회 윤리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오늘의 바람직한 목회윤리를 조망해 보고자한다.
GDT4006 교회와문화 Church and Culture
오늘날 교회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기독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의 약화와
그로 인한 복음적 삶의 실천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지적
되어야 할 요인은 교회가 사회와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하여 확고한 입
장과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과목의 우선적인 목표는 문화에 대한 기
독교적 관점을 정립함으로써 기독교적 문화형성을 통한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과
대 사회적 책무를 모색함에 있다.
GDT4009 교회와사회 Church & Society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가 영위하는 신앙적 삶의 구체적인 자리이다. 교회 공동체의 삶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속하여 있는 사회공동체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 하에서 구성된다.
그러므로 본 수업은 사회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한 영역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대
사회적 관계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의미와 상호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의 실체를 분석
하고자 한다. 동시에 본 수업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삶의
양식을 형성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GDT4005 목회와사회봉사 Ministry and Welfare Service
목회에 대한 지역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적 관점과 분석력을 갖추게 하여 현재와 미
래를 위한 복음적이고 봉사적인 적응력과 대안력을 갖추게 한다.
GDT0007 복지목회실천론 The Practice of Ministry
1. 사회복지 방법론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관점에서의 복지목회 이해하기. 2.
이웃사랑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하는 작업. 3. 추상적 용어로 보이는 이웃사랑을 목회현
장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제반 학문적 작업의 틀을 마련하기. 4. 목회현장에서 실천되
고 있거나 혹은 기독교가 행하는 이웃사랑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발전적
이웃사랑실천을 위한 지평을 열어가기. 5. 복지목회에 관한한 목회현장에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GDT4008 교회와노인복지 Church and Welfare for the Aged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고령자 인구수도
늘어나며,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
다. 목회자들은 고령자의 특성이나 욕구 등에 민감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 노인, 노화, 노년기, 고령화 현상을 이해하고, 노인과 노화
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검토한다 - 현대 사회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문
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방향성
을 설정한다.

[목회와선교]
● GDT5001 선교신학 Mission Theology
교회 성장의 정체와 감소현상이란 위, 목회와 신학의 괴리의 문제, 세계선교의 사명, 남
북한 통일과 선교, 세계화의 도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등 오늘의 목회와 선교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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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기의 요소를 분석하고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여 선교적인 교회와 목회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DT5002 성경과선교 Bible and Mission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수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선택과 선교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GDT5003 교회와선교 Church and Mission
현대선교에서 쟁점이 되는 교회의 위치와 역할과 선교적 책임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살
펴보고 올바른 교회의 선교적 과제와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GDT8001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ology of Mission
현대 신학과 목회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선교론으로 본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선교적 교회론 이해를 도모하고 목회와 선교의 갱신을 가져오는데 그 목적
이 있다.
st
GDT8002 21세기전도와교회성장학 Evangelism and Chhurch Growth of the 21 Century
1955년 교회성장운동이 도날드 맥가브란에 의해서 복음주의 선교학계에 탄생한 후 수
십년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회성장학은 이제 복음주의선교학의 한 영역으
로 자리를 잡고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교회
의 성장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되었다. 이제 교회
성장학은 복음주의 선교학의 중요한 선교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성장학
이 21세기의 한국교회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하는지, 이 수업에서는 21세기
교회의 통전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GDT8003 지도력개발 Leadership Development
이 시대의 주요 관심사인 리더십의 역사와 기초 이론과 그 개발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목회자로서의 교회 공동체 사역 현장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리더십은 무
엇인지 그 이해를 돕고 적용하도록 한다.
GDT5004 도시선교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GDT5005 목회와선교 Ministry and Mission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목회·교역·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인 연구를 함
으로써 바람직한 선교적 교회론에 기초한 교역과 목회를 모색한다.
GDT5006 한국교회와선교운동사 Korean Church and Missionary Movement
1) 한국교회 선교 역사의 흐름을 교회와 선교의 관계 속에서 알게 한다.
2) 한국교회 선교의 자원(서구 선교사 유산, 선교 이해 등)에 근거하여 한국교회 선교
의 장단점을 알게 한다.
3) 국내선교와 세계선교 사이에 균형 갖춘 이해를 하도록 한다. 즉 한국 초대 교회의
선교사들의 사회선교와 세계선교, 한국 교회의 산업선교, 도시농어촌 선교와 세계선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한다.
4) 이주노동자선교와 탈북자선교, 조선족선교 등 우리 시대의 새로운 선교적 도전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한민족디아스포라 선교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선교의 과제와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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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도록 한다.
GDT5007 선교신학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of Mission Theology
선교학의 일반적인 연구경향과 방법을 연구하며, 선교역사, 선교신학, 타문화권선교, 교
회성장학, 종교연구 등 분야별로 연구방법론을 탐구함으로써 자율적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종합하게 한다.
GDT5010 선교역사 Mission History
선교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갔
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기독교 세계와 비기도교세계의 접촉점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
해 2천년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온 하나님의 선교를 시대별로, 교파별로, 지역별로, 사
건별로 구분하여 살핀다. 특히 각각의 선교운동의 배경, 주요 선교사의 사역, 교회의 확
장, 선교적 이슈, 선교의 열매와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배운다.
GDT5008 에큐메니칼선교 Ecumenical Mission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대회에 나타난 정신과 주제들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에큐메
니칼 선교적 지평을 넓히고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선교와 목회활동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지도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GDT5009 선교와사회봉사 Mission and Social Service
사회봉사와 선교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자와 학생 상호간의 경험을 통합하여
선교적 기독교 사회복지의 모델을 정립한다.
GDT5000 세계선교운동사 History of the Word Missionary Movement3
초대교회와 중세를 거쳐 본격적인 서구 개신교회의 선교운동이 시작된 18세기말과 20
세기 초엽까지의 지난 2000년간의 선교운동사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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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학의 전 학문분야를 연구하며 전문적인 선교 지도
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선교학의 각 분야에서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적 능력 배양
본 세계선교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1-1. 현대의 세계 선교 현장을 이해하며 통찰력을 가진다.
1-2. 선교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분석, 종합, 평가,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1-3 선교학
과 연관성이 있는 타 학문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여 창조적인 선교 이론을 연
구 개발한다.
1-4. 한국교회의 선교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선교 이론을 창출한다.
1-5. 타문화권에서 나온 선교 이론과 학문과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한다.
2. 선교학의 학문과 실제의 전문 인력 양성
본 세계선교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2-1. 학문적 소양 능력을 갖춘 선교학자 및 선교지도자를 양성한다.
2-2. 선교 현장과 실무를 담당할 선교사 및 선교 전문가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2-3. 선교 현장의 실천과 선교학 이론을 창조적 긴장과 상호보완의 원리로 통합하는 전문
성을 배양한다.
2-4. 세계화, 다원주의, 상황화의 도전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지도력을 갖춘다.
2-5. 선교적 영성과 통전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전문적 능력을 양성한다.
3. 타문화권 선교 현장의 사역에서 요구되는 선교 지도자를 교육하고 국제적이고
통문화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에큐메니칼 지도자 양성
본 세계선교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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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배양한다.
3-2. 선교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다양한 사역유형을 분석, 평가, 종합하여 상황에 적합한
선교이론을 개발하고 실천하게 한다.
3-3. 선교 협력과 공동의 증언을 주도하는 폭넓은 선교지도력을 양성한다.
3-4. 통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천을 탐구하며 새로운 모델을 개발한다.
3-5.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전하는 에큐메니칼 선
교 지도자로 훈련받는다.
3-6. 전문적인 선교 사역자의 자질을 갖추며 선교 현지에서 선교 교육과 사역을 겸비한
선교 지도력을 갖춘다.
4. 세계 선교를 위하여 외국인 선교 전문 인력과 선교 현지 교회 지도자 교육 · 양성
본 세계선교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4-1. 선교현장의 미래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외국인 선교 지도자로 양육된다.
4-2. 신학과 선교학 양자를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선교학에 대한 전분적인 학문성을
고양한다.
4-3. 선교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연구와 학문적 교수 능력을 개발한다.
4-4. 선교현장에 세워진 교회의 자립, 자치, 자전 및 자신학화를 주도한다.
4-5. 선교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진정한 세계교회공동체
형성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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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및 헌법에 따라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선교학의 전 학문분야를
연구하며 전문적인 선교 지도자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대학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이하 “세계선교대학원”이
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학위과정) 세계선교대학원은 선교학 전공 선교신학석사 학위과정과 문학석사 학
위과정을 둔다.
제 4 조 (학과 및 입학정원) 세계선교대학원 설치하는 과정별 학과 및 그 입학정원은 다
음과 같다.
∙ 선교학과 : 25명
제 5 조 (수업시기) 세계선교대학원은 주간 대학원으로서 수업 시기는 주간에 한다.
제 6 조 (수업방법) 세계선교대학원은 수업시간에 한국어와 영어를 병용해서 강의한다.
제 2 장

입

학

제 7 조 (입학시기) 세계선교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8 조 (입학자격) 세계선교대학원의 입학은 인종, 성별, 국적의 차별 없이 다음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계선교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또
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한다.
1. 문학석사 학위과정
가. 수세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나.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를 소지자한 사람
다. 전문인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
라. 3년 이상 선교현지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
마. 현지 선교사
2. 선교신학석사 학위과정
가. 수세 후 5년 이상을 경과한 사람
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신학교육을 수학한 사람 또는 신학석사 학위과
정을 이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다. 해외 주재 선교사는 3년 이상 선교 현지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와 동등
한 자격을 갖춘 사람
라. 외국인학생은 본국의 교단과 학교 또는 선교 본부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위
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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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인학생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또는 영어로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사
람은 TOEFL 550점을 취득해야 한다.
바. 한국학생은 TOEFL 55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영어 입학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
다.
사. 해외 주재 선교사와 외국인학생의 입학전형의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별 도로 규
정한다.
제 9조 (편입 및 재입학) 세계선교대학원은 편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위원회를 거쳐 원장이 허락할 수 있다. 세계선교대학원에 의하여
퇴학한 사람이 5년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석사과정에 한하여 허
용될 수 있으며,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과목, 학점, 수료

제 10조 (수업 및 재학연한) 세계선교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하며 재학연
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1조 (이수과목) ① 세계선교대학원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전공과목과 부전
공과목으로 한다.
② 수강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세계선교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 (타 대학원 학점인정) 세계선교대학원과 협정 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제 13조 (수업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강전 세계
선교대학원 원장이 공포한다. 일단 결정된 시간표는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
제 14조 (연구 보고서) 세계선교대학원 학생은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특수 연구과제에 대
한 연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이수학점) 학생이 과정 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으로 하며,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6조 (수료 시기)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제 4 장

학생 준칙,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17조 (학생준칙) 세계선교대학원 학생은 세계선교대학원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세계선
교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제 18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5분의 4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세계선교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9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세계선교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0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제출하여 세계선교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1조 (제적) 세계선교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칙 또는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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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 5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 22조 (장학금 및 연구비) 세계선교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사람은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제 23조 (장학생 선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는 학생은 해당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6 장

세계선교대학원위원회

제 24조 (구성) 세계선교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과 각 대학원장과 각 분야
의 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각 원장이 속한 분야는 해당 원장이 겸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 25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의 입학, 제적, 수료,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설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반 규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세계선교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27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며,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장

학

위

제 28조 (학위종별 및 시험)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선교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와 문학석사(Master of Art)학위를 수여한다. 단,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 그리고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29조 (학위수여) 세계선교대학원의 학위수여는 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
이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0조 (시행세칙) 기타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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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준용규정) 상벌 및 기타 이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본 대
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부
1.
2.
3.
4.
5.
6.

이
이
이
이
이
이

학칙은 1994년 3월
개정학칙은 1997년
개정학칙은 2000년
개정학칙은 2005년
개정학칙은 2005년
개정학칙은 2012년

칙

1일부터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Ⅴ. 세계선교대학원 학칙 및 교육과정

353

세계선교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세계선교대학원 학칙 제29조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
선교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학위와 문학석사
(Master of Art) 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학위수여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갖는다.
1.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30학점 : 논문 6학점 포함)
2. 취득 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3.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사람
6. 재학연한(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4 조 (학위수여) 석사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계선교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
기로서 수여한다.
제 5 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1.
2.
3.
4.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4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는 이전에 수여한 학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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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학칙 및 학위수여 규정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선교학 전공에 선교신학석사학위(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과
정과 문학석사학위(Master of Art)과정을 둔다.
제 2 장

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 (입학자격) 세계선교대학원 입학자격은 세계선교대학원 학칙 제8조에 준한다.
1. 문학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선교신학석사학위 과정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제 4 조 (입학지원 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전형) 세계선교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
전형을 시행한다.
1. 서류전형
2. 면
접
제 6조 (외국인학생 입학) ① 정규 유학생은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학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서류전형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특별학생 및 단기학생은 학칙 제8조에 의하지 않고 특별 학생 또는 단기
학생으로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은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들은 2학기 이상 3학기 내에 석사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하고 귀국
한다.
⑤ 외국인 학생들은 본 대학교에서 체류하여 수학하는 학기만 등록금을 납입한다(잔
여학기 등록금은 감면한다).
제 7 조 (선교사 입학) ① 학칙 제8조 2호의 가, 나, 다, 사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교지
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세계선교대학원 학생 입학 정원의 50% 이내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선교사 입학생의 수업연한은 시행세칙 제6조 제4항에 준하다.
④ 선교사 입학생의 등록금은 시행세칙 제6조 제5항에 준하다.
⑤ (선교사 연구생/특별학생) 시행세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지 않고 연구생으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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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허가할 수 있다. 연구생은 1학기에 2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연구생이 정규학
생으로 입학할 경우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선교사 연구생/특별학생의 등록금은 학점등록으로 하고, 연구생이 정규학생으로
입학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그 차액을 납입한다.
제 8 조 (재입학) ①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 재입학 원서를 교학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을 허락받은 사람은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제 9 조 (재입학생 및 학점의 인정) 학칙 제9조에 준하여 재입학하기 전 5년 이내에 이
수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 10조 (재입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연
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3 장

수업시기, 교육과정, 학점, 수강신청, 성적

제 11조 (수업시기) 학칙 제5조에 준하여 수업 시기는 주간에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락을 얻어 임시로 야간수업, 또는 계절학기에 집중수업
을 할 수 있다.
제 12조 (교육과정) 세계선교대학원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기별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학칙 제12조에 준하여 본 세계선교대학원과 협정 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 서 정
식 절차를 밟아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 13조 (취득학점) 최저 취득학점은 필수과목: 12학점, 선택과목: 12학점, 논문: 6학점,
계: 3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제 14조 (개설과목) 석사과정의 개설과목은 세계선교대학원 교육과정표와 같다.
제 15조 (학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학과목 개설신청서’를 세계선교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개설과목의 수) 매 학기 2과목 이상 6과목 이내를 개설할 수 있다(한국어, 영어
강의).
제 17조 (수강생의 수) 개설되는 교과목은 수강생이 최소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
설한다. 다만, 수강생이 1인일 경우에 세계선교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인지도
로 할 수 있다.
제 1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 기한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어떤 사유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와 함께 등록카드를 교학실에
제출해야만 등록 학생으로 간주한다.
제 19조 (수강신청 변경) ① 수강 과목의 취소,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 취소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수강을 취소할 과목의 담당교원으로
부터 확인을 받고 제출한 수강표를 반환받아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③ 임의로 변경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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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한다.
제 20조 (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 교원이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교학실에 성적 보고
서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 교원이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장과 총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고된 성적은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
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동 학생에게 해당학기
종료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하되 B등급
이하만을 줄 수 있다.
⑤ 위 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 F학점 로 처리된다.
⑥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 평균에 가산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 21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등록
으로 구분하다.
②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전 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③ 학위 과정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학
점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④ 학점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 재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⑤ 납입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 22조 (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
는 학생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세계선교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다(남학생의 경우 2학기).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중 임신의 경
우 ‘임신진단서’를 출산·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
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 확인서를 군입대 후 3개월 이내에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휴학원은 등록 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⑦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학기 20일 이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 23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 제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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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일로부터 20일까지 교학실에 복학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4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사람
3. <삭제>
4. 학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 5 장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제 25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정정원을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6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26조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 과목 : 본 세계선교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
3조 3항에 의하여 영어로 한다(TOEFL 500점 이상인 사람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
다.)(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② 외국인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③ 시기 : 매 학기말
④ 재시험 : 불합격한 사람은 2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27조 (석사과정 종합시험과목) ① 종합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한다(전공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
② 외국인학생도 1항에 준한다.
③ 시기 : 매 학기말로 한다.
④ 재시험 : 불합격한 사람은 2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 28조 (수험료) 석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시험에 대해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제 7 장

학위 청구 논문

제 29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선교신학석사(Th. M. in Missiology) 및 문학석사(M. A.)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5학기 이상 정규 등록(단, 외국인 선교사는 2학기 내지 3학기)을 필한 사람
2. 과정 최저 이수 학점을 취득한 사람
3. 과정 평점 3.0 이상인 사람
4. 종합시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삭제>
6. 학위 청구 논문 제목 허가를 받고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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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주심과 부심)
30조 (논문의 구비사항)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 2. 인준서 / 3. 목차 / 4. 표목차 및 그림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논문 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 것) 6. 본 문 / 7. 참고 문헌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1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논문의 분량은 본 세계선교대학원이 지정하는 A4 컴퓨터
용지(doule space)로 60매 이상으로 한다.
32조 (논문 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 논문 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로 하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학
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가 부심을 선정한다.
33조 (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논문 심사 시
에 1부, 논문 구술시험 시에는 3부를 소정 기일 내에 세계선교대학원에 제출하여
야 한다.
34조 (심사위원 선정) 구술시험에는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35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6조 (논문심사의 기준) 청구 논문 심사 결과표에 논문의 성적을 기재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37조 (논문의 판정) 석사과정은 구술시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여
부를 결정한다.
38조 (학위논문 제출부수) 선교신학석사과정(Th. M. in Missiology) 및 문학석사학위
(M. A.)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부수는 하드카바 5부와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39조 (학위논문 심사료)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학기 등
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1.
2.
3.
4.
5.
6.
7.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29조 5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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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선교신학(문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0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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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대학원 교과과정표

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선교학과
(Th.M.)

전선

전필
선교학과
(M.A.)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MT8113

교회성장이론

3

GMT0341

교회와선교

3

GMT0625

선교운동사

3

GMT8111

성서선교신학 I

3

GMT8114

타문화권선교연구

3

GMT8112

현대선교신학

3

GMT09272

21세기세계선교

3

GMT09332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3

GMT0624

문화인류학

3

GMT8214

바울선교신학

3

GMT8310

선교역사

3

GMT8316

선교연구방법론

3

GMT8116

선교와문화인류학

3

GMT8115

선교와 에큐메니즘

3

GMT8318

선교와민간종교

3

GMT8217

선교인력개발

3

GMT8218

선교현장연구

3

GMT8117

세계종교연구

3

GMT9216

타문화권선교실습

3

GMT08962

특수선교(도시선교)

3

GMT9113

선교운동사

3

GMT9111

선교의성경적기초

3

GMT9112

선교학개론

3

GMT0626

세계종교연구

3

GMT0932

연구방법론

3

GMT9114

전도와교회성장학

3

GMT8114

타문화권선교연구

3

GMT9117

현대선교신학

3

GMT09331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3

GMT9215

선교사인물연구

3

GMT9214

선교와지도자훈련

3

GMT9218

선교와문화인류학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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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선교학과
(M.A.)
야간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MT0475

선교현장연구와실습

3

GMT9217

전도의이론과실제

3

GMT9216

타문화권선교실습

3

GMT08963

특수선교(도시선교)

3

GMT9301

선교와교회

3

GMT9302

선교와문화,종교

3

GMT9303

선교운동사

3

GMT9304

선교의성경적 기초

3

GMT9305

선교학개론

3

GMT9306

선교현장연구와실습

3

GMT9307

전문인선교

3

GMT9308

현대선교신학

3

GMT9309

전도와교회성장학

3

GMT9310

선교사인물연구

3

GMT9311

선교와지도력훈련

3

GMT9312

선교와문화인류학

3

GMT9313

특수선교(도시,농어촌,빈민 등)

3

GMT9314

전도의이론과실제

3

GMT9315

북한선교이론과실제

3

GMT9316

이슬람선교의이론과실제

3

GMT9317

치유와상담

3

GMT9318

선교와에큐메니즘

3

GMT9319

전인적지역사회개발선교

3

GMT9320

선교와여성리더십

3

GMT9321

평신도선교역사

3

GMT9322

타문화적응과언어습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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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대학원 교과목 해설

[선교학과(선교신학)]
● GMT8113 교회성장이론 Theory of Church Growth
교회 성장학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을 학문적으로 종합 평가하며, 이론적인 바탕에 포괄
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성경적, 신학적 이론을 연구하므로 교회 성장의 원리를 정립한다.
● GMT0341 교회와선교 Church and Mission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소명을 밝혀보고 선교적인 교회상을 형성하도록 하며, 교회와 선
교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
● GMT9113 선교운동사 Missionary Movement in History
세계선교 천년의 역사를 개관한다. 천년 동안 진행되어온 선교역사를 시대별로, 교파별
로 개관함으로, 각 시대, 각 교파의 선교 특징을 파악하고, 선교를 위한 교훈과 지혜와
선교적 열정을 배운다.
● GMT8111 성서선교신학 I Biblical Theology of Mission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 선교를 포
괄적으로 연구한다. 성경을 기초한 선교신학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하나님의 사역자
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의 통치하심을 연구한다.
● GMT8114 타문화권선교연구 Cross-Cultural Mission
다양한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타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단일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들을 연구하므로 어떻게 한 문화권에서 다른 한 문화권으로 복음을 효율적으
로 전달할 것인지 타문화권 선교의 방법을 모색한다.
● GMT8112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현대 선교신학을 예수님의 위대하신 명령에 비추어서 연구, 평가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와 복음주의 입장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비교 연구함으로 통전적인 선교관을 정립한다.
Vatican Ⅱ 이후의 로마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선교신학의 변화와 발전을 비교 연구한
다. 20세기에 발전된 선교신학의 변화들을 개관하고 현대 선교신학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며 주제별로 연구한다.
● GMT0927 21세기세계선교 21st Century Mission
1. 현대 선교의 흐름을 이해한다.
2. 21세기 세계 선교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해한다.
3. 그 주제에 나타난 선교적 도전을 식별하며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 신학과
방법을 알게 한다.
● GMT0933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The Piety's Mission and Asia Mission Today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세계 개신교선교에 끼친 영향을 살핀다. 또한 북반부 지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남반부 지역, 특히 아시아 선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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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행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발전적
선교행태를 논한다.
GMT0624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기본적인 문화 인류학을 선교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므로 선교 현장을 이해하며, 통찰력
을 기르며, 문제점들을 발견하여 새로운 선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타문화권에
기독교 선교를 하는데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선교의 방법을 발견하게 된다.
GMT8214 바울선교신학 Pauline Theology of Mission
바울이 다른 문화권에서 또는 이색 문화권에서 전도, 양육, 교회개척, 교회를 성장시켰
던 선교 방법을 연구한다. 바울의 선교정신과 전도전략에 비추어서 현대 교회의 선교
정책과 선교 전략을 분석하고 평가하므로 새로운 선교 방법을 모색하다.
GMT8310 선교역사 Mission History
역동적인 기독교 선교 운동을 사도 시대부터 현대까지 각 시대, 선교 단체, 선교 지도
자들과 선교 운동을 분석 연구한다. 특히 한국선교 역사를 연구하므로 미래를 향한 선
교의 비젼과 통찰력을 가지도록 한다.
GMT8316 선교연구방법론 Mission Research Methodology
선교학도 신학의 한 분야로서 학문적인 체계화를 이루어야하기에 연구과정에 필요한
여러 준비단계(주제선정, 문제제기 등)와 자료수집, 주제에 따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
학문적 글쓰기와 형식(각주, 문단나누기 등)에 대해 연구한다.
GMT8116 선교와문화인류학 Mission & Cultural Anthropology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문화인류학을 통하여 인간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어, 선교 현장을 바르게 인식하며, 지난날의 기독교 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를 토대로 바른 선교의 길을 탐구한다.
GMT8115 선교와에큐메니즘 Mission and Ecumenism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대회에 나타난 정신과 주제들을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여 에큐메
니칼 선교적 지평을 배워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선교적 책임과 지도력의 방향을 모색
하고자 한다.
GMT8318 선교와민간종교 Study of Folk Religion
이전에는 미신이나 우상숭배로 간주되던 민속종교를 세계관과 문화의 관점에서 학문적
으로 고찰하며, 미분화되고 내재된 공동체의 의식과 기억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바람직
한 선교의 통찰력을 얻는 연구이다.
GMT8217 선교인력개발 Mission Leadership Development
선교 사역을 위한 인력을 개발하고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지도자적 능력을 강화시키
는 것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지도자의 모델을 소개함으로 교회
가 어떻게 올바른 선교 인력을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연구한다.
GMT8218 선교현장연구 Mission Field Study
본 대학원의 석사 과정 재학생 중에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 가서 단기간의 경험과 사역
을 통해서 현장 연구 또는 실습을 하게 한다.
GMT9216 타문화권선교실습 Mission Practicum
타문화권 선교현지를 답사하여 그곳의 실제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현지의 교
회와 기독교기관 및 선교단체들의 지도를 받아 현지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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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GMT0896 특수선교(도시선교)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선교학과(선교문학)]
● GMT9113 선교운동사 Mission History
세계선교 천년의 역사를 개관한다. 년 동안 진행되어온 선교역사를 시대별로, 교파별로
개관함으로, 각 시대, 각 교파의 선교 특징을 파악하고, 선교를 위한 교훈과 지혜와 선
교적 열정을 배운다.
● GMT9111 선교의성경적기초 The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1)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함
2) 선교의 근거를 신구약 성경에서 찾음
● GMT9112 선교학개론 Introduction to Missiology
선교학개론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성경에 기초한 선교
신학과 교회 역사에 대한 선교신학의 역사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며, 현
대 선교의 다양한 흐름들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신학을 정립한다.
● GMT0626 세계종교연구 Study of World Religions
세계의 여러 가지 종교들 즉 무속종교,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의 교리와 세계
관, 의례와 종교 공동체 그리고 집합적인 종교 경험등, 종교의 구성 요소들을 비교 연
구한다. 특히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세계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의 입지를 마련하고 양자 간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고 접합점을 찾아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모색한다.
● GMT9116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의 연구 방법과 논문 작성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 GMT9114 전도와교회성장학 Evangelism & Church Growth
전도와 교회 성장의 이론적 기초를 공부하고 학생 상호 간의 경험을 통합하여 한국문
화에 적절한 교회 성장의 모델을 수립한다.
● GMT8114 타문화권선교연구 Cross-Cultural Mission
다양한 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타문화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특히 단일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들을 연구하므로 어떻게 한 문화권에서 다른 한 문화권으로 복음을 효율적으
로 전달할 것인지 타문화권 선교의 방법을 모색한다.
● GMT9117 현대선교신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현대 선교신학을 예수님의 위대하신 명령에 비추어서 연구, 평가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와 복음주의 입장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비교 연구함으로 통전적인 선교관을 정립한다.
Vatican Ⅱ 이후의 로마 카톨릭 신학과 개신교 선교신학의 변화와 발전을 비교 연구한
다. 20세기에 발전된 선교신학의 변화들을 개관하고 현대 선교신학의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며 주제별로 연구한다.
● GMT0933 경건주의선교와오늘의아시아선교
The Piety's Mission and Asia Mission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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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세계 개신교선교에 끼친 영향을 살핀다. 또한 북반부 지역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 남반부 지역, 특히 아시아 선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
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형탤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발전적 선교
행태를 논한다.
● GMT9215 선교사인물연구 Study of Mission Legacies
이천 년 기독교 선교역사에 독특하고 모범적인 사역을 한 선교사 인물 중심으로 그들
의 회심과 소명, 영성과 가족과 교육적 배경, 사역의 분야와 특성, 협력에 대한 자세 등
을 연구한다.
● GMT9214 선교와지도자훈련 Mission and Leadership Development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독교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고 지도자의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도자 개발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과 이슈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지도자로서의 자신을 재규
명하고, 사역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혹은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돕기 위해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GMT9218 선교와문화인류학 Mission & Cultural Anthropology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문화인류학을 통하여 인간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어, 선교 현장을 바르게 인식하며, 지난날의 기독교 역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
를 토대로 바른 선교의 길을 탐구한다.
● GMT0475 선교현장연구와실습 Study and Practice of Mission Field
선교 이론과 현장의 실천을 연결하는 과목으로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선교현장을 방문
한다.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배운다. 선배 선교사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경험을 듣고 선교학적으로 성찰한다.
● GMT9217 전도의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Evangelism
전도학의 기초이론 습득과 최소한의 전도경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전도
인이 되는 실제적인 훈련과 다른 그리스도인을 전도인이 되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을 경험한다.
● GMT9216 타문화권선교실습 Mission Practicum
타문화권 선교현지를 답사하여 그곳의 실제적인 환경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현지의 교
회와 기독교기관 및 선교단체들의 지도를 받아 현지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GMT0896 특수선교(도시선교) Urban Mission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하여 도시 목회와 선교의 신학을 정립하고 실천방향을
탐구한다.
● GOT0351 구약성서연구
구약성서의 구조와 주요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전공분야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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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기독교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교육목회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아울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서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새로
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적 사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적
1. 기독교교육 지도자로서의 학문적 자질과 경건 훈련을 실시한다.
2. 교회 내에서의 예배, 교제, 봉사, 선교 등의 다른 목회 영역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협력
함으로써 교회를 봉사한다.
3. 교회, 학교, 가정, 사회 등의 다양한 현장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4. 다양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양
성한다.
5.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지도력을 양성한다.
6. 세계교회 및 신학기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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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조와 헌법에 입각하여
기독교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과 그들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기독교교육 분야
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그 목적으로 교육법
제 108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조 (명칭) 교육대학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교육대학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 (과정)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4 조 (학과 및 정원) 교육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 교육학과(기독교교육 전공) : 31명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 5 조 (입학시기) 교육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입학자격) 본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세 후 3년 이상 된 사람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
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2. 교역학석사(M. Div.)학위 소지자
3. 기타 교육부장관이 전 각 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7 조 (편입 및 재입학) 교육대학원에 편입은 허가할 수 없다.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자격은 본 교육대학원에서 퇴학한 학생이 10년 이내에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에 허락하고,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8 조 (등록) ① 교육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된 사람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과목, 학점, 수료

제 9 조 (수업 및 재학연한) 교육대학원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 10조 (이수과목) ① 교육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
로 한다.
② 수강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타 대학원 학점 인정)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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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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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다.
(수업시기) 교육대학원의 수업 시기는 야간에 한다.
(수업 시간표)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 전 교육
대학원 원장이 공포한다. 일단 결정된 시간표는 학기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
(과정 이수 학점) 학생이 과정 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
(논문 6학점 포함)으로 한다. 논문은 현장 연구보고서의 형식을 취한다.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 학점취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학과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료시기)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학위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
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
다. 다만 학위논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특수생

제 18조 (공개강좌) ① 교육대학원은 직무, 교양,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
람을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마
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19조 (연구생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은 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전항의 연구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20조 (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서식 1에 의한 연
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21조 (외국인 특수생) ① 교육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학생준칙, 휴학, 복학 및 제적

제 22조 (학생준칙) 교육대학원 학생은 본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대학원 원장의 지도
를 받아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제 23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5분의 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는 휴학원을 제출, 교육대학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4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 원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제적) 교육대학원 학생으로 학칙 또는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
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 6 장

장학금 및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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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조 (장학금 및 연구비) 교육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사람
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27조 (장학생 선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해당지도 교수의 추천
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7 장

교육대학원위원회

제 28조 (구성) 교육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학원위원
회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과 각 대학원장과 각 분야의
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각 원장이 속한 분야는 해당 원장이 겸한다. 위원장은 대
학원장으로 한다.
제 29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30조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1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 8 장

보

칙

제 32조 (시행내규) 기타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3조 (준용규칙)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1.
2.
3.
4.

이
이
이
이

학칙은 1996년 3월
개정학칙은 1998년
개정학칙은 2006년
개정학칙은 2012년

칙

1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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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

호

연구 실적증 명서

성

명 :

19

위 사람은 본 교육대학원에서
년

월

일까지

년

(

년

월

월

일 부터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학위)

인

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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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대학원 학칙 제17조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 교육학석사(Master Art in Christian Education)학위를 수여한다.
제 3 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갖는다.
1.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저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30학점 : 논문 6
학점 포함)
2. 취득 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3. 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학위 청구논문(현장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사람
6.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4 조 (학위수여) 석사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에 의한 학위기로
서 수여한다.
제 5 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1.
2.
3.
4.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4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는 이전에 수여한 학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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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및 학위 수여 규정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교육학석사 학위 과정(Master Art in Christian Education)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 기독교교육
제 2 장

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 (입학자격) 교육대학원의 입학 자격은 교육대학원 학칙 제6조에 준한다.
제 4 조 (입학 지원 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전형)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
를 시행한다.
1. 시험과목 : 기독교교육
2. 면접(면접 시 영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6 조 (재입학) ① 학칙 제7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 재입학원서를 교학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을 허락받은 사람은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제 7 조 (재입학 취득학점의 인정) 학칙 제7조에 준하여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의 학
점은 인정한다.
제 8 조 (재입학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
연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3 장

수업시기, 교육과정, 학점, 수강신청, 성적

제 9 조 (수업시기) 학칙 제12조에 준하여 수업은 야간 및 계절학기에 집중강의로 한다.
제 10조 (교육과정)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기별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정식절
차를 밟아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 11조 (취득학점) ① 교육대학원 학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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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교육학
석사
(M.A.
in
Ch.
Ed.)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전 공

선택(전공이외의
과목에서)

논 문

계

일반대학출신자(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제외)

24학점

신학:15학점
기독교교육:9학점

6학점

54학점

대학에서 기독교교육
전공자

24학점

신학: 15학점
(선수)

6학점

45학점

기독교교육:9학점

6학점

39학점

6학점

30학점

구 분

일반대학 출신자로서 교역 24학점
학석사(M. Div.)학위 소지자
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
공한 자로서 교역학석사
(M. Div.)학위 소지자

24학점

비 고

② 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는 전공과목 외에 대학원위원
회가 승인한 신학과목을 매 학기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③ 기독교교육 비전공자로서 교역학석사(M. Div.)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5학기 동
안에 39학점(논문 6학점 포함)을 수강해야 한다.
④ 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교역학석사(M. Div.)학위 소지자는 5학기 동안
30학점(논문 6학점 포함)을 수강해야 한다.
(개설과목) 석사과정의 개설과목(교직과목 포함)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표와 같
다.
(학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학과목개설신청서’를 교육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강생의 수) 개설되는 교과목은 수강생의 최소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
설한다. 다만, 수강생이 1인일 경우에 교육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인지도로 할
수 있다.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
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한다.
(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원이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성적보고서를 교학
실에 보고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
에는 담당교원이 그 사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장
과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고된 성적은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
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동 학생에게 해
당 학기 종료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
하되 B등급 이하만을 줄 수 있다.
⑤ 위 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 F학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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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 평균에 가산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 17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 등록, 학기 등록, 재입학 등록, 논문 등록, 연구생
등록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전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
지 학점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④ 학점은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재
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⑤ 납입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 18조 (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
는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육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임신·출산·육
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다(남학생의 경우 2학기).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중 임신
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출산·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3개월 이내에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휴학원은 등록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
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⑦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학기 20일 이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
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 19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학기 초 등
록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제적 처리된다.
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일로부터 20일까지 교학실에 복학원을 제출해
야 한다.
제 20조 (제적)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등록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사람
3.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4. 학칙 제2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 5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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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하여 정정원을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6 장

학위청구논문

제 22조 (학위논문 제출 자격) 교육학석사(M. A. in Ch. Ed)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학위논문은 현장연구보고서의 형식을 취한다.).
1.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사람
2. 과정 최저 이수 학점을 취득한 사람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과정 평점이 3.0이상인 사람
6. 학위청구 논문제목 허가를 받고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사람
7.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주심과 부심)
제 23조 (논문의 구비 사항)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 차
4. 표목차 및 그림 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논문 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 것)
6. 본 문
7. 참고문헌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24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논문의 분량은 교육대학원이 지정하는 A4컴퓨터 용지
(double space) 60매 이상으로 한다.
제 25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대
학교의 교수, 부교수로 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가 부심을 선정하다.
제 26조 (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작성자는 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논문심사 시에
1부, 논문 구술시험에는 3부를 소정기일 내에 교학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조 (심사위원 선정) 구술시험에는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8조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구술시험의 절차는 주심, 부심의 합
의하에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구술시험에 임한다.
제 29조 (논문심사의 기준) 청구논문 심사결과표에 논문의 성적을 기재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제 30조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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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논문의 판정) 석사과정은 구술시험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 32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교육학석사(M. A. in Ch. Ed.) 학위 논문제출 부수는 하
드카바 5부와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 33조 (학위논문 심사료)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소정의 심사료를 논문학기 등
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1.
2.
3.
4.
5.
6.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이 규정은 2009년12월 1일부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22조
7.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칙

시행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시행한다.
4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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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육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학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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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과과정표

전공분야

교육대학원

이수분야

전필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CE5019

가정교육

3

GCE5025

교사훈련교육

3

GCE5026

교수방법

3

GCE5021

교육과미디어

3

GCE5027

교육리서취

3

GCE5033

교회교육론

3

GCE5012

교회교육프로그램개발

3

GCE5017

교회교육행정

3

GCE5011

교회교육현장론

3

GCE5040

기독교교육과레크레이션(놀이)

3

GCE5041

기독교교육행정

3

GCE5032

기독교교육현장론

3

GCE5035

기독교학교교육

3

GCE5020

노인교육

3

GCE5023

상담과교육

3

GCE5015

성서교수법

3

GCE5031

성서교육방법

3

GCE0522

성인교육

3

GCE0551

아동교육

3

GCE5018

영성교육

3

GCE5022

예배와교육

3

GCE0631

인간성장발달론

3

GCE5014

청소년교육

3

GCE5028

교육실습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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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교과목 해설

[교육학과]
● GCE5019 가정교육 Family Education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
면서 동반자로서의 삶을 사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 교육은 가정생활의 발달적 필요와
위기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의 및 치유교육을 중점으로 다룬다. 그외에도 부부,
부모 - 자식, 자식 - 부모, 성인자녀 - 부모에 관한 교육도 포괄적으로 다룬다.
● GCE5025 교사훈련교육 Teacher Training in Church School
교회의 교육사역에 있어 가르침의 직임을 맡은 교사들의 위치와 역할은 교회교육의 성
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교사 및 가정의 자
녀양육 과정에서 교사로서의 부모의 위치와 역할이 복음의 빛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어
야 한다. 본 과정은 가정, 교회, 학교에서의 크리스쳔으로서의 교사의 위치와 역할을 재
해석하면서 특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발굴 및 훈련과정, 그리고 교사임명과 계속교육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기술제공에 초점을 둔다.
● GCE5026 교수방법 Teaching Method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 방법론을 이론적으로, 실제적으
로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며 신앙성장을 위
한 가르침의 역할을 규정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방법들을 학습한다. 기독교 신앙의 지
적, 정적, 의지적, 사회적, 초월적, 관계적 차원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GCE5021 교육과미디어 Education and Media
멀티 미디어에 관한 기초 지식을 숙지하여 이를 교회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본 과목의 목적이 있다. 과목의 내용은 멀티미디어에 관한 지식
및 순 기능과 역기능적 측면, 그리고 실제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함양을
포함한다.
● GCE5027 교육리서취 Educational Research
기독교교육에 필요한 연구조사방법론의 주요 개념들과 다양한 연구방법들, 연구보고서
분석 및 작성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본다.
● GCE5033 교회교육론 Theory of Church Education
교회의 교육적 사역에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에 대한 기술을 다룸으로써 보다 전
문적인 교육 실천가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 GCE5012 교회교육프로그램개발
Development of the church Educational Program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이론 가운데 커리큘럼에 속한 핵심 요소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교
육의 과정에서 교육자로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
다. 본 과정은 1)교육과정이론에서 위치한 프로그램의 본질적 성격을 규명하고, 2)교육
이 “기독교적”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론과 실제모델들을 교육현장별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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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령층별로 구체화 하는 기술과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GCE5017 교회교육행정 Administration in Church Education
이 과목은 교육목회를 위한 행정과 지도력의 이론적 틀과 실제적인 방안을 정립하는데
있다. 교육행정의 신학적 기초, 일반학문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원칙, 교회조직의 특성과
행정의 관계, 교육행정의 원리와 과정, 교육목회에 있어서의 지도력의 개발 등을 다룰
것이다.
GCE5011 교회교육현장론 Agencies for Christian Education
교회교육은 기독교교육현장(가정, 교회, 학교, 사회)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 교회교육이 교회의 본질에 속한 사역임을
전제로 본 과정은, 1)교회의 본질과 교육사역의 본질을 다루고, 2)교육구조측면에서 교
회교육의 현장을 먼저 전달한 후, 3)교회교육의 실제 현장들을 중심으로 교육내용과 방
법,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진단하면서, 4)문제점 발견과 원인분석 그리고 해결 해야 할
과제를 찾는다.
GCE5040 기독교교육과레크레이션(놀이) Christian Education and Play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이 자기주도적으로 몰입하여 가지는 경험 중심의 협동학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놀이는 논리와 타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과 느낌의
영역이다. 본 수업에서는 교회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놀이에 관한 다양한 기
법, 프로그램, 지도력을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다룬다.
GCE5041 기독교교육행정 Christian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이 과목은 참여하는 이로 하여금 기독교 교육과 행정의 관계에 대하여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또한 실무적이고 현장에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하여서 이론과 현
실이 접목되도록 한다.
GCE5032 기독교교육현장론 Field Theory in Christian Education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독교교육의 활동가와 교육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
육이론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다. 기독교교육이 행해지는 현장에 대한 탐구를 함
으로써 각 현장에서 이루어야 할 교육적 목표를 연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적 프로그램을 연구, 창조, 평가해 보도록 한다.
GCE5035 기독교학교교육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場) 중의 하나인 학교교육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로서 모든 교
육이 ‘하나님의 교육’임을 인식하고 오늘날 다양한 교육의 이슈들을 기독교교육적인 관
점으로 조망하고 분석하며 기독교학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이 과목의
목표가 있다.
GCE5020 노인교육 Education of Senior Adults
교회의 노인인구 증가는 미래 한국교회의 목회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넓고 다양한 관점
에서 교회의 노인인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는데 과목의 목적이 있다.
GCE5023 상담과교육 Education and Counseling
교회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생지도에 필요한 실제적인 상담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
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된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주로 상담의 기본 이
론들과 기법들로서 이들을 교회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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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E5015 성서교수법 Bible Teaching Method
교회교육에 있어서 성서교육의 중심성을 깨닫고 이를 충실히 감당하도록 돕는 과목이
다. 현대 기독교 교육의 제이론들을 통해서 성서교육의 핵심적 요소들(목적, 내용, 방
법, 교사, 학생, 환경, 평가 등), 성서연구의 기본원리, 성서교재의 집필기술, 변화의 역
동성 이해와 성령의 역할 등을 다룰 것이다.
● GCE5031 성서교육방법 Teaching Method in Bible Studies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성서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며, 성서교육의 제 방법들
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제로 적용해 봄으로써 다양한 대상과 현장에 따른 효과적인
성서교육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 GCE0522 성인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Adults
급증하는 지식과 정보화 과정에 직면해서 최근의 교육적 관심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을 위한 교육적 요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21세기의 역사적 도전에 부응한 교육
목회의 기능수행에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견할 때 교회교육은
성인의 삶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과정은, 1)성인 이해에 기초해서, 2)아
동교육(Pedagogy)과 구별짓는 성인학습이론(Andragogy)을 다루면서, 3)한국교회 성인
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현실진단 및 과제를 살피고, 4)효율적인 성인교육의 방향을 구체
적으로 모색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GCE0551 아동교육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교회교육의 기본이 되는 어린이 목회를 위한 이론정립 및 실제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에 대한 심리학적, 신학적 이해와 이에 기초한
어린이 목회를 위한 이론적 특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이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 예배, 성서교육, 교제, 경건성, 자아개발, 사회성 등을 포함한
다.
● GCE5018 영성교육 Spirituality in Christian Education
교회학교 장면에서 요구되는 영성개발을 위하여 계획된 과목으로서 영성에 관한 기본
이해와 영성 개발에 필요한 실제적인 방법을 연구 개발하게 된다.
● GCE5022 예배와교육 Worship and Education
예배의 일차적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예배의식은 참여자들의 삶에
실존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극히 “교육적”이라 할 수 있다. 본 과정은 (1)에배의 본질
과 기능을 신학적으로 다루고 (2)예배에 사용되는 여러 요소들(상징, 어휘, 의식등)에
대한 지식과 함께 (3)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의 각 계층에 부합되는 예배교육의 실제를
다룬다.
● GCE0632 이야기성경공부법 Narrative Methods of Bible Study
하나님의 창조, 구속, 완성을 향한 거대한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심
화할 수 있도록 성찰한다. 이러한 이야기로서의 성경적 특성 및 가능성을 고찰할 뿐 아
니라 이야기의 전개, 구성, 비교 등의 접근을 통해 성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 GCE0631 인간성장발달론 Human Development
1. 인간성장과 인간발달의 의미를 이해케 한다.
2. 구조주의 심리학, 심층심리학, 사회심리학, 해석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특성과 통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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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케 한다. 3. 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인간이해를 가능케 한다.
4. 인간발달론적으로 민감하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교육목회 방안 수립을 가능케 한다.
● GCE5014 청소년교육 Education for Youth Group
여기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지칭한다. 청소년교육의 목적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케 하며 또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님과 갖도록 하는데 있다. 이처럼 청
소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의 경험을 갖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
을 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자신들의 젊
음의 자원을 보존하며 개발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 및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데
청소년 교육의 목적이 있다.
● GCE5028 교육실습 Field work in Christian Education
종교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교생으로서의 준비,
실습, 평가 등을 시도한다. 종교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교사로서 알아야 하고 갖추어야
할 지식, 정보, 태도, 소양 등을 훈련할 뿐 아니라 실제 4~5주의 교생실습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체험을 하고 그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수행한다.
● GOT0351 구약성서연구
구약성서의 구조와 주요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전공분야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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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교육목적 및 목표

● 교육목적
교회음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그들의 계속 교육을 통하여 교회음악 분야의 발전 도모
및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적
1. 한국교회 교회음악분야의 전문지도자로서 필요한 교회음악의 이론과 실기 및 창작을 위
한 연구와 학습을 한다.
2. 교회음악 전담 사역자로서 필요한 실기교육 즉 지휘와 오르간을 중점으로 교육하며 성
악, 작곡 기타 관련 실기도 전공실기로 교육한다.
3. 한국교회음악의 문제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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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신조와 헌법에 입각
하여 교회음악분야의 전문 인력양성과 그들의 계속교육을 통하여 교회음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질적인 성장 그 목적으로 교육법 제
108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 2 조 (명칭) 교회음악대학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이하 ‘교회음악대학원’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과정) 교회음악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제 4 조 (학과 및 정원) 교회음악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 교회음악학과(교회음악 전공) : 18명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 5 조 (입학시기) 교회음악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6 조 (입학자격) 교회음악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세 후 1년 이상 된 사람
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음악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라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 예정자
2. 기타 교육부장관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7 조 (입학전형) 교회음악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다음의 전형을 실시한
다.
1. 실기시험
2. 면접시험(면접 시 영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편입 및 재입학) 교회음악대학원에 편입은 허가할 수 없다. 재입학은 1회에 한
하여 가능하며, 그 자격은 본 교회음악대학원에서 퇴학한 사람이 10년 이내에 동
일 과정에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에 허락하고, 퇴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줄 수 있다.
제 9 조 (등록) ① 교회음악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된 사람은 소정의 등록금을 기일 내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절차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3 장
제 10조 (수업 및 재학연한)

수업연한, 재학연한, 이수과목∙학점 및 수료
교회음악대학원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1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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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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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초과할 수 없다.
(수업일수) 교회음악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이수과목) ① 교회음악대학원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
목으로 한다.
② 수강 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회음악대학원의 교육과정은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타대학원 학점 인정) 교회음악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수업시기) 본 교회음악대학원의 수업 시기는 야간에 한다.
(수업 시간표) 매 학기 수업시간표는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
전 교회음악대학원 원장이 공포한다.
(과정 이수 학점) 학생이 과정 이수를 위하여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30학
점(논문 6학점 포함)으로 한다.
(학기당 취득학점) 학생은 매 학기 학점취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해당 학과
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료시기) ① 석사과정의 수료인정은 소정의 수업연한의 재학과 소정의 교과학
점 및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학위수여) 제16조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에게 소정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논문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졸업연주로 대체할 수 있
다.
제 4 장

공개강좌, 연구생 및 외국인 특수생

제 20조 (공개강좌) ① 교회음악대학원은 직무, 교양,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사람을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한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 21조 (연구생 자격) ①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
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사
람은 교회음악대학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은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제 22조 (연구실적 증명) 연구생으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서식1에 의한 연구
실적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 23조 (외국인 특수생) ① 교회음악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정원으로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 5 장

학생 준칙, 휴학, 복학 및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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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 (학생준칙) 교회음악대학원 학생은 교회음악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
회음악대학원장의 지도를 받아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
제 25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5분의 4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는 휴학원을 제출,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조 (복학)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제적) 교회음악대학원 학생으로 학칙 또는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적할 수 있다.
제 6 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 28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과목) 교회음악대학원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
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 택일
2. 종합시험 : 전공 2과목
제 29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시기) 외국어시험은 논문학기 전까지 합격하여야 하
며, 시험의 시기는 매 3월초, 9월초이며, 종합시험은 과정이수가 끝나는 학기말
에 시행한다.
제 30조 (외국어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2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
다.
제 31조 (수험료)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대해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제 7 장

장학금 및 연구비

제 32조 (장학금 및 연구비) 교회음악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
한 사람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 33조 (장학생 선정)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해당지도 교원의 추천
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 8 장

교회음악대학원위원회

제 34조 (구성) 교회음악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대학원
위원회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과 각 대학원장과 각 분야
의 교원 1인으로 구성하되 각 원장이 속한 분야는 해당 원장이 겸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 35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생의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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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회음악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7.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회음악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3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37조 (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 9 장

보

칙

제 38조 (시행내규) 기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9조 (준용규칙)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부
1.
2.
3.
4.

이
이
이
이

학칙은 1997년 3월
개정학칙은 1998년
개정학칙은 2005년
개정학칙은 2012년

칙

1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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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제

호

연 구실적 증명서

성

명 :

19

위 사람은 본 교회음악대학원에서
년

월

일까지

(

년

년

월

월

일생

일 부터

)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학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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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회음악대학원 학칙 제19조에 의거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 교회음악대학원에서는 음악학석사(Master of Church Music)학위를 수여한
다.
제 3 조 (학위 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자격을 갖는다.
1.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저 학점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사람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학위청구 논문심사 또는 졸업연주에 합격한 사람
6. 재학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 4 조 (학위수여) 석사과정의 모든 요건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소정의 학위를 별지 서식에 의한 학
위기로 수여한다.
제 5 조 (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 또는 기타 정당하지 않은 사유
로 인하여 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부
1.
2.
3.
4.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3조 4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 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5조는 이전에 수여한 학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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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학칙 및 학위 수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 교회음악석사 학위 과정(Master of Church Music)에 다음과 같은 전공
을 둔다.
∙ 교회음악학
제 2 장

입학 및 재입학

제 3 조 (입학자격) 교회음악대학원 입학 자격은 교회음악대학원 학칙 제6조에 준한다.
제 4 조 (입학 지원서류) ① 입학 지원자는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입학전형) 교회음악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발
고사를 시행한다.
1. 실기시험
2. 면
접
제 6 조 (재입학) ①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 재입학원서를 교학실에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을 허락받은 사람은 입학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제 7 조 (재입학 학생 취득학점의 인정) 학칙 제8조에 준하여 재입학하기 전 이수한 과목
의 학점은 인정한다.
제 8 조 (재입학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제적전의 재학
연한과 재입학 후의 수업연한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3 장

수업시기, 교육과정, 학점, 수강신청, 성적

제 9 조 (수업시기)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수업은 야간 및 계절학기에 집중강의로 한다.
제 10조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 교회음악대학원 교육과정 및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학기별 석사학위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2. 학칙 제13조에 준하여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정식절
차를 밟아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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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교회음악
석 사
(M.C.M.)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24

논문
(연주)
6

구

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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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계

15(신학 9, 음악 6)

45

음악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24

6

9(신학과목)

39

일반대학 출신자로서 교역학석사
(M. Div.)학위 소지자

24

6

6(음악과목)

36

대학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교역학석사(M. Div.)학위
소지자

24

6

30

제 11조 (개설과목) 석사과정의 개설과목은 교회음악대학원 교육과정표와 같다.
제 12조 (학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과목개설신청서’를 교회음악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개강 2개월 전까지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3조 (수강생의 수) 개설되는 교과목은 수강생이 최소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
설한다. 다만, 수강생이 한 사람일 경우에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인
지도로 할 수 있다.
제 14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등록금 납입을 필한 후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② 수강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임의로 수강을 포기한 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한다.
제 15조 (성적) ① 성적은 학과목 담당교원이 전산에 성적을 입력한 후 성적보고서를 교
학실에 보고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
에는 담당교원이 그 사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원장
과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보고된 성적은 출석부와 함께 보관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과제물을 기한 내에 제
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류로 처리할 수 있으며 담당교원은 그 학생에게 해
당학기 종료 2주일 전(1학기는 8월 10일, 2학기는 2월 15일)까지 성적을 확정하
되 B등급 이하만을 줄 수 있다.
⑤ 위 4항이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 F학점 처리된다.
⑥ F학점은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 평균에 가산한다.
제 4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제 16조 (등록)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등록, 학기등록,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 등
록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전 1항의 구분에 따라 납입금을 납입하고 등록을 해
야 한다.
③ 학위과정 이수 기간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점을 취득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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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학점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④ 학점은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논문재
수강 등록을 해야 한다.
⑤ 납입한 금액은 규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 17조 (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
는 사람은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회음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임신·출산·육
아를 위한 휴학은 최대 4학기까지 가능하다(남학생의 경우 2학기).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복무를 위한 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학 중 임신
의 경우 ‘임신진단서’를 출산·육아의 경우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
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확인서를 군입대 3개월 이내에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휴학원은 등록만료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휴학원을 제출
하지 않는 미등록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⑦ 군입대 및 질병의 사유 이외에 이유로 학기 20일 이후 휴학을 하게 될 경우
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은 무효로 한다.
제 18조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학기 초 등
록 기간 내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자동제적 처리된다.
③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일로부터 20일까지 교학실에 복학원을 제출해
야 한다.
제 19조 (제적)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사람
3. 재학연한 내에 졸업논문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4. 학칙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 5 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제 20조 (학적부 기재 사항 변경)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제 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
부하여 정정원을 교학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성명 정정
2. 생년월일 정정
제 6 장

졸업연주 또는 학위 청구논문

제 21조 (졸업연주 및 학위논문 제출자격)

음악학석사(M. C. M.)학위를 위한 졸업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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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5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한 사람
2. 과정 최저 이수 학점을 취득한 사람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
4. <삭제>
5. 학위논문 제출자는 과정 평점 3.0 이상, 졸업연주자는 전공실기 3.0 이상인
사람
6. 졸업 연주를 위하여 4학기 이상 실기 지도를 받은 사람.
7.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 22조 (졸업연주회 과제) 졸업연주를 위한 과제의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오르간
가. 바하 이전, 바하, 낭만과 현대 각 시대별로 1곡씩 40분 내외 연주
나. 학교에서 실기지도 받은 곡만 할 수 있다.
2. 성악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의 4시대에 걸친 3개 국어 이상의 가곡(오페라 아리
아 포함)과 오라토리오 아리아(칸타타, 모테트 아리아 포함)와 성가곡으로
35분 이상 연주
3. 작곡
가. 대학원(M. M.) : 20분 이상 작품 연주(지난 3학기 동안 과제곡으로 제출
되지 않는 신작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곡은 성경의 내용을 주제로 하여
야 함.)
나. 교회음악대학원(M. C. M.) : 20분 이내의 작품 연주(지난 4학기 동안 과
제곡으로 제출하지 않은 신작이 포함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가곡 1곡 또는
성 가 합창곡 1곡을 포함시키고 그 밖의 모든 곡은 성경의 내용을 주제
로 하여야 함.)
4. 합창 지휘
가. 대별로 하되 2개 이상의 외국어 곡목을 선택하여 30분 이상 연주
나. 연주곡은 같은 해의 다른 졸업생과 겹치지 말아야 하며 전년도 졸업연주
시 연주되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한다(졸업연주 시 연주복은 여성은 흰 상
의에 검은 하의, 남성은 검은 정장으로 하며, 연주회 프로그램은 학교의
규정대로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주를 무효로 한다.).
제 23조 (논문의 구비사항) 논문에는 다음의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1. 표제지
2. 인준서
3. 목차
4. 표목차 및 그림 목차(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논문개요(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쓴 것)
6. 본문
7. 참고문헌
8. 부록(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24조 (논문의 분량 및 규격) 논문의 분량은 교회음악대학원이 지정하는 A4 컴퓨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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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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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double space) 60매 이상으로 한다.
(졸업연주와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자격) 졸업연주와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학위논문 원고제출) 학위논문작성자는 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논문심사 시에
1부, 논문구술시험에는 3부를 소정기일 내에 교회음악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 졸업연주 심사 및 구술시험 위원은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교원
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논문작성)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논문심사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구술시험의 절차는 주심, 부심의 합
의하에 논문심사에 합격한 후 구술시험에 임한다.
1.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교회음악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석사학위 논문심사위
원이 행한다.
2.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합격을 결정한다.
3. 교회음악대학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를
주재케 한다. 다만, 위원은 심사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졸업연주와 논문 심사 기준) 졸업연주와 청구논문 심사는 결과표에 성적을 기재
할 때에는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졸업연주와 논문 판정) 졸업연주와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학위논문 제출부수) 교회음악석사(M. C. M.) 학위논문제출 부수는 하드카바 5
부와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학위논문 및 졸업연주 심사료) 학위논문 제출이나 졸업연주 예정자는 소정의 심
사료를 논문학기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1.
2.
3.
4.
5.
6.
7.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9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21조 4항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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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음악학석사(

전공)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장(학위)

인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학위)
학위번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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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교과과정표

전공분야

이수분야

학수번호
GCM6015

공통

합창지휘

성악

오르간

작곡

피아노

전필

전선

전선

전선

전선

전선

과목명

학점

졸업연주

6

GCM

전공실기 I

2

GCM

전공실기 II

2

GCM

전공실기 III

2

GCM

전공실기 Ⅳ

2

GCM

부실기Ⅰ

1

GCM

부실기Ⅱ

1

GCM

부실기Ⅲ

1

GCM

부실기Ⅳ

1

GCM6020

리사이틀콰이어

1

GCM6082

졸업합창단 I

2

GCM6083

졸업합창단 II

2

GCM6044

지휘세미나 I

2

GCM6045

지휘세미나 II

2

GCM6064

지휘세미나III

2

GCM6076

지휘세미나 IV

2

GCM5020

합 창 I

2

GCM5044

합 창 II

2

GCM6084

합창문헌 I

2

GCM6085

합창문헌II

2

GCM6040

성악세미나 I

2

GCM6041

성악세미나 II

2

GCM6058

성악세미나III

2

GCM6081

성악세미나 IV

2

GCM6038

오르간세미나 I

2

GCM6039

오르간세미나 II

2

GCM6046

오르간클래스

2

GCM6042

작곡세미나 I

2

GCM6043

작곡세미나 II

2

GCM6077

피아노예배반주 I

2

GCM6079

피아노예배반주 II

2

GCM6122

피아노교수법1

2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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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이수분야

전필

찬양사역

전선

공통

전선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GCM6123

피아노교수법2

2

GCM7211

교회음악사(현대교회음악개론)

2

GCM7212

밴드앙상블

2

GCM7213

예배찬양인도실제

2

GCM7214

음악사역실제(찬양사역실제)

2

GCM7215

음악선교사역연구(미래선교전략)

2

GCM7216

찬양팀콰이어앙상블

2

GCM7217

편곡법

2

GCM7218

현대교회음악화성학

2

GCM7221

찬양사역사연구

2

GCM7222

컴퓨터음악

2

GCM7223

현대문화해석학

2

GCM7224

현대예배와음악

2

GCM7231

예배1

0

GCM7232

예배2

0

GCM7233

예배3

0

GCM7234

예배4

0

GCM7241

찬양사역영성1(Intensive)

0

GCM7242

찬양사역영성2(Intensive)

0

GCM7243

찬양사역영성3(Intensive)

0

GCM7244

찬양사역영성4(Intensive)

0

GCM6037

교회음악사상사

2

GCM6021

예전과음악

2

GCM6024

찬송가학

2

GCM6124

교회음악철학

2

GCM6078

건반화성과즉흥연주법

2

GCM6072

경배와찬양연주법 I

2

GCM6073

경배와찬양연주법 II

2

GCM6023

교회음악세미나

2

GCM6121

음악사역의실제

2

GCM6801

교회음악해외실습

2

GCM6028

실용적교회음악의 역사

2

GCM6029

예술적교회음악의역사

2

GCM6031

한국전통음악과교회음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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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대학원 교과목 해설

[교회음악대학원(공통필수)]
● GCM6015 졸업연주 Graduate Recital
졸업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전공별 레퍼토리를 구성하여 연주한다.
● GCM 전공실기 I Major I
실기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발성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폭넓은 시대의 레퍼토리를 연
구하여 발표한다.
● GCM 전공실기 II Major II
실기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발성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폭넓은 시대의 레퍼토리를 연
구하여 발표한다.
● GCM 전공실기 III Major III
실기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발성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폭넓은 시대의 레퍼토리를 연
구하여 발표한다.
● GCM 전공실기 Ⅳ Major Ⅳ
실기수업을 통하여 올바른 발성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며 폭넓은 시대의 레퍼토리를 연
구하여 발표한다.
● GCM 부실기Ⅰ Minor I
전공실기이외의 악기, 성악을 훈련한다.
● GCM 부실기Ⅱ Minor Ⅱ
전공실기이외의 악기, 성악을 훈련한다.
● GCM 부실기Ⅲ Minor Ⅲ
전공실기이외의 악기, 성악을 훈련한다.
● GCM 부실기Ⅳ Minor Ⅳ
전공실기이외의 악기, 성악을 훈련한다.
● GCM6020 리사이틀콰이어 Recital Choir
공개 lesson을 통하여 지휘를 배우며 Repertoire를 넓히며 짜여진 순서에 따라 돌아가
며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지휘의 공개 lesson을 받는다.

[합창지휘]
● GCM60741 졸업합창단 I Graduate Recital Choir I
해당 학기 졸업연주자의 졸업연주곡 마스터클래스
● GCM60741 졸업합창단 II Graduate Recital ChoirI I
대학원 졸업 연구를 위하여 한 학기 동안 합창단으로 참여한다.
● GCM6044 지휘세미나 I Conducting Seminar I
지휘에 관련된 주요 이론과 실제 지휘
● GCM6045 지휘세미나 II Conducting Semina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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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곡 분석과 지휘 text 분석
GCM6064 지휘세미나III Conducting Seminar III
Oratorio 연구와 함께 분석하여 발표
GCM6076 지휘세미나 IV Conducting Seminar IV
정확한 (I․P․A)를 공부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GCM5020 합 창 I Oratorio Chrous I
대규모의 앙상블로 오라토리오 레퍼토리를 통해 수준 높은 합창곡을 실제로 접하면서
연습하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GCM5044 합 창 II Oratorio Chrous II
대규모의 앙상블로 오라토리오 레퍼토리를 통해 수준 높은 합창곡을 실제로 접하면서
연습하고 오케스트라와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GCM6084 합창문헌 I Choral Literature I
"18-19세기의 합창음악"이 세미나의 주제이다. 이 시기는 흔히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시대라고 불려지는 시기로 합창음악이 오케스트라와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시기이다. 이 시대에 합창음악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를 중요 작곡자의 작품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GCM6085 합창문헌 II Choral Literature II
시대별로 합창의 중요한 레파토리를 공부한다.

[성악]
● GCM6040 성악세미나 I Voice Repertoire I
성악 전반에 걸친 레퍼토리 연구
● GCM6041 성악세미나 II Voice Repertoire II
성악 전반에 걸친 레퍼토리 연구
● GCM6058 성악세미나 Ⅲ Voice Repertoire Ⅲ
성악 전반에 걸친 레퍼토리 연구
● GCM6081 성악세미나 Ⅳ Voice Repertoire Ⅳ
성악 전반에 걸친 레퍼토리 연구

[오르간]
● GCM6038 오르간세미나 I Organ Seminar I
early music에 대하여 연구하며 오르간음악의 다양한 연주 형태를 접한다.
● GCM6039 오르간세미나 II Organ Seminar II
예배 오르가니스트로서의 역량을 쌓아간다.
● GCM6046 오르간클래스 Organ Class
바하 코랄을 연주하면서 연주기법을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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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
● GCM6042
시대적으로
● GCM6043
시대적으로

작곡세미나 I
다양한 양식의
작곡세미나 II
다양한 양식의

Composition Seminar I
작곡기법을 연구한다.
Composition Seminar II
작곡기법을 연구한다.

[피아노]
● GCM6122 피아노교수법1 Piano Pedagogy1
현대 피아노 교수법의 철학과 흐름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최신 교수법 교재들의 내용
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실제적인 교수법의 적용방법을 모색한다.
● GCM6123 피아노교수법2 Piano Pedagogy2
유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음악이론들의 철학과 교수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최
신 교수법 교재의 연구와 시범 수업을 통하여 구체적인 유아 피아노 지도 방법을 연구
한다.
● GCM6077 피아노예배반주Ⅰ Church piano accompaniment method Ⅰ
예배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은악들을 반주하고 연주함에 있어서 각각의 성격과 양식에
적합한 연주방법을 연구, 습득함으로 유능한 교회음악반주자를 양성함.
● GCM6079 피아노예배반주Ⅱ Church piano accompaniment method Ⅱ
예배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은악들을 반주하고 연주함에 있어서 각각의 성격과 양식에
적합한 연주방법을 연구, 습득함으로 유능한 교회음악반주자를 양성함.

[찬양사역]
● GCM7211 교회음악사(현대교회음악개론)
History of Church Music (an introduction to modern church music)
교회음악사는 예술적 교회음악사와 실용적 교회음악사로 나뉜다. 예술적 교회음악을 근
거로 하여 현대교회음악의 형성과정과 특징들을 연구하여 정리하고 이어서 영어권과
한국에서 주로 불리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징들을 분석한다.
● GCM7212 밴드앙상블 Band Ensemble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관악기 등으로 구성된 밴드의 각 악기들의 특성들을 배우고
익히며, 찬양 예배 시 반주를 담당하는 밴드의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안정된 앙상블 연주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과 실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 GCM7213 예배찬양인도실제 Practice of Leading Worship
다양한 예배찬양인도를 담당해야만 하는 현대 음악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전반을 학
습하여 교회 예배 찬양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찬양인도에 실제적인 부분인 찬양 팀 보컬 지도법, 밴드 지도법, 음향에 대한 지식과
실습, 찬양 곡 선곡 기준과 음악적 연관성, 예배 찬양 곡 만들기에 이르기 까지 찬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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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가 갖추어야할 전반을 이론과 함께 실습한다.
GCM7214 음악사역실제(찬양사역실제)
Practice of Music Ministry(Practice of Praise Ministry
음악적 영향력과 영적 영향력과 관계적 영향력에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 ,조사, 하여 음
악 사역자의 실체를 재확인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음악 사역의 전반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악적으로는 시대적 양식을 초월하고
합하여 현대 교회음악에 사용되는 음악을 정리하고, 영적인 음악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GCM7215 음악선교사역연구(미래선교전략)
Research of Music Mission (Future on Mission Strategy)
선교의 전략으로 음악선교사역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 선교전략에 있어서
비중 있는 영역이 될 음악선교에 대하여 연구, 조사, 학습한다. 선교의 역사와 성공적인
선교를 분석함으로 다가올 미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한 전반을 학습을 한다.
GCM7216 찬양팀콰이어앙상블 Vocal Ensemble
예배 인도자와 함께 소규모(4-8명) 리드싱어들의 전문적인 앙상블 훈련을 목적으로 한
다. 대규모의 찬양대(성가대)와 함께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리드 싱어들이 갖춰야할 관
계적, 영적, 음악적 훈련을 위한 수업이다.
GCM7217 편곡법 Arrangement of Music
예배 찬양곡과 찬송가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다양한 편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밴드편곡, 관현악편곡, 콰이어편곡을 학습한다.
GCM7218 현대교회음악화성학 Harmony of C.C.M
교회음악 전반의 화성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효과적으로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통화성학과 재즈 화성학으로 구분 되어 있는 영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론과 실기의 구분 없이 작곡, 편곡, 연주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음악이 되도록 하는
수업으로 진행 한다.
GCM7221 찬양사역사연구 History research of Praise Ministry
국내 찬양 사역사 연구에 대한 자료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먼저교회 음악사를 근
거로 서양 찬양 사역사에 대한 연구 조사와 함께 한국의 찬양 사역사를 연구하여 발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CM7222 컴퓨터음악 Computer Music
컴퓨터 음악의 다양한 영역 가운데 레코딩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역을 익히는 것에 목
적을 둔다. 수업내용으로는 미디, 악보 그리기, 편곡에 효과적인 방법들을 학습한다.
GCM7223 현대문화해석학 Hermeneutics of Modern Culture
각 시대마다의 그 문화를 연구함으로 학습자들에게 현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를 대비
할 수 있는 사고력과 분별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현대 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다음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 이다.
GCM7224 현대예배와음악 Modern Worship and Music
예배 찬양사역자는 다양한 음악과 예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요구된다. 예배
의 전통적 방식들과 현대 예배를 연구함과 동시에 시대적 음악사용의 예를 분석함으로
현대 예배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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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M7231 예배1,2,3,4 Worship service 1,2,3,4
하나님 예배함을 오직 진리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드려
지기를 추구하는 예배 실제의 시간이다. 학우들의 찬양과 기도와 담당 교수의 말씀으로
진행 한다.
● GCM7241 찬양사역영성1,2,3,4(Intensive)
Spirituality of Praise Ministry 1,2,3,4 method
찬양 사역자의 기본인 영적 성숙을 위한 훈련이 목적이다. 사역자가 지녀야 할 온전한
영성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진행하
는 집중 과정이다.

[공통]
● GCM6037 교회음악사상사 Historical Thoughts of Church Music
한국교회는 음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로 접근된다.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가진 교회음악에 대한 신학적
음악적 배경을 알아본다.
● GCM6021 예전과음악 Ritualize and Music
현대의 예배와 예배음악의 기획과 인도자로서 알아야 할 기독교 예배음악의 전통과 그
의 기능과 실제를 공부한다.
● GCM6024 찬송가학 Hymnology
교회의 회중음악에 대한 역사적, 음악적, 문학적, 신학적, 예배학적 고찰을 통하여 회중
음악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사용법을 연구한다.
● GCM6078 건반화성과즉흥연주법 Liturgical Organ Playing
이 수업은 찬송가를 주제로 하여 오르간에서 어떻게 창의적으로 곡을 발전시켜나가는
가를 배우게 된다. 특히 예배에서 오르가니스트로서 찬송을 연주 할 때 창조적이고 효
과적인 전주와 화성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 GCM6072 경배와찬양연주법 I Worship & Praise I
현대 예배 음악에 대한 실용 음악적 접근.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Praise &
Worship 반주자.
● GCM6073 경배와찬양연주법 II Worship & Praise II
현대 예배 음악에 대한 실용 음악적 접근.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Praise &
Worship 반주자.
● GCM6023 교회음악세미나 Church Music Seminar
교회음악은 때론 예배음악과 혼돈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학자간에는 엄밀한 구분을 지
어 시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 우리들은 교회음악의 개념을
성경에서 많이 인용해올 수 있으며 그 성서적 뒷받침으로 올바른 교회음악관을 제시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고정된 예배방법을 제시하지 않듯이, 교회음악에 있어
서도 어떤 한정된 공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은 학문적 교회음악과 실용적 교회
음악을 구분하고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음악의 용어 중 가장 귀한 언어는 찬양 일 것
이다. 교회음악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은 찬양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성경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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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음악사의 흐름 속에서 이중적 구조로 다가가 교회음악의 틀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회에 적용 교육시킬 수 있어야한다.
GCM6028 실용적교회음악의역사 History of Practical Church music
실용적인 교회음악의 정의를 내리고 그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에서의 올바른 음악
의 사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GCM6029 예술적교회음악의역사 History of Artistic Church Music
이 과목은 다양한 교회음악장르 중에서 전례적인 실용적 측면보다는 연주회적인 예술
적 측면의 장르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오라토리오, 대 미사곡 , 연주회용
칸타타와 모테트 등이 속한다. 물론 이것들 중 일부는 실용적 측면도 동시에 갖춘 경우
가 있다. 위에서 ‘예술적인’ 이라는 말은 일차적으로 ‘예술적 수준’이 전제됨을 의미한
다. 즉,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미를 갖춘 음악
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수업은 이러한 작품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
춘다. 그래서 그것들을 장르별로 분류하고, 선별하고, 각각의 구조를 살펴보며 서로 비
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GCM6031 한국전통음악과교회음악 Korean Music and Church Music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통음악과 접촉을 가졌다. 초기에는 주로 선교적 관
점에서 한국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루어졌고, 해방 후에는 민족 자존적 측면이 고
려되었다. 전통음악과 교회음악의 관계는 찬송가와 성가 작곡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적
으로 전통 음악적으로 착상된 교회음악도 있고, 서양음악과의 연관관계에서 이루어지
것도 있다. 이러한 교회음악사적 배경과 전통음악을 학습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
다.
GCM6124 교회음악철학 Philosophy of Church Music
교회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에 따른 음악
의 역할을 배운다. 또한 교회사에 나타난 다양한 교회음악철학과 그것의 영향을 고찰한
다.
GCM6121 음악사역의실제 Practice of Music Ministry
음악사역의 실제 사례들을 국내외 여러 교회들을 통해 살펴본 후, 교회의 음악사역자롯
맡아야 할 여러 직무들을 하나씩 배운다.
GCM6801 교회음악해외실습 Church Music Practicum in Overseas
GOT0351 구약성서연구
구약성서의 구조와 주요 본문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 능력을 높여
전공분야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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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건교육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 재학생들로 하여금 이론
적인 부분과 함께 실천적 측면을 겸비하도록 교내외에서 시행되는 제반 경건교
육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대학교 내외에서 수행되는 제반 경건관련 활동을 경건교육이
라 한다.
제 3 조 (경건교육의 종류) 경건교육에는 경건실천 (예배, 사경회, 교회실천, 신학계속추
천), 경건훈련(신학대학원 1학년 대상)이 있다.
제 4 조 (경건교육 의무) 대학, 신학대학원의 모든 재학생은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건
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경 건 실 천

제 1 절 예

배

제 5 조 (예배실시 및 평점) 본 대학교는 교육 목적에 따라 품격 높은 지도자 양성을 위
하여 학생들의 예배생활 평점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시행세
칙으로 정한다. 예배는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 매주 4회 시행한다.
제 6 조 (의무 참석) 모든 재학생은 매 학기 진행되는 예배에 75%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은 경건실천 학점을 취득할 수 없
다.
제 2 절 사 경 회
제 7 조 (의무 참석) 사경회는 재학기간 중 100%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항
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실시 시기) 사경회는 매학기 실시하되, 1학기에는 3월, 2학기에는 9월에 실시
한다.
제 3 절 교회실천
제 9 조 (교회 실천) 본 대학교 재학생은 반드시 본 교단의 소속교회에 출석하여 한 부
서에서 실천하고 학기말에 그 내용을 실천카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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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기관 실천) 부득이 하여 교회실천이 어려운 경우 기관실천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조 (교회 순방) 1학년 1학기에 한하여 교회 실천을 교회 순방으로 대치할 수 있
다.
제 4 절 신학계속추천
제 12조 (의무 제출) 본교 재학생은 매 학년 말 신학계속추천서를 제출하여야 다음 학
년도에 신학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 3 장

경 건 훈 련

제 13조 (목표) 공동생활을 통한 규칙적인 경건생활습관의 내면화와 상호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경건훈련을 실시한다.
제 14조 (대상) 신학대학원 신학과 신입생은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의무적으로 생활
관에 입사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경건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학대학원 목
회연구과 신입생은 주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5조 (학점 인정 및 진급 보류) ① 경건실천, 경건훈련은 각각 필수과목으로 학점은
P. NP로 표기한다.
② 경건실천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진급 및 졸업이 보류되며, 방학 중 집중 실천
기간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③ 경건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학년도에 재수강의 기회를 줄 수 있
다.
제 16조 (재수강) “NP” 취득자가 진급 보류 후 방학 중 집중 실천을 통해 이수하고 복
학하는 경우 “NP”를 삭제하고, “재”로 변경 표기한다.
제 17조 (공결) 예배와 사경회의 공결처리는 대학학칙 시행세칙 제30조(유고결석)에 준
한다.
부
1.
2.
3.
4.

이
이
이
이

칙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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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교육 규정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 세칙은 본 대학교 경건교육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시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경 건 실 천

제 1 절 예

배

제 2 조 (평점기준) 예배 평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출석, 지각, 결석 기준 시간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구
출
지
결

분
석
각
석

평가조치
매1회 : 1점 감점
매1회 : 2점 감점

제 3 조 (평점벌칙) 예배출석 의무규정(75%이상 출석)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
은 벌칙이 부여된다.
1. 학기당 2점 이상 :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
2. 학기당 4점 이상 : 다음 학기 생활관 입사 자격 상실 및 예배 경고
3. 학기당 6점 이상 : “NP”로 처리되며 1년간 진급 및 졸업 보류
4. 예배 경고 3회 : 제적
제 4 조 (부정행위)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 부정행위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징계에 관
한 건은 해당부서에 위임한다.
1. 대리출석을 요구하거나 해주는 경우
2. 출석 체크 후 예배에 불참하는 경우
제 5 조 (대체훈련) ① 진급 및 졸업 보류자는 성경통독(신․구약 4박 5일)을 이수할 경
우 벌점 4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② 한 학기 감면은 4점까지만 가능하다.
③ 대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대체 훈련 수료증은 복학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성경통독 이수 후에도 남은 벌점으로 졸업이 보류될
때에 한하여 사회봉사 1일 8시간에 1점씩 3회까지 추가 감면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사 경 회
제 6 조 (평점 기준) 사경회 평점은 예배, 특강, 성경공부를 합하여 10회를 기준으로 한
다. 단 출석, 지각, 결석 기준 시간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1. 외부에서 실시하는 사경회 : 예배출석 7회. 성경공부 3회 총 10회
2. 본교에서 실시하는 사경회 : 예배출석 5회, 성경공부 3회, 특강 2회 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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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7 조 (평점 벌칙)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1회 이상 결석의 경우 “NP”로 처리되며
1년간 진급 및 졸업을 보류한다.
8 조 (부정 행위)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험 부정행위아 동일하게 간주하며 그 징계에
관한 건은 해당부서에 위임한다.
1. 대리출석을 요구하거나 해주는 경우
2. 출석 체크 후 예배에 불참하는 경우
9 조 (대체 훈련) 제7조 평점 벌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이수할 경우 감
면 받을 수 있다.
1 성경통독(신ㆍ구약 4박 5일) 1회 수료 : 1회 결석 감면
2. 한 학기에 성경통독 1회만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대체 훈련 수료증은 복학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0조 (청원) 사경회 기간 내에 교학부서에서 인정하는 공결사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락하며, 기타 사유는 사전에 경건교육처장께 청원하여
허락을 받되, 대체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제 3 절 교 회 실 천

제 11조 (교회실천 종류) 단독목회, 전임전도사, 교육전도사, 교사, 찬양대, 헌금위원, 안
내위원, 청소 등 교회 내의 모든 봉사가 해당된다.
제 12조 (실천기간) 실천기간은 1학기는 12월~5월, 2학기는 6월~11월이다.
제 13조 (실천카드 제출) 매 학기말에 교회 실천 내용을 교회실천카드에 기입하여 기간
내에 경건교육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조 (제출기간) 교회실천카드는 1학기는 5월 2째주~3째주, 2학기는 11월 2째주~3
째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 (기관실천) 부득이하여 교회실천이 불가능한 학생은 기관실천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반드시 경건교육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대상기관) 기관실천은 아래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실천한다.
1. 유 치 원 : 유치원, 탁아소의 보육지도 실습
2. 사회사업기관 : 고아원, 영아원, 학교에서 인정하는 각종 사회사업 기관
3. 특수전도 : 산업전도, 병원전도, 교도소전도, 기타
4. 농촌전도 : 농어촌, 빈민촌, 무교회촌 지역에서의 정규적인 봉사 및 전도
활동
5. 기관 : 총회 각부서, 여전도회 사무실, 시청각교육국, 기독공보사 외 본교가
인정하는 기관
6. 기타 :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그 외의 분야
제 17조 (시기) ① 기관실천은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기 중에 실천할 경우에는 1주일 중 하루씩 하여 한 학기 동안 실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조 (실천기간) 기관실천 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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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 농촌지도 특수전도 : 1개월 이상
2. 유치원 사회사업기관 및 기타 기관 : 2주간 이상
제 19조 (실천방법) ① 기관실천을 하려는 학생은 자기가 실천할 분야를 선택하여 경건
교육처의 지도를 받은 후 결정해야 한다.
② 경건교육처가 기관장에게 보내는 실천 의뢰서에 대한 해당 기관의 허락을 득
한 후에 학생은 실천에 임해야 한다.
③ 해당기관에서는 실습이 끝나는 대로 기관실천 증명서를 경건교육처로 송부하
고, 학생은 자신의 실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20조 (교회순방) 교회실천이 어려운 학생은 1학년 1학기에 한해서 교회순방을 할 수
있다.
제 21조 (대상 교회) 교회순방은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단의 교회가 가능하다.
제 22조 (방법) 한 학기 동안 10곳 이상의 교회를 순방하여 주일 또는 수요예배 및 각
부서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제 23조 (보고서 제출) 교회순방 보고서에는 순방교회의 문서(주보)를 첨부하여 경건교육
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 24조 (제출기간) 교회순방 보고서 제출기간은 시행세칙 제14조에 준한다.
제 4 절 신학계속추천
제 25조 (의무 제출) ① 대학 재학생은 매년 소속교회 담임목사에게 신학계속추천서(당
회장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학대학원 재학생은 매년 가을 노회시 본 교단 소속노회에서 시취하고, 노
회장에게 신학계속추천서(노회장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조 (제출 기간) 신학계속추천서 제출기간은 시행세칙 제14조에 준한다.
제 3 장

경 건 훈 련

제 27조 (학기 구분) 원칙적으로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실시한
다.
제 28조 (연기 및 대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본교 경건훈련 지도교수의 심의
를 거쳐 연기, 혹은 대체할 수 있다
1. 해당 학기에 결혼을 했거나 질병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기혼 여성 및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체훈련은 주중 영성훈련 참여와 공인된 사회복지 법인 등에서 36시간 봉
사를 이수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9조 (훈련내용) 경건훈련 내용은 출입통제, 새벽경건회, 저녁경건회, 공동체 모임,
주말경건훈련, 침묵, 봉사, 자기점검표 작성 등으로 한다.
1. 생활관 출입통제: 22:30 이후의 모든 활동은 생활관 안에서만 할 수 있다.
2. 새벽경건회 :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6:00 (전체)
3. 저녁경건회 : 매주 월, 수, 목요일 22:30 (각 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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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모임 : 매주 화요일 21:00 (전체)
5. 주말경건훈련 : 한 학기동안 한 번에 걸쳐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
지(경건훈련원)
6. 침묵훈련 :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23:00 이후
7. 봉사활동 :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새벽경건회를 마친 후 07:00부터 봉사
활동 (주로 강의실, 교내와 교외의 청소)
8. 자기점검표 : 자기점검표에 예시된 항목들을 매일 참여 여부와 성실도 정
도를 스스로 점검. 성실도에 따라서 3, 2, 1점을 주고(주말훈련은 6, 4, 2,
1점) 불참은 0점으로 처리. 평점 2점 이상을 PASS로 함.
9. 경건훈련 대상자는 기타 생활관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 출입통제 지각 1회시 1점, 새벽기도회 1회 불참시 2점 등의 벌점제가
있으며, 총 14점 이상은 퇴사에 해당한다.)
제 4 장

기

타

제 30조 (유의 사항) ① 교회 실천에 임하는 학생은 해당 교회에서 부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신학생의 신분에 부적당한 언행을 하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처리한
다.
② 예배와 사경회의 출결확인은 해당 학기 내에 본인이 확인하고, 해당학기가
경과하면 경건교육처의 출결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정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
1.
2.
3.
4.

이
이
이
이

칙

시행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경건훈련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훈련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경건훈련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훈련원은 경기도 포천군 화현면 화현리 산129-2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훈련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들의 경건훈련과 목회자, 성도들의
경건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훈련원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들의 경건훈련 지도 및 개발
2. 목회자, 성도들의 경건훈련 지도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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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제 5 조 (운영위원회) ① 본 훈련원은 훈련원의 업무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경건교육위원이 겸임한다. 단, 본 훈련원의 원장과 기증자는 당연직으로 한
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경건교육위원의 임기 중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될 계획과 지침
을 수립한다.
1. 훈련원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훈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원 체제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건훈련 개발에 관계되는 사항
제 6 조 (임원) ① 훈련원에는 원장 1인을 둔다.
② 훈련원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서 경건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훈련원장은 훈련원을 대표하고 훈련업무를 관할한다.
제 7 조 (훈련원) ① 훈련원의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훈련원
자체의 상임 훈련원(員)과 객원훈련원을 둘 수 있다.
② 훈련원(院)은 경건훈련 개발을 위해 훈련원(員)의 장학 및 연수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③ 훈련원은 경건훈련을 도우면서 공동체 정신을 구현해 가는 생활공동체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직원) ① 훈련원에는 상주하는 직원을 둔다.
② 필요시에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 3 장

재

정

제 9 조 (재정) ① 훈련원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훈련원의 재정은 본 대학교의 보조금, 자체사업수입,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 10조 (감사) ① 본 훈련원의 감사는 본 대학교 감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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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병사업무 안내

Ⅰ. 예비군 안내
1. 연혁
본 대학 직장예비군은 1981.7.1일 중대로 편성 승인된 이후 자원 변동에 따라
1983.7.1일 대대로, 1993.10.4일 중대로, 1999.7.1.일 대대로 편성 전환됨
2. 예비군 편성대상
1) 본교 재학생(연구과정 제외)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2) 본교 교직원 또는 고용인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군 연령 정년이 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나) 예비역 또는 보충역 병: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
지
3. 예비군 전입(편성) 신고
1) 신입 편입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취득시 예비군 사무실 방문 및 신고 또는 대학 홈
페이지 ‘예비군’에 접속 및 신고
2) 졸업 휴학 제적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시에는 별도 신고없이, 예비군부대 직권으로 지
역예비군으로 편성 전환
4. 예비군 교육훈련
1) 시기 : 기본훈련(전반기), 1 2차 보충훈련(후반기)
2) 장소 : 금곡 예비군훈련장(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3) 교육시간
가) 1∼6년차 학생예비군 : 향방기본훈련 8H
나) 전년도 훈련 미이수자 : 유형별 전년도 불참훈련 + 향방기본훈련 8H
5. 동원지정자 관리
1) 병력동원소집 대상 : 예비역 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과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
에 편입된 자
2) 시행년도 졸업예정자는 졸업시까지 지정을 유지하고, 졸업자는 3월 이후 지정해제 및
지역예비군 대체지정 자원으로 지정
3) 동원지정자는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공동 관리

Ⅵ. 학교생활

417

Ⅱ. 병사 안내
1. 입영연기 대상
대학, 대학원(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아래의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과정
대학
대학원

구분
4년제
4학기제
6학기제
박사과정

제한 연령
24세
26세
27세
28세

2. 입영연기 절차
본 대학교 입학 구비서류에 의거 신입생 중 병역미필자는 “병역미필자 학적보유자 명
부”를 병무청에 보내게 되며, 이 명부를 근거로 병무청은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 가능한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의 별도 출원 없이 본적지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연기처리 한다.
⦁입영연기 제한 : 퇴학 또는 제적 상태인 사람,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람, 국
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징병검사
1) 징병 검사 연령 : 만 19세
2) 징병 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운영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à 민원마당 à 민원신청 à 징병
검사민원 à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4. 재학생 입영원 출원
⦁출원 관서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입영신청 종류 :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재학생 입영원 신청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
⦁기출원자 중 입영 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에서 신청
5. 학적변동자 처리
제적, 퇴학 등 학적이 상실된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
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군 충원 계획에 공백이 있을 때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조치

Ⅲ. 군종사관후보생 안내
1. 대상자
4년제 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
며 2학년에 재학 중인 자(교회음악학과 제외 및 나이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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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비서류 및 접수 안내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응시원서, 성직자격취득보증서, 병적증명서, 휴학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진술서 : 필기시험 합격자만 제출
⦁원서 접수 : 학교를 통하여 국방부로 접수
⦁접수 시기 : 매년 5~6월 중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시험 안내 홈페이지 및 학교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지
3. 시험
⦁필기
⦁면접
⦁신체

과목
시험 : 국어, 사회, 국사, 윤리, 영어 (윤리 과목 출제 영역 : 윤리와 사상)
시험 : 인성검사(MMPI), 조직역량 평가, 직무역량 평가
검사

4. 특전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별도로 병적관리되며 징병검사 또는 징집 대상에서 제
외하고 성직취득 후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군종 장교로 임관
5. 군종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취소 대상
⦁제적, 퇴학, 1년을 초과한 휴학, 타계 학교로 전학
⦁소속 종교단체 이탈
⦁제한 연령까지 성직 자격을 미취득 할 경우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가 성직취득보장을 철회하는 경우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경우
⦁본인이 군종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

Ⅳ. 민방위 안내
1. 민방위 편성 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2. 민방위 편성제외 대상
⦁위 민방위 대상자 중 대학 또는 정규 대학원 석사과정의 주간부에 재학 중인 자
3. 편성제외 신고 요령
⦁매 학년 초(복학의 경우는 학기) 마펫관 2층에 있는 자동발급기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등록지상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재학 중 민방위 훈련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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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증 발급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생
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생증 발급)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 절차를 완료한 학생은 교학처에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 3 조 (학생증 발급명의) 학생증 발급은 대학 총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 4 조 (학생증 기재사항) 학생증에는 학생본인의 사진을 첨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한다.
1. 학생증 표시 및 본대학교의 명칭
2. 학생의 소속 대학, 과정(과), 성명 및 학번
제 5 조 (학생증 사용기간) 학생증은 입학과 동시에 발급하여 이를 졸업시까지 사용케 한다.
제 6 조 (학생증의 기능) 대학의 학생증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신분증 기능
2. 도서관 이용기능
3. 기타 대학시설 출입 기능
제 7 조 (학생증의 무효) 학생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당해 학생이 졸업하였거나 또는 제적 되었을 때
3.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을 때
4.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파손 또는 오염되었을 때
제 8 조 (학생증 휴대 및 제시) ① 재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대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학생
증을 항시 휴대해야 한다.
② 재학생은 도서관 및 대학시설에 출입 시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 (학생증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 10조 (재발급 신청절차) 학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 복음실천처 홈페이
지(학생증 재발급신청)를 통하여 신청한다.
제 11조 (재발급 비용) 학생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은 소정의 학생증 재발급 비용을 지불 하여
야 한다.
제 12조 (발급대장 비치)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음실천처에서는 학생증
발급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 1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 후 소정의 규정 개
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 14조 (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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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회관(영성생활관) 운영 및 사용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 관리규정 제1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면학과 공동생활에
필요한 학생회관(영성생활관)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도 ․ 감독) 복음실천처장은 학생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지도 감
독한다.
제 3 조 (운영위원회) 학생회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은 복음실천처장,
신대원장, 대학교학처장, 남여생활관장, 사무처장, 신대원 및 대학부 동아리연합
회장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은 복음실천처장이 된다.
제 4 조 (학생회관 점검) 복음실천처장은 학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년2회 정
기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 5 조 (학생회관 사용시간) 학생회관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규정된 시간 이외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복음실천처장의 사전승인
(행사 3일전)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변조 및 파손) 학생회관내 비품 실내장치 기구등을 복음실천처장의 허가없이는
변조할 수 없으며 이를 변조, 파손, 분실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품반출) 학생회관내 비품을 반출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비품을 반출해야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음실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학생회관 보수) 학생회관의 보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음실천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금지행위) 학생회관내에서 난방기구(전기장판, 전기담요, 곤로, 스토브 등)의 사
용 취사, 임의기숙, 고성방가, 소란행위 및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된다.
제 10조 (고의, 과실책임) 학생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학생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은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 11조 (포상 및 징계) 학칙 제49조 및 제50조에 의거 본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단
체에 대하여 포상하며 이를 위반한 단체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2조 (안전 및 방화) 방화 및 안전을 위하여 보조열쇠를 설치한 동아리는 보조열쇠 1
개를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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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면학분위기 조성과 시설물 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내에
부착되는 모든 홍보물 게시에 대한 검인절차를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홍보물’이라 함은 복음실천처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모든
종류의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물을 가리킨다. (이하 ‘홍보물’ 이라 칭한다.)
제 3 조 (게시범위) 교내 단체 및 교외단체가 게시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단체
가. 총학생회, 학우회 및 여학생회, 각 학생회 및 대의원회가 주최하는 행사
에 대한 홍보물
나. 각 동아리 행사에 대한 홍보물
다. 기타 복음실천처장이 승인한 행사 및 기타사항에 대한 홍보물
2. 외부단체
외부단체의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소속단체 대표장의 의뢰원(공문)
이 있어야 하며, 복음실천처에서 허가를 받고 검인을 필한 후 지정된 게시
판에 부착한다.
제 4 조 (게시절차)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각 학과 학생회 :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복음실천처 검
인을 필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2. 총학생회, 학우회, 여학생회, 대의원회 : 교학실의 승인을 받고 복음실천처
검인을 필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3. 동아리 및 외부단체 : 복음실천처 검인을 필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제 5 조 (규격 및 제한매수) ① 현수막은 가로 500cm, 세로 95cm 크기의 규격으로 1매
에 한하여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 게시 한다.
② 포스터 등 게시는 2절지(80cm*55cm) 이내의 규격으로 매수는 5매 이내로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 6 조 (게시기간) 홍보물 게시시간은 행사 7일 전부터 행사기간까지 하며, 전체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 조 (보호 및 책임) 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최대한 보호토록 한다.
② 학생이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게시한 홍보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상벌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③ 학생단체 대표자는 게시기간이 경과하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게시물을 철거
하여야 한다.
④ 본 규정을 위반한 홍보물은 복음실천처에서 지체 없이 회수 또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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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외의 각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대는 복음실천처의 협조를 받아 사무처 관
리실에서 관리한다.
제 8 조 (예외사항) ① 학교 창립행사 및 종교개혁 행사의 홍보물은 제5조 및 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기타 복음실천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9 조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 후 소정의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 10조 (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삭제한
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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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리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의 등록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요건) 동아리등록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이 본 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부합해야 한다.
2. 활동범위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4.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5. 활동범위가 특별한 경우에는 3항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단 복음실천처
장 인준 시)
6. 외부단체가 연계된 동아리는 복음실천위원회의 특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 (신규등록)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3월 31일까지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아리등록신청서 1부(별지서식1)
2. 지도교수 승락서 1부(별지서식2)
3. 동아리 임원 및 회원명단(행사 참가자 명단) 1부(별지서식3)
4. 연간 활동계획서(신년도활동계획서) 1부(별지서식5)
5. 발기인 총회 회의록 및 회칙 1부
제 4 조 (재등록) 재등록을 원하는 동아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동아리연합회를 통해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동아리등록신청서 1통(별지서식1)
2. 지도교수 승락서 1통(별지서식2)
3. 동아리 임원 및 회원명단 1부(별지서식3)
4. 전년도 실적보고서 1부(별지서식4)
5. 연간 활동계획서 1부(별지서식5)
6. 회칙 1부
제 5 조 (존속기간) 동아리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 년도에 국한된다.
제 6 조 (승인) 제3, 4조에 의한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와 총
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로 인정한다.
제 7 조 (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받은 전임 교원으로 한다.
② 2개 동아리를 초과하여 지도교수를 겸할 수 없다.
③ 지도교수는 소속동아리의 활동을 책임지고 지도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연구학기일 때 해당동아리는 14일 이내에 후임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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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추대하여 지도교수 승락서를 복음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도교수가 연구학기일 때에는 자동 사임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동아리의 활동) ① 등록된 동아리는 학교행사 또는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행사는 제10, 11조에 의한 동아리특별활동계획서를 복음실천처에 신청
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③ 매학기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각 동아
리의 행사 및 집회는 허가되지 않는다.
(동아리특별활동허가원의 신청 절차) 동아리의 모든 행사는 동아리 대표자가 지
도교수로부터 동아리특별활동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를 거쳐 복음실
천처에 제출하여야한다.(별지서식7)
(동아리특별활동허가원 신청기일) ① 동아리특별활동계획서는 행사7일 이전에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행사 15일 이전에 동아리특별활동계획서
및 행사내용 설명서, 참가교 동의서를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아리실 사용시간) 동아리실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휴일 및
방학 동일). 다만, 부득이하게 규정된 시간 이외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복음실
천처장의 사전승인(행사 3일전)을 받아야 한다.
(방학 중 활동) ① 방학 중 활동은 방학시작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연합회를 경유하여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
다.
1. 방학 중 활동 계획서(별지서식8)
2. 참가학생 명단(별지서식3 준용)
② 방학 중 해외 활동을 원할 경우 출국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 연합회를 경유하여 복음실천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해외활동 계획서(별지서식10)
2. 참가학생명단(별지서식3)
3. 서약서(별지서식9)
③ 동아리활동을 마친 동아리는 방학 중 활동 실적보고서(별지서식11), 자체평가
서를 개강 후 7일 이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음실천처에 제출하여야한다.
(자격상실) ① 등록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음실천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동아리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교 설립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1년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3.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의 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4. 지도교수 사임서가 수리된 후 14일 이내에 후임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5. 제15조에 의한 동아리실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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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회원 수가 규정에 미달된 경우
8. 동아리활동 평가에 의한 경우
9. 신청서에 은폐 또는 허위기재한 경우
②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회원 과반수가 서명한
해체결의서와 해체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를 복음실천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동아리실 및 비품관리) 동아리실 및 동아리실에 비치된 비품의 관리는 해당동아
리가 “비품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조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 후 소정의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 16조 (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을 시행과 동시에 학생준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
조, 제18조를 삭제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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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생복지 시설 운영 규정

제 1 조 (목적과범위) ①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복지시
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복지시설이라함은 체력단련실, 여학우체력단련실, 탁구장, 축구장, 족구장, 농
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여학우휴게실, 장애우휴게실 등을 말한다.
제 2 조 (관장부서) 학생복지시설은 복음실천처에서 관장한다. 단, 청소 및 시설유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실에서 담당한다.
제 3 조 (운영위원회) ①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두되 복음실천위원회가 그 임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복음실천처장이 되고 위원은 복음실천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학생복지시설 사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이용자) 학생복지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이용시간) 학생복지시설 이용시간은 시설사용 기준에 준하며.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07:00~22:30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의 제한)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 7 조 (준수사항) 학생복지시설 이용자는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가 정한 이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이용수칙 준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자에 대한 지시․감독) 이용자는 학생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학교의 지시․감독
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피해보상 보험 가입) 학교는 이용상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 보
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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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봉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특성화 목표인 봉사 · 나눔의 실천을 위하
여 구성원들의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 2 조 (조직 및 운영) ① 사회봉사 업무는 복음실천처에서 관장한다.
② 사회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③ 위원장은 복음실천처장이 되며, 위원은 복음실천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봉사 대상기관 및 봉사프로그램의 선정
2. 사회봉사활동 단체(개인)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봉사 인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회봉사에 관한 중요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사회봉사활동 운영) ① 신청 : 연 2회[1학기 4월 중순, 2학기 9월 중순] 홈페이
지에 국내·외 사회봉사활동 단체(개인)를 공개 모집한다.
② 선정 : 사회봉사활동 신청 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사회
봉사활동 단체(개인)를 대학, 신학대학원 별로 선정하고, 방학 중 사회봉사활동을
실행하되 소정의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 4 조 (사회봉사 인증) ① 사회봉사인증 업무는 복음실천처에서 담당하며, 사회봉사 인
증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② 교내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을 검토하여
정한다.
제 3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 5 조 (재정) 본 대학교 예산에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 (회계연도) 본 대학교 예 · 결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기타
제 7 조 (세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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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금 지급 규정

대학부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은 전 학기 성적 등에 따르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한
다. 장학금의 혜택은 교외장학금을 포함하여 한 종목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휴학, 제적, 성적불량, 학칙위반 및 기타 규정 위반일 경우
에는 장학금지급이 중단되며, 재입학, 징계해제, 성적불량, 경건생활, 평점불량
등으로 인한 유급 기타 학칙위반일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학기 다음 1학기를 경
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 3 조 (업무관장)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복음실천처장이 관장한다.
제 2 장

복음실천위원회

제 4 조 (설치와 구성) 장학금 지급방침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복음실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복음실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기능)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결의)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장학금 지급

제 7 조 (종목과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시험 성적순에 따라 4년간, 2년간, 1년간 장학금을 지
급하되 평점 3.5 이상인 자
※ F를 받은 학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이하 F제외) (단, 성경경시(수시) 신입생
장학금은 매년 신,기,교 순으로 지급)
2. 성적 장학금 : 전 학기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3.5 이상의 성적으로 장학위원회에
서 심의 결정한다. 단, 교음과 장학금 사정기준은 교음과 장학생선발기준에 따른다.
※ F제외
3. 재단법인 장신대장학재단장학금 : 전 학기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3.0 이상이며
등록금 조달이 어려운 자 ※ F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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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 장학금 : 학내의 일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한 자로 ‘F'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나 다음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5. 봉사 장학금 : 학교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자로서 평점 2.5 이상인 자 ※ F제외
6. 보훈청 및 통일부 장학금 :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로 평점 1.7 이상인
자에게 등록금전액을 지급한다. 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보훈청 및 통일부에서 지
급되는 장학금 포함)
7. 교역자 자녀장학금 : 본 교단소속 미자립교회 및 면단위 이하 교역자 자녀로서 평점
2.5 이상인 자로서 해당노회 확인서를 제출한 자.
※ F제외 (미자립과 면단위 중 택일, 중복수혜불가)
8. 직계자녀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직원, 용원 및 재단 임직원의
직계자녀로 평점 2.5이상인 자로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F제외
9. 지도교수 추천장학금 : 신앙생활과 품행이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평점 2.5
이상인 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 F 제외)
10. 교외 장학금 :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 희망 방법에 따른다.
11. 장신사랑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거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평점 2.5 이상
인 자(단, 신입생, 편입생 제외) (※ F 제외)
12. 외국인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평점 2.5 이상이며, 외국인등록
증 사본을 제출한 자. 단, 외국인장학금 외에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F 제외)
※ 위 각항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각항에 해당되는 장학금 신청을 해야 한
다.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13. 장신가족장학금 : 재학하는 친족(부부,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자, 모녀)으로서
2명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이중 1명에게만 지급
14. 장애인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1급 ~ 4급인 자
8 조 (신청방법) 장학금 수혜신청자는 매년 1학기 분은 11월중에, 2학기 분은 5월초
장학금신청기간에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 화면에서 신청한 후 제출서류가 있
는 장학금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복음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근로학생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3월초 및 9월초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입생
도 신청할 수 있다.)
9 조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추가 등록기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0조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
금은 자동 소멸된다.(단,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11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단,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된
다.
12조 (공고) 복음실천위원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한다.
1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 후 소정의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14조 (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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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88년 1학기부터 대학 장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서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 학기당 근로시간은 70시간, 또는 1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개정규정은 1999-2학기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3-1학기부터 시행한다.
5. 한 학기당 근로시간은 50시간 또는 1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2005-1학기부터 시행)
6.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1항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2010년 4월 21일부로 규정을 수정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1항 9호, 11호, 12호).
1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제7조 1항 13호, 14호는 2013-1학기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발기준) 장학생 선발은 전 학기 성적, 경제여건, 품행 등을 참작하여 정하며,
장학금 지급은 학기별로 한다. 장학금 혜택은 한 종목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 제적, 성적불량, 학칙위반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
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재입학, 징계해제, 성적불량, 경건생활 평점불량
등으로 유급, 기타 학칙위반일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학기 다음 1학기를 경과하
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 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 3 조 (업무관장) 장학기금의 관리와 운영은 복음실천처장이 관장한다.
제 2 장

복음실천위원회

제 4 조 (설치와 구성) 장학금 지급방침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복음실천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복음실천위원회 위원구성은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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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기능)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6 조 (결의) 복음실천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장학금 지급

제 7 조 (종목과 지급기준) 복음실천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단법인 장신대 장학재단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신앙생활과 품행이 모범
이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자
2. 일반 장학금 : 전 학기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이 평점 3.5 이상인 자 에서 선
발된 자. ※ F를 받은 학생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F제외)
3. 근로 장학금 : 학업성적이 평점 2.5 이상인 자로서 학내의 일정 부서에 배치되어 근로
한 자.
4. 봉사 장학금 : 본 대학교의 발전 및 학생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평점
2.5이상인 자 ※F제외
5. 직계자녀 장학금 :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 교직원 및 재단 임직원의 자녀 중
평점 2.5 이상인 자. ※F제외
6. 교외 장학금 : 기탁장학금 기탁자의 지급희망 방법에 따른다.
7. 미자립교회 교역자 장학금 : 미자립 교회 단독 목회자이며,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평점 2.5 이상인자. ※F제외
8. 교역자 자녀 장학금 : 본 교단 소속 미자립교회 및 면단위 이하 교역자 자녀로서 평점
2.5이상인 자로서 해당 노회 확인서를 제출한 자
※F제외(미자립과 면단위 중 택일, 중복수혜불가)
9. 총장 장학금 : 매학년도 입학시험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3년간 지급(단, 전
학기 성적이 평점 3.5 이상이어야 함) ※F제외
10. 외국인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평점 2.5 이상이며, 외국인등록
증 사본을 제출한 자. 단, 외국인장학금 외에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F 제외)
11. 장신사랑장학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거하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 학생 본인 명의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평점 2.5 이상
인 자(단, 신입생, 편입생 제외) (※ F 제외)
12. 지도교수 추천장학금 : 신앙생활과 품행이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한 평점 2.5
이상인 자(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 F 제외)
13. 입학금감면: 본대학 대학부 출신 신입생에게 입학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14. 북한탈주민 및 그 자녀: 통일부가 발급한 탈북자확인서를 발급 받은 학생으로서 평
점 2.5 이상인 자 중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신입생 제외)
15. 장신가족장학금 : 재학하는 친족(부부, 형제 자매, 부자, 부녀, 모자, 모녀)으로서 2
명 이상이 재학하는 경우 이중 1명에게만 지급
16. 장애인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1급 ~ 4급인 자
제 8 조 (신청방법) 장학금 수혜신청자는 매년 1학기 분은 11월 중에, 2학기 분은 5월
말 장학금신청기간에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 화면에서 신청한 후 제출서류가
있는 장학금은 구비서류를 복음실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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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은 매 학기 추가등록기간에 실시한다.
제 10조 (자격상실)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면 장학
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 11조 (지급방법)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다. 단, 차액금은 현금으로 지급된
다.
제 12조 (공고) 복음실천위원장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한다.
제 13조 (규정개폐) 이 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복음실천위원회의 심의 후 소정의
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 14조 (준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1988년 1학기부터 신학대학원 장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서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한 학기당 근로기준은 70시간 또는 1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학기당 근로시간은 50시간 또는 1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999-1 학기부터 시행)
4. 이 개정규정은 199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1항 10호, 11호, 12호)
11.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제7조 1항 15호, 16호는 2013-1학기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장학금 지급 규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의 장학금 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금 수혜대상) ①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수업년한 이내인 자로서 직전 학기
수강신청이 16학점(대학 4학년 1학기는 15학점, 2001학번 이후 신학대학원은
13학점) 이상인 자
② 장학금은 정해진 기간에 특별히 정한 장학금(신입생장학금, 성적장학금, 교외
지정장학금) 외에는 모두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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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장학금의 종류 및 금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신청 및 방법) ①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매 학년초 홈페이지 학사력에 공지하며,
신청기간 1주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가 공지한다.
② 구비서류가 없는 장학금의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인터넷을 통해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한다.
③ 구비서류가 있는 장학금의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부서
에 직접 신청한다.
④ 복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신청을 받아 지급되는 교비 장학금은 매학기 1종만 가능하다.
제 5 조 (교비장학생 선발) ① 교비장학생은 복음실천위원회에서 [별표 1] “교비장학금지
급기준표”를 참고하여 선발한다.
② 성적장학금 중 동점자는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많은 자 → 전공필수 평점이
높은 자 → 교양필수 평점이 높은 자) → 전학년 평점이 높은 자 →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 6 조 (근로장학생) ➀ 근로장학생 선발은 신청자 중 부서별 업무적합도, 직전 학기 성
적 순에 따라 부서별 정원내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시간과 부서별 정원은 [별표 2] “근로학생정원”과 같다.
③ 근로장학생은 복음실천처장이 인정한 부서 외에는 동일부서에서 2학기를 초
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④ 근로장학생은 학기말까지 근로를 완료하고 근로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근로보
고서를 장학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⑤ 근로장학금은 근로를 완료한 해당학기 종강 이후에 지급한다.
⑥ 근로장학생이 휴학할 경우 복학 후에 지급한다.
⑦ 근로시간이 정해진 시간보다 부족할 경우 20시간 이상에 한하여 시급으로 균
분한 금액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지급하되, 1,000원 미만은 절상한다.
⑧ 기독교교육과의 경우 교생실습이 있는 학기는 근로할 수 없다.
제 7 조 (장애인도우미장학금) 장애인 도우미는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중 1-3급자에
한해 지원하고, 도우미 학생에게는 학기당 일정액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8 조 (교외장학생 선발 및 추천) ① 교외 지정장학금은 지정 학생에게 지급한다.
② 조건부 교외 장학금은 학기초 복음실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고, 복음
실천위원회 결정 이후에는 복음실천처장의 허락 후 해당자에게 지급한다.
③ 교외 미지정장학금은 복음실천위원회를 거쳐 교비 대상자 중 재원 부족 장학
금 지급대상자와 추가장학금 신청자 중 [별표 3] ‘교외 미지정 장학금(기금) 지
급 순위’와 같이 지급한다.
④ 잔여 미지정장학금은 대학과 신학대학원 과정별 학년별로 균분한 인원과 금
액을 직전학기 성적 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학기인 경우 신입생은 제외한
다.
⑤ 교외장학생 추천은 기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직전 학기 성적 순에
따라 [별표 4] “교외장학금추천순위”에 의거 추천한다.
제 9 조 (지급 방법 및 시기) 장학금은 1차, 2차 등록기간에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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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 다만, 2차 등록기간 이후의 교외 장학금은 수혜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한다.
제 10조 (중복지급 기준) 중복 장학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지급한다.
1.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1종만 지급한다.
2. 근로장학금은 어떤 장학금과도 중복하여 지급한다.
3.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비1종+교외지정장학금은 중복 지급한다.
4. 등록금 범위 내에서 성적+봉사+교외지정장학금은 중복 지급한다.
5. 등록금 범위 내에서 추가등록기간 이후의 교수추천장학금은 어떤 장학금과
도 중복 지급한다.
6. 추가등록기간 이후의 교외지정장학금은 중복 지급한다.
7. 교비장학금의 중복 장학금 총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중복 지급한다.
제 11조 (대학원 장학생 선발) 대학원 장학금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대로 지급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2항)
14. 제4조 5항은 2013-1학기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1항)
16.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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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기준표

(별표 1)

1. 교비장학금 지급기준(대학부)
분류

신입생

성

봉

근

적

사

로

교역자
교직원
국 가
유공자
통일부
장 신
가 족
장애인
추

천

학자금

장학금명
특대
구
제 (총장)
도 과수석

지급 대상
전체수석 1명

과수석
신학과, 기교과 1등
신학과, 기교과 2등
정
신학과, 기교과 3등
성적
시
교음과
1등
교음과
2등
교음과
3등
수
신학과, 기교과 경시 수상자
성경경시
시
교음과 1등
학과 / 학년별
1 - 3등인 자
성적
* 성적이의신청기간 후
확인처리
* 1학기는 24명
회
장
총학생회
부 회 장 ,
총 무
각
부
장
회
장
여학생회
부
회
장
총
무
학
회
장
학생회
학
회
부
회
장
학
회
총
무
사생서기(남여), 소망동장,
동연회장, 방송국장,방송국원
신추기자, 교지편집부장,
기타
대의원의장, 선교상임위원장(해당
경우만) 동연총무, 여사생회 회계
각 반 반장
100시간
근로
50시간
미자립(미자립증명서)
미자립·면
교역자 자녀
교역자 자녀 미자립(면단위증명서)
교역자 자녀
직계 자녀 교직원 직계자녀
유공자녀(유공자녀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록금 반은 학교부담,
자녀
반은 보훈청에 요청
국가유공자 유공자본인에 등록금전액
탈북자
탈북자
본 대학교에 2인 이상 재학시 1
장신가족
인
장애인
재학생 중 1-4급
지도교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도교수 1인당 6명까지 허용
추천
대출지원
정부보증학자금 저리대출자

인원

단위금액

1

4년간 등록금 전액

2
2
2
2
1
1
1
1
1

2년간
4년간
2년간
1년간
4년간
1년간
1학기
2년간
2년간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로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전액
전액
3.5이상
전액
F를 제외
전액
전액 ※대학 입학생
전액 2009학년도
반액
수시 ․정시
대상자부터
반액
적용
반액

36

1등 : 50%
2등 : 30%
3등 : 20%

1
2
17
1
1
1
3
3
3

등록금 전액
1,000,000원
350,000원
400,000원
350,000원
250,000원
800,000원
700,000원
600,000원

15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

12
29
78

250,000원
500,000원
250,000원
350,000원
250,000원

3.5이상
F제외
2.5이상
F제외
2.5이상
F제외
2.5이상
F제외

2.5이상
F제외

2.5이상
F제외

등록금 전액

2.5이상 F 제외

등록금 반액

1.7이상

등록금 반액
등록금 반액

1.7이상
연2회 1.7이상
2.5이상
F제외

일정액
500,000원
500,000원
-

자 격
1F 이상 ,
3.3미만 학기
3.0미만 학기

100,000원

F제외

436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2. 대학동문회 신입생 장학금
분류 장학금명

신
입
생

지급 대상

인원

금액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등록금

자격정지

정
성적
시

신학과 1등
2등
기교과 1등
2등
교음과 1등(콩쿨대상 미지원시)
2등

1
1
1
1
1
1

4년간
2년간
4년간
2년간
4년간
2년간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수 콩쿨
시 대상

콩쿨대상 수상자

1

4년간 등록금 전액

3.3미만
3.0미만
3.3미만
3.0미만
3.3미만
3.0미만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학기

3.3미만 학기

3. 교비장학금 지급기준(신학대학원)
분 류
신입생

성

봉

근

적

사

로

교역자

장학금명

지급 대상

신학과 1등
총
장
목회연구과 1등
입 학 금 감 면 본 대학교 출신 신입생
학과 / 학년별
1 - 3등인 자
성
적
* 성적이의신청기간 후 확인처리
* 1학기는 9명
회장
신학과학우회
임원
회장
목연학우회
임원
총무
신
학
과
회계
여 학 우 회
서기
부회장
목
연
과
회계
여 학 우 회
서기
신학춘추국장
기자
사생회장 (남,여)
사생회총무(남,여 )
사생회재정총무 (남,여)
명성,엘림동장
기
타 경건부장 (남,여)

근

로

미자립단독
교
역
자

인원

단위금액

1
1

3년간 등록금 전액
3년간 등록금 전액
입학금 50%

자

격

3.5이상,
F 제외

15

1등 : 1,000,000원
2등 : 1,000,000원
3등 : 1,000,000원

1
15
1
14
1
1
1
1
1
1
1
4

등록금 전액
500,000원
등록금 전액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
300,000원
400,000원
3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2.5이상,
F 제외

10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5이상,
F 제외

동연회장 (신, 목)

2

500,000원

선교회상임위장 (해당시만)

1

700,000원

각 반 반장

11

250,000원

100시간
50시간
미자립(미자립증명서)
역자

59
11

500,000원
250,000원

2.5이상

500,000원

2.5이상
F 제외

담임교

3.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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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교직원
장 신
가 족
장애인
북한이
탈주민
학자금

장학금명

지급 대상

미자립∙면
교역자 자녀

미자립(미자립증명서)교역자자녀
미자립(면단위증명서)교역자자녀

직 계 자 녀

교직원 직계 자녀

장 신 가 족
장

애

인

인원

단위금액

자

500,000원
250,000원
등록금 전액

본 대학교교에 2인 이상 재학시
1인
재학생 중 1-4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대 출 지 원

정부보증학자금 저리대출자

일

정

액

격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2.5이상
F 제외

500,000원
3

수업료 50%

2.5이상
F 제외

100,000원

(별표 2)
1. 행정부서 근로학생 정원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부서명
경

건

교 육 실
대
학
교학실
신 대 원
대 학 원
연 구 지 원 실
기
획
실
전 산 정 보 실
대 외 협 력 실
도
서
관
행
정
실
관
리
실
복 음 실 천 실
기독교교육연구원
성 지 연 구 원
세 계 선 교 연 구 원
평 생 교 육 원
장신 리 더십 아 카데 미
장 신 언 어 교 육 원
교 수 학 습 개 발 원
생
활
관
예
비
군
장신대역사박물관
출
판
부
학 생 생 활 상 담 소
법 인 사 무 처
교 음 합 창 반 주

대학 인원
50시간
100시간
4
2
2

신학대학원 인원
50시간
100시간
5

2
2
1
1

1
1
16

1
1

2
3

5
2
2
2
4
1
17
7
2
4

2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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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부서명

25
26
27
28
29
30
31
32
33

채
플
통
역
의
무
실
언어연습실(LAB)
하
늘
정
원
현
장
실
천
외국인학생도우미
교회 음 악 학 과 (셋 팅 )
교 수 실 ( 초 빙 )
교 수 연 구 실
행정실 계

대학 인원
50시간
100시간
1
1
1
1
2
1
5
3
52
84

신학대학원 인원
50시간
100시간
1
2
2
1
1
1

30

13

61

2. 교수연구실은 전임교원 1인당 1인의 근로학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교외 미지정 장학금(기금) 지급 순위
순위

대학 (2순위)

1

교직원 직계자녀

2

기간 후 신청자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② 미자립교역자자녀 : 35만원
③ 농어촌교역자자녀 : 25만원
④ 장신가족장학금 : 30만원
⑤ 장애인장학금 : 50만원
교수 , 부서, 학생회 추천받은 극빈자 :
50만원

신학대학원 (1순위)
기간 내 신청한 미자립담임교역자 및 자녀 :
50만원
기간 후 신청자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 50만원
② 미자립담임교역자 : 50만원
③ 미자립담임교역자자녀 : 50만원
④ 장신가족장학금 : 30만원
⑤ 장애인장학금 : 50만원
교수, 부서 , 학생회 추천받은 극빈자 :
50만원

3

신청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배정 : 30만원

신청구분없이 성적순으로 배정 : 30만원

(별표 4)
교외장학금 추천 순위표
과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신학과
16
9
6
1

대학
기교과
15
10
5
2

교음과
14
11
4
3

신학대학원
신학과
목연과정
17
13
12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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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음실천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65조(직제) 및 ‘위원회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교직원과 학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장로회신학대학교 복음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단, 교수회의에서
심의‧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복음실천처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신학대학원 장학금의 예산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배정에 관한사항
4. 국가 장학금 운영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및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정보제공, 각종서비스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
8. 부서별 업무지원의 협조와 조정에 관한 사항
9. 복음실천처 운영에 필요한 분석, 평가 및 제반 토의 사항
10. ‘장애인지원’ 및 ‘사회봉사’ 지도에 관한 사항
11. 본 대학교 여학생의 생활지도, 복지, 진로 및 기타 권익에 관한 사항
12. 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외국인학생(전과정)의 학교생활을 지도한다.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7~15인으로 구성하고 ‘장
애인지원센타’ 및 ‘사회봉사센터’ 담당교수를 포함시킨다.
② 위원장은 복음실천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 안에 상설 양성평등소위원회를 두며,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 6 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 개최한다.
제 7 조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 (세칙)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통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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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1.
2.
3.
4.
5.
6.

이
이
이
이
이
이

칙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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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애학생지원 및 사회봉사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복음실천위원회 규정 제3조 3항에 의하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지원 및 사회봉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위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복음실천처 안에 두며, 명칭은 장애학생지
원 및 사회봉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였거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 4 조 (구성) ① 위원회는 복음실천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5인으로 하며, 복음실천처
장이 위원장이 되며, 사회복지 담당교수, 교수학습개발원장, 사무처장이 당연직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조 (심의결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장애학생 복지에 관한 기획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장학금 관련 사항
4. 교수, 학습, 생활, 복지, 상담, 진로, 시설 등의 지원
5. 도우미 및 자원봉사자 관리 운용
6. 교내 장애학생 차별 피해 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호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 6 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담당) 위원회의 사무는 복음실천처의 직원이 담당한다.
제 8 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9 조 (세부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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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로회신학대학교 주차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정 내(이하"교내"라 한다)의 주차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주차관리"라 함은 차량의 교내출입과 주차 및 운행 등에 관

한 관리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내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준수사항)

교내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모든 운전자는 본교의 관련 규정과 방침

(부제 운영 등)에 따라야 하며, 관계 종사자의 안내와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 (운영시간)

매주 월~토, 05:00~24:00까지 운영하고 주일은 05:00~22:00까지

개방한다. 운영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주차요금)

교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부과

하며, 주차요금은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제 7 조 (업무담당)

주차증, 주차권, 주차위반 관리 및 시설, 직원관리 등의 업무는 사무

처에서 담당한다.
제 8 조 (출입증 등)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에 출입증, 인식표 또는

주차증 등을 부착시키거나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 9 조 (교내주차)

① 교내주차는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한하며, 다른 차의 주차 및 통

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어떠한 차량도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일반 범칙금의 3배를 부과한다.
③ 교내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 내에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은 별도의 주차구역과 그
관리기관(부서)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0조 (교내운행) ① 교내에서는 시속 1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기타 수업과 연구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출입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교내의 각 출입구에 차량 통제소 및 통제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11조 (벌칙) ① 주차 위반 시에는 1차 경고(경고장)하고, 30분경과 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1만원)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한 학기동안 교내출
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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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주 이상 장기 주차하여 방치된 차량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견인 조치할 수
있다.
④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내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
다.
제 12조 (귀책사유) ① 주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본 관리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
수 하여야 한다
② 이용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③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본교 내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주차된 차량 내에 현금 및 귀중품을 둘 수 없으며 이를 분실 시에는 본교에
서 변상하지 않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차요금이용표)

(별표 1)
주 차 요 금
구분

무
료
권

정
기
권

이 용 표

주체

주차요금

유형별 대상 차량

비고

공용차량

무 료

학교위탁기관 차량

등록증확인

공공업무
수행차량

무 료

응급차량, 청소(쓰레기수거) 차량, 우편물,
소방용차량 , 공무수행차량(관공서로고부착 )
출입기자용차량,

등록증
또는
로고확인

학교 , 학생의
공무 수행을
위한 차량

무 료

법인 이사진 차량, 학교발전기금 업무수행 차량,
장학금관련 업무수행 차량, 학생취업관련업무
수행차량, 구매물품 납품 및 A/S 차량,
관광버스 등 학교인원 수송을 위한 차량, 교내
공사용 차량 , 은행 현금수송 차량, 기타 학교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및 특송업체 차량

무료
주차권
사용

세교협 숙박

무료

기타

무료

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교직원 차량,
150,000/학기 교직원(조교 , 연구원, 간사 포함), 전임대우교원 , 계약, 용역 ,
신대원 및 대학
40,000/월
외국인교원, 법인직원
일용직 포함
재학생 차량
시간강사

40,000/학기

주1회 등교하는 차량

시간강사 및

60,000/학기

주2회 등교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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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권

할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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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차요금

유형별 대상 차량

대학원생 차량

20,000/월

(* 대학원생은 월, 화)

기숙사
차량

200,000/학기
50,000/월

관련업체차량

150,000/학기
40,000/월

교내 임대운영 업체 종사자 차량
상시 출입 업체 차량

평생교육원,
평대원,
리더십아카데미

4,000/일

주1회 등교하는 학생 차량

일반차량

30분/1,500원
초과 15분당/
500원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차량 및
정기권 미 발급 차량

일일권

12,000/일

쿠폰제

일일권 10매
100,000원

행사참석 / 교수
세미나 참석
차량/
월요할인권

4,000원/일

학생회 등 주체행사 참석차량
교수 세미나 참석차량
월요 수강차량

주말 결혼식
하객 학교행사
(저녁 7시이후 )

1,000원

주말 결혼식 하객차량
오후 7시이후 학교행사 차량

※ 정기권의 경우 1,000㏄ 이하 소형 차량은 20%, 장애인 차량(1-3급은 무료)은 50% 할인

입차 후 무료주차시간 : 15분

비고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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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학 총학생회 회칙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경건과 학문의 전당이다. 우리 총학생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
며 창의적인 학문연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
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예수그리스도의 정신, 그리
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민족의 광복 투쟁 정신과 민주 항쟁 정신을 계승하
여 어두워진 이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며 궁
극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순교자적 자세로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먼저 우리 총학생회부터 스스로 비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모습들을 반성하면서
뜻을 모아 이 회칙을 제정한다. <공포일 2006년 4월 5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고
경건과 학문을 통한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설치)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대학교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고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4. 본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 교수회의에서 징계된 회원은 교수회에 참석하여 말할 수 있다.
제 6 조 (회의 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총학생회장, 집행
부, 운영위원회, 각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되며, 각 기구는 상대적 독립성
을 가진다.
제 7 조 (자문기구) 본회는 총장, 학생처장 및 관련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기구이다.
제 9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10조 (권한) 1. 학생총회는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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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받는다.
2. 학생총회는 학생회칙 및 학생 전체에 관련된 중대 사항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 11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12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의 1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학생총회 소집은 수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학생총회의 개최 당시는 휴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조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3조 (의결) 1. (일반의결) 학생 정기총회는 재적회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시 총회는 200인 이상의 참석으
로 개회하고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일반의결) 안건이 미결되었을 때, 총학생회장이 출석인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의원회로 미결된 안건을 재발의 할 수 있다.
3. 1항과 2항의 경우, 총회 도중 이탈자의 표는 기권 표로 인정한다.
4. (회칙 개정 의결) 12장 58조의 회칙 개정 의결에 따른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 14조 (지위) 대의원회의 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15조 (구성 및 선출) 1.대의원회는 각 학년 각 학기 과대표로 구성되며, 차기 대의원
은 11월 중에 선출한다.
2.선출된 과대표는 해당 학기간 대의원의 직무를 수행한다.(대의원 휴학 시 차기
과대표가 직무를 수행한다.)
3.신입생의 경우, 3월 중 대의원(과대표)를 선출한다.
제 16조 (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권한이 있다.
1. 학칙개정의 발의를 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3.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4. 총학생회 회비 심의안 의결권
5.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제출된 예산결산안의 심의 승인권
6.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제출된 사업계획 및 그 보고의 심의 승인권
7. 본회의 서무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권
8. 대의원 총회에서의 의장 선출권
9. 1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의 탄핵 소추 발의권
10. 집행부 전 부장의 일괄 인준권
11. 집행부 각 부장의 해임 의결권
12. 학교 당국 관계자, 총학생회장 및 집행부의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
다.
13. 학교 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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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15.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 17조 (의장)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2학기 종강일 이전에 차기 대의원들이 선출한다.
제 18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이후 해당학기까지로 한다.
제 19조 (의결) 1.(일반정족수) 제16조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3, 4, 5, 6, 10,
12, 13, 14, 15항은 대의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2.(특별정족수) 제 16조에 규정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중 1, 2, 9, 11 항은 재
적 대의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 4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 20조 (지위 및 책임) 1.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활동과 학습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
진다.
3.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4.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
한다.
제 21조 (임기 및 자격)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며, 본교에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제 22조 (선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공동 입후보하며,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
한다.
제 23조 (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
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 24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와 학생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기
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집행부의 각 부장을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한 다.
3. 본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4. 본회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본회의 예산집행을 결재한다.
6. 대의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고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본회의 집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7. 대의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이외에 필요하다고 차후에 인정된 사업을 계
획추진 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8. 집행부 각 부장을 해임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새로 임명 할 수 있
다.
9. 대외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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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25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26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총무, 각과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제 27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의 예산 및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2.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3. 본회의 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를 할 수 있다.
6. 업무 집행상 필요한 임시기구를 둘 수 있다.
7. 집행부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제 2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1회로 그 시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
여 소집한다.
제 6 장 집 행 부
제 29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30조 (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총무, 각 국장 및 부장으로
구성되며,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에서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
된다. 단, 부서의 조직은 필요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집행부의 산하 기구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제 31조 (업무 및 권한) 1. 대의원회에서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학생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학생활동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 집행부 각 국장은 집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총학생회장단의 동의하에 각 국 산
하 부서와 적정 수의 국원을 둘 수 있다.
5. 각 부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학생회
제
제
제
제

32조
33조
34조
35조

(지위) 각과 학생회는 그 학과의 최고 학생 기구이다.
(구성) 각과 학생회는 해당학과의 학생전체로 구성된다.
(학생회장) 각과 학생회장은 해당학과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업무 및 권한) 1. 각과 고유 업무 및 학생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학생활동계획서, 예산안, 활동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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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동아리 연합회
제 36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각 동아리의 대표로 구성된다.
제 37조 (회장) 동아리 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38조 (업무 및 권한) 1.동아리의 등록, 예산집행 및 각 동아리의 제반활동을 관장한다.
2.동아리의 활동 계획서, 예산안, 활동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
출한다.
제 39조 (회칙)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따른다.
제 9 장 재 정
제 44조 (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학생 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납부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 45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으
로 한다.
2. 본회의 회계년도는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3. 회계년도의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6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각 기구가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사
업계획을 운영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대의원회에 의하여 심의․승인된다.
2. 예산 편성시 한 학기의 예산이 회계년도 전체 예산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3. 예산안 심의를 제안 받은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47조 (가예산과 경정예산)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1개월간의 가예산을 인정할 수 있다.
2. 예산 수납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8조 (예산 집행) 집행부는 예산의 집행시 영수증을 첨부하며, 각 기구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제 49조 (결산보고) 1. 결산보고서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한다.
2. 결산안은 총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3. 대의원회는 결산보고 내용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 50조(감사) 1. 예산의 실행은 매 학기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2. 대의원회는 매 학기 감사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10 장 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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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조 (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로 한다.
제 52조 (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선거는 11월 첫째 주에 실시한다.
2. 각과 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각각의 회칙에 따른다.
제 53조 (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
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 54조 (선거관리위원회) 1.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은 본회의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되
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2. 각과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은 각 학생회 회칙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장은 각과 학
생회장이 된다.
3. 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는 자체 회칙에 따른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
제 55조 (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궐위시 그 잔일기간이 150일 이상인 경
우에는 궐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총학생회장 궐위시 그 잔일기간이 150일 이하일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총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3. 대의원회 의장 궐위시 대의원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되 궐위일로부터 2일 이내
에 선출한다.
제 56조 (비상대책의원회) 1. 종강일 5일전까지 선거 입후보자가 없을 시 즉시 임시총회를 소
집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제56조 이하의 회칙들은
순차적으로 순서를 다시 정한다.
제 11 장 회칙개정
제 57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세 가지 항목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칙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대의원회 대의원의 1/2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의 발의
3. 회원 200명 이상의 발의
제 58조 (의결) 발의된 안은 1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다음 1항 또는 2항에 따른다.
1. 대의원 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2. 학생총회에서, 재적회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단, 회의도중 이탈자의 표는 기권표로 한다.)
제 59조 (공포) 1.제 58조 1항의 경우,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2.제 58조 2항의 경우, 의결 즉시 총학생회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 12 장 부칙
제 60조

본 회칙은 공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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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학대학원 신학과 학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
다.)
제 2 조 (위치) 본 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자치활동을 통하여 경건과 학문을 함양하며 신학도로서의 자질향
상과 실천적인 선교 역량을 배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제 4
제 5
②
③
④
수
제 6

회원 및 권리, 의무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조 (권리)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부당한 처벌이나 징벌을 받지 않는다.
신학대학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이 된 회원은 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있다.
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자치회비 납부와 회칙준수 및 제반 결의사항을 실천할 의
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 및 부서

제 7 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정책국장, 정책부국장,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재정국장
제 8 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를 통괄하여 회원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
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정책국장 :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각 국을 통괄한다.
4. 정책부국장 : 정책국장을 보좌하며 정책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재정국장 : 본회의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6. 재정부국장 : 재정국장을 보좌하며 재정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사무국장 : 본 회의 제반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8. 사무부국장 :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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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부서) 본 회의 각 부서는 부장 1인씩을 두며 차장을 둘 수 있다. 홍보부, 복지
부, 학술연구부, 문화체육부, 예배부 각 부서는 부장 1인과 차장을 둘수 있다. 또
한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직·해체할 수 있다. 그 권한은 제3장 7조에 의하여 회
장에게 주어진다.
제 10조 (부서의 임무) 본 회는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홍보부 : 홍보 및 멀티미디어 관련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2. 복지부 :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학술연구부 : 사회·학술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문화체육부 : 문예·문화 체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예배부 : 채플·사경회 등 예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11조 (임기) 임원 및 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매년 1학기 종강부터 익년 1학기말
까지로 한다.
제 12조 (신분보장) 정․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신대원 여학우(드보라)회

제 13조 (지위) 여학우회는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들의 대표기구이다.
제 14조 (회원) 여학우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로 한다.
제 15조 (회장 및 선거) 여학우회 회장은 여학우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여학우
회를 대표한다.
제 16조 (임무) ① 여학우회는 여학우들의 활동에 관한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여학우회 회장은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 17조 (재정) 여학우들의 재정은 본 회의 재정 중 총 재적에 대한 여학우 비율에 따라
정한다. (관례를 참조하여 본 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8조 (회칙) 여학우회는 여학우들의 자치활동 및 업무에 따른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
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9조 (설치) 본 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0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정∙부회장 및 정책위원장, 여학우회 회장, 동연회장, 각 학
년 각 반에서 매 학기 선출된 반장으로 구성한다.(유고시 대리인을 세울 수 있
다.)
제 21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학우회의 제반사업 및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한다.
제 22조 (의장) 운영위원회는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3조 (권한) ① 학우회 회장의 탄핵 의결권을 갖는다. 단, 의결정족수는 운영위원 2/3
이상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학교당국 관계자, 학우회장 및 각 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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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4조 (소집)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둔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중 2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
소집한다.
제 6 장

장이

대의원회

제 25조 (설치) 본 회에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조 (구성 및 선출)
① 대의원회는 각 학년 각 반별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각반 대표1인으로 구성된
다.(각 학년별 2인 총 6인)
② 대의원은 운영위원이나 학우회 임역원, 동아리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대의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 27조 (임무)
① 대의원회는 학우회의 제반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과 결산을 감사한다.(년 2회 각 학기말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② 과반수 이상의 학우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학우회장이 탄핵소추발의권을 갖는다.
③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⑤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갖는다.
제 28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학우회와 동일하다.
제 7 장

장학위원회

제 29조 (설치) 본 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 30조 (구성) 장학위원회는 정․부회장 및 각반 반장으로 구성된다.
제 31조 (임무)
①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급여대상자를 선출하여 학교 장학지도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 장학위원회는 본 회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32장 (의장) 장학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33조 (소집) 본 위원회는 매 학기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34조 (감사) 본 위원회는 결산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의 자격은 신학대
학원 원장과 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제 8 장

선

거

제 35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회의 정․부회장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위
원장은 부회장이 된다) 선거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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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 후보 등록자는 참관이 1명씩 추천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 37조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38조 (후보등록 공고 및 등록)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는 선거 3주전에 선거관리위원
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구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 39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동안 지정
장소에서 개첨물 및 합동 연설의 방법에 의한다.
제 40조 (선거) 정․부회장은 매년 5월 마지막주 또는 6월 첫 주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
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1조 (결선투표) 전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차점자의 결선투
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42조 (단일후보자)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3조 (기타 임원 등) 정․부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부장, 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결원
발생시는 수시 임명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보임된 임원 및 부장, 차장 임기는 전
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장

회

의

제 44조 (임시총회) 전 학우들의 총의를 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호에
의거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다.
1. 학우회 임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경우
2.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3. 재적회원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 임시총회의 성립과 의결: 임시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
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45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 10 장

재

정

제 46조 (재정의 충당)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 47조 (자치회비) 본 회의 자치회비는 매 학기 납입금의 3% 이내의 소정의 금액으로
하며,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우회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 48조 (회계연도) ① 매년 1학기 종강부터 다음해 1학기말까지 1년으로 한다.
② 전 항의 회계연도는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49조 (예산의 편성과 심의) 예산은 임원회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심의 승인
된다.
제 50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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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졸업준비위원회

제 51조 (졸업준비위원) 본 회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둔다.
제 52조 (졸업준비위원회의 업무)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여행, 사은회, 졸업식, 회의들이
목회파송업무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53조 (졸업준비위원회장의 선출과 임기) 졸업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2학년 2학기에 그 학년 학우들의 추천을 받아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그리고
그 임기는 3학년 2학기부터 시작되며, 졸업식까지이다.
제 12 장

기

타

제 54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원 50인 이상 또는 정기운영위원회에서 운영
위원 5인 이상의 발의와 운영위원 재적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 55조 (협의체 구성) 본 회는 학교 내의 연합사업을 위하여 총학생회, 목회연구과 학우
회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6조 (일반관례) 본 회칙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57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초안 1980년 10월 21일 통과
개정 1982년 6월 2일 개정(일부)
개정 1983년 6월 7일 개정(일부)
개정 1984년 3월 15일 개정(일부)
개정 1985년 9월 24일 개정(일부)
개정 1986년 11월 6일 개정(일부)
개정 1987년 4월 7일 보완(일부)
개정 1987년 9월 1일 개정(일부)
개정 1992년 11월 3일 개정(일부)
개정 2000년 5월 1일 개정(일부)
개정 2000년 11월 10일 개정(일부)
개정 2002년 9월 3일 개정(일부)
개정 2003년 6월 3일 개정(일부)
개정 2014년 3월 1일 개정(일부)
부

칙

1. 제5장 제20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1988년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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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학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장로회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학우회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한다).
제 2 조 (위치) 본 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회는 신학도로서 자치활동을 통해 경건과 학문을 함양하며 인격도야 및 실천
적 선교 역량을 배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학생으로 한다.
제 5 조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결의권을 갖는다.
제 6 조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치회비 납부 및 제반 결의사항을 실천할 의무를 가
진다.
제 3 장 회장 및 부회장
제 7 조 (회장, 부회장의 임기)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해 7월 1일부터 명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회장 또는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회장의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
독하며, 임원 임명과 해임 할 권한을 가진다.
제 9 조 (부회장의 직무대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가 있을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
한다.
제 10조 (임시회장) 회장 부회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 서기, 회계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 11조 (신분보장) 회장․부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제 12조 (임원의 의무)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학우들을 사랑하고, 정
직하고, 청렴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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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겸직) 학우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을 겸할 수 없다.(반장, 여학우회장, 졸준위원장)
제 14조 (여비) 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여비를 수령한다. 이 경우 구체적 지출항목을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
제 15조 (임원) 본 회는 회장․부회장 외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총무, 서기, 회계, 기획조
정부장, 예배찬양부장, 친교복지부장.)
제 16조 (임원의 직무) 본 회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 : 본 회의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각 부서를 총괄한다.
2. 서기 : 본 회의 제반사무 업무를 총괄한다.
3. 회계 : 본 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4. 예배찬양부 : 회원의 예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음악활동 및 찬양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5. 친교복지부 : 회원들의 친교와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6. 기획조정부 : 본 회의 모든 행사를 기획 조정한다. 학술 및 문화예술에 관한 모든 사
항을 담당한다. 대외 섭외 및 홍보 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제 17조 (부서수정) 제10조에서 정한 부서는 새 회기의 회장에 의해 명칭 또는 그 업무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18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5 장 임원회의
제 19조 (정기회) 1. 정기회는 매월 1회 임원회의에서 정해진 시간에 집회한다.
2. 단 정기회를 개회하기 전 반드시 기도회 시간을 갖는다.
제 20조 (임시회) 1. 회장은 2인 이상의 임원의 집회요구가 있거나 긴급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
단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 경우 총무는 즉시 개별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회의록) 1.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개회,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임원의 명단
4) 각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기타 본회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에는 회장 또는 그의 대리자가 서명하여 학우회의 문서 보관함에 보관보존한다
․
.
3. 모든 회의 서류의 보관기간은 3년,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6 장 의사진행
제 22조 (성격) 본 회의는 심의(審議)기구이다. 단 회장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의결
(議決)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 23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
하여 발언할 수 없다. 이러한 발언은 기타의제 심의 시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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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정
제 24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자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25조 (자치회비) 본 회의 자치회비는 매 학기 납입금의 3% 이내의 소정의 금액으로 하여
그 인출 및 집행은 학우회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 26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본 항의 회계 연도는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 27조 (결산보고) 결산보고는 제1기와 제2기로 구분하여 대의원회의 감사를 받은 후, 전체회
원에게 보고한다.
제 8 장 운영위원회
제 28조 (설치) 본 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9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 여 학우회 회장, 각 학년의 대표(반장)로
구성한다. (단 유고시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제 30조 (의장)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우회장이 된다.
제 31조 (권한)
1. 학우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2.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2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 중 2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회장이 소
집한다.
제 9 장 대의원회
제 33조 (설치) 본 회에 대의원회를 둔다.
제 34조 (구성 및 선출) 1. 대의원회는 각반 반장과 각 반에서 선임된 1명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은 학우회 임원, 여학우회 임원, 졸업준비위원회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3. 대의원장은 대의원회에서 호선한다.
제 35조 (임무) 1. 대의원회는 학우회의 제반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과 결산을 감사한다.
(년 2회 각 학기말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2. 대의원회는 졸업준비위원회의 제반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과 결산을 감사한다.
(년 2회 각 학기 종강 1주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3. 다음의 경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학우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학우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 한 탄핵소추 발의권을 갖는다.
ㄱ. 회칙을 위배했을 때
ㄴ. 회장(부회장)으로서 현저히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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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임시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탄핵의 경우 탄핵위원장과 임시총회 의장은 대의원장이 맡는다.
4.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6. 학교당국의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 권을 갖는다.
제 36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반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0 장 목연 여학우회
제 37조 (지위) 여 학우회는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연구과 여 학우들의 대표기구이다.
제 38조 (회원) 여 학우회는 회원을 본 대학교 신학대학원 여 학우들로 한다.
제 39조 (회장 및 선거) 1. 여 학우회 회장은 여 학우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여 학
우회를 대표한다.
2. 여 학우회 회장․부회장의 입후보자들은 재적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 여 학우회 회장․부회장의 선거일정과 방식은 학우회의 선거규정에 준한다.
단, 독자적인 회칙에 규정되어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 40조 (임무) 1. 여 학우회는 여 학우들의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여 학우회 회장은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3. 여 학우회의 총무는 본 회의 여학생부 부장을 겸임한다.
제 41조 (재정) 여 학우회의 재정은 본 회의 재중 중 관례를 참조하여 본 회와 협력하여 결정
한다.
제 42조 (회칙) 여 학우회는 여 학우들의 자치활동 및 업무에 따른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 11 장 장학위원회
제
제
제
제

43조
44조
45조
46조

(설치) 본 회에 장학위원회를 둔다.
(구성) 장학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각반 반장으로 구성된다.
(의장)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학우회장이 된다.
(임무) 1. 장학위원회는 장학금 급여 대상자를 선출하여 학교 장학 지도위원회에 추천
할 수 있다.
2. 장학위원회는 본회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 47조 (소집) 본 위원회는 매 학기말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8조 (감사) 본 위원회는 결산 감사를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감사의 자격은 신학대학원
장과 동문회장으로 한다.
제 12 장 선 거
제 49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회장․부회장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50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각반
반장, 여학우회장, 대의원1인과 학우회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우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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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맡는다.) 선거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단, 각 후보 등록자는 참관인 1명씩을 추천하
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 51조 (선거관리위원의 의무) 선거관리위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2조 (정․부회장 입후보 자격) 회장․부회장 입후보자는 재적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중복 추천은 불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 53조 (후보등록 공고 및 등록) 회장․부회장 후보등록 공고는 선거 4주전에 실시하며 후보자
등록은 후보 등록 공고 후 선거일 2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
다. (구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제 54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후 선거일 하루 전날까지 지정 장소에서 게시물에
의한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한하여 소견을 발표한다.
2.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가 1인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5조 (공청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약과, 소견, 그리고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선거일 일주일전 공청회를 실시한다.
2.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학우회장 부회장후보, 여학우
회장 부회장 후보)명단과 각 진술인의 공약사항을 공청회 1주일 전에 게시판에 공시
하여야 한다.
3. 목회연구과 재학생은 누구나 다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6조 (선거) 회장․부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재적회원 과반수의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로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57조 (단일후보의 경우)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득
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재투표한다.
제 58조 (당선공시) 선거관리위원장은 학우회장 및 부회장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
을 즉시 학교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 59조 (기타 임원 선출) 1.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결원 발생
시는 수시로 임명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장 총 회
제 60조 (총회) 회장은 전 학우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 총
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학우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2. 학우회원 1/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3. 대의원회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의 성립과 의결
임시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61조 (정족수)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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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졸업준비위원회
제 62조 (설치) 본회는 졸업준비위원회를 둔다.
제 63조 (업무)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여행, 사은회, 졸업식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64조 (선거) 졸업준비위원장의 선거는 졸업반의 추천으로 졸업반의 출석회원 과반수로 선출
한다. 졸업준비위원장의 선출은 2학기 종강 4주전으로 한다.
제 65조 (임기) 졸업준비위원의 임기는 선출 시로부터 시작되며, 졸업식까지이다.
제 66조 (위원의 임명) 졸업준비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7조 (구성) 졸업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총무1인, 회계1인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
다.
제 15 장 기타
제 68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발의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1.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제 69조 (연합사업) 본회는 학교 내외의 연합사업을 위하여 총학생회, 신대원학우회, 전국신대
원연합회와 함께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제 70조 (일반관례) 본 회칙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71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표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72조 (승인)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초안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부칙

1981년 3월 5일 통과
1984년 3월 15일 개정(일부)
1997년 3월 1일 개정(일부)
1998년 2월 25일 개정(일부)
1999년 2월 24일 개정(일부)
2000년 3월 15일 개정(일부)
2001년 5월 31일 개정(일부)
2002년 5월 16일 개정(일부)
2005년 5월 30일 개정(일부)
2009년 5월 27일 개정(전면)
2010년 6월 3일 개정(일부)
2012년 6월 1일 개정(일부)
2013년 11월 22일 개정(일부)
2015년 6월 3일 개정(일부)
: 본 개정안의 2015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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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부, 신대원신학과, 신대원목연과) 선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모든 학위의 참여로 선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중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부, 신대원 신학과, 목회연구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 5 조 (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제반 선교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 본회의 제반 결의
사항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 7 조 (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각 과정별 선교위원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겸임한다.
2. 공 동 대 표: 각 과정 선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선교위원장: 각 과정 선교위원장은 전체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4. 선 교 위 원 : 각 과정 학년별 50인당 1인을 기준으로 선교위원을 추천한 후 직전
선교임원들과 협의한 후 지도교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5. 협 력 위 원 : 선교관련 동아리 대표로 구성한다.(단, 의결권은 없다)
제 8 조 (임무) 본회는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둔다.
1. 선교위원회 : 선교위원회는 신대워너 신학과 선교위원, 목연과 선교위원, 대학부
선교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교위원은 임원 및 각부 실행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는 각 부 선교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부의 사업을 집행한다.
3. 협의회 : 신대원 신학과 학우회, 목연과 학우회, 총학생회, 선교관련 동아리대표
그리고 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 9 조 (임기) 본회의 선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부 4학년, 신대원(신학과,
목연과) 3학년 선교위원 임기는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 10조 선교위원회의 임원 및 각부 실행위원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본회를 대표한다.
2. 공동대표 : 각 과정 선교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선교회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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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을 갖는다.
3. 총 무 : 공동대표를 보좌하며, 각 부서를 총괄한다.
4. 서 기 : 본회의 기록 및 문서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담당한다.
5. 회 계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일체를 담당한다.
6. 행 정 부
7. 국내선교부
8. 해외선교부
9. 교육훈련부
10. 멀티미디어 선교연구부
11. 홍 보 부
각 부서의 임무는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 1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한다.
1. 선교회총회 : 선교회 총회는 장신대 재학생으로서 선교회원 의무를 준수한
사람으로한다.
2. 정기선교위원회 : 매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하며 총무는 전회의록
낭독, 회계보고, 감사보고, 정관개정, 각종 사업보고를 심의하고 기타 토의사항을
의결한다.
3. 임시선교위원회 : 다음의 경우 소집한다.
가. 공동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선교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임원회 : 매월 1회 또는 공동 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고 검토한다. 단, 이를 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각종 회의의 개회 성수는 과반수로 하며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감 사
제 13조 (감사) 본회의 감사는 학부 및 신대원 각 3인의 위촉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선교회비 및
후원금으로 감사한다.
제6장 지 도
제 14 조 본회는 대내·외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1. 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신대원장, 교학처장, 선교학 교수 1인, 총장이 임명한 교수
2인으로 구성하며 선교회 대내·외 활동 및 적립금의 재정집행에 있어 행정적인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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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1 조 회칙 개정은 선교위원회 총회의 출석 인원 2/3 이상으로 결의하고 교수회의 인준을
거쳐 개정한다.
제 2 조 본 회칙의 시행을 2003년 6월부터 시행한다.

각 부서 내규
1. 행정부
1) 목적 : 본회의 전체사업을 관장한다.
2) 선교회 주관 예배 및 수요영어예배를 주관한다.

2. 국내선교부
1) 목적 : 본 내규는 국내선교부 활동의 제반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대상 : 국내선교부는 다음과 같은 선교현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① 국내 선교활동을 전반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사역, 다발공동체사역, 특수사역 등
② 학교 내 선교 관련 동아리를 지원한다.
3) 선발기준
① 후원대상 선발기준 : 본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제2항의 선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자로
한다. 단, 본회의 소정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선교지망생 선발기준 : 본교 재학생으로 제2항의 선교현장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 한다.
③ 후원대상 및 국내사역자의 선발은 실행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선교위원회의 인중을 받는
다.
4) 교육방법
① 지원대상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매년 1회 이상 참가한 자로 한다.
② 선교지망생은 교육훈련부에 위탁하여서 훈련을 받도록 한다.
5) 지원방법 : 국내 선교비 지급규정을 의거한다.
6) 보고 및 평가
① 지원대상자는 매학기 1회 선교활동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② 선교지망생은 교육훈련부 평가원칙에 의한다.
7)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3. 해외선교부
1) 목적 : 본 내규는 견습선교사와 해외선교부 활동의 제반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2) 활동범위 : 해외선교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나 타문화권 선교를 우선으로 한다.
3) 견습선교사
① 지원자격
· 본교 대학부 3, 4학년, 신대원목연과, 신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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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기 선교회비를 완납한 자로 한다.
· 견습선교사 지원자는 인선위원회를 거쳐 인준을 받는다.
예외) 2학기 지원자로서 다음 년도 졸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방법
견습선교사 지원자는 교육훈련부에서 주관하는 견습선교사 훈련학교(Training School for
Student Missionary-TSSM)를 수료하여야 한다.
③ 파송국가
견습선교사 청빙서를 보내온 사역지를 우선으로 하여 파송한다.
④ 선교비지원
자비량 선교원칙에 의한다.
⑤ 사역기간
파송학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⑥ 보고 및 평가
· 견습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반기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출국 전과 귀국 후에는 반드시 선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귀국 후 선교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견습선교사모집 및 인선위원회
① 견습선교사 모집
매학기 시작과 함께 견습선교사 홍보와 모집을 한다. (3월, 9월)
② 인선위원회
인선위원회는 5인 지도교수와 총회 인선위원 2인으로 구성된다.
인선위원회는 1학기(5월 중순)와 2학기(11월 중순)에 열린다.
5) 견습선교사 후원
① 반기별 소식지와 우편물을 발송한다.
② 인터넷을 통한 선교사와의 연대성을 유지한다.
③ 학내 견습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지원한다.
④ 본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노력한다.
6) 선교자료 수집 및 보류
① 견습선교사 보고서를 수집 보관한다.
② 선교지에 대한 연구와 소개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연구부와 협력한다.
7)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7. 교육훈련부
1) 목적 : 본 내규는 교육훈련부 제반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대상 : 해외선교부와 국내선교부의 선교교육 훈련 위탁생 및 본 선교회의 위원을 그 대상으
로 한다.
3) 교육내용
① 해외, 국내선교부가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과 그 밖의 선교의 기반이 되는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며, 전문분야에 관한 내용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일반분야에
관한 내용은 본 부서가 타부서와의 협력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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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분야 - (ㄱ) 견습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학교
(TSSM – Training School for Student Missionary)
(ㄴ) 제반 교육훈련내용(LIFE – Language Institute for Evangelism)
나. 일반분야 – 전분분야 이외의 선교의 비전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 내용(선교위원 및
복귀견습선교사 RETREAT)
③ 수료대상 – 교육훈련부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한다.
4) 홍보 : 각 부서의 활동 상황과 평가를 중심으로 회보 등 정기간행물에 게시한다.
5) 미비한 사항은 본 회의 결정에 따른다.

5. 멀티미디어 선교연구부
1) 목적 :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 정보수집, 데이터베이스 운영,
정보제공, 타부서를 지원한다.
2) 본회 선교전략을 연구한다.
① 본회의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선교잡지, Internet Date, 녹음테잎, 영상자료)를
수집한다.
② 발전적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선교 흐름과 상황 변화를 파악하여 임원회에 보고한다.
3) 본회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와 고난이도 기술을 제공한다.
① 견습선교사들이 겪은 선교경험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회의 홍보 및 선교자료를 제공한다.
③ 본회의 홍보를 위한 컴퓨터 홍보물(임원 및 견습선교사들의 파워포인트 작업 등)을 제작
한다.
④ 견습선교사나 국내 특수사역자의 networking을 위해 인터넷 사용법을 전파한다.
⑤ 본회의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장비(녹음기, 카메라, 비디오 등)을 구입 관리한다.

6. 홍보부
1) 목적 : 국내, 해외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벤트적 기획과 홍보를 담당한다.
2) 본교 내 선교분위기 교양을 위한 이벤트적 행사를 기획한다. (예: 선교를 주제로 한 기사
모집, 대륙선교세미나, 견습선교사 현재 사역소개 및 중보기도 모임 등)
3) 본회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
① 선교연구부의 도움으로 파송견습선교사, 귀국견습선교사, 선교회 임원 소개 등의 파워포
인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한다.
② 각종 행사시(견습선교사훈련학교, 수요영어예배, 선교Expo, 대륙선교세미나, 선교장신대
회 등)홍보를 담당한다.
4)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결정에 따른다.

선거내규
제 1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의 선교위원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학년의 대표로 구성하며(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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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위원장이 된다) 선거관리일체를 담당한다. (단, 각 후보 등록자는 참관인 1명씩을
추천하여 트,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3 조 (선교위원구성) 선교위원은 각 학년당 학생 50명에 1인으로 한다.
4 조 (선교위원 후보자격) 선교위원후보자는 회원의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5 조 (후보등록 공고 및 등록) 각 과정별 선교위원장 후보등록 공고는 5월중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한다. 후보등록은 선거 1주전까지 하며, 각 과정별 3명 이하로 제한한다. 구
비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다. (단, 목회연구과는 9월중에 실시 할 수 있다)
6 조 (후보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공고를 선거 1주일 전에 한다.
7 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후 선거관리위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동안 지정 장소
에서 개첨물 및 합동연설의 방법에 의한다.
8 조 (선교위원장 선거) 각 과정별 선교위원장 선거는 매년 5월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
며,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선거일자는 해당회기 공동대표의 직
권으로 조정 할 수 있다.)
9 조 (결선투표) 1. 전조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독 후보인 경우는 투표회원 과반수의 찬반투표로 결정한다.
10조 (임원 및 부서장) 임원 및 각 부서장은 각 과정별 위원장이 선임하여 직전 임원단과
협의한 후 지도교수 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11조 (개표) 각과 과대표를 참관인으로 하여 개표를 실시한다.
12조 (결원) 선교위원의 결원 발생시 결원을 보충한다.

예산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선교회의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선교비 수납) 회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선교비는 전액 선교회비로 수납한다.
제 3 조 (선교비 사용)
1. 가용 선교비는 매기 수납회비의 80%와 기초 적립금을 이자, 교내 지원금, 교외후원
금으로 한다.
2. 수납회비의 20%는 기본 적립금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비 할당) 가용 선교비는 다음 별표와 같이 사업별로 할당한다.
1) 기초적립금의 이자는 전액 해외 견습 선교비로 사용한다.
2) 선교회비 및 교내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별로 할당한다.
3) 교회후원금은 해외 및 국내선교비로 사용한다.
사업본부
적 립 금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교육훈련부
선교연구부
홍 보 부
행정부(운영비)

할당비율
20%
10%
40%
10%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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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사업비 지출) 1. 할당된 선교비는 정해진 사업에 사용 되어야 하며 사업이 없으면 지
출될 수 없다.
2. 지출되지 않은 할당금은 기본 적립금으로 적립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사자와 책임자는 연대하여 변상해야 한
다.
제 6 조 (적립금 사용) 1. 기초적립금의 이자는 전액 해외 견습 선교비로 사용한다.
2. 선교회비 및 교내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업별로 할당한다(단, 각 사업부분의 할당된
비율은 사업 활동에 따라 임원 회의를 거쳐 조정 될 수 있다).
3. 교회후원금은 해외 및 국내선교비로 사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정기 선교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단, 3조와 6조의 개정시에는 1976년 이후 선
교회비를 납부한 각기 동문 대표 1인과 선교학 교수 전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정일
개정일
개정일
개정일

1987년
1988년
1990년
2003년

7월
9월
9월
6월

9일
16일
10일
12일

회계처리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장신대 선교회(이후 “본회”) 운영에 따른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밝히며 명료하게 분류, 기록, 보존하여 본회가 합리적인 재정관리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본 회의 모든 회계처리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이다.
제 4 조 (회계장부 및 기재요령) 1. 다음의 장부는 필수적으로 비치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가. 입 금 전 표 : 본회는 모든 수입사항을 기재하고 전결권한표의 정한 바에 따라 확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출결의서 : 본 회의 모든 지출사항은 지출 결의서에 기재하여 전결권한표에 따
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일 기 장 : 임급전표와 출금전표의 수지사항을 발생일자 순으로 기록한다.
라. 원
장 : 일기장에 수록한 수지사항을 예산 항목별(계정과목별) 일자 순으로
기록한다.
2. 모든 장부의 기록은 수지발생 일자로 기재하며 위의 장부 이외의 것은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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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할 수 있다.
5 조 (보본) 회계장부는 영구 보존해야 한다.
6 조 (지출승인) 1. 본회의 지출은 매기 선교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을 그 한도로 한다.
2. 예산을 승인 하였을지라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단, 공통 비용으
로 경상비에 속하는 지출은 예외로 한다.)
3. 모든 지출은 전결권한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전결권한표
7 조 (계정과목) 본회의 장부 기록과 예산수립은 본 계정과목(예산항목)에 맞추어야 한다.
8 조 (증명서) 모든 수입사항과 지출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는 전표에 첨부해야 승인 받을 수
있다.
9 조 (결산 및 감사) 1. 선교비 수입에 의한 예산과 특별 수입에 의한 예산을 구분하여 보고
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선임된 감사는 매 학기 감사를 필하고 정해진 양식으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회계는 감사자의 요구에 따라 회계장부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10조 (현금과 예금관리) 1. 선교적립금은 선교위원회에서 결의한 금용기관에 예치되어 관리
해야 한다.
가. 선교적립금의 구좌는 학교 명의로 개설하고 학교장(총장)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
나. 선교적립금은 당시 금융기관 최고율의 이자 수입이 가능한 종목으로 예입해야 한다.
2. 매기 사업비와 활동비는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가. 일상 예비비나 활동비는 회계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상임위원장
이 정한다.
나. 예금구좌는 상임위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회계가, 인장은 상임위원장이 관리
한다.
3. 본회는 현금과 예금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11조 (기타사항) 본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명료하고 공정, 타당한 회계처리 일반 관
례에 준하여 처리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정기 선교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정일
개정일
개정일
개정일

1987년
1988년
1990년
2000년

9월
9월
9월
1월

9일
16일
10일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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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원

● 설립목적
교수학습개발원은 경건과 학문을 추구하는 신학교육의 정체성을 기초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2003년 12월 9일에 개원하였다. 교
수학습개발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기획⋅실행한다.
첫째, 신학대학교의 정체성에 적합한 교수⋅학습법 연구 및 개발
둘째,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교수⋅학습법 연구 및 개발
셋째, 교수자 및 학습자를 위한 멀티⋅소셜미디어 활용교육 및 미디어 지원
넷째, 장애학생을 포함한 소수학생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미디어 지원
다섯째, 개발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관련 연구 수행

● 조직

● 지원업무
단위업무명

세 부 업 무 명
교육 역량 강화

교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교육 역량 중 수업 개선

가르침에 관한 성찰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시행
연구논문발표회
강의 클리닉 : 강의평가 후속 프로그램
비디오 피드백을 통한 강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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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명

교수 지원
연구물 및
미디어 발간

세 부 업 무 명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주제별 워크숍 : 연구방법론, SPSS

디지털 역량 강화

멀티미디어 활용교육

수업 환경 활용 역량 강화

신임교수 오리엔테이션

교수⋅학습 연구논문집
귀띔(Teaching Tips) : 영상귀띔, e귀띔, eBook귀띔
파워포인트 템플릿
학습법 특강
기초 역량 강화

글쓰기 e튜터링
학위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코칭

학습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역량 강화

멀티미디어 활용교육
두런두런 학습공동체 공모 및 지원

학습 문화 강화

학습개혁공모전
좋은 수업 에세이 공모전

학습 부진 학생 역량 강화
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및 보고 자료 발간

학사경고자 일대일 코칭
교직 인⋅적성 역량 개발 프로그램

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교수학습지원체제 조사보고서 : 재학생 대상

행정 지원에 관한 조사

향정부서 설문조사 시행 : 교원 및 직원 대상

교육 지원에 관한 보고

뉴스레터 <가르침과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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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P.B.S)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방송국은 1982년 5월, P.B.S.(Presbyterian
Broadcasting Service)를 호출부호로 설립된 학내 방송 언론 기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본교의 교육이념 내용을 경건과 학문의 소리로
전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장이 임명하는 주간교수가 방송국장이 되며, 국원들 중에서 선출된 실무국장이 방송의
운영과 실무를 주관한다. 보도부, 편성제작부, 기술부, 미디어제작부 등의 4개 부서를 기본
조직으로 방송국장이 임명하는 정국원이 방송을 담당한다.
방송국의 수습국원은 대학과정의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신입생
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본 방송국의 정국원으로 발
령받게 된다.
정국원은 아침음악방송, 점심정규방송 등의 기본적인 방송업무를 수행하고 학내 행사를 지
원하며, 방송국 각 부서의 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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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춘추

신학춘추는 본교의 산학노선과 학풍에 따라 설립된 월간 언론기관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를
향한 신학 · 선교적 방향제시와 본교와 교단, 개교회, 동문간의 유대강화와 협조를 위한 매
체 역할 및 본교 학생들의 생활과 학술, 문예 활동의 보도와 발표를 위한 장(場)의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신학춘추의 발행인은 총장이며, 총장이 임명하는 주간교수가 운영을 주관한다. 편집국장은
기자들 중에서 선출되어 실무활동을 관장하며, 필요한 부서를 조직하여 책임을 분담한다.
기자는 대학부(각 과)와 신대원(신학과, 목회연구과)의 학생 중에서 공개 모집하며, 선발시
험과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기자로 임명된다. 기자들의 취재 및 편집작업으로 신문이 발
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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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가. 생활관별 사생정원
생활관별

호실수

정원

명성관

47(여 11 포함)

188명(여 44명 포함)

소망관

43

170명

여생활관

36

141명

영성생활관

72

244명

합계

198

743명

비고

남생활관: 508명
여생활관: 235명

나. 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제정) 본 생활관 규정은 본 대학교 학칙 제69조에 의하여 이를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분 및 소재) 본 생활관은 남․여 생활관으로 구분하고, 본 대학교 구내에 둔다.
1. 남생활관 : 명성관(2층에서 5층), 소망관, 영성생활관(6층에서 9층)
2. 여생활관 : 여생활관, 명성관(1층), 영성생활관(10층)
제 4 조 (개사시간) 생활관의 개사는 본 대학교 개학 기간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사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5 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생활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감이나 생활관장은 사생이 아닌 자에
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본 대학교 사무처에서 이를 운영한다.
제 2 장
제 7 조 (임직원)

조

직

생활관에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

1. 생활관장 1명, 여생활관 주임교수 1명
2. 직원
2명(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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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명 및 직무) ① 생활관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생활관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9 조 (설치)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생활관장, 경건교육처장, 여생활관 주임교수, 경건훈련원장,
생활관 직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제 11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사생관리 및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사랑의 다리 놓기”운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 12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 4 장
제 13조 (사생회)

사 생 회

생활관의 자율적인 생활을 위하여 사생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입사 및 퇴사

제 14조 (입사자격) 본 생활관의 입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원서 제출자 중 서울․경기지역 외 거 주학생
을 우선하여 생활정도 및 성적순, 거리순에 따라 선발된 자.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제 15조 (입사절차 및 조건) ① 생활관장은 매 학기 종료 15일전에 다음학기의 입사지원
자 모집을 공고하고, 입사 지원자의 입사 원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입사 7일 전
에 입사통지서를 개인에게 통보한다.
② 신입생의 경우 잔류하는 재학생을 제외한 인원만큼 입사할 수 있다.
③ 본 생활관에 입사하는 자는 차량을 본교 교내에 주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 주차를 원할 경우 본교 주차관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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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입사자격의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자
3.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휴학 중인 자
5.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6. 거주지가 서울, 경기지역인 자(여석이 있을시 예외)
7.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7조 (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를 명할
수 있으며, 학칙에 의거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
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 내에서 음주, 폭행, 고성방가, 흡연 등의 행위를 한 자
3. 생활관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4. 입사비, 자치회비, 방학중 잔류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5. 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자
6. 허가된 전열기구이외의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자
7. 1학기동안 새벽기도회를 7회 이상 결석한 자(경건점수 14점 이상인 경우)
8. 한 학기동안 생활관 수칙 경건생활 평점제도에 따른 벌점이 14점 이상인 자(단 새벽
기도와 벌점은 구분하여 관리함)
9. 전 학기 경건점수가 10점(5번 결석)이상인 자
10. 타인명의로 생활관에 입사하는 경우나 사생회원이 아닌자를 기숙하도록 허용 한 자.
11. 거주지가 서울, 경기지역인 자(여석이 있을시 예외)
12. 타인의 물품을 절도하는 행위 등 생활관의 사생으로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한 자
제 18조 (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생활관장에
게 퇴사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9조 (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제 20조 (수칙)
다.

사내생활

본 생활관에 입사하는 사생은 별도로 정하는 사생수칙을 엄수하여야 한

제 7 장

재

정

제 21조 (재정) 생활관비 책정은 생활관 운영 실경비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사용자가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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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조 (입사비 및 자치회비) ① 사생이 납부하여야 할 입사비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사생회원의 복지를 위해 약간의 자치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③ 입사비 납부 후 입실하지 않을 경우 오리엔테이션 전날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입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입사비 납부 후 오리엔테이션 전날까지 입사를 취소 시 입사비 전액을 환불한다.
⑤ 입실 후 2주 이내 퇴실 시 25%, 3주 이내 퇴실 시 50%를 공제하고 환불하며, 3주 이후
퇴실 시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단, 입사비만 환불이 가능하고, 자치회비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⑥ 입사신청, 잔류신청을 한 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사 할 경우에는 2주 이내 퇴실 시
25%, 3주 이내 퇴실 시 50% 입사비 납부를 하여야 한다.(기간은 잔류 기간 까지를 기준으
로 하고, 입사비 납부는 입사비만을 기준으로 한다.)
⑦ 천재지변, 사망, 질병(법정전염병)으로 퇴실 할 경우 입사비만 환불이 가능하고, 이외
사유로 중간 퇴실 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23조 (납부시기) 입사비와 자치회비는 매 학기 입사 시 등록비와 함께 행정실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 24조 (목적 및 근거)

제 8 장 “사랑의 다리 놓기”운동
나눔과 섬김 운동의 일환으로 사생회 내의 어려운 사생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원칙을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제 2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생활관 운영위원과 남•여 사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의결 사항을 결정한다.
④ 모금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제 26조 (모금방법)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접수받고, 지
정된 계좌로 입금받는다.
제 27조 (수혜방법) 소정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내역을 참고하여 운영위원
회에서 수혜자를 결정한다.
① 가장이 불신자이며,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② 지방에서 단독 목회를 하는 자로서 형편이 어려운 자
③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제9장 야간 생활지도
제 28조 (야간 관리) 교내 사택에 거주하는 교원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관리한다.
① 교내 생활관 학생들의 생활과 경건생활을 지도·관리한다. 단, 총관리자는 생활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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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② 생활관 담당 교원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야간생활지도를 한다.
③ 긴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 <표1>과 같이 긴급연락망을 활용하여 조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9장 제28조 신설)

<표1> 생활관 긴급 연락망
총장

생활관장

경건교육처장

학내거주 교원

여생활관 주임교수

생활관 직원

경건교육실장

남녀 사생회장

출입통제

필요시

봉사장학생

누구든지 신속
신고

관계부서

사무처장

야간 당직실

외부기관
( 경찰서 , 소방서 등 )

481

482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5

장신대 역사박물관

1. 기능
장신대역사박물관은 본 대학교 및 기독교 자료와 이와 관련된 일반 역사·문화·예술·민속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며 자료를 연구·출판하고, 본 대학교 구성원을 비롯하여 다
양한 연구자에게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관장 업무
1. 자료의 선정, 구입, 등록, 분류 및 보존
2. 자료의 고증, 평가 및 감정
3. 자료의 조사 및 연구
4. 유적의 조사 및 발굴
5. 연구보고서 발간
6. 전시 및 진열
7. 대학 행정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8. 교수, 학생기록물 중 대학자료의 선별 수집
9. 법인, 동문관련 기록물 중 대학사료의 선별 수집
10. 본 대학 연구원의 기록물 중 역사 자료 및 유적의 선별 수집
11. 외부기관 및 개인소장 기록물 중 대학자료의 선별수집
12. 사료의 분류, 정리, 보존, 기술 및 평가
13. 대학자료에 대한 연구 및 사료집 발간
14. 연사 및 대학사 발간
15. 대학사료 전시 및 열람

3. 소장자료의 분류
①
1.
5.
②
1.
2.
3.
4.
5.
6.
7.

장신대역사발문관 학예실 소장 자료의 분류
금속제품
/ 2. 옥석제품
/ 3. 토도제품 / 4. 골각패제품
목축초칠제품 / 6. 피모지직제품 / 7. 전적류제품 / 8. 서화퓨제품 / 9.기타
역사박물관 역사사료실 소장 자료의 분류
행정부서의 공문서 중 사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기록물
학생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법인과 관련한 기록물
졸업생 및 동문회와 관련한 기록물
본 교단 총회 및 노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기록물
외부 타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한 본 대학교 관련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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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소장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은 따로 구분하여 소장 할 수 있다.

4. 소장자료의 수집
1.
2.
3.
4.
5.
6.
7.

본 대학교 역사박물관이 발굴 또는 수집한 자료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이 채집하여 기증한 자료
구입한 자료
수증한 자료
본 대학교의 사료
본 대학교와 관련된 외부 기록물
타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료

5. 소장자료의 관리
1. 소장 자료의 반출은 원칙상 금지하나,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
장의 결재와 총장의 허락 아래 일정기간에 한하여 반출할 수 있다.
2. 조사연구 또는 정리 상 필요한 경우의 소장 자료 반출은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반출 시에는 관원 2명 이상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3. 관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 자료를 촬영, 복사, 모사, 탁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관워너 2명 이상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4. 관원이라도 직무 외의 목적으로 소장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목적을 명기
한 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공예단체, 학술단체기관 및 타 대학교 등의 전시 또는 연구에 필요하여 소장품을 관외
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장은 역사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6. 진열실, 진열장, 수장고 등의 열쇠는 반드시 관장이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
라 그 권한 일부를 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소장자료의 변상
① 역사박물관 소장품을 파괴 · 훼손 · 분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해당
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출품 또는 반출한 소장품을 파괴 · 훼손 · 분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의뢰한 기관이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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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

▶ 본 대학교 교수의 학술연구 및 신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도서,
연구도서 및『교회와 신학』, 『장신논단』,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등의 학술지 출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 본 출판부의 발행인은 본 대학교 총장이고, 본 대학교 교수 중 총장이 임명하는 출
판부장이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교 교수들로 구
성된 연구출판위원회가 출판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 본 대학교에서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총판약정에 의거하여 지정총판업자를 통하여
전국 서점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술도서, 연구도서 : 본 대학교 교수의 학술연구나 신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자료를
발간하여 신학생, 목회자,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 『장신논단』: 전문적인 학술연구 논문집으로 교수들의 연구물을 엮어 놓은 책이다.
1985년 창간 후 2011년부터는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가
포함되어 연 4회 발간한다. 2012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인정받고 있
다.
- 『교회와 신학』: 전문적인 학술연구 논문집으로 교내 교수들의 연구물을 엮어 놓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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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상담소

제 1 조 (명칭)

본 상담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속 학생생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

다)로 칭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① 본 상담소는 학생 개인이 대학생활에서 당면하는 학업, 인간관계, 가치
관 정립, 신앙 등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② 취업, 해외유학 등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
학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상담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상담
가. 심리검사
나. 개인상담
다. 집단상담
라. 인터넷 상담
마. 결혼상담
2. 학술 연구 및 발간
가. 학술 심포지움 개최
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다. 각종 프로그램 개발
라. 발간사업
3. 진로상담
가. 해외유학 안내
나. 취업상담
4. 기타 상담소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장)

① 본 상담소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상담소를 대표하며 업무전체를 통괄한다.
제 5 조 (지도교수) ① 전문 상담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전문 지도교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 6 조 (연구원)

① 본 상담소는 사업을 위하여 ‘교육행정교원(또는 책임연구원)’과 ‘상

담연구원’을 둔다.
② 교육행정교원(또는 책임연구원)과 상담연구원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 지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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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교원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교원이 아닌 자라도 석사학위 이상을 소
지한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자원상담원)

① 학생들을 돕고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자를 자원상담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원상담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① 학생생활 상담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 상담소 상담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7~15인으로 구성하고 복음실천처장, 생활
관장, 상담소 지도교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학생생활상담소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상담소의 예산편성과 결산, 연구비 배정,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단, 교수회의에서 심의 결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9 조 (경비) 상담소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대학연구 보조금
2. 사업수익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제 10조 (회계연도) 상담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11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제 관리규정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연구원)
7.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음실천처 조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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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정

● 개설목적
본 과정은 풍부한 교회 인력을 개발하고 지도자로 육성하여 이들이 보다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전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 봉사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
키는데 기여하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교육목표
1. 교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돕는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생활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3. 교회와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함양한다.

● 교육과정
본 과정은 성경전문과정, 상담과정, 스콜라리움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1. 성경전문과정
이 과정은 2년 또는 5년감 기독교 신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갖게 하고, 교회지
도자로서 필요한 지식과 덕성을 함양하는 과정이며, 바이블아카데미일반과정, 바이블아카
데미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상담과정
이 과정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교회에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게 하는 과정으로 기독교상담과정이 있으며 과정 후, 목회상담협회의 ‘기독
교상담사’, 희망나무(장신상담)센터의 ‘부부가족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수 과정이
다.
3. 스콜라리움
이 과정은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전문적인 주제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단기과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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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정 개설 교과목

전공분야

바이블
일반과정

바이블
심화과정

기독교

교과목코드

국문과목명

영문과목명

학점

EWOT131

구약성서학

O.T. Bible study

2

EWNT321

신약성서학

New Testament Study

2

EWST161

조직신학1

Systematic Theology 1

2

EWST162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1

2

EWHT181

세계교회사

World Church History

2

EWGE141

정신건강예방학

Christian Mental Hygiene

2

EWHT111

한국교회사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2

EWPT311

예배학

Liturgy

2

EWST113

성서신학

Biblical Theology

2

EWCE121

기독교교육

Christian Education

2

EWCC191

기독교윤리학

Christian Ethics

2

EWPT271

영성훈련

Spiritual Formation in Christianity

2

EWNT101

갈라디아서

Galatians

2

EWNT112

고린도전.후서

1,2 Corinthians

2

EWNT136

공동서신

The General Epistles

2

EWCC171

기독교윤리

Christian Ethics

2

EWOT226

모세오경(창세기)

The Pentateuch (Genesis)

2

EWOT227

모세오경(신명기)

The Pentateuch (Deuteronomy)

2

EWNT234

목회서신

The Pastoral Epistles

2

EWOT228

묵시문학

The Apocalyptic Writings

2

EWPT185

상담학

Counseling

2

EWMT151

선교학

Mission Studies

2

EWOT186

성문서(욥기)

2

EWOT187

성문서(잠언, 전도서)

EWNT331

성서신학

The Writings (Job)
The Writings
(Proverbs &Ecclesiastes)
Biblical Theology

EWPT311

예배학

Liturgy

2

EWNT365

옥중서신

The Prison Epistles

2

EWNT411

요한복음

2

EWST173

현대기독교사상

EWOT631

후기예언서

John
History of Modern Christian
Thought
The Latter Prophets

EWPT501

기독교상담학개론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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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

교과목코드

국문과목명

영문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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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WPT502

일반상담학개관

2

EWPT503

발달심리학

2

EWPT525

기초상담학

2

EWPT504

기독교상담가연구

2

EWPT505
EWPT506
EWPT512

위기상담
상담의 실제Ⅰ
상담의 실제Ⅱ

2
2
2

EWPT524

상담의 실제Ⅲ

2

EWPT507

기독교 상담가의 자기관리

2

EWPT161

대상관계 이론

2

EWPT509

집단상담

2

EWPT511

가족치료

2

EWPT510

심리평가 및 검사기법

2

EWPT515

임상적 진단(DSM)

2

EWPT514

청소년상담

2

EWPT513

기독교상담과 신학

2

EWPT517

정신역동이론

2

EWPT516

정신병리학

2

EWPT518

임상기독교상담교육(CPE)

2

EWPT520

인지 및 행동치료이론

2

EWPT519

기독교상담과 영성

2

EWPT521

기독교상담과 성

2

EWPT522

결혼 및 부부상담

2

EWPT523

표현-예술치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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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이하"본 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설립목적)

본 원은 대학이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교회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광장동) 장로회신학대학교

(캠퍼스) 내에 둔다.
제 2 장
제 4 조 (원장)

조 직

① 본 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 원은 명예원장을 둘 수 있다.
제 5 조 (교직원)

본 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고 원장의 명을 받아 교학 업무를 관장한

다.
제 3 장
제 6 조 (구성)

운영위원회

① 본 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위원 7~15인으로 구성하고 서기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제 7 조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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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9 조 (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제 10조 (학습기간)

설치과정

본 원의 학습기간은 각 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습자는

수시 로 모집한다.
제 11조 (학습일수) 본 원의 주 학습일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2조 (지원자격) 본 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3조 (선발방법)

본 원의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과

정상 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4조 (설치과정 등) ① 본 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설치과정 편성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15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학습비)

① 본 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16조 (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 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설치과정의 교과목을 70%

이상 이수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2)을 교부할 수 있다.
제 5 장
제 17조 (자치회)

학습자 활동 및 포상

①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회는 각 과정마다 회장과 총무 각 1인을 둔다.
제 18조 (학습자 활동의 금지)

학습자는 본 원 학습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 19조 (포상)

학습 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습자에게는 수료시 포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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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회 계

제 20조 (회계연도) 본 원 회계연도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1조 (예산편성) 본 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 22조 (예산 및 결산)

본 원의 회계업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

른다.
제 23조 (수입원)

본 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장로회신학대학교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시)
4. 기타 수입

부 칙
1.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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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칙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학칙(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정)

평생교육과정은 성경교육과정, 상담과정, 스콜라리움과정, 콘서바토리과정

을 둔다. 성경교육과정에는 1) 바이블아카데미일반과정, 2) 바이블아카데미심화과
정을 두며, 상담과정에는 기독교상담과정 두고, 콘서바토리 과정은 1) 일반과정,
2) 최고연주자과정을 둔다.

제 2 장

제 3 조 (입학자격)

입학 및 등록

평생교육과정은 현재 세례교인으로 학력제한은 없으며, 콘서바토리

최고연주자과정의 경우에만 대학 졸업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이로 자격을
둔다.
제 4 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평생교육과정은 매년 학기 개강 후 21일 이내로 하며, 콘

서바토리과정은 수시접수로 한다.
제 5 조 (등록) 1. 수강생은 매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 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 납입한 수강료는 본 대학교 등록금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 6 조 (수강신청)

수강신청이 필요한 과정의 경우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신청 한다.
제 7 조 (학점등록)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할 경우 그 부족 학점수가 4학점 이하인 경우에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2. 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3. 학점등록은 1학점 당 등록금의 1/6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개설된 과정의 폐강)

10명 이하의 경우 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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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9 조 (휴학원)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재입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이는 새학기 등록마감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휴학허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이

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12조 (복학)

휴학생의 복학은 매 학기 초에 한하며 복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3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이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4조 (제적) 수강생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이
2.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이
3.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
제 15조 (재입학)

1. 재입학을 희망하는 이는 소정의 원서와 당회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입학 할 수 있다.
2.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원 학년 이하에 한하여 매 학기 초 입학시기 이내에 하
여야 한다.
제 4 장
제 16조 (수업연한)

수업년한 ․교과이수 및 성적

1. 평생교육과정 1) 성경교육과정 ① 바이블아카데미일반과정 - 4학

기, ② 바이블아카데미심화과정 - 10학기, 2) 상담과정 - 8학기, 3) 콘서바토리과
정 - 4학기로 한다.
제 17조 (교과 이수단위)

평생교육과정의 학점 이수단위는 1학기간 15시간의 강의를 1학

점으로 한다.
제 18조 (학점이수)

매 학기 당 6학점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스콜라리움과정, 콘서

바토리과정은 예외로 한다.
제 19조 (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 학기말시험, 중간시험 및 수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0조 (출석)

1. 평생교육과정 :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수강하지 아니

하면 해당 과목의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단 본인의 입원 및 가족의 사망 시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결석자가 출석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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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은 각 과목의 출석, 과제물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 22조 (성적)

학업성적은 ABC방식으로 표기하며, 각 과목당 4회 이상 결석 시 F로 표

기한다.
제 23조 (성적정정 및 취소) 취득한 성적이 과오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
다.
제 24조 (수료학점)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
1. 평생교육과정:
1) 전문교육과정 :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단, 성경연구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자격증과정 : 24학점 이상으로 하되 단, 기독교상담심화과정은 12학점 이상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5조 (수료인정학점) 본 교육원 전 과정의 학기 당 수료인정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제 26조 (수료)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이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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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리더십아카데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교회와
사회를 섬길 정직한 신앙의 인격과 동시에 전문인으로서 탁월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찾고
계신다.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며 삶과 직업의 현장에서 영
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키워야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신리더십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훈련하고 있다.

● 장신리더십아카데미의 교육이념
『장신리더십아카데미』가 지향하는 교육이념은‘하나님 나라의 구현’디다. 이는 작게는 교
회와 지역사회와 국가를, 크게는 인류사회 전체를 개선하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류사회 전체를 포괄
하는 역사 전반에 걸친 기독교적 사명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구
현’이란 시대와 상황의 변화와 시대적인 도전을 신앙의 눈으로 올바로 식별하는 일이요,
이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21세기라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신리더십아카데미』
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교육이념 속에는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의 삶을 염
두에 두고 있다.
(1)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정신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2) 둘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할 힘(자원)으
로서 ‘경건한 삶’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3) 셋째, 우리는 비판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어
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성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
속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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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리더십아카데미의 교육목표
이상의 ‘교육이념’에 근거해서 우리가 추구해 갈 교육목표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섬김의 리더십을 키운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발전한다. 교회의 참다운 리더십은 성
도들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세워지고 유지된다. 한국 교회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삶과 직업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십을 키운다.
신앙과 일상생활의 괴리는 그리스도인의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삶에서 또 직업의 현장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향력이 발휘하는 것이다. 하
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 문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리더십을 키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요 14:6)”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은 열정이다. 그
러나 이 열정은 옹졸한 편 가르기나 세상과 담을 쌓는 폭력이 아니다. 열정(Passion)이 모
이면 긍휼(Compassion)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중간에 막
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과 평안을 전하셨다.(엡 2:14-18). 이처럼
기독교 가치관을 사회에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한국교회는 척박한 세상에 긍휼을 전하는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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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 콘서바토리

실용교회음악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전문적인 미디어사역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용 교회음악 콘서바토리는 2년 동안 일대일 맞춤교육으로 교회음악에
다방면으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보다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 음악 분야에서 활동할 음악가, 세계를 향한 음악
선교사역자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예배인도자, 음악디렉터 등 전문성을 갖춘 교회음악사역자, 악기세션, 작/편곡가, 방송음악
가(영화, 드라마), 무대음악가(뮤지컬, 연극), 음반제작자, 음악컬럼니스트, 음향엔지니어(교
회, 스튜디오, 라이브 음향엔지니어, 음향설계사)등 현대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
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전공
오르간, 합창지휘, 피아노, 성악, 작곡, 미디어 작/편곡, 현대찬양과 경배(CCM) 뮤지컬, 반
주법,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색소폰, 클래식기타

● 선택전공
찬송가, 오르간 반주법, 시창, 청음

Ⅷ. 부속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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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언어교육원

설립목적
글로벌 시대에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의 넓고 깊은 학문적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사역
형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국적 민족들의 필요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기에 본 장신언어교육원
은 개원되었다. 이에 장신언어교육원은 선교현장의 언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글로벌 시대
와 세계선교에 걸맞는 적합한 언어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군들을 양성함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첫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원어민 영어회화반 수준별로 개설
둘째, 사역현장에서 영어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영어설교를 듣는 훈련과 영어로 설교
를 작성하여 설교를 연습하는 class개설
셋째,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자 TEPS, TOEFL, TOEIC 시험준비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넷째, 신학함에 요구되는 교양영어, 독일어, 성경 고전어 교육과정 개설
다섯째, 중국어, 일본어 및 선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언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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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업무
1) 장신언어교육원의 교육운영
2) 장신언어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3) 장신언어교육원의 교육자료 개발
4) 장신언어교육원의 교육지원
5) 장신언어교육원의 행정운영

2. 개설강좌
1) 수험영어
(1) TEPS 정규반 특전 : 2학점 인정(대학부, 출석규정 엄수, Before & After 성적표
제출), (청취, 문법, 어휘, 독해)
(2) TOEFL종합반(Reading, Speaking, Listening, Writing)
(3) 독일어 SD1, SD2반(독일유학 자격시험 준비반), A1, A2, B1, B2반
(4) 영문법 완성반(TEPS, TOEFL, TOEIC 시험공부를 위한 기초다지기)
(5) Hackers Vocabulary 반(어원분석을 통해 익혀가는 자신감 넘치는 어휘력 증강)
2) 실용영어
(1) 영어 원어민회화 (초급)
(2) 영어 원어민회화 (중급)
(3) 독어 원어민회화 (초급)
(4) 선교 중국어(초급)
3) 사역영어
(1) Screen영어 청취 & 스피킹 (영어설교 듣는 훈련, 영어로 설교를 말해보는 훈련)
(2) 영어예배의 실제
4) 성경고전어 교육
(1) 히브리어 1:1 교육
(2) 헬라어 1:1 교육
(3) 라틴어 문법반

3. 개설예정강좌
1) TOEIC반
2) 중국어, 일본어 등 선교현장 언어교육
3) 성경고전어 교육 및 연구
4) 한국어반

Ⅸ. 부설연구기관

1.

기독교교육연구원

2.

성서학연구원

3.

성지연구원

4.

세계선교연구원

5.

장신목회연구원

6.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7.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Ⅸ. 부설연구기관

505

1. 기독교교육연구원

기독교교육 연구원은 1977년 설립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기독교교
육에 관한 제반 연구와 국제적 교류, 교회교육 지도자 양성, 자료간행 및 제작을 통해
한국교회의 교육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교회 교
회교육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정착하였고 더 나은 교회교육을 위해 계속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요업무는 연구조사활동, 교육교회 간행, 교육교육 지
도력개발 활동, 교육자료 개발, 교육자료실 운영 활동이다.
1) 연구조사 활동
연구조사 활동은 본 연구원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연구원의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 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연
동, 덕수, 영락교회의 위탁을 받아 ‘교회교육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교회학교 교육실태조사’‘교회학교 성장추이에 관한 연구’‘한국교회 성경공부 교재진단
과 개선방안’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문동교회의 위탁을 받아 진단조사활동을 수행
하기도 하였다. 또한 총회교육자원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총회 교육정책과
교재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수연구프로젝트로 다양한 테마의 연구물을 매년 개발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여가 프로그램’에 관하여 7편의 논문이 연구되었고, 이후로도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개론』, 『평화와 기독교교육』,『21
세기 한국 교회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에 생기를 불어 넣는 일곱 주제』등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교회교육
유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교수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변화하는 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이란 책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요청에 따른 교회교육 관련 프로젝트로 2005년부터 광장교회 『신입
교사 교육』, 소망교회 『부모교육 커리큘럼』, 광장교회 유아신앙가베학교인 『어린이
정원 커리큘럼』이 1~4기까지 연구 개발 되었다. 2008년에는 소망교회의 지원 아래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아동부 신앙교육 커리큘럼-해피투게더』를 개발하였고, 이후
2010년~2012년 동안 연구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발하여 36개의 아동부 교육목회
커리큘럼 『해피투게더』를 완간하였다.
2) 교육교회 간행
『교육교회』는 본 연구원이 발간하는 교회교육 지도자를 위한 전문지로서 우리 교단에
서 발행되는 가장 권위 있고 전통 있는 기독교교육 전문지이다. 1974년『교사월보』를
시작으로 하여 1977년부터는 『교육교회』라는 제호로 매월 정기 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교회는 전문적이고 학문적이면서 실천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교육월간지로서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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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현장에 전하며, 매월 기독교교육 관련 기획특집을 마련하
여 학자들과 전문가의 글을 싣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회교육현장에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변화하는 교육교회가 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새
로운 판형의 교육교회를 발행하였고, 컬러지면을 확보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구성으로
변화를 꾀하였다. 특별히 정기구독자들에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칼라 설교 그림, PPT
설교자료, 주보 그림, 찬양 율동 동영상등과 같은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월간지로 자리 잡기 위하여 매해 새로운 기획과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으며, 다양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3) 교육개발 활동
본 연구원은 교육 지도력의 개발과 교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각 종 세미나, 심포지
엄, 강습회 등을 개최하여 왔다. 매년 연말에 다음 해의 교육정책 수립을 돕는 교육정
책세미나, 교육전도사 교육과정, 이외에도 교육목사 세미나, 절기교육 세미나, 절기학교
위탁 강습회 등을 통해 교회교육의 자료들을 개발하고, 교회교육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절기강습회로는 대림․성탄절 강습회, 사순절․부활절기 강습회 등을 개최하였고, 주 5일
제에 맞추어 주말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미나를 신설하여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참
여하였다. 특별히 교육프로젝트와 관련한 교육개발 활동으로서 어린이정원 세미나, 해
피투게더 세미나 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4) 교육자료 개발
본 연구원은 창립 이래 계속적으로 기독교교육관련 논문집, 서적 및 교육 자료를 개발
하여 출판 보급하고 있다. 이미 발행된 서적 및 자료들로는 『교사훈련지침서』, 『사
순절에서 부활절까지』, 『대강절에서 성탄절까지』, 『우리위해 오신 예수님』, 『수련
회, 계획에서 실제까지』, 『추수감사절, 기쁨의 잔치』, 『한 해의 교회학교 알차고 신
나게』, 『성경공부 진단과 개선방안』, 『목회자.교사 경건회』, 『교회학교 교사의 사
명』 그리고 청소년 성경공부 교재인 『윈도우』, 『성경의 맥잡기』, 『청소년 큐티지
침서 큐티가 뭐예요?』, 청년목회지침서인 『청년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성인
성경공부 자료인 『신앙과 구원의 맥』 등이 있으며 아동부 성경공부 교재인 『성경
읽을 시간이다』 시리즈를 연구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총회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용
비디오를 주제별로 구성하여 『예배하는 어린이』, 『전도하는 어린이』, 『봉사하는
어린이』 등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어린이 찬양 뮤직비디오 “하늘에서 큰
아이”를 기획, 제작하였고, 영어성경공부 미디어 자료인 ‘S.G.S'도 제작했다. 또한 유아,
유치부를 위한 성경공부 교재로,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을 간행하였고, 아동부 제자
훈련 교재로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J-Kids』 지도자용, 어린이용이 제작되었다. 이외
에도 유아, 유치부를 위한 설교그림 자료, 4세트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교육목회 커리큘럼 - 해피투게더”를 연구, 개발하여
제자직과 시민직을 강조하는 36개의 주제를 개발하였다. 주제별로 가이드북과 미디어
CD, 오디오 CD를 세트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독교교육관련 서적
및 미디어 자료를 개발, 출판, 번역하여 교회교육을 도울 수 있는 교육자료들을 보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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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5) 교육자료실 운영
교육자료실 운영은 본 연구원이 교회교육의 현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기능 가
운데 하나이다. 기독교교육관련 서적은 물론, 논문, 잡지, 그림자료, 융판, 인형, 교육용
DVD, 의상 등을 제작 및 구입하여 비치하고 이를 각 교회에 대출함으로 교회교육의
전문화를 돕고 있다. 현재 모든 자료 사용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주제별, 개념별 검색을
통한 자료이용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기독교교육관련 정보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 교회와 교육지도자들에게 제공하는 ‘교회교육 정보센타’로의 도약을 계획
하고 있다. 교육자료실에 비치된 자료들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
다.

2. 성서학연구원
구약성서회 http://www.ot.or.kr,

신약성서회 http://www.nt.or.kr

성서학연구원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연구를 통하여 성서신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한국교
회는 물론 세계 교회와 신학과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구약성서회
와 신약성서회로 구성된 성서학연구원은 해마다 공동으로 네 차례씩 성서학심포지엄을 개
최하여 신진학자의 논문발표와 교내 성서학 교수의 연구발표,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들의
특별강연을 통하여 성서학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3. 성지연구원
성지연구원 (http://holylandlove.com)
본 연구원은 성경의 역사적 현장과 지리적 배경, 문화적인 사항들에 대한 현장 연구와, 세
계 3대 종교(기독교, 유대교, 회교)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반목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성지
에서의 선교와 화해의 사명을 실천하고, 교역자들과 신학생들의 현장답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한국의 신학과 교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은 1991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근교에 장신대 예루살렘성지연구소를 설
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신대 예루살렘성지연구소(Korean Institute of the Bible &
Holy Land Studies in Jerusalem)는 성경의 주요 무대인 이스라엘 현장에서 성지답사, 성
서고고학 발굴 등 실습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성 있는 우수한 인력을 배양
하고 성서학 전공자(석사, 박사과정)의 심화교육과 성서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
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는 전문적인 성지교육과 답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서에 대
한 이해와 신앙을 진전시킬 목적으로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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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선교연구원
세계선교연구원 (http://worldmissioncenter.org)
세계선교연구원(Center for World Mission)은 1974년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기관인 선교
문제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 선교교육원에서 세계선교연구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온 세계
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단기선교 훈련, 선교지도자 교육과정,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의
신학교육 등 전문적인 선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과 학술강좌, 학술세미
나, 선교관련 서적출판, 선교자료실과 정보실 운영, 미션캐스트(인터넷선교방송) 등 선교문
제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선교전문 기관이다.
1) 전문적인 선교인력의 양성
① 단기선교 훈련학교 : 국내 훈련 및 해외 선교현장 연구 및 실습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단기선교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며, 교회적으로는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실행
에 옮길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선교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두며, 일반인 및 신학생
을 대상으로 연 2회 개강한다.
② 선교지도자교육과정(Mission Leadership Education Program, MLEP) : 장로회신학대
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의 “21세기 세계선교”라는 과목을 제1기로 출발한 『선
교지도자교육과정』(MLEP)은 동문,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선교학을 배우
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과정으로, 본 과정을 이수한 분에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
선교연구원에서 『선교지도자교육과정』(MLEP) 수료증을 수여한다.
③ 단기선교사 : 대학원과 세계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
원을 졸업한 사람이 총회의 파송을 받아 1-2년 동안 선교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현지사역
을 경험하게 한다.
④ 견습선교사 : 본 대학교 재학생(대학부 3,4학년,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1년 동안 휴
학을 하고 선교현지에서 선교사를 도와 타문화를 경험하고, 선교를 배우게 된다. 견습선교
사는 파송받기 전 선교훈련학교(TSSM)에서 선교훈련과, 선배견습선교사를 통해 선교현지
의 다양한 정보를 얻는다.
⑤ 국내특수사역자 : 자격은 위의 ④번 견습선교사와 같다. 재학중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역한다. 견습선교사와 함께 선교훈련학교에 참여하며 선교정보를 얻
고 장신대선교회의 후원을 받는다.
2) 선교지도자들의 계속교육
① 한국선교사 : 선교지에서 3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로 안식년 기간에 귀국하여 1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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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세계선교대학원(Th. m. im Miss. 또는 M. A.)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이론을 배우게 된다.
② 외국인 교회지도자 : 대학원과 세계선교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선교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며 한국교회 방문과 교회 봉사를 통하여 한국을 배운다. 또한 교회지도자로서의 자
질과 학문적인 전문성을 위해 공부하게 된다. 본 연구원에서는 외국인 교회지도자들에게 1
년 동안 학비를 후원한다.
3) 선교학술세미나, 선교학술강좌(Mission Highlights) 개최- 특별교수 초청
세계적인 선교학 석학들을 초청하여 선교학술강좌와 국제학술세미나를 가짐으로써 세계선
교의 각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며 새로운 세계선교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준다.
4) 선교지원 및 선교문제 연구
① 기획출판 : 선교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선교학술 전문지인 『선교와
학』과,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생한 선교지 이야기를 담은 『선교와
장』을 각각 연 2회씩 발간하고 있다.
② 정보수집 및 운용 : 인터넷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선교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석 정리하여 세계선교연구원 웹사이트를 통해 선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③ 선교자료 수집과 자료실 운영 : 선교관련 도서, 논문, 저널, 선교대회자료, 선교단체
료, 각종 강의 테잎, 영상자료 등을 수집, 제작하여 열람 또는 대여하고 있다.
④ 미션캐스트(인터넷선교방송) : 선교사, 선교지도자, 그리고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는 사람을 위한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방송한다.

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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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신목회연구원
장신목회연구원은 건강한 실천신학의 토대위에 변화하는 전반적 목회 현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돕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
제적인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위하여 연구원은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부’, ‘상담목회연구부’, ‘교회 음악
연구부’를 둔다.
1) 교회와커뮤니케이션연구부
교회와커뮤니케이션연구부는 장신목회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교회의 본질적 실천인 예
배와 설교 사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부의 주된 과제는 예배와 설교 사역의 신학
적 방향과 학문적 성과들이 신앙 공동체의 삶과 새로운 문화적 상황 속에 신실하게 실천
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나아가, 설교 현장과 예배 공동체의 삶에서 제기되는 목회
적 도전들을 학문적 과제로 삼아 신학과 실천 간의 긴밀한 소통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
을 둔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부는 예배를 위한 workshop과 특별 절기를 위한 예배 개발,
성례전 세미나 등을 비롯하여 학내 설교대회, 설교자를 위한 스피치 훈련, 설교 클리닉,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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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석학 초청 설교 강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술 활동 등을 마련한다. 또한 신학생과 목회
자를 위한 예배 설교 관련 자료집을 발간, 제공하는데 힘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부가
주최하는 콜로키움은 교회를 섬기는 신학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장신 예배 설교 학회에
참여함으로서 예배와 설교 사역 현장에 건강한 신학적 방향성과 대안을 제안한다.
2) 상담목회연구부
본 연구원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에 따라 변화하는 가정과 목회 현장의 새
로운 이해와 연구를 통해서 현대사회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정사역과 상담목
회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하여 목회현장에 필요한 인간
이해 및 교회와 사회에 관한 이해를 위한 세미나와 새로운 상담목회 패러다임을 위한 각
종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회현장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세우기 위한 가정사
역이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료집을 발간한다. 또한 가정 사역자 및 상담목회 지도
자 훈련 등을 통하여 상담목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다.
3) 교회음악연구부
목회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제적 문제들과 교회음악의 향상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연
구하고 연구된 체계적인 교회음악 교육을 통하여 교회에서으 ㅣ음악의 전문화와 정보화를
추구함으로써 지역 교회의 교회음악 기능 활성화 및 발전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목회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은 기독교 사상, 한국교회와 사회의 제문제, 교회사와 에큐메닉스
분야에 대한 학제적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교회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으며, 교회사연구부, 교회와사회연구부, 기독교사상연구부, 에큐메닉스연구부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원은 국제화, 현실문제 연구, 기초·토대 연구라는 3가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세웠다.
(1) 국제화: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여
세계에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 장신신학을 소개한다.
① 국제학술대회: 정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② 한국기독교의 세계화와 영역 인프라 구축: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 및 장신 신학을 영어
로 번역·소개한다.
③ 동아시아 기독교 인명사전: 동아시아 기독교 인명사전을 편찬하여 한국 기독교를 세계
화하고 동아시아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④ 해외 협력기관 확보: 연구소 차원에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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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문제 연구: 10년 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조망하며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인 응답을 내리고 교회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① 간학제적 공동연구: 동아시아 평화와 통일, 생태와 환경, 미래사회(기술과학정보), 한국
사회와 교회(교육, 인구, 가족, 종교 등) 등으로 분과를 나누어 인문/사회/자연과학 전문가
및 실천가들을 초청하고 신학 전분야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② 신학마당: 신학과 대중과의 만남을 주도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신학
마당을 연다.
(3) 기초·토대연구: 신학과 목회의 기초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여 토대를 세운다.
① 통전적 신학 연구: 신학 전분야에 걸쳐 통전적 신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인문·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과의 관련 속에서 통전적 신학을 연구한다.
② 아시아 신학, 한국 신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아시아 신학과 한국 신학에 기초적
인 자료가 되는 신학 이론과 자료를 연구한다.
③ 텍스트 구축과 주해: 고대부터 최근까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텍스트를 원어에서 한글
로 번역·주해한다(그리스어, 라틴어, 시리아어, 아랍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등)
④ 한국 교회 사료 편찬: 역사박물관과의 협력 하에 한국 교회 사료를 수집하여 편찬하고
영어로 번역한다.
⑤ 용어통일과 사전 편찬: 신학사전을 편찬하여 신학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바른 개념을 제
시하고 표준적인 연구를 소개한다.
⑥ 신학의 뿌리 연구: 개혁신학, 현대신학, 기독교 교의, 에큐메니즘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신학의 뿌리를 탐구하며, 신학의 여러 분야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1) 교회사연구부
본 연구원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특별히 아시아(동아시아) 지역
교회의 역사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사의 텍스트 구축과 주해와 연
구 분야를 육성시키고자 한다. 기독교 고전에 대한 가장 좋은 텍스트와 번역과 연구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며, 이 작업을 통하여 신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은 한국의 목회 현장이나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일 것이다. 학술
연구서나 번역서 출판, 교회사 및 역사학자의 모임, 잡지의 발간(Christian History의 번
역) 등의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한국 개신교의 지역교회사연구를 위하여 정기적으
로 향토역사가들의 모임이나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교회사 연구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고전어 연구와 학습에도 힘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양
고전어인 라틴어는 물론이고 동방 기독교의 시리아, 곱트어, 아랍어, 그리고 한자문화권의
기독교고전연구를 위한 한문도 학습할 것이다.
2) 기독교사상연구부
본 연구원은 조직신학과 기독교사상 분야의 연구를 통해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키고, 또한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초로 하면서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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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합한 기독교 사상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의 바람직
한 역할을 도모하고, 성숙한 기독교 문화와 사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은 본원 소속 학자들의 연구 논문 발표, 해외 석학 초청 학술대회, 타 연구소와
의 연합 학술 활동, 우수 학생 논문 공모, 학술지 <기독교 사상과 문화> 발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교회와사회연구부
교회와사회연구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내의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의 한 연구부서로서
특별히 기독교와 문화(기독교윤리)영역의 연구에 집중한다. 즉 교회와사회연구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 윤리
적․ 기독교문화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과제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기독교문화를 형성하는 일에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부는
개별 교회와 사회의 각 연구소 및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도 하고,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기독교문화의 형성에 필요한 각 그리스도인의 실천방안
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4) 에큐메닉스연구부
본 연구부는 그리스도교 역사와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 및 선교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신학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부는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발표 및 세미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모임, 타
교파와의 연합활동, 그리스도교 역사와 에큐메니즘에 관한 책자출간 등을 시행하고 있다.

7.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는 남북분단 기간 동안 상이해진 두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비교 분
석하여, 북한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 하는 방안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및 동아
시아와 세계평화의 진작을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그간 한국교회는 북한동포를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출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교단 및 한국교회의 노력들을 연합하여 이러한 일들을 보다
활기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는 그에 기초되는 신학적 연구들을 수행함
과 동시, 당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탈북민들과 북한동포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일에 주력
하고자 한다. 이 같은 남북한 평화정착을 위한 본 연구소의 연구와 봉사가 어두움에 덮여
있는 북한에 새로운 빛이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 통일된 샬롬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며 힘을 합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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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교육실
1. 예배업무
월별 예배담당자 선정
경건회 프로그램 관리
경건생활 관리(학생)
특별예배(입학,종강,졸업,부활절,추수감사절,성탄절)
2. 신앙사경회
주강사 청빙
특강강사 청빙
프로그램 관리
3. 학업계속추천서
당회장 추천서 관리
노회장 추천서 관리
4. 목회실천업무
재학 중 실천 교회 주선
졸업 이후 목회지 주선
목회실습지 주선
졸업반 목회현장 실습관리
5. 학생실천
교회 순방
실천 교회
학생 실천
학생 실천

보고서 접수 관리
당회장의 실천 평가서 조회 관리
카드 관리
상황 기록부 관리

6. 경건실천학점관리
재학생의 경건훈련 사항(예배, 사경회, 학생실천)
7. 생활관운영 및 사생복지업무
사생생활관리
사생복지업무
생활관행정업무
사생복지업무
출입문관리업무
생활관시설관리업무
8. 경건훈련업무
영성훈련업무
훈련원시설운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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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실
1. 입 학
입학정책수립 및 입학전형계획 수립
입학요강 확정
입학홍보 및 입학정보제공 업무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입학고사 주관
합격통지서 및 등록고지서 발급 및 교부
2. 교 무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학사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일
학과 및 과정의 설치, 폐지에 관한 업무
학생정원 관리
학칙개정
사진수첩 및 기타 자료 발간 업무
교수회의, 위원회 주관
학위수여식 주관
교내 통계자료 및 외부 교육통계자료 업무
홈페이지 관리업무(공지사항, 학사안내)
게시판 관리(online, offline)
학사예규편람 작성 및 관리
교생실습학교연락업무
학생수첩발간업무
유학추천서 작성
조교선정 및 기타업무
목회학박사과정(멕코믹 연구과정)에 관한 업무
3. 학 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주관
학년, 학기별 지도교수 선정
신학생활 담당교수 선정 및 지원
학생회 및 학우회 지도 감독
학생의 교내외 활동 지도 감독
학생의 포상, 훈육 징계에 관한 업무
신입생 학생증 발급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
4. 수업성적
교육과정 운영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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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및 변경
수업진행 및 학생 출결사항 점검
중간, 학기말, 추가 시험 관리
졸업논문 진행 업무
교원 초과강의료 및 시간강의료 산정
계절학기 수업 관리
성경종합고사 관리
신학입문 주관
성적처리, 방학 중 성적표 및 등록고지서 발송
시간강사 관리
5. 학 적
학적부 신규 등록 및 관리
학생등록 업무
학적변동업무(휴학 및 복학)
학적변동업무(제적 및 재입학)
학사경고, 근신, 성적불량 제적
제적(미등록, 미복학, 재학연한 초과 및 자퇴)
학위등록 업무
각종명부(신입생, 재학생, 졸업생, 제적생) 작성
학적관련 각종 통계
졸업, 진급, 수료 사정 업무
학력조회 업무
교학처장, 신학대학원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직인 관리
6. 교원인사
교원 채용, 승진, 재임용, 정기승호, 각종 인사발령 처리
교원 임면 보고(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겸임, 객원, 대우전임, 초빙교원 발령
겸임, 객원, 대우전임, 초빙교원 급여지급
교원관리업무(인사기록카드 관리, 신분증 및 증명서 발급 등)
강의 평가
교원현황 작성 업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교 홈페이지 중 교원관련 사항 교정업무
교원 채용(공고, 접수, 서류검토, 면접,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최종확정, 품의결재,
계약, 오리엔테이션)
겸임, 객원, 대우전임, 초빙교원 지원업무 : 발령, 급여지출(겸임,대우전임) 등
겸임, 객원, 대우전임, 초빙교원 급여지급
7. 교원지원
교원 연구업적평가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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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기 업무

● 연구지원실
1. 연구지원
학술연구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한국연구재단 및 외부 학술연구 지원 업무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
학술지 발간 업무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 업무
연구원 관리 업무
2. 출판업무
단행본 발행업무(본 대학교 교수는 저서, 역서, 엮음 등)
교수연구논문집 발행 업무
교회와 신학 발행 업무(년4회)
출판기획업무
행정업무
출판회계업무(기업회계)
도서 재고 및 총판사 관리 업무
출판홍보 업무

● 기획실
1. 전략기획업무
대학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연간 대학 경영방침 수립 및 추진
대학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및 정책개발
기구의 설치와 직제에 관한 사항
대학, 대학원의 학과 조정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교직원 정원 정책 업무
내부 감사
대학운영의 심사분석·평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기획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 운영
기타 총장 특별 사무 수행
교내행사의 기획수립·집행·통제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제 통합관리 업무(단, 세부항목은 각 부서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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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기획업무
재정 운용에 관한 기본 계획
예산 편성·통제·조정업무
학생 등록금 책정
제경비 책정
각종 대학통계의 관리 및 연보발간
예결산자문위원회 운영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교수학생 간담회 개최
예산공고
장기 시설 계획 수립
경영평가·분석 및 경영정보자료 제공업무
원가분석 업무
외부 기관 대학 현황 보고
3. 평가업무
대학종합평가 기획 및 연구업무
교육대학원 평가
기독교교육과 평가
교양교육 평가
재정지원 평가
교육여건조사 업무
각종 교내·교외평가업무
부서 업적평가

● 전산정보실
1. 시스템관리 및 운영
정보화 사업 관련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 업무
교육, 행정용 서버 관리 및 운영
시스템보완 관리
전산장비 및 소모품 관리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관리
백업관리
전산장비 대여관리
2. 학사업무 및 입시 업무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홈페이지 관리
입시업무지원
3. 전산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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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교육실, 전산실습실 관리 및 운영
교직원 전산교육 지원

● 대외협력실
1. 세계교회협력센터 시설운영 업무
세계교회협력센터 건물에 대한 운영 업무
2. 국제교류업무
자매대학과의 교직원 학생교류 업무
자매결연 체결 및 자매기관 관리
외국인 교환교수/학생, 상담, 초청, 지원 및 관리
국제교류 기획 및 추진
교환학생 선발, 파견 및 관리 업무
재학생의 해외교류활동 지원
외국인 학생 상담, 지원 및 관리
3. 대외협력 업무
대외협력사업의 개발과 집행 및 사후관리
발전기금 조성
대외협력관련위원회 운영 사항
모금에 관한 제반 지원 업무
외부기관 방문 관리 업무
동문관리 업무
동문관련 행사 업무
감사패(장) 수여에 관한 업무
4. 홍보업무
교내외 각종 홍보 계획 수립과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대외적인 행사의 기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홍보물 제작·배포
대학 홍보 및 광고 섭외 총괄
대학 홍보 비디오, 영상물
5. 평생교육원업무 (평생교육원과정, 장신리더십아카데미과정)
가. 입학
입학전형 계획수립
입학요강 확정
입학홍보 및 정보제공 업무
나. 학적
학적부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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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휴․복학 관리
학적변동처리
당회장추천서
재직증명서
수업
교육과정 운영업무
개설 교과목 선정 및 확정
교과목 담당교수(강사) 배정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리
수업진행업무
등록 및 수강신청 업무
출․결석 처리
시간강사에 관한 업무
강사료 집행
성적
성적 처리 업무
성적 정정 업무
졸업
수료식에 관한 업무
수료예정자 결정
수료증서 관리
교무
학칙(시행세칙) 개폐 및 인가
학사일정 편성
위원회 주관
예산계획 수립
예산서 작성 및 집행업무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관문서 수발 및 처리
홈페이지 및 전산프로그램 관리
목회자아카데미에 관한 업무

● 도서관
1. 관리∙행정업무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관련 업무
직인 관리 업무
각종 감사 업무 수검
도서관 행사(문화행사 및 각종 행사) 기획 및 진행 관련 업무
예산 입안 및 집행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자료 수집 및 선택 방침 입안, 도서비의 배정과 조정에 관한 업무
분류 편목의 방침과 계획 수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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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업무
이용자 (학생 및 교직원) 고충 처리 및 상담 업무
도서 보수 및 장비 업무 보조
업무 진행 지도와 관리 및 평가 관련 업무
이용자 교육 (오리엔테이션, 신학입문. 동영상교육 ) 관련 자료 기획 업무
도서관리 프로그램, 홈페이지 관리 방향설정 및 업무 추진
정보화 사업 관련 의사 결정 및 자원 배분
정보화 관련 행정지원 및 예산 업무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업무 및 관리 업무
결재 및 회의 관련 업무
홈페이지 기획 및 방향설정에 따른 관리업무
2. 행정∙전산업무
문서 수발 (접수 발송 보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전산시스템 보안 및 서버관리
자료백업 및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련 업무
문화행사 진행 준비 업무
비품관리 (도서관내 모든 집기, 비품 수리 의뢰 및 구입 의뢰)
도서관 컴퓨터관리, 서가 정리 (싸인 보드 등)
자유열람실 관리 (통제 및 첵크)
공고문 작성과 게시 - 원인 발생시
직원의 근무순서작성 (야간열람, 점심교대, 토요근무)
일용직 노임. 각종 서류 서식 준비
열람실 관리 - 제2,3및 대학원 열람실 관리 및 인원 체크, 제반 비품관리
서고 관리 - 배정된 근로학생과 함께 서가정리
근로학생 관리 - 봉사실로 부터 배정 받은 학생을 선발 각실에 배정. 시간 관리
행정관련 서류철 및 도서관 서류철 관리
3. 수서 업무
수서업무 매뉴얼 작성 및 교정
구입 희망도서 접수 및 진행통보
구입 예정도서 복본조사, 목록작성
주문장 발송, 지출결의서 작성, 송금, 검수, 장부 관리
수증도서 수령, 수령증 발송, 수증인, 수증대장 관리
교환, 납본, 포장, 발송
등록번호 부여, 도서인계
대외 업무 (도서수입 통관 업무 및 관공서, 기타 업무)
4. 정리(분류, 편목)업무
도서의 분류 (동서, 양서- 일반도서, 비도서(CD-Rom, Video, Tape, Micro),
귀중자료, 아키브자료, 마펫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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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목관련 기술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 유지 책임.
도서관 편목 자료 DB의 유지관리, 외부 DB의 공유작업(학술정보센터)
교사자료의 수집 및 보존, DB화 작업(마펫자료실, 아키브자료실, 고서자료실)
도서장비, 인수인계 관리-미정리 도서의 관리
도서원부 관리 및 도서통계 관리
도서의 편목 (동서, 양서-일반도서, 비도서, 귀중자료, 아키브자료,미펫자료 등)
도서의 장비 (원부출력, 스파인라벨, 감응테입부착, 장서인 날인 등)
미정리(정리중) 도서의 관리 및 대출(교직원, 학생)
정리도서의 인수인계
장비작업 진행 업무
5. 대출업무
도서대출 및 반납 업무
연체자관리 업무
도서 변상처리 및 분실도서 처리 업무
도서관 이용 안내
예약도서 관련 업무
동문 및 외부이용자 관리
출입 통제 업무
대출실 주간 통계보고
회원가입, 갱신, 탈퇴관리 업무
열람증(시간강사 및 기타) 발급
대출실 관련 제반 업무
6. 야간열람업무
기사색인 입력 업무
야간 도서 대출 및 반납 업무
도서관련 제반(예약도서,변상,분실처리) 업무
출입 통제 업무
제자리 없는 도서 찾기
도서관 이용 안내
도서수령 및 외무 업무
7. 전자정보업무
정보실 PC, 오디오, 비디오 및 정보실 기자재 관리
cd-net 관리 및 자료 업로드 업무
영상세미나실 및 세미나실 기자재 관리
정보실 참고서비스 업무
원문구축 (dcolllection 및 교수학위논문, 학술지) 관련 업무
비도서 관리 및 대출반납
도서관 이용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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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색인 입력 업무
학술정보검색교육 및 이용안내
기타 정보실 관련 제반업무
8. 참고정간업무
참고실, 연간물실 업무 매뉴얼 작성 및 교정
참고실 운영(서가배열, 도서배가, 싸인보드작성, PC 관리, 이용자관리)
참고봉사(질의응답, 자료수집방법안내 및 자료제공)
참고도서관리(배가 및 보수)
단기대출(단기대출장부정리)
지정도서 및 교수저작도서 관리
신착도서 인수인계
연속간행물 신착서가에 배가 및 제본도서관리(배가 및 보수)
연속간행물 제본준비, 목록작성 및 구매과에 제본신청(일년에 2번 실시)
연속간행물 또는 참고도서의 추가구입신청(파손 및 분실)
참고도서, 잡지 및 신문 결호 신청
과제도서실, 신문실, 팜프렛자료실, 교단자료실 관리 및 신문철 (월 1회)
상호대차
도서관 이용상담 안내

● 장신대 역사박물관
1. 유물·유적의 수집 및 관리
본 대학교 및 기독교 유물·유적 수집업무
소장품에 관한 자료 정리업무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업무
2. 유물·유적의 학술 조사연구
유물·유적의 자료검색 및 조사 업무
유물·유적의 발굴 및 연구 업무
3. 전시 및 출판 간행 업무
전시 및 관람 업무
유물·유적에 관한 출판 및 영상물 제작 업무
학술발표회 업무
학예사 관리 업무
증명서 발급 업무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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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이용 안내
1. 운영목표
본
을
의
의

도서관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이고도 특성화된 신학전문도서관”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 및 열람에 제공함으로 이용자
전문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신학교육과 연구를 위한 질 높은 이용자 봉사로, 대학
심장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있다.

2. 도서관 연혁
1900년
1901
1908
1922.09
1925
1929
1929
1934
1938.09
1940.04
1949.04
1952.10
1960년
1960.09
1960.09
1965.01
1971.09
1980년
1981.03
1983.01
1984.03
1988.03
1989.03
1989.09
1990년
1991.09
1992.03
1992.09
1995.01
1996.01

장로교 평양공의회(Council)의 결정으로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이 신학교육 시작 및 평양 장로회신학교 개교
장로회신학교 첫 번째 건물 (평양 하수구리 100번지)
장로회신학교 두 번째 건물 헌당(도서실 및 제1,2열람실)
라부열교장 도서관 장서구입 확충(영어도서 2,400권 등 3,270궈너 장서 소장)
미국북장로회의 기포드(D.L.Gifford)장서 중 일부 신학도서 수증
의료선교사 헌트 웰스(Dr. J. Hunt Wells), 카킨(Rev. Ediwin Kagin)장서 수증
왕길지 도서관장 취임
일제 신사참배 압력으로 휴교
(후)평양신학교 개교
장로회신학교(남산, 1949-1952년)개교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1952-1961)개교
미국연합장로회 선교부 후원으로 현 광진구 광장동 353번지에 교사 신축
도서관 설립(미국 유니온 신학교로부터 도서 수증)
미국 오클라호마 제일장로교회 기증금으로 도서관 완공(Moffett Hall)
완전 개가제 실시
한숭홍 도서관장 취임
도서관을 본관 3층으로 이전(종합관 신축으로)
정기덕 도서관장 취임
본관 1,2층으로 이전
성종현 도서관장 취임
도서관리 시스템 자체 개발(대우 엔지니어링 협력)
바코드 시스템 도입, 대출 반납 전산화
도서관리 토탈 시스템 사용(수서, 정리, 대출, 정간물, 기사색인, 장서관리)
강사문 도서관장 취임
종합관 구 학생 식당으로 이전(마포삼열기념관 신축)
신축도서관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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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
1996.09
1997.03
1998.03
1998.03
2000년
2000.03
2000.03
2002.03
2002.03
2002.11
2003.03
2004.03
2004.03
2005.03
2005.03
2006.09
2007.02
2007.03
2008.03
2008.03
2009.03
2010년
2010.03
2010.09
2010.11
2011.10
2012.02
2012.03
2012.03
2013.09
2013.10
2015.09

이상조기념도서관 개관,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전자정보실 개관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디지털 납본제도 실시
도서관과 전산실 통합(학술정보원으로 개편)
김지철 학술정보원장 취임
사미자 학술정보원장 취임
케리스 상호대차 서비스 시작
강사문 학술정보원장 취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시작
우편대출서비스 시작
학교역사자료실 개관
보존서고 설치
윤철호 학술정보원장 취임
조직 재설계로 학술정보원에서 도서관으로 개편
윤철호 도서관장 취임
임희국 도서관장 취임
학위논문실 2층으로 이전
학위논문제출시스템(D-collection)실시
최윤배 도서관자아 취임
Meta 검색시스템 도입
온라인 이용자교육 인증제 실시
김도훈 도서관장 취임
성균관대학교와 상호대출서비스 협약
마포삼열기념자료실 재개관
도서관장서 30만권 달성
전자정보실 2층으로 이전
임희국 도서관장 취임
고서자료열람실 개관
교회음악자료실 개관
광진정보도서관과의 교류 협약 체결
아시아기독교자료실 개관

3. 현황 및 배치
1) 현 황
- 면 적 : 3,500(m2)
- 열람석수 : 391석
- 장 서 수 : 동서- 218,046권/ 양서- 112,183권/ 정간물- 410종/ 비도서- 17,437점
2)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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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도서관 3층
도서관 2층
도서관 1층
도서관 지하1층
소양주기철기념관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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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서관사무실, 마포삼열기념자료실, 귀중도서실, 미정리실, 장
신대역사박물관수장고
대출실, 도서관출입구, 전자정보실, 아시아기독교자료실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과제도서실, 신문자료실, 점자자료
실, 학위논문실, 영상세미나실, 학교역사자료실, 교단자료실,
교회음악자료실
서고, 보전서고
제2자유열람실, 대학원열람실, 박사과정열람실

3) 이용시간
구분
대출실, 참고실,
연속간행물실,
전자정보실, 서고,
교회음악자료실,
아시아기독교자료실
제2자유열람실
대학원열람실
박사과정열람실

월화목금
학기증 :

개관시간
수
학기중 :

08:20-22:00

08:20-17:00

방학중 :

방학중 :

09:00-18:00

09:00-18:00
05:00-24:00

토

9:00-12:00

휴관일

주일, 공휴일

주일, 사경회기간

4. 자료이용
1) 일반도서(Monographs)
- 전공 및 일반 단행본 도서
- 본 도서관은 완전개가식으로 도서검색 후 해당서고에서 이용자가 직접 찾아 2층 도서
대출 반납창구에서 대출한다.
- 1985년 이전에 출판된 도서(MR도서)는 서고 안쪽 보존서가(모빌렉서가)에 비치
2) 지정도서(Reserve Books)
- 1층 참고실 내 윈도우열람석 서가에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교수가 지정도서로 요청하
면 이를 별치하여 여러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폐관시간 이후 다음 개관 시까지 단기대출이 가능하다.
3) 신착도서(New Books)
- 도서관 1층 참고실내 신착도서 서가에 별치되어 있으며 처음 도서관에 입고된 책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4) 참고도서(Reference Books)
- 청구기호 앞에 ‘R’ 기호를 붙여 일반도서와 구분하며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 많은 이용자가 특정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수시로 이용하는 책으로 백과사전, 서
지, 색인, 언어사전, 용어사전, 지명사전, 지도, 연감, 법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5) 필독추천도서
- 신학연구에 기반이 되는 교양 및 전공도서 중 관련전공교수의 추천을 받은 도서로서
각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서들이 여기에 속한다.
- 청구기호 앞에 ‘RR’ 기호를 붙여 일반도서와 구분하여 관내열람만 가능한 것과, 복본

528

장로회신학대학교 요람

도서가 서고에 비치되어 대출이 가능한 것이 있다.
6) 전자정보 및 기타 비도서
- 전자화 된 단행본 및 저널과 논문기사, 논문원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마이크로필름, 피쉬로 된 저널원문이나 논문, 신문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다.
7) 교단자료(Presbyterian Resource)
- 본교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서 간행한 회의록, 노회록, 교회역사 등 다양한
교단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8) 아키브자료(Archives)
- 교사(校史)자료 및 본교출판물, 커리큘럼자료, 사진수첩, 앨범, 교수출판물, 각종 행사
기록 등 학교역사에 관련된 기록보존자료로서 도서관 1층 학교역사자료실에 정리되어
있다.
9) 잡지(Periodicals)
- 청구기호 앞에 ‘P’ 기호가 붙으며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 당해 연도의 잡지는 신착잡지전시가에 비치되어 있으며 전시가 끝난 잡지는 제본하여
정기간행물실의 제분잡지서가에 잡지명의 ‘가나다’ 순으로 배가되어 있다.
10) 석박사학위논문(Thesis)
- 청구기호 앞에 ‘L’이 붙으며 관내열람만 가능하다.
- 웹검색을 통해 원문 열람이 가능하며 RISS 회원가입 및 전자정보실의 “국립/국회도서
관 원문검색”을 통하여 타교의 학위논문원문을 직접 검색하고 프린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1) 신문자료(Newspaper)
- 신문은 신문자료실(참고실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5. 자료검색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구동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검색이 가능하다.
-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원문을 직접 내,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통합검색
- 도서관의 모든 소장자료(단행본, 연속간행물, 한위논문, 비도서 등)를 검색한다.
- 서명, 저자명, 키워드, 청구기호, 출판사, ISBN, ISSN, 목차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발행 연도, 언어 자료유형 등을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다.
2) 신착자료의 검색
- 최근에 정리되어 입고된 자료를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다.
- 미정리된 도서도 검색이 가능하며 우선정리요청을 할 수 있다.
3) 메타(Meta) 검색
- 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보(서지검색 및 Web 학술정보)와 외부의 전자 정보원(유 ·
무료저널, 원문, e-book, 인터넷서점 등)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일괄검색이 가능하도
록 지원하는 검색시스템이다.
4) 전자저널과 웹DB(Electronic Journal and Web Database)
- 웹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전자화된 저널과 논문기사 등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정
보 메뉴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ATLAS, DBPia, Kiss, PQ Religion, e-Article 등을 구독하고 있어 5,000여종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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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저널 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 원문DB는 Naxos Music/Video, ECCO, Bookzip, PQDT, DDOD(세계학위논문), 디지
털문화예술강좌, 한국학의 관문, 브리태니카 대백과사전 등이 있다.
5) E-book
- 웹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전자화된 도서로 도서관 홈페이지의 전자정보 E-Book메뉴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 동서 3,625종 양서 13,464종의 도서원문을 이용할 수 있다.
6) 학술정보 교외접속
- 교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전자저널, Web DB를 교회(해외 포함)에서도 ID, PW를
이용한 로그인으로 접속하여 전문(Full-Text)을 이용할 수 있다.

6. 대출 및 반납
1) 도서관 출입
- 도서관 입구에서 학생증 RF ID를 인식하는 인증을 거쳐 출입이 가능하다.
- 학생증은 도서관에 들어올 때와 책을 대출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도서관 대출실에 신고한 후, 복음실천처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2) 대출방법
- 검색용 PC에서 소장자료를 검색하여 청구기호를 출력한다.
- 해당서고를 찾아 직접 책을 꺼내온다.
- 도서관 2층 출입구 대출대에 책과 함께 학생증을 제시한다.
- 대출처리 되는 과정을 모니터로 확인한다.
- 학생증과 함께 책을 돌려받으며 반납날짜를 꼭 기억한다.
3) 예약, 연기, 반납방법
- 도서관 홈페이지의 My Library에서 대충중인 도서를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대출중인 도서를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반납시 이를 통보 받아 우선적
으로 대출 할 수 있다.
- 도서관 폐관시간 후 도서의 반납은 도서관 현관 앞 무인반납함에 넣어 반납처리 할
수 있다. 이때 반납 날짜는 다음날로 처리되므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대출책수와 기간
과정
학부생
신대원
대학원/박사과정논문잔류학기
논문학기(신대원, 대학워), 박사과정
석사과정논문잔류학기(대학원)
교수, 은퇴교수
학술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대출책수 및기간
5권 10일
7권 10일
10권 30일
15권 30일
5권 14일
30권 3개월
30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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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직원,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회원
특별회원
평생교육원 재학생

대출책수 및기간
15권 30일
3권 14일
6권 14일
3권 14일

5) 연체로 인한 이용제재
- 대출한 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게 되면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되고, 미반납졸
업자의 경우는 제 증명서 발급이 중단된다.
6) 도서의 변상
- 빌려간 도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대출담당직원에게 신고하고, 분실한 도서와
동일한 도서비를 정리비 2,000원과 함께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한 도서의 구입이 불
가능한 경우는 도서관 자료변상규정에 의해 도서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7. 자료별치기호 안내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때 청구기호 위에 나타나는 기호로 그 자료의 성격과 소재를 알려준다.
별치기호
1

내용
일반도서

2

AL

알렌도서

3

K

4

MO

5

MOH

6

MR

7

NCW

8

RB

연구귀속자료

9

WM

세계선교연구원도서

10

WMP

세계선교원자료

11

WMR

세계선교원자료

12

A

학교역사자료

13

AF

교수저술도서

14

B

15

ISSR

16

L

강금주도서
마펫도서
마삼락
보존서고
나채운도서

점자자료
ISSR Library
학위논문

위치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지하1층)
서고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별치기호

내용

31

RC

주석 (참고도서)

32

RE

지정도서

33

RR

필독도서

34

SR

교단공과자료

35

(CDM)

36

CDB

37

CDG

38

CDM

39

CDP

40

CDV

비디오CD

41

CT

카세트테입

42

DVD

DVD자료

43

KIT

학습보조재

44

LP

음반자료

(1층)
참고실

45

MT

마그네틱테이프

(1층)
참고실

46

OHP

악보기타
컴퓨터CD
(DB자료)
컴퓨터CD
(일반CD자료)
오디오CD
(음악CD)
컴퓨터CD
(프로그램 CD)

OHP자료

위치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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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치기호

내용

17

M

음악도서

18

MAP

지도자료

19

MFM

마이크로필름

20

MFS

마이크로피쉬

21

P

연속간행물

22

PAM

팜플렛자료

23

PM

24

PMR

25

PR

교단자료

26

R

참고도서

27

CM

교회음악도서

28

CMR

교회음악도서
(참고도서 )

30

HKC

한경직기념도서

낱장악보
연간물

위치
(1층)
참고도서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참고실
(1층)
교회음악자료
실
(1층)
교회음악자료
실
영성생활관

별치기호

내용

47

SL

슬라이드자료

48

SUP

부록자료

49

VG

비디오테입

50

VM

비디오테입 (음악 )

51

cdm

대출불가악보

52

LJS

춘계문고

53

LO

업무용도서

54

O

55

OR

고서영인본

56

PJH

박재훈도서

57

CML

교회음악도서
(논문)

58

MYG

맹용길도서

고서자료

8. 기타 안내
1) 도서관 홈페이지(http : //library.puts.ac.kr)
2) 자료복사(복사카드 이용)
- 시 간 : 09:00-22:00(수요일 17:00, 토요일 12:00, 방학중 18:00)
- 요 금 : 40원, B4 60원, A3 80월
- 장 소 : 서고(지하1층), 참고실(1층), 학위논문실(1층)
3) 스캐닝
- 시 간 : 09:00-22:00(수요일 17:00, 토요일 12:00, 방학중 18:00)
- 요 금 : 무료
- 장 소 : 전자정보실
4) 출력
- 시 간 : 09:00-22:00(수요일 17:00, 토요일 12:00, 방학중 18:00)
- 요 금 : 50월
- 장 소 : 전자정보실
5) 단기대출
- 시 간 : 폐관시간 30분전부터 20분간
- 대 상 : 지정도서에 한함
- 장 소 : 참고실(1층)
- 연 체 : 9시 이후 시간당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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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2층 )
전자정보실
(2층)
전자정보실
(3층)
사무실
(3층)
사무실
(3층)
귀중자료실
(3층)
귀중자료실
(3층)
귀중자료실
(1층)
교회음악자료
실
(3층)
도서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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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희망도서 신청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가 당관 미소장일 경우 홈페이지의 My Library를 이용하여 희
망도서로 신청하면 수서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한다. 이때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등 서지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7) 우편대출업무
본교생, 회원, 교직원 등 기타 규정에 정한 자격이 있는 이용자에 한하여 우편을 통
한 대출반납을 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My Library)를 통하여 신창을 하며 대
출 권수 및 기한은 이용자 신분별 규정에 따른다.
8) 원문복사신청
본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를 타 도서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경우 도
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을 클릭하여 회
원가입을 한 후 문헌 복사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9) 상호대차
본교 도서관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및 광진정보도서관과 자관에 없는 자료를
서로 대출해 주는 상호대차 협약을 맺어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서비스한다.
10) 졸업생이용
본교 졸업생은 동문회사무실에서 동문카드를 발급 받아 도서관출입을 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하기 원하는 경우는 도서관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회원가입은 가입비
30,000원과 년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비는 반환불가하며, 최초가입
시만 부과한다.
11) 문자서비스(SMS)
학생정보시스템에 본인의 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놓으면 반납예정일, 예
약도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행정실
1. 총무업무
가. 직원인사 관련 업무
직원 충원 계획 수립 및 제반 업무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제반 업무
직원 승진 관련 업무
정기승급처리 및 호봉 승급처리 업무
휴직, 복직, 퇴직 등 인사관리 업무
예산 책정 관련 업무
보수에 관한 제반 업무
급여에 관한 제반 업무
인사규정 관련 업무
역량 및 업적평가 관리업무
나. 연금 및 보험업무
사학연금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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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 업무
건강보험 관련 업무
고용보험 관련 업무
산재보험 관련 업무
교원공제회 관련 업무
다. 교육훈련업무
교육 관련 업무
출장 관련 업무
각종 규정 관련 업무
라. 총무행정업무
직원 복무관련 업무
여비산출 업무
소모품 관련 업무
교직원상조회 관련 업무
문서 접수 및 발송 업무
직인 관리 업무
감사, 이사회 자료 관련 업무
사무 인수인계 관련 업무
가운관리 업무
기타(외부 관련업무, 경조사, 회의 등) 업무
유료장소 대여 업무
마. 관리(구매) 업무
소모품 구매 업무
비품 구매 업무
기계기구 구매 업무
국고예산 확인 후 구매업무 진행
사무위원회(행정심의위원회 포함) 업무
입찰 업무
용역예약에 따른 용역비 지출 업무
시설에 관한 검수(감독) 업무
바. 차량 관리 업무
등록 및 발급
주차위반 단속 및 위반자 등록, 제재
2. 경리업무
가. 회계 업무
교비, 기타회계에 속하는 회계의 수입·지출의 집행 및 결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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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기타회계에 속하는 전표 및 장부의 정리보관 업무
자금 운영 관리 업무
발전기금 통장관리
각종 경리에 관한 업무 및 은행 업무
제보수의 지급 및 공제 업무
나. 세무업무
각종 세무보고 및 납부 업무
다. 등록금 업무
등록금 및 각종 수납 업무

● 관리실
1. 관리영선 업무
용역관리
건축물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조경관리
비품관리
실험실습기자재관리
차량운행관리
승강기관리
2. 검수업무
각종 용품구매에 대한 검수업무
3. 시설 업무
개보수 업무
공사관련 업무
전기 업무
장비·설비 유지 업무
교내 통신시설관리 업무

● 복음실천실
1. 장학업무
선정 및 지급
기탁자 관리
학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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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2004년부터)
2. 서비스
의견수렴방, 홈페이지 업무 정보
각종 증명서 및 추천서 발급
원서 및 기타서류 접수
정보제공 및 안내업무
의무실관리 및 구급약 비치
운동기구 대여
팩스 송수신
자동발급기, 학생증발급기 관리
3. 상담
학교전반 업무 관련 상담
복음실천실 전반 업무 관련 상담
4. 복음실천 업무
1) 사회봉사
- 사회봉사 규정, 조직, 운영 제반 사항
-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신 구성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및 기록관리
- 사회봉사 관련 기타 업무
2) 장애학생 지원
- 장애학생 지원 위원회 관리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 및 도우미 장학금 지원
3) 복음실천
- 복음실천 규정, 조직, 운영 제반 사항
- 복음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신구성원 복음실천활동 지원 및 기록관리
- 복음실천 관련 기타 업무
5. 글로컬현장교육원
가. 특성화와 세계화 방안개발: 본 대학교의 특성화와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
나. 글로컬 연계망 구축: 현장교육을 위해 국내외의 교단, 신학교, 교회, 기관 등의 연계망
을 구축
다. 목회정보수집 및 제공: 해외의 동문, 선교사, 외국인 졸업생 등의 인적 정보와 국제신
학교에 관련된 정보, 국내 교회와 기관 정보 등을 수집, 연구, 제공
라. 현장교육 개발 및 실행: 국내 교회와 기관의 현장교육, 해외인턴십, 국내외 사회봉사
등의 현장교육에 관련된 업무 개발, 현장교육을 위한 사전교육과 목회지도 등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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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적 향상을 돕는다.
마. 진로확대: 학생의 진로와 구체적인 소명의 성취를 위해 국내외의 진로 연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바. 목회연구: 목회와 목회현장에 관한 다양한 연구
6. 취업업무(사역지 파송 업무)
졸업반 및 졸업생 진로 지도 업무
졸업반 취업지도 규정․지침 작성
졸업반 취업 및 진로 지도 관리
졸업반 취업 통계
7. 기타업무
동아리 등록, 동아리 관리
무료장소 대여 업무

● 예비군
1. 군 관련 업무
병사
민방위
군종사관후보생
2. 예비군
편성․전출입․보고
자원관리행정
교육훈련
전․평시 동원
홈페이지 업무정보

Ⅺ. 동문회

1.

대학부동문회 조직 및 회칙

2.

총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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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동문회
대학부 동문회 조직

1. 지도위원
정태일(사랑방), 김정서(제주영락), 김동호(높은뜻), 최갑도(성내), 김병복(보광중앙),
허원구(산성), 안현수(수지광성), 류영모(한소망), 오창우(한남제일), 서정호(영암),
김정호(번동제일), 박기철(분당제일), 정영태(신당중앙), 임규일(만성), 정판식(국일),
곽재욱(동막)

2. 임원
구분

성명(교회)

주소

회장

백성훈(예향)

경기 양주시 광사동 252-5

부회장

신문수(천안중앙)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197-1

총무

김승민(원미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29-4

서기

김창운(송탄동성)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405-24

부서기

조용선(온무리)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번지 33호

회계

박재학(광명)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437

부회계

윤석안(경천)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645-85

이종엽(함께하는)

경기 광명시 광명7동 중앙하이츠APT 상가3층

오경환(신성)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1-1

이상무(한가족)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30

감사
사무국장

3. 위원회/ 위원장
구분

성명(교회)

주소

광나루 선교회

곽재욱(동막)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660번지

이상양기념선교회

김기복(성광)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24나길 48 관악산 신도 브레뉴 102-801

박은호(정릉)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139-2

김동국(수원온누리비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7-55

임규일(만성)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만선리 376

양재천(신답)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58-26

전세광(세상의 빛)

세종시 조치원읍 대첩로 10

윤광서(영화)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79

장학위원회
석좌위원회
대외 협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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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위원회
학술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광나루동문상
선정위원회

박종오(리틀송대표)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1-5, 3층

강치원(모세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73

김진명(장신대)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

고재은(세방기획)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동 596번길 9 세명프라자 705호

이치만(장신대)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길 25-1

기현두(새온)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0

대학부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장로회신학대학교 동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 2 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통하여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고 교
회와 세상을 향한 공동체적 사명을 실현하며 모교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졸업생으로 한다.
제 5 조 (의무) 회칙을 준수하고 제반 모임에 참석하며 소정의 재정을 부담 할 의무가 있
다.
제 6 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1항 회장 1인, 부회장 1인, 상임총무 1인, 협동총무 다수,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2항 각과 동문회 회장은 협동회장, 부회장은 협동부회장이 된다.
제3항 각과 동문회 총무와 재신대원 동문회장은 협동총무가 된다.
제4항 감사는 2인을 두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항 동문회와 지역과 노회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약간 명의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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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임원회
제 8 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
다.
제2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총무 : 제반 회무와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제4항 서기 및 부서기 : 문서보관 수발 및 기록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제5항 회계 및 부회계 : 재정에 관한 사무일체(회비, 기금의 수입, 지출)를 관리한
다.
제6항 감사 : 재정 및 회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 전 감사한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위원회) 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장학위원회 : 장학기금의 모금 및 관리, 지급에 대한 사업과 2020 장학 사
업을 관장한다.
제2항 석좌위원회 : 동문의 모교 교수석좌를 위한 기금조성과 사업을 관장한다.
제3항 학술위원회 : 연구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독자적인 학문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기독교통합신학회 별도의 조직을 가지며 신학회 회장은 학술위
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항 정보통신위원회 : 회원들의 효과적인 네트워크와 사역의 온라인 활성화를 위
해 홈페이지, 서버 구축, 자료전산화 개설하고 운영한다.
제5항 광나루 동문상 선정위원회 : 교회와 선교 그리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
거나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하여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을 선정하여 임
원회에 추천한다.
제6항 대외 협력위원회 : 동문회의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제7항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0조 (선거) 본회 임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임원은 전임회장단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항 각 분과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회 의

제 12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제1항(정기총회)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및 재정 보고, 예산안 심의, 회
칙 수정, 임원선거 등의 중요안건을 처리한다.
제2항(임시총회) 회원 1/3 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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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이사회) 필요시 이사장 및 회장이 소집한다.
제4항(임원회)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5항(각 위원회) 필요시 총무와 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항(과별 동문회)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학과, 재신대원 동문회를 본
회 산하에 둔다.
제 7 장

재 정

제 13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임원회비, 특별회비,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 14조 (연회비) 연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5조 (장학금과 석좌기금) 장학금과 석좌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 8 장

기 타

제 16조 (간사)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 명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 9 장

부 칙

제 1 조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 조 (관례)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3 조 (발효)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79.
1981.
1982.
1999.
2001.
2005.
2011.
2011.
2013.
2014.

05.
02.
02.
01.
01.
09.
01.
11.
01.
01.

24
09
22
26
29
26
17
07
31
26

제정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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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제 1
제 2
제 3
제 4
있다.

총

칙

조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총동문회라 칭한다.
조 본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안에 둔다.
조 장로회신학대학교총동문회 아래에 각 지역 동문회를 둔다.
조 본회의 목적은 모교 발전과 동문 상호간의 친교 및 목회활동을 지원하는데

제 2 장
제
<단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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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본회 회원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평신도교육대학원, 여성지도자교육원, 제3세계선교원 졸업생은 준회원으로 한다.>
6 조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7 조 본회 회원은 년1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년1회 3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임무

제 8 조 본회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부 회 장 : 3인(학부동문회에서 파송한 1인, 여동문회 1인)
총 무 : 대표총무 1인과 총무 약간 명을 둔다.
서 기 : 1인
부 서 기 : 1인
회 계 : 1인
부 회 계 : 1인
회록서기 : 1인 부회록서기 : 1인
감 사 : 2인
2. 정․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부회장이 승계하며 부회장은 추천인단에
서 회장 차기기수에서 1인을 선임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추천인단은 역대회장
과 이사로 구성한다. <단 여 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되며, 학부 부회장
은 학부동문회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출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각 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총 무 : 각부 사무를 통괄하며 임원회가 가결한 안을 집행하며 지역동문회 업무
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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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 기 : 기록문서 문부 회인을 관장한다.
5. 부서기 :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6. 회 계 : 재정 수지 일체를 장리한다.
7. 부회계 :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8. 회록서기 : 모든 회의의 기록을 관장한다.
9. 회록부서기 :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10. 감 사 : 재정 수지 일체를 감사한다.
제 4 장

사업 및 부서

제 10조 본회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1. 장학위원회, 신학교육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홍보협력위원회, 해외동문협력위
원회
2.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가. 장학위원회
회원 및 유지로서 장학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능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학
비를 보조하며 회원 자제들을 협조하고 학업성적 최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장리한다.
나. 신학교육위원회
전 동문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학교육 및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다. 출판위원회
동문간의 새로운 소식을 교환하는 뉴스레타 제작 및 동문주소록, 기타 출판
사업을 장리한다.
라. 회원홍보협력위원회
모교 교수와 목회자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재학생의 목회실습을 지도하
고 동문상호간의 목회정보 교환 및 목회지 알선을 도모하고 신입 동문회원
을 환영하며 본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마. 해외동문협력위원회
유럽동문회와 미주동문회를 비롯하여 차후 조직될 해외 동문들의 모임을 지
원하며 성장시키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각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서기를 둔다.
가.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11조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둔다.
1. 총동문회장이하 15기 이내에서 각기별로 1인씩 총15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총
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총동문회장은 재임 중 당연직 선임이사가 되며 필요시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는 총회 시에 역대회장단과 함께 부회장 추천인단이 되며 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와 유급직원 임용을 인준하며 동문회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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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는 본회 재정을 위하여 이사 회비를 별도로 정하여 납부한다.
제 6 장

회의 및 집회

제 12조 본회에 다음과 같이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회장이 소집한다. (매년 동문 대회 시<1월말-2월초> 개최)
각 위원회보고 및 예․결산안심의, 회칙 개정, 임원개선 및 기타 수임된 중요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하고 동문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회와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관계된 업무를 처리한다.
5. 이사회 :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6. 특별집회를 가지고자 할 때는 임원회 결의로 관계 위원회가 주최한다.
제 7 장
제 13조

제
제
제
제

14조
15조
16조
17조

장신대 이사파송

총동문회 이사 파송은 당해연도 총동문회장으로 하고,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총회 때 보고 하기로 하고 파송이사는 총동문회장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총동문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총동문회의 의사를 대표한다.
총동문회 파송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총동문회 파송 이사는 정기총회 시 의무적으로 이를 보고한다.
위의 사항이 위배 될 때 동문회에서는 파송한 이사를 소환하고, 잔여임기의
이사를 파송한다.
제 8 장

재

정

제 18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임원, 이사들의 부담금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
부
1.
2.
3.
4.
5.
6.

칙

본회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 출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 회칙은 총회 통과 일로 부터 즉시 발효한다.
회비 및 총동문회가입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어 본회의 나아갈 방향과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본회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유급직원으로 두며 업무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는 목사합창단을 운영하며 그 이름은 한국목사합창단으로 하고, 단장은 한국목
사 합창단에서 위촉하여 총동문회장이 임명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7. 본회의 미비한 것은 만국통상 회의법에 의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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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자매결연대학교

1. 국내자매결연대학교
2015. 4. 1 기준
연번

대 학 명

체결일

협 정 내 용

1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1996. 12

학점 교환

2

강남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1998. 5

학점 교환

3

그리스도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11

학점 교환

4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5

목원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6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7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8

숙명여자대학교

2003. 7

학점 교환

9

숭실대학교

2005. 7

학점 교환

10

숭실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2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3

연세대학교 연학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4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5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6

평택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7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8

한세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19

한신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20

한일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21

협성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22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신학대학원

2000. 9

학점 교환

23

호서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2000. 9

학점 교환

2003. 6

학위논문원문정보
상호 이용

24

서울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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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대 학 명

25

체결일

숙명여자대학교

협 정 내 용

2003. 7

학술 교류

26

신학교육개선 공동연구 협의회

2004. 6

대학 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강화

2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04. 8

학술 교류

28

숭실대학교

2005. 7

학술 교류

29

한양대학교

2007. 4

e-Learning 학사실무

2. 해외자매결연대학교
2015. 4. 1 기준

번
호
1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체결
협정내용
일자
1992.06.08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2

Union Theological Seminary

1995.06.12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3
4

Louisville Theological Semina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OMSC)
The U. S. Center for World
Mission (USCWM)
Westminster College

1995.07.19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1995.12.11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국가명

5
6
7
8

미국

9

학교명

Northwestern College

10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11

King College

1996.01.25 교수교환, 학술교류
1996.05.28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1996.07.12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학생·교수교환, 학술자료 및 교육정보교
1996.12.05
류, 출판물교류
1997.01.09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1998.01.26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2002.04.24

학생·교수교환, 교육 및 연구자료 교환,
공동학술대회개최

13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08.12.12 교수교류, 학술정보교류, 원격강의시행
in America(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Denver Seminary
2008.01.28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14
15
16

캐나다

Azusa Pacific Universit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Knox College

2012.11.28 학술교류, 학생, 교수교류
2015.05.09 학생교환, 도서관 협력
1995.07.25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17

이스라엘

Jerusalem University College

1997.06.24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18

중국

中國社會科學院 世界宗敎硏究所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1994.01.23 학술자료교환, 학술교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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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국가명

학교명

19

Fudan University (복단대학교)

20

中國 靑島大學校 (청도대학교)

21

Central China Normal University
Protestant Theological Faculty of
Charles University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모스크바 장로회신학대학
Jordan Evangelical Theological
Seminary
Jakarta Theological Seminary

22
23
24
25

체코
러시아
요르단

26
27
28

인도네
시아

29
30
31

몽골

32

뉴질랜드

33

호주

34
35

독일

37
영국

39
40
41

협정내용

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공동학술대회개최
1999.12.28 교수교환, 학술교류
1996.05.06

2001.01.12 교수교환, 학술교류
교수·학생교환, 학술자료 및 교육정보
1996.12.03
교류, 도서·출판교류
1998.03.03 교수·학생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2011.10.20 교수교환, 학술교류
1999.11.09 교수교환, 학술교류

STT Bethel Indonesia

2000.09.22 교수교환, 학술교류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2013.10.28
특별 단기 프로그램
2014.03.25 학생교류, 학술교류, 인도네시아 선교 지원

Dut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2015.05.06 학생·교수교환, 학술 교류

Ulaanbaatar College

2000.09.30 교수교환, 학술교류

Union Bible Theological College
Laidlaw College(Bible College of
New Zealand Inc.)
The University of Newcastle
Theologische Fakultät
of Humboldt-Universität

2013.09.13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2002.07.03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2014.10.28
2002.10.16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University of Tubingen

2014.01.09

Abdiel Theological Seminary

2006.02.13 학생 및 교수교환, 공동학술연구
도서관 이용, 학술대회 파견, 합동 연구,
간행물 공유

Institute of Pretestant Theology
2014.08.07 학생·교수교환, 학술교류
Technische University Dresden
1995.08.22 학생·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교환
The University of Edinburgh

36
38

체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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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gakuin University

2005.04.12 외국인학생 지원
학생 및 교수교환, 학술지교환,
2006.06.19
공동학술연구
2008.09.19 학생 및 교수교환, 공동학술연구

Tokyo Union Theological Seminary

2011.10.20 교수교환, 공동학술연구

Council for World Mission

York St. John University
일본

학생·교수교환, 단기선교지원,
학위신설협력

42

케냐

Presbyterian Church of East Africa

2010.09.03

43

태국

2010.11.05 학생·교수교환, 공동학술연구

44

헝가리

Payap University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45

프랑스

Institut Protestant de Theologie

2013.06.30

2011.01.26 학생·교수교환, 공동학술연구
학생 및 교육프로그램 교류, 학술교류,
교수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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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국가명

46

가나

49

시에라
리온
코트디
부아르
쿠바

계

22개국

47
48

체결
일자

학교명

협정내용

Akrofi-Christaller Institute of
Theology, Mission &Culture

2013.07.02 학생·교수교환, 미래의 협력 센터의 설립

Christian Leadership College

2013.07.22 학생·교수교환, 학술 교류, 행정 자문

학생교환, 학술 교류, 선교를 위한 공동 연
Linstitut Presbyterien de Theologie
2014.07.26
Evangelique de Cote-D’ivoire
구
Evangelical Seminary of Theology
2015.01.30 교수교환, 학술지 교환
49개교

3. 외국대학과의 협력 현황
연번

대학명

교수회의
결의날짜

국가명

1

University of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88. 9.

미 국

교수 및 학생교환, 학술자료
및 교육정보교류, 출판물교류,
기술적협력

2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92. 9.

미 국

교수 및 학생교환, 학술자료
및 교육정보교류, 출판부교류,
도서관교류

3

Dong-Buk Seminary

‘94. 3.

중 국

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
교환

4

Telogiska Hogskolan
Stockholm

‘96. 9.20.

스웨덴

학생교환, 교수교환, 홍보물 및
학술지 교환

5

Moscow Theological
Academy and Seminary

‘97. 6.23.

러시아

교환교수, 학술자료교환

6

Principal of the Trinity
Theological College

‘97.11.28.

가 나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7

STT Intim

‘97.11.28.

인도네
시 아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8

Principal of the United
Theological College

‘97.11.28.

인 도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9

Principal of the Theological
Seminary for Rural Mission

‘97.11.28.

일 본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10

President of the Near East
School of Theology

‘97.11.28.

중 동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11

Principal Moravian
Theological Centre

‘97.11.28.

남아공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12

Moderamen of the
Reformed Alliance in
Germany

‘97.11.28.

독 일

학술자료교환, 홍보물 및 연구
지 교환

13

몽골연합성경신학교

협정주내용

<작성요령> 자매결연 체결 협정서는 없지만 협력대학으로 교수회의에서 결의 된 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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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생 통계
(2015. 3. 1 기준, 단위: 명)
13학년도
후기
(2014.8.)

14학년도
전기
(2015.2.)

신 학 사 (Th.B.)

12

63

2,421

47

기독교교육과

문 학 사 (B.A.)

2

53

1,432

31

교회음악학과

음악학사 (B.M.)

7

40

1,370

31

21

156

5,223

교역학석사 (M.Div.)

5

307

7,173

신학연구과정 (M.Div.)

0

0

3,484

목회연구과

1

41

9,834

108

신학석사 (Th.M.)

10

47

1,491

71

문학석사 (M.A.)

1

11

418

71

음악석사 (M.M.)

5

13

194

31

목회학석사 (M.P.S.)

0

0

1,142

목회신학석사 (Th.M. in Min.)

3

9

245

21

선교신학석사(Th.M. in Miss.)

2

0

170

36

선교문학석사 (M.A.)

0

1

58

22

교 역 대 학 원

신학석사 (Th.M. in Min.)

0

0

252

교 육 대 학 원

교육학석사 (M.A. in Ch.Ed.)

7

13

280

32

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석사 (M.C.M.)

6

7

231

29

계

40

449

24,972

신학박사 (Th.D.)

4

10

112

명예박사 (D.D.)

0

0

32

목회신학박사 단독 (Th.D. in Min.)

0

32

247

목회신학박사 공동 (D.Min. in 전공)

0

0

31

목회학박사 (D.Min.)

0

0

327

소

4

42

749

65

647

30,944

학 과
신
학
사

학
학

과

소

신 학 대 학 원

석

일 반 대 학 원

목회전문대학원
사

세계선교대학원

소
일 반 대 학 원
박
사

목회전문대학원

합

위

명

계

계
계

누 계

졸업
횟수

108

※ 맥코믹박사(D. Min.)과정 : 전체 졸업자 32명, 목회학박사(D. Min.)과정 : 전체 졸업자 55명

7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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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표

전화번호 안내

TE.: (02 450-0700 / FAX : (02) 452-3460

이사장
법인사무처
FAX:
총장
비서실
FAX:
경건교육실
교학실
FAX:
연구지원실
FAX:
기획실
FAX:
전사정보실
FAX:
대외협력실
FAX:
도서관
행정실
FAX:
관리실
FAX:
복음실천실
FAX:
대학
신학대학원
대학원
일반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교회음악연구부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부
기독교교육연구부
기독교사상연구부
상담목회연구부

450-0703
450-0705
452-8271
450-0701
450-0702
457-8491
450-0756
450-0739
446-3437
450-0794
450-0797
450-0731
450-0788
450-0730
450-5478
450-5513
447-5067
450-0768
450-0710
452-3460
450-0745
450-0799
450-0752
454-3626
450-0746
450-0739
450-0734
450-0733
450-0734
450-0733
450-0734
450-0734
450-5427

성서학연구부
성지연구원
세계선교원구원
교회와사회연구부
교회사연구부
에큐메닉스연구부
평생교육원
장신리더십아카데미
교수학습개발원
장신언어교육원
방송국(P.B.S)
생활관사무실

세계교회협력센터 식당
우체국
구내서점
학생식당

450-5434
450-5430
450-5435
450-5426
450-5431
450-5432
450-0761
450-0761
450-5458
450-5463
450-5420
450-0753
450-0787
450-5566
450-5570
450-5580
450-5419
450-0754
450-0782
450-0795
450-5421
450-5414
450-5415
450-5401
450-5402
450-5403
450-5501
450-5511
450-5503
450-5510
450-5447
450-5450
450-5451

450-5428

더까페

450-5477

450-5424
450-5423
450-5429

구내서점
기념품판매점

450-5452
450-5475

FAX:
명성 ∙소망관
영성생활관
여생활관
신학춘추
예비군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출판부
학생생활상담소
총동문회
학부동문회
신대원 신학과학우회
신대원 목회연구관정학우회
총학생회
세계교회협력센터 (사무실)
( 안 내)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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