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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선언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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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념과 목적

설립이념
우리 대학이 표방하고 있는 건학이념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겨레의 속죄구원과 민족교화와 복지국가
를 이룩하며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함에 이바지 하고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1조)이다.

교육목적
위의 건학이념에 의해 우리 대학이 수립한 교육목적은 “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어 국
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구자로 즉 땅에 떨어져 썩어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것”(헌장 제1조)이다.

교육목표
우리 대학은 성서를 토대로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함양하여, “순교의 정신
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고자 하는 소명 받은 한 알의 복음전도자를 양성한다”(제정 52. 5. 13)는  교육목적을 토대로  교
육목표를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 추구
2.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 함양
3. ‘열성에 의한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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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특성
인재상

비전선언
1.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생들을 학문적,영적으로 잘 준비시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한다. 
2. 한국성서대학교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서를 근본적인 권위로 받아들
인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하나님으로 부터 온 소명으로 인식한다. 

3. 한국성서대학교는 탁월한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 학문분야의 토대가 성
서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4.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습자 중심교육 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학문의 탁월성 추구에 최
선을 다한다. 

5. 한국성서대학교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각 전공분야
에서 기초역량교육을 강화한다. 

6.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느 경우라도 청렴, 정의 그리고 측은이 여기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섬김
의 리더를 양육함으로써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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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동서약 

1. 잉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를 지킨다.
2. 복음의 충실한 증인이 되고  착한 일을 행하며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산다. 
3. 매일 채플에 참석하고, 전도훈련, 신앙훈련, 노동훈련(밀알훈련)에 참여한다.
4. 담배와 술을 금한다. 이는 술이나 담배의 소비 뿐 아니라 소지도 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외에 전부 해당된다.

5. 교내에서 춤과 오락은 학교의 공식적인 인정 하에서 이루어지며, 무질서하고 폭력이 포함된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6. 남녀간의  결혼 이외의 모든 다른 성관계(혼전관계, 동성애, 동거)와 성적 부도덕을 금한다.  
7.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 위조, 변조하지 않으며, 무감독 시험에 바르게 
임한다.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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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2000 s

1990 s1990 s1990 s

2011. 5. 9. 2011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0. 3. 17. 2010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9.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공모전’ 교육프로그램 부문 최우수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2009. 9. 29. 간호학전공 신설

2009. 4. 20. 2009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19. 2008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실적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3. 4. 2008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최우수 대학 선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8. 8. 30.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8. 7. 15.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원구보육정보센터’ 수탁 운영

2008. 3. 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9대 이사장 한영수 장로 취임

2008. 3. 1. 한국성서대학교 제4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7. 8. 24. 밀알관 8,311평방미터 신축

2006. 2. 1. 2005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우수대학 선정

2004. 11. 16. 노원구청으로부터 ‘공릉방과후교실’ 수탁운영

2004. 9. 17. 2004년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4. 3. 1. 한국성서대학교 제3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3. 5. 1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8대 이사장 한영수 장로 취임

2002. 10. 30.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육대학원’ 인가

2002. 1. 4. 한국복음주의학원 제7대 이사장 차치우 장로 취임

2001. 7. 2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보과학부 정보통신학 전공’ 인가

2001. 1. 15. 노원구청으로부터 ‘꿈빛어린이집’ 수탁 운영

2000. 5. 2.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개원

2000. 3. 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6대 이사장 이용남 장로 취임
한국성서대학교 제2대 총장 강우정 박사 취임

1999. 11. 2. 일반대학원(M.A 및 Ph.D.) 및 신학대학원 인가

1998. 3. 24. 사회교육원 개원

1997. 12. 12. 교육부로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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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90 s

1980 s1980 s1980 s1980 s1980 s1980 s1980 s1980 s

1970 s1970 s1970 s

1960 s1960 s

1950 s1950 s1950 s1950 s

1997. 3. 18.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5대 이사장 강우정 박사 취임

1997. 3. 1. 한국성서대학교 초대 총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6. 12. 11. 한국성서대학교’ 개편 교육부 인가

1996. 6. 10. 제3대 학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5. 3. 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4대 이사장 차치우 장로 취임

1992. 5. 13. 강태국 박사 명예학장 추대

1992. 3. 1. 제2대 학장 강희정 박사 취임

1989. 12. 5.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3대 이사장 김영수 장로 취임

1989. 11. 15.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학과 ‘성서학과’ ‘선교학과’ 변경

1987. 10. 26. 복음관 850평 신축

1984. 11. 25. 갈멜관 600여평 신축

1984. 11. 16. 4년제 일반대학교와 동등한 학력 인정대학으로 교육부 지정

1983. 12. 7. 학교명 ‘한국성서신학교’로 변경

1982. 12. 16. ‘종교음악과’ 인가

1981. 1. 15. 외국어학과’ 인가

1978. 6. 10.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2대 이사장 김봉학 박사 취임

1977. 12. 30.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5번지로 교사 이전

1976. 6. 1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5번지 대지 6,000평과 700여평 교사 매입

1963. 12. 1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 신석호 박사 취임

1963. 1. 29. 기독교교육과 인가

1957. 5. 1. 은평구 불광동 산66번지로 교사 이전

1955. 2. 25. 4년제 각종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명을 ‘한국성서학교’라 개칭하고 
성서과, 기독교사회사업과 두고 초대 교장 강태국 박사 취임

1953. 3. 1. 종로구 삼청동으로 교사 이전

1952. 5. 13. 한국성서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성서학원’ 설립
초대원장 강태국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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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구
기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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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현황

교원현황

소속 성명 직위 학위 전공분야

신학부

김호식 교수 신학박사 조직신학

신학부

김은호 부교수 철학박사 구약학

신학부

이원옥 부교수 철학박사 선교학

신학부

이민규 부교수 철학박사 신약학

신학부

김정원 부교수 철학박사 구약학

신학부

김승호 부교수 철학박사 선교신학

신학부

강규성 부교수 철학박사 구약학

신학부
최영태 부교수 철학박사 기독교윤리

신학부
박태수 조교수 철학박사 조직신학

신학부

김중식 조교수 선교학박사 선교신학

신학부

정성영 조교수 철학박사 실천신학

신학부

김현광 조교수 철학박사 신약학

신학부

유정선 전임강사 철학박사 조직신학

신학부

김웅기 전임강사 철학박사 기독교교육학

신학부

조현진 전임강사 철학박사 역사신학

신학부

김현수 전임강사 박사과정 역사신학

사회복지학

원영희 교수 사회학박사 노인복지

사회복지학

최선희 교수 사회복지학박사 가족복지

사회복지학
김성경 부교수 사회복지학박사 임상사회복지

사회복지학
김희수 부교수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

안정선 조교수 사회복지학박사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학

배진형 조교수 사회복지학박사 사회사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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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직위 학위 전공분야

영유아보육학

조혜경 부교수 교육학박사 유아교육

영유아보육학

김정원 부교수 문학박사 유아교육

영유아보육학 강정원 부교수 문학박사 유아교육영유아보육학

조윤경 부교수 문학박사 특수교육

영유아보육학

이성아 전임강사 박사과정 교수학습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현우석 부교수 철학박사 전자계산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임지영 부교수 철학박사 컴퓨터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정해덕 부교수 철학박사 컴퓨터과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유일선 조교수 철학박사 컴퓨터과학

간호학

김조자 초빙교수 이학박사 성인간호학

간호학

장인순 조교수 철학박사 지역사회간호학

간호학
최은희 조교수 철학박사 성인간호학

간호학
유하나 전임강사 철학박사 아동간호학

간호학

김정숙 전임강사 철학박사 간호관리학

간호학

안현미 전임강사 철학박사 모성간호학

자유전공학

김태규 교수 철학박사 서양철학

자유전공학
오윤선 교수 철학박사 기독교상담학

자유전공학
이한영 부교수 음악학석사 교회음악

자유전공학

최재호 전임강사 철학박사 교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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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소속 부서 직위 성명

교목실 교목실
교목실장 박태수

교목실 교목실
팀원 이광삼, 반세호, 박민수

기획실

실장실장 정해덕

기획실

대회협력국

국장 오명규

기획실

대회협력국 팀장 강혜민

기획실

대회협력국

팀원 유미나, 손정수
기획실

기획홍보 예산감사팀
주임 김인화

기획실

기획홍보 예산감사팀
팀원 이강동, 민준석

기획실

교육역량강화사업단 사무 유민주

기획실

자체평가위원회 사무 채시연

교학처

교학처장교학처장 김성경

교학처

교무팀
팀장 유정선

교학처

교무팀
팀원 권순범, 박인혁, 장원아

교학처

대학원
대학원장 김태규

교학처

대학원
주임 신금주

교학처
학생팀

팀장 최육렬

교학처
학생팀

팀원 이윤희(주임), 이은광, 신지수교학처

교수학습센터
팀장 이성아

교학처

교수학습센터
팀원 진달래, 김희

교학처

종합인력개발센터
팀장 권경만

교학처

종합인력개발센터
팀원 김의군, 신재윤

교학처

평생교육원
부원장 서병한

교학처

평생교육원
팀원 김현동, 추연진, 강영미, 지관현

사무관리팀사무관리팀
팀장 김중완

사무관리팀사무관리팀
팀원 이소연, 김은영, 양희정,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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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직위 성명

시설관리팀시설관리팀
팀장 곽규상

시설관리팀시설관리팀
팀원 이복남, 이상일, 최수연, 강신애, 정순애

부속 기관

도서관
도서관장 원영희

부속 기관

도서관
팀원 최지은, 김덕현, 박성범

부속 기관

정보통신지원센터
팀장 한진호

부속 기관

정보통신지원센터
팀원 임환석, 김덕원

부속 기관

일립신학연구소 소장 김중식

부속 기관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김정원

부속 기관

인터넷신기술연구소 소장 현우석

부속 기관 성서대학교회 담임목사 김은호부속 기관

대학어린이집 원장 안미희

부속 기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영자

부속 기관

꿈빛어린이집 원장 김신덕

부속 기관

백병원어린이집 원장 박명희

부속 기관

꿈나무방과후교실 원장 이인경

부속 기관

노원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김승옥

부속 기관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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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교육기관 · 연구기관

일립신학연구소
1. 역사
일립신학연구소는 우리대학의 설립자 고(故) 일립(一粒) 강태국 박사의 신앙과 신학적 공 헌을 높이 기리
기 위하여 1992년 일립사상연구소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1년 일립신학연구 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2년부터 매년 일립신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립신학이론 정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주요사업
일립신학연구소에서 매년 주최하는 사업으로는 ‘일립신학 학술 세미나’가 있다. 2002 년을 시작으로 해
서 2011년까지 진행되었다. 그 주요 사업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회 ‘한국성서대학교의 미래’강사 김호식 박사 - 2002년 5월 12일
• 2회 ‘종교개혁 사상’강사 라은성 박사 - 2002년 7월 15일
• 3회 ‘성경 바로 읽기’강사 민영진 박사 - 2003년 5월 13일
• 4회 ‘21세기의 선교 패러다임’강사 김남식 박사,‘21세기를 위한 성경 해석자’강사 안명준 박사 - 

2003년 11월 21일
• 5회 ‘열린신학에 대한 성서적 비평’강사 박태수 박사 - 2004년 11월 26일
• 6회 ‘I. 초기 한국 기독교 성장과 성경’‘, II. 한국 기독교와 민족운동’강사 이만열 박사-2005년11월3
일

• 7회 ‘새로운 출애굽 이해’강사 김근수 박사 - 2006년 5월 12일
• 8회 ‘일립 강태국 박사의 윤리 사상’강사 최영태 박사,‘일립 강태국 박사의 선교관 이해’강사 이종경 
박사 - 2007년 11월 29일

• 9회 ‘한국성서대학교 교육의 미래’강사 김은호 박사 외 6인 - 2008년 10월 31일
• 10회‘개신교 전통사에서 본 강태국의「오직 성서」사상과 그 유산’강사 이호우 박사, 일립 강태국 박사
의 로마서 해석 연구’강사 김현광 박사 - 2009년 11월 12일

이상 2009년도까지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어 발표하였으며, 현재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운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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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1. 역사
선진국 국민들의 평생교육 비율은 40%를 상회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25% 수준이 다. 이에 따
른 국가 교육정책으로서 평생교육법이 시행되었고, 다양한 교양 강좌를 통해 취 미, 여가 활용 등을 원하
는 지역 주민들과 관련 분야의 전문 강좌를 원하는 학우들을 대상으 로 필요한 강좌를 개설 및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다.

• 1997년 12월 12일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1998년 3월 24일
개원)

• 2007년 12월 14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배치 기준 강화 및 학습비 반 환기준신
설등으로운영규칙개정및명칭변경

• 2008년 7월 9일[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으로명칭변경요청수리
✴명칭변경사유 : 사회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법명 변경(1999.8.31)에 따름

2. 조직
평생교육원 원장(교학처장 겸직) 1인, 부원장(운영실무) 1인, 사무직1인으로 구성되어 교무, 학생,입시,
진학및취업상담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밀알훈련센터
밀알훈련센터는 고 강태국 박사가 본교 학생들과 함께 1969년부터 가꿔 밀알조림센터로 명명되어 세워
졌으며, 현재 150만평의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2005년 8월 16일에는 남, 여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등을 신축하여 밀알훈련을 할 때마다 부족했던 숙 소 문제가 해결하였다. 2006년 12
월 1일에 새로운 운영지침이 마련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밀 알조림센터의 이름을 밀알훈련센터로 개명하
였다. 또한 2008년 11월 26일 김영수기념관이 준공되어 집회실 및 숙소를 확대시켰다. 최근 2011년 6
월에 수영장까지 준공하여 많은 교회 들의 수련회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와 영·유아교육의 제 분야에 대한 이론 및 당면과제를 연구하여 해당분야의 적합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
모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출판부
2003년 설립되었으며 교수들의 연구물, 전공서적, 교양서적 및 설교집 등을 발간하여 학문 연구를 고취
하고 후학들의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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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기술연구소
정보통신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차세대 IT 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첨단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인터넷 신기술 동향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지원센터
대학의 정보화 발전 계획을 기획·수립하며 대학의 정보화를 선도해 나가고, 교내 각종 주요 서버시스템
과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계지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조
성하고 저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원구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제공과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조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학교회
한국성서대학교의 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 복
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대학어린이집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으로 쓰이는 동시에 영 유아보육학과 
전공교수와 대학원, 학부생들의 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현장적용의 모범적인 역할 통해 발전적인 보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과 밀알정신을 실
천하며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영유아와 그들의 가 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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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방과후교실
방과 후에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동안 학령기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긍정
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꿈빛어린이집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교 
영유아보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연구 및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통해보다질높은교육복
지를 실현하고 있다.

백병원 어린이집
상계백병원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육아와 교육문제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지역연계 직장보육시설입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야간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과 저녁에도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
고 있는 서울시가 지정한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월계우리가족상담소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인 우리가족상담소는 개인과 가정의 심리적 건강과 행복 추구를 도모하기 위한 각
종 프로그래을 운영하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상계백병원에 재직중인 직원들의 육아와 교육문제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지역연계 직장보육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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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이념인 밀알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서
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여 사 명을 완수할 수 있는 신앙을 갖춘 초 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 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
여하는 교육을 한다.

제2조(학부)

1)본 대학교에는 신학부와 인문사회학부 및 정보과학부를 둔다.
2)본 대학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i. 일반대학원
ii.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제3조(전공, 학위 및 정원)

1)각 학부의 전공분야 편성 학위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04.12.1)(개정09.05.08)(개정09.07.01)
i. 학부별모집단위, 학위 및 인원

계열 학부 모집단위 전공 학위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신학부 신학부 신학 문학사 40(40)

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영유아보육학 문학사 90인문사회계열

사회과학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문학사 30

공학계열 정보과학부 정보과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40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170(70)

※( )는 야간 정원임.

ii.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이하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다만, 석.
박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한다. 각 대학원 별 과정, 전공분야 편성학위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04.12.1) (개정05.11.2) (개정06.4.12) (개정06.12.5) (개정07.3.7) (개정07.9.14)(개정08.2.27)(개정09.1.7)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
원

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M.A, Th.M)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
학,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석사
(문학, 신학) 5

대학원 박사과정
신학과
(Ph.D)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
학,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철학박사 5

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

신학과
(Ph.D)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
학,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철학박사 5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M.Div) 목회학 목회학석사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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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
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M.SW)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 11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보육학과
(M.CE)

보육학
장애아통합보육학 보육학석사 20

총계총계총계총계총계 8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 및 재학연한)

1)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2)대학원의 수업 및 재학 연한은 다음과 같다.

i.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문학.신학)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의 기독교 상담학전공은 8학기, 신학전공
은 6학기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경우 6학 기, 사회복지대학원은 5학기, 보육대학원은 4학기로 한다.(개정
06.12.5) (개정07.09.14)

ii. 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재학 연한은 6년으로 하며 박사과정 및 석 박사통합과정은 8년으로 한 다. 단, 학위과정 재학연한에 대한 연
장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여 이를 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04.12.1)(개정06.12.5)(개정08.09.17)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학기)

1)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i.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ii.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단,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둘 수 있으며, 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제2학기의 시작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학기 별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업일) 정기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주일)
4)국정공휴일

제7조의2(휴업일 변경)

1)임시 휴업 및 임시 휴업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2)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3)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교 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제8조(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
우 다르게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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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입학 (전. 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9조(입학의 허가) 입학(전.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제10조(입학의 시기)

1)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2)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편입학을 포함한 모든 전.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1)제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i.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ii.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앞의 제1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iii.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iv.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 받은 자.

2)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i. 기독교인으로 세례 받은 자.
ii. 문학석사과정(M.A)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기독교상담학전공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 득한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신학석사과정 (Th.M)과 석박 사통합과정 중 신학전공자는 M.Div.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iii.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iv. (삭제07.09.14)

제12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 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출신학교 성적 증명서
3)기타 필요한 서류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상실) 제1학년 입학 예정자가 졸업예정자일 경우 예정일에 졸업을 못하면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입학사정) 신입생의 선발은 출신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필답고사, 면접 및 신 체검사 등을 헤아려 사정하되 시일 및 방
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제15조(입시관리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두며, 이 위 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 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단,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관리한
다.)

제16조(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기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보증인) 서약서에 연서 하는 보호자는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및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
하여 책임을 질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8조(편입학 자격)

1)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본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3)본 대학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해당 학기 이하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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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학사편입학)

1)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학사 편입학은 3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와 해당학부 입학정원의 10%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재입학)

1)재입학은 재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

2)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제20조(시행세칙) 신입생 모집에 관한 세칙은 모집 시마다 정하여 발표한다.

제5장 등록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소 정의 납입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필함으
로 완료된다.

제22조(제적)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수강신청)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은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 (개정04.12.1)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24조(휴학)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
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휴학기간)

1)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대학은 재학기간 중 3회를, 대학원 석사과정과 박 사과정은 2회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한 휴 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04.12.1,06.12.5)

제26조(직권 휴학 및 퇴학) 총장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한 학생에 대하여는 총장이 휴학 또는 
자진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납입금 면제) 등록기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제28조(복학)

1)휴학자의 복학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된다.
2)전역한 학생이 복학 할 때에는 전역증서 사본을 제출한다.
3)복학자는 소정기일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면접을 거쳐 복학을 허가한다.

제29조(자퇴)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 어 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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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다만 제5호의 해당자 중 정 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제 외국인은 제
적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04.12.1)

1)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단,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등록을 필하고 휴학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자.
4)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6)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1조(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 이상 낙제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 한다.

제32조(유급)

1)학년별 중도 수료 대상자 중 학업 성취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 
시킬 수 있다.

2)연속 2회 유급 시 제적한다.

제7장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및 전부 및 교직과정

제33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이란 소속 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 수하는 것을 말하며, 부전공이란 일정학점 
이상 소정의 타 전공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공분야 신청과 승인은 다음과 같다.(개정04.12.1)

1)본 대학교 전학생은 본인이 소속한 계열의 학부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분야를 1학년 2학기 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복수전공, 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소속 학부 내 또는 타 학부의 전공분야를 소정기간 중에 신청 할 수 있다.
3)전공분야의 승인은 1학년 2학기말에 행하고 복수전공, 부전공에 대한 승인은 매 학기 말에 행한다.
4)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전공의 이수는 본인 소속 학부 단위의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소요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3)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에 관한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전부) 본 대학교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소속한 모집 단위로부터 타 모집 단위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해당 학
기 소정 기일 내에 보호자 연서로 전부원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36조(전부, 전공변경 승인) 전부 승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학기 당 평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서 신청 학기까지 소정 의 교양필수, 공통 기초필수 및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단, 위의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공별 인원 배정을 고려하여 모집정원 내
에서 허 가할 수 있다. (개정06.1.4)

2)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학부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를 허가 할 수 있다.
3)전부는 전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4)소속 전공 주임교수, 전입희망 전공 주임교수의 예비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5)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허가 할 수 있다. (개정06.1.4)
6)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의 2(교직과정)

1)교직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교직과목20학점과 관련 학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 14학점이 포함된 전공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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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교과와 이수

제37조(교과목구분) 본 대학교의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은 일반 교양과목 및 공통 기초과목, 전공 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

제38조(교과 이수단위 및 특별시험)

1)교과이수의 단위 및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학점은 주당 45~50분 강의를 15주 이상 실시하여 1학점을 부여한다. 단,실습등특별한경우100
분또는그이상을15주이상실시하여1학점을부여한다.

ii. 일부 초급과목(영어1ᆞ2, 컴퓨터1ᆞ2 등)은 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 학기
에 9학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iii.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2학기 수강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iv.특별 시험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2)대학원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본교 출신의 신학전공자들은 성서 언어(헬라어, 히브리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ii. 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당해 학기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iii.특별시험 합격 시 중급과정에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졸업)

1)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i.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 평점 평균이1.5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 공통기초 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ii.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제1항 제2호의 신앙훈련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3)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4조 및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에 합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로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특수대학 원 부분 적용)(개정06.12.5)
i. 삭제(06.12.5)
ii. 삭제(06.12.5)

제40조(졸업자격시험)

1)졸업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졸업자격시험은 모든 학년 1,2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 업에서 제외된다. (개정05.11.2)
ii. 졸업자격시험은 성경, 컴퓨터, 영어로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2)본 대학원의 졸업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1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정한다.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1)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기 당 평균 17학점이상 이수하 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학생은 22학점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2)계절 수업의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3)본 대학원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단, 대학원장 허가 시 초과취득 가능)

i. 일반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ii.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iii.특수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4. 특수대학원(보육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
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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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료) 

1)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i. 제1학년 : 35학점이상
ii. 제2학년 : 70학점이상
iii.제3학년 : 105학점이상
iv.제4학년 : 140학점이상

2)본 대학원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06.12.5)
i. 대학원 : 석사(M.A)과정 30학점, 석사(Th.M)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이상
ii. 석.박사통합과정 기독교상담학전공 60학점 이상, 신학전공 45학점 이상 (개정 07.09.14)
iii.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96학점이상
iv.사회복지대학원 : 석사과정 32학점이상
v. 보육대학원 : 석사과정 36학점이상

제44조(학점인정)

1)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2)전.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 후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3)국내외 현장실습과정(인턴쉽)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05.11.2)
4) (삭제09.03.31)
5)군 복무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 범위 내에 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당 3학점, 연
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09.03.31)

6)위 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09.03.31)

제44조의2(석사과정 학점취득)

1)학부재학생이 7,8학기말에 성적우수자 혹은 필수이수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자는 총장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에서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석사 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04.12.1, 05.11.2)

2)세부 시행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학위)

1)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1에 정한 학위(별지서식1)를 수여한다. (대학원은 별지서식3~6)
2)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i. 학사과정 : 학사학위
ii.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iii.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3)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 만, 학위논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
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 로 한다.

4) (명예박사학위)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 적을 나타낸 자, 또는 국내 혹은 국외
에서 기독교 및 본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i. 총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ii.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iii.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5) (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 총장은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 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04.12.1)

6)제2항에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06.12.5)

제46조(조기졸업) 6, 7학기말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년
까지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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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 각 과목에 대하여는 중간시험, 학기말 시험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한다.

제48조(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3주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
할 수 없다.

제49조(성적평가)

1)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
시한다.

등급 평점

A+ 4.3

A 4.0

A- 3.7

B+ 3.3

B 3.0

B- 2.7

C+ 2.3

C 2.0

C- 1.7

D+ 1.3

D 1.0

D- 0.7

F 0

※ 평점 평균은 총 성적 평점을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본 대학원은 학점 관리상 편의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사용한다.

점수 등급 평점

100 - 98 A+ 4.00

97 - 93 A 3.85

92 - 90 A- 3.50

89 - 87 B+ 3.30

86 - 83 B 3.00

82 - 80 B- 2.70

79 - 77 C+ 2.30

76 - 73 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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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등급 평점

72 - 70 C- 1.70

70 - 0 F 0.00

IC (Incomplete) 성적 보류 (미완성)IC (Incomplete) 성적 보류 (미완성)IC (Incomplete) 성적 보류 (미완성)

* IC(Incomplete=미 완결): 과제물 기타 교수가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을 완성하지 못 했을 때는 미 완결(IC)을 교학처에 학기
말 성적으로 보고한다. IC 를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말 시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성적이 교학처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
F 로 자동 처리된다.

제50조(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재 이수)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 를 재 이수 할 수 있다. 단, 재 이수 이전의 
성적은 취소된다.

제51조(성적미달 제적) 이미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업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학칙 제4조에 의해서 제한 없이 재 이수 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활동)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ii.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및 학생복지 지도위원회를 둔다.
iii.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생지도)

1)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2)대학원 과정 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54조(학생활동 금지) 학생은 수업, 연구 및 공식예배 등의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개 인 또는 집단적 행위로 교육목적에 위배
되는 종교단체 가입 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간행물) 학생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징계) 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 및 학생복지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장학 및 학생
복지 지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는 총장이 별 도로 정한다.

제57조(재입학, 편.입학 불허)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로 제적된 자 또는 타교에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전.편입학을 할 수 없다.

제58조(시행세칙) 학생활동에 관한 시행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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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9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상 할 수 있
다.

제60조(징계)

1)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i. 기독교 정신에 위반되며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ii.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iii.정당한 이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는 자.
iv.기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징계는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구분한다.

제12장 납입금

제61조(납입금) 학생은 소정의 등록기일 내에 수업료 및 실험실습비 등 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 적 등의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63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 오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에 의하거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반환한다.

제64조(납입금 공시) 총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4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1)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 부하도록 한다. (개정04.12.1)
2)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3장 장학금

제65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 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장학금 지급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자진 퇴학, 제적 또는 징계 될 때에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14장 직제

제67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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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교수회

제68조(교수회)

1)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원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2)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9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i.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ii. 입학(전.편.재입학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71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실)장으로 조직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제72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장 대학원 위원회

제72조의2(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7인으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2003.2.1).

제72조의3(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04.12.1)

i.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ii.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iii.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iv.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v.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2조의4조(회의)

1)대학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한국성서대학교의 총장 또는 교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2)대학원위원회가 결의에 의해 소집을 요청했을 때 대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3)대학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장 특별학생(삭제04.12.1)

제73조(특별학생)

(삭제04.12.1)

(삭제04.12.1)

제74조 (삭제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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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75조(공개강좌)

1)본 대학교에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

1)시간제 등록생은 매 개시일 21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3)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의3(연구과정)

1)본 대학원 강의에 청강 또는 연구 과정생으로 수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년 이 내 과정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04.12.1)

2)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 증명서(별지서식 8)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장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제76조

1)본 대학교의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및 부속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i. 부속기관 : 도서관, 박물관, 정보통신지원센터, 출판부, 일립생활관, 종합인력개발센터, 사회복 지관, 대학교회(개정06.6.20)
ii. 부설연구기관 : 일립신학연구소, 사회과학 연구소, 인터넷신기술연구소(개정05.11.2)
iii.부속교육기관 : 평생교육원, 어린이집

2)부속기관, 부설연구기관 및 부속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76조의2(산학협력단)

1)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04.6.2)
2)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칙개정

제77조(학칙 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개정04.12.1)

i.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든다.
ii.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iii.개정안을 일정기간 공고한다.
iv.접수된 의견을 대학발전위원회가 검토하여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v. 교무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심의한다.
vi.총장은 이를 확정 하여 공포한다.

총람	
 	


페이지 42 / 276	
 	




제22장 계약학과 (신설06.1.4)

제78조(명칭 및 입학정원)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개설되는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말한다. 계약학과의 정원은 학부 10명, 대학원5
명으로 한다. (개정07.3.16)

제79조(교육과정)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일 학부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으로 하 며 교과과정은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단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0조(지원자격 및 선발)

1)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ii.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 교육 을위 하여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

2)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는 학칙 제11조 및 제18조를 따르되,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 한다.

제81조(운영경비 및 납입금)

1)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한다.
2)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학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제83조(설치/운영기관)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8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 전공, 학점교류, 유급 등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 학생은 위 설치 및 운영기간의 만료 시까지 
재학할 수 있다. 이때 재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해야 한다.

제23장 자체평가(신설09.05.01)

제86조(자체평가)

1)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2011. 01. 01)

제87조(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8조(구성)

1)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하고, 교학처장, 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2)위원은 교직원(당연직 위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 포함) 3인, 학생 1인,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
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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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1/7을 초과할 수 없다.
4)학생 위원은 교학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제89조(심의사항)

1)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규정)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 (학칙개정) 본 학칙개정은 교무회의 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1999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199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4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3년 9월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야간 정보과학부 휴학생을 고려하여 2007. 2월까지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야간에 개설할 수 있다. 야간 정보과학부 제적자
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가 능하도록 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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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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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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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내규
제1장 등 록

제1조(등록) 학교에서 제시하는 일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이 완납된 상태를 말한다.

제2장 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절차) 학부(전공)주임교수의 지도아래 해당학년의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전공 필수, 전공선택, 교양 선택 순으로 신청한
다(개정06.12.4).

제3조(수강신청)

1)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기 당 평균 17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학
생은 학부(전공)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22학점 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4학점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2)수강신청은 주/야간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학적은 입학 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수강신청은 수 강인원,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3)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4)전공자에게 있어서 전공필수인 경우에도 타전공자에게는 선택으로 처리한다.
5)삭제(03.9)
6)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03.1.1)
7)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은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06.6.22).

제4조(편입생의 수강신청)

1)일반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의한다.
2)전 대학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이수과목인정서(교학처비치)를 교학처
에 제출하도록 하여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

3)본교에서 요구 시 전공필수 외에도 특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잘못 기재한 사항(특별히 강좌코드)은 학생이 책임지며 이로 인한 수정은 수강신
청변경 기간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주.야 변경신청) 삭제(03.9)

제7조(수강신청과목 철회)

1)학기 개시 4주 이내에 담당교수, 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할 수 있다.
2)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 후 이수신청학점이 최소 15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졸업 
학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제8조 삭제(06.12.4)

제9조 삭제(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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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강)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폐강할 수 있다.

i. 교양선택과목: 10명 미만
ii. 전공선택과목: 7명 미만
iii.성서원어 및 제2외국어의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이수과목 취소

제11조(이수과목취소)

1)이전에 이수하여 점수가 나온 과목이라 할지라도 과목취소 신청서(교학처 비치)를 교학처장 및 학부(전공)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면 삭제가 가능하다.

2)한 번 삭제된 과목은 절대로 삭제 취소될 수 없다.
3)삭제한 과목으로 인해 오는 문제는 학생이 책임진다.
4)삭제한 과목으로 인한 평점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장 재수강

제12조(재수강)

1)현재 학기 이전에 수강 신청했던 과목 중 다시 수강 신청하여 듣는 것을 말한다.
i. 필수과목인 경우 필히 재수강하여야 하나 선택과목인 경우 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 다.

2)재수강은 동일 교과목 동일 학점에서만 허용한다.
3)필수과목에 대한 재수강 중 동일명, 동일 학점의 교과목이 없는 경우 유사과목을 선정하여 신청케 한다.
4)동일명의 교과목은 있으되 동일학점이 아닌 경우 학점의 인정은 현재의 학점으로 인정되어 성 적부에 기재된다.
5)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학기에 기재된다.
6)재수강 신청과목은 수강 신청 시 포함하여 신청한다. 다만 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학점

제13조(편입생 학점)

1)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3학년 편입생들의 학점인정은 2학년 수료 70학점으로 한다.
2)편입학 학생의 학점이수에 있어서 시간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제14조(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 수강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16조(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 부정행위 적발시 그 학기 부정행위 과목 및 당해 학기 경건훈련 과목의 점수를 몰수한다.

제17조(성적평가방법) 성적평가는 각 과목별로 평점 4.3만점으로 하며 출석 및 학습태도 20%, 중 간고사성적 40%, 기말고사성적 40%
의 비율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 한 경우에는 결석마다 해당 과목의 학기말 성적에서 2점씩 감점한다.

제18조(학점등록)

1)삭제(06.12.4)
2)삭제(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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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 이 정상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휴 학

제20조(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에 사유증명서
를 첨부하여 도서관, 예비군중대(남자인 경우), 교무팀장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 제출자는 제적된다.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교학처에 휴학 취소원을 필히 제출하여야 하나 이미 5분의 1이상 수업이 결석되었을 경우 취소할 수 없다.

제21조(휴학기간)

1)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
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군입대 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한다.
3)휴학기간 중에 군복무로 입대할 경우에는 군입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영즉시 소속부대 장의 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
다.

4)신입(편입)생에게는 해당 첫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5) 1회 휴학연장은 1회 휴학에 해당하며, 3회 연이은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

제7장 복 학

제22조(복학절차)

1)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2)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한 자는 면접을 통과해야 복학 할 수 있다.
3)복학이 결정된 자는 사무관리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입한 후 교학처에서 수강신 청을 한다.
4)복학하는 자는 당해 학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다.
5)입대한자가 복학하는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이수 해당 학기에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6)군입대 휴학자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역할 수 있는 자로서 복학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장 퇴학과 제적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i.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ii.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단,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
로 한다.)

iii.등록을 필하고 휴학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자.
iv.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v.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vi.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vii.분납한 자가 분납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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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사경고와 유급

제25조(학사경고)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i.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ii. 매 학기당 3과목 이상 F인자.

2)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며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형에게 통지한다. 
3)성적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성적이 향상되었어도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26조(유급)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i. 당해 학년의 취득 학점이 25학점 미만인 자.
ii. 당해 학년의 평점 평균이 1.5미만인 자.

2)유급 조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년 연속 유급되었을 경우 제적한다.
3)유급 해당자는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며 당해 학기 수강신청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10장 출석과 결석

제27조(출석)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학기말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경건회 시간도 이에 준함.)

제28조(결석)

1)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상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2) (결석인정범위)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일수는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병관계 2주(이상 의사진단서에 
의함)까지를 인정하며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각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받아야 한다.(단, 공적인 결석은 예외
로 한다.)

3)위 2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각 결석계를 출석부와 더불어 보관 후 매 학기말 교학처에 출
석부와 더불어 제출한다.

4)수강 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수강을 불허하며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무효로 하며 수강신청 을 했을지라도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완납 시까지 결석처리 할 수 있다.

제11장 학적부 기재사항

제29조(정정신청)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사유를 기재한 호적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이름
2)생년월일
3)본적

제30조(상벌기재) 상벌은 해당사항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에 있어서는 전체 최우수, 학년 최우수, 학년 우수까지 학적
부에 기록한다.

제12장 교과과정

제31조 교과과정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선택,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 택으로 구분한다.(개정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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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재입학과 편입학

제32조(재입학)

1)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

2) (재입학 허가) 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원적과 동일학년 이하 1회에 한한다.
3) (절차) 일반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학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성
적증명서,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추천서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편입학 자격)

1)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편입학 및 일반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ii.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iii.편입학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 개강 전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iv.외교관자녀, 상사주재원,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등 소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 학생은 학년 또는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v.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 귀국한 자비 유학생들의 일반편입학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하다.

2) (시기)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초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기를 뛰어서 는 허락하지 않으며 학기가 중복되는 
재입학은 불허한다.

제34조(재입학불허) 제1학년 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제적된 자는 제2학기에 재입학 할 수 없다.

제35조(편입학취소)

1)편입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서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제적처분한다.
2)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36조(학점인정) 편입학생들에게 70학점을 인정하며 학교에서 필요하다 싶은 경우 필요한 교과 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장 전 부

제37조(전부)

1)전부 및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며 전부 및 전공변경을 신청한 학기까지의 소정의 교양필수, 기 초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2) (강등전부) 3학년에서 2학년으로 강등하여 전부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2학년 성적 중 동일한 과 목이 있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전부허가)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서 신청 학기까지의 소정의 교양필수, 기초공통필
수 및 전공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교원양성 관련 모집단위에 한하여는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
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많은 경우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4) (전부절차) 전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 출입 전공주임의 승인을 얻는다.
5) (과정이수) 전부가 허가된 자는 전공주임에 의하여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 전입전공의 교과과 정에 의하여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
여야 한다.

6)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이 예외를 둘 수 
있다(신설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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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증명서 발급

제38조(증명발급) 교학처에서 발급되는 국문, 영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재학증명서
ii. 재적증명서
iii.수료증명서
iv.졸업증명서
v. 성적증명서
vi.휴학증명서

위 제 증명서는 당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서학교 및 성서신학교 학생의 경우 2일 이내 신청케 한다. 증명료는 국문 500원, 영문
1000원으로 한다.

제16장 시험과 성적

제39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다.(별표참조)

등급 평점 점수

A+ 4.3 97 - 100

A 4.0 93 - 96

A- 3.7 90 - 92

B+ 3.3 87 - 89

B 3.0 83 - 86

B- 2.7 80 - 82

C+ 2.3 77 - 79

C 2.0 73 - 76

C- 1.7 70 - 72

D+ 1.3 67 - 69

D 1.0 63 - 66

D- 0.7 60 - 62

F 0 59이하

I 성적보류(Incomplete)

제40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A: 20~30%, B:25~35%, C: 25~35%, D: 10~30% 범위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i. 수강인원 10명 이하
ii. 전공필수 실습교과
iii.외국어 교과

제41조(평점평균) 평균평점은 총성적 평점을 총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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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적보류처리) 성적평가가 보류(Incomplete)된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에 과재물 또는 추가시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I가 성
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처리 된다.

제43조(성적정정)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나 교학처에 문의 할 수 있으 며,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
는 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그러나 기일이 경과되면 일체 수정할 수 없다(신설06.12.4).

제44조(추가시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 허 가원을 담당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고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추가 시험은 당해 학기 종강 전으로 한다.

i.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ii. 병역관계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 기타 서류를 첨 부하 여야 한다.
iii.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v.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학 중 군입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로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당 3분지 2 이상을 수강
하여야 하며 입대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들을 학기말 시험 으로 치루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입대가 보류되었을 때는 즉시 복
교하여 계속 수강 하여야 한다.

제46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i.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ii.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iii.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과목의 성적
iv.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

제47조(특별시험)

1)과목: 초급과목(영어1,2, 컴퓨터 1,2등)
2)대상: 1학년 및 동일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3)취득범위: 한 학기 9학점(학칙38조)
4)시험일시: 개강 후 2주일 이내
5)시험출제자: 당해 학기 담당교수 혹은 전임교원 가운데 교학처에서 의뢰한 자
6)출제문제: 교과내용에 관하여
7)특별시험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제47조의2(특별처리)

1)장애를 가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도우미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03.1.1).
2)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서는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를 제외한다(신설 03.1.1).

제17장 복수전공

제48조(이수자격)

1)복수전공신청 학기까지 소정의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로 한다. 
2)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이 총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49조(복수전공의 범위)

1)모든 학부 또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학부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복수 전공자의 수를 해당학부의 10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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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복수전공 이수의 절차)

1)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복수전공 희망 학부 전공주임의 승인과 제1전공주임을 경
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2)복수전공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

제51조(복수전공취소) 복수전공취소는 졸업하기 이전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52조(학점이수)

3)복수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은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4)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학부에서 지정한 전공 최소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3조(등록) 삭제(2000. 6. 26)

제54조(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 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제18장 수업관리

제55조(강의계획서 작성배부)

1)각 교과목 담당교수, 강사는 매 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2)강의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수내용, 진도계획, 교수방법, 참고도서, 과제, 평가방법으로 한다.
3)강의계획서는 학기 초에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4)강의계획서 내용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소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개정03.1.1).

제56조(출강카드 날인)

1)각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는 매 시간 시작 전에 출강카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출강 카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교시는 결강한 것으로 처리되며, 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교수방법 협의)

1)학부장은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 의를 하여야 한다.
2)동일과목의 담당교수, 강사는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 여야 한다.

제58조(휴.결강)

1)교수, 강사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원과 보강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때에는 교학 처장은 즉시 총장 명의로 보강 통지서를 발송하여 일 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제59조(보강)

1)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와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며, 보강 후 보강 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
다.

2)학부,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부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서를 교학처장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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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납입금

제60조(공고)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한다.

제61조(분납)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
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그 납입 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일단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오납의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 한다.

제63조(납입금 반환)

1)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 환한다.(개정09.05.12)
i.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ii.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iii.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iv.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
우

v. (삭제 09.05.12)
vi.예치 후 수업시작 전 자퇴할 경우 원금에서 10%를 감한다.
vii.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신설09.05.12)

2)제1항의 반환금액에 대한 사항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따른다.(신설09.05.1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수업 경과일 반환(예치) 금액 납입금액

학시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수업료의 1/6

학시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수업료의 1/3

학시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분의 1 수업료의 1/2

학시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제64조(납입금 예치) 재학중인 자가 휴학 시 아래의 납입금반환(예치)기준표에 의해서 예치한다.

1)개강일 전에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수업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군입대의 경우 학기 중에 휴학할지라도 수업료가 휴학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65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납입금)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제63 조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예치)기
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개정09.5.12)

제65조의2(학점등록)

1)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학점 등록 에 따르는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
i.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ii.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iii.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iv.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 전액

2)삭제(02.12)
3)석사학위 이상은 다음과 같다.

i.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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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전액
4)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학칙 제44조의 2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학점을 취득 하려는 경우 위 3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05.1.12)

제65조의3(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등록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i.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ii.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iii.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iv.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2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v.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5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vi. 16학점 이상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제20장 졸업 및 수료인정

제66조(조기졸업)

1) 6학기 혹은 7학기말에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및 선택교과목을 포함한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2학년 2학기말에서 3학년 1학기말에 조기 졸업 신청원을 학부(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3)전공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4)조기졸업자는 2항의 승인을 얻은 후 졸업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5)졸업의 결정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한다.

제67조(졸업)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 평점 평균이1.5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 공통 기초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제68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i. 제 1 학년 수료35학점 이상
ii. 제 2 학년 수료70학점 이상
iii.제 3 학년 수료 105학점 이상
iv.제 4 학년 수료 140학점 이상

제21장 계절강좌

제69조(계절강좌)

1)계절강좌 매 학기말 강좌설치공고 수강신청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2)수강 신청료는 별도로 납부
3)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가능.
4)계절강좌에서 신청한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5)대상: 재적생 및 시간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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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위원회 결의일인 1999년 10월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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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고사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0조 2의 규정에 따라 졸업고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분야)

1)졸업시험분야는 성경, 영어, 컴퓨터로 한다.
2)학생은 3개 분야에서 졸업자격을 인정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장애인, 외국인, 귀순동포(새터민) 등의 졸업자격은 총장의 결재를 
맡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07.06.11)

제3조(졸업고사위원회)

1)본 시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2)위원은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따로 임명한다.
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1)시험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i. 성경분야 운영위원회
ii. 영어분야 운영위원회
iii.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

2)운영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한다.
3)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은 성경분야는 교목실장, 영어분야는 교양학부 영어담당주임교수 컴퓨터분야는 정보통신학전공 주임교수로 하
고 위원(단, 성경분야는 신학부 주임교수를 당연직에 포함함)은 분야별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개정06.4.11)

4)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시행 주관부서)

1) 1 각 분야별 시행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i.  성 경 : 교목실(개정06.4.11)
ii. 영 어 : 교양학부(영어전공)
iii.컴퓨터 : 정보과학부(정보통신학전공)

2)시행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시행계획 공고, 시험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하여 실시한다.

제6조(합격기준) (개정09.11.20)

시험분야 성경 영어 컴퓨터

합격기준

신학부는 8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사회과학부, 정보과학부, 
간호학부는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TOEIC - 550점 이상
-TEPS - 430점 이상
-TOEFL CBT(PBT) - 170점 이상 (495점/60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공인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 운영위원회에
서 인정한 정보처리기능사 1,2급등과 
같은 국내.외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거
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
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제7조(성경분야 시험)

1)성경시험 분야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에 의한다.
2)성경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 성경시험분야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3)시험횟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4)삭제(0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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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어분야 외부 공인시험)

1)영어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 제6조에 의해 TOEIC, TEPS, CBT(TOEFL)외에 인증 가능한 외부 공인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2)제6조에 의한 합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컴퓨터분야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 제6조에 의해 인증 가능한 국내외 공인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외부 공인평가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학부 정보과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부 정보과학부

인정자격증

정보처리 기능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

Mous :
microsoft word, word expert microsoft excel, 
excel expert microsoft power point

Microsoft : MCSE, MCDBA, MCSD, MCSA 

SUM : SCJP, SCJD

ORACLE : OCA, OCP, OCM

CISCO : CCNA, CCDA, CCDP, CCNP, CCIE 등

※ 위에서 지정한 이외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컴퓨터분야 인정 심의 신청서"를 컴 퓨터분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
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교내시험)

1)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의에 따라 영어 및 컴퓨터 분야에 교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교내시험이 실시될 경우 영어 및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가 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 혹은 운영위원회 에서 자체 출제하여 실시한다.
3)교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액의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총장은 시험에 충실히 응한 자에 게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06.4.11)

제11조(시험합격처리 절차)

1)학생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 출한다. (개정06.4.11)
2)교내시험의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한 후 이를 교학처에 통보한다.

제12조(기타)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졸업고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1, 2002학년도 입학자는 영어, 컴퓨터에 한하여 해당 교양교과 과목의 시험으로 졸업 시험을 대신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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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성서대학교 학칙 중 대학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별 학과 및 전공)

1)대학원의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개정06.12.1)(개정07.09.14)
i. 신학과(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Ph.D)

a. 구약학전공
b. 신약학전공
c. 조직신학전공
d. 역사신학전공
e. 실천신학전공
f. 선교신학전공
g. 기독교상담학전공

ii. 신학과(석사과정 Th.M, M.A)
a. 구약학전공
b. 신약학전공
c. 조직신학전공
d. 역사신학전공
e. 실천신학전공
f. 선교신학전공
g. 기독교상담학전공

iii.삭제(개정07.09.14)
2)특수대학원의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i. 신학대학원 신학과(석사과정 M.Div)
ii.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M.SW)
iii.보육대학원 보육학과(석사과정 M.CE)

제2장 학사행정

✦ 제1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3조(입학 시기) 본 대학원은 연중 수시로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학생
은 해당 학기 전에 실시되는 입학시험 및 편입학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1)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i. 대학원 박사학위과정(Ph.D)

a.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소지자. 다만, M.Div는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5이상인 자 (4.0점제 기준)
ii.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14)

a. 가. 신학석사과정(Th.M), 석․박사통합과정 신학전공 : 신학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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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학석사과정(M.A) 석․박사통합과정 기독교상담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

iii.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iv. (삭제07.09.14)

제5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i. 1. 박사학위과정
a.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b.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c.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각 1부.
d. 출신대학원 지도교수 추천서 1부.
e.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ii.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6.12.1)
a.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b.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c.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각 1부.
d.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e. 담임목사추천서(M.Div과정에 한함) 1부.

제6조(입학전형)

1)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i.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07)

a. 필답고사
#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시험한다.
# 영어 : 기본적인 영어 독해력 및 전공 분야 영어 독해력 등을 시험한다.

b. 면접고사(인성검사 포함)
ii. 석사학위과정 :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인성검사 포함)에 의하여 전형한다.(개정06.12.1)

제7조(입학전형 면제)

1)영어과목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자는 영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i. 토플(TOEFL) 550점(PBT) 또는 213점(CBT)이상 취득자
ii.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iii.텝스(TEPS) 700점 이상 취득자
iv.지텔프(G-TELP) 2등급 60점 이상 또는 3등급 80점 이상 취득자

제8조(배점 및 합격기준) 본 대학원 입학시험의 각 학위과정별, 과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하며,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각 과목당(면
접의 경우엔 각 면접위원 당)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i.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07)
a. 전공 : 100점
b. 영어 : 100점
c. 면접 : 100점

ii. 석사학위과정 (개정06.12.1)
a. 면접 : 100점

제9조(합격사정) 본 대학원의 입학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하여 합격을 결정한다.

제10조(편입학 자격) 

1)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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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전공분
야의 유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재입학의 절차)
1)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2)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서식)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등록횟수
와 기취득 학점수에 의한 학기조정과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입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의 제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 4항과 제17조 제5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휴학, 복학, 등록금 반환 및 전과

제13조(일반휴학) 
1)일반휴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ii.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2)일반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i.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ii.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a.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개강일로부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통.
b.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도저히 수학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증빙서류

3)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제 18조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
에 휴학을 허가받고 등록금 잔액을 예치한 경우에는 복학할 때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입대휴학)
1)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한다.
2)재학 또는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대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의무 개시일 전에 휴학원서와 병역의무부과통보
서 사본을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
는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4)제3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한다.

제15조(입대휴학자의 학점인정)
1)재학생이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의 16분의 13이상을 이수하고 입대 휴학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 교학
처에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1)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대학원 교학처
에 제출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5조 제2항에 정한 휴학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
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입대휴학자의 복학)
1)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기 초 소정 기간에 복학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 휴학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4)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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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금의 반환)
1)제13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한 입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
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표에 의한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
한다.

2)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일자에 따라 아래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개정09.5.29)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표

수업 경과일 반환(예치) 금액 납입금액

학시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5 수업료의 1/6

학시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2 수업료의 1/3

학시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1 수업료의 1/2

학시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전액

제19조(전과)
1)전과는 동일대학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생으로서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소정기간 이내
에 전과(전공변경)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전과(전공변경)한 자는 변경된 학과(전공)의 주임교수로부터 학점심사(학점인정)를 거쳐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
다.

✦ 제3절 수강신청 및 등록

제20조(수강신청)
1)재학생은 학칙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06.12.1)

2)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06.12.1)

3)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의로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성적이 제출되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4)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편입생의 수강신청)
1)일반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의한다.
2)전 대학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이수과목인정서를 교학처에 제
출함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2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강학점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i.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ii.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24조(연구등록)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가 논문연구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
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제4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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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신앙훈련

제24-2(범위) 신앙훈련의 범위는 채플, 개강수련회(F.T), 밀알훈련을 말한다.

제24-3(이수방법) 본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다음 각항의 내용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고 각 항의 신앙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i. 채플(경건훈련)
a. 신학대학원 : 주 2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32회)의 75%(24회) 이상 참석하여야한다. (신대원생의 경우 목요기도회 
참석도 경건훈련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b.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 주 1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16회)의 75%(1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c. 학부 채플참석은 주 1회만 인정한다.
d. 직장인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각(채플시작 후 10분경과)을 허용하되, 10분경과 후에는 지각으로 간주한다.
e. 지각 3회는 1회 결석처리 한다.
f. 경건훈련 미이수자는 방학 중 미 참석횟수의 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경건훈련을 Pass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해당학생이 부담한다.(07.08.30개정)

ii. 개강수련회(F.T) : 봄 학기에 실시되는 개강수련회 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출결은 해당 주간과목에 반영한다.
iii.밀알훈련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하여 참석하여 이수해야 한다. 다만, 본교출신으로 밀알훈련을 이수한 자는 참
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 제1절 교과과정, 취득학점 및 수업연한 단축

제25조(교과과정 편성) 각 대학원 교과과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확정한다.

제26조(교과목의 개설․변경)
1)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2)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학점의 이수)
1)각 대학원별 이수학점은 학칙 제43조 2항과 같다.
2)각 대학원의 재학생은 해당학과(전공) 교육과정표에 따라 전공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43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학위과정연계)
1)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취득 학점을 석사과정 학점으로 신청한 경우, 주
임교수는 취득과목 중 성적이 B 이상이고, 학사과정 졸업학점(14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다음 각 항의 범위 안에서 인
정할 수 있다.
i.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9학점 이내
ii. 신학대학원 : 15학점 이내
iii.사회복지대학원 : 6학점 이내
iv.보육대학원 : 9학점 이내

2)삭제(06.12.1)
3)신학대학원의 경우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대학원 개설 과목이 중복될 경우 필수과목에 한하여 5과목까지 대체가 가
능하다.

제29조(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1)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10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신학대학원은 15학점 이내 에서 인정할 수 있다.

2)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3)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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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심사와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대학원                                          학기대학원                                          학기 2 3 4

일반대학원일반대학원 9학점 18학점 27학점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15학점 30학점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6학점 12학점특수대학원

보육대학원 9학점 18학점

※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만 해당(개정06.12.1)

제31조(전과․전공변경 학생의 학점인정) 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자의 변경 전 학과(전공) 성적은 과목성격을 고려하여 교학처장의 승인
을 얻어 변경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단축)
1)재학 중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일반대학원 9학점, 신학대학원 15학점, 사회복지대학원 6학점, 보육
대학원 9학점 단위로 수업연한을1학기 단축할 수 있다.

2)제28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1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3)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교학처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 신학대학원 15학점, 사회복지
대학원 6학점, 보육대학원 9학점 단위로 1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33조(추가이수과목)
1)학사과정의 전공학부(과)와 다른 학과(전공)의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전공)가 지정하는 추가이수과목을 석사과정의 최소이수
학점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2)추가이수 여부와 추가이수과목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가 정한다.
3)추가이수 대상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교과목을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에서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4)추가이수과목 중 출신대학 성적증명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대체인정을 받은 과목은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5)추가이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2절 시험과 성적

제34조(시험) 본 대학원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학기말시험 이외에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중간시험, 기타 시험 
등은 해당 과목의 교수의 재량에 의해 시행된다.

제35조 (추가시험) 추가시험의 허용은 정시에 학기말 시험 또는 기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상에 언급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i. 입원치료 증명서 및 의사의 진단서
ii. 직계 가족의 관혼상제 확인서
iii.병역관계 입영 및 훈련 통지서
iv.천재지변 및 교통사고인 경우 담당 조사관의 확인서
v. 법원 및 공공기관의 출두 명령서

* 추가시험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평가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교학처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총람	
 	


페이지 66 / 276	
 	




제37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i.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ii.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iii.수강신청서 미 제출자의 성적
iv.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v.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38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담당교수가 성적이의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
할 경우 교학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성적이의신청)
1)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
청할 수 있다.

2)담당교수는 수정사유 및 점수를 작성하여 성적이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40조(외국어시험)
1)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ii. 외국어시험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iii.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원서(소정서식)를 소정기한 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야 한다.

iv.석․박사통합과정은 평균성적이 A- 이상인 자여야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06.12.1)
2)각 대학원 외국어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i. 일반대학원
a. 석사학위 지원자 : 전공분야 영어시험
b. 박사학위 지원자 및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분야 영어시험. 다만, 학문의 특성상 성문학 분야의 구약학전공은 성서 히브리어를, 
신약학전공은 성서 헬라어의 시험도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06.12.1)

3)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외국어시험은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신설09.12.9)

제41조(종합시험)
1)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 석사학위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ii. 박사학위과정 :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iii.석․박사 통합과정

a. 기독교상담학전공 : 4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A- 이상인 자
b. 신학전공 : 36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A- 이상인 자 (개정07.09.14)

iv.기독교상담학전공은 아래와 같이 상담실습을 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06.11.29((개정08.7.23)
a. 석사과정 : 200시간 이상
b.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400시간 이상

2)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종합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i. 일반대학원 : 전공분야의 논술문제 3과목
ii. 사회복지대학원 : 기초분야 1과목, 방법론 분야 1과목, 사회복지 분야별 전공분야 1과목
iii.  보육대학원 :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3)종합시험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개정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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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학위논문

✦ 제1절 학위논문계획서 및 논문지도

 제42조(논문개요)
1)각 과정에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B- 이상인 학생(박사과정의 경우 B이상)은 논문제목, 논문지도교수 등을 요청
하는 논문개요(소정양식)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논문개요가 통과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소정양식)를 소정의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의 2(통합과정 논문작성)
1)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2)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개정06.12.1)

제43조(논문계획서 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i. 철학박사(Ph.D.)

a. 4학기 차 재학 중이며,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 이상인 자.
b.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c.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d. 종합시험 합격한 자.

ii. 신학, 문학석사(Th.M. M.A.)
a. 3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 이상인 자.
b.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c.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iii.사회복지학석사(M.Sw)
a. 4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 이상인 자.
b.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iv.보육학석사(M.Ce)
a. 3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 이상인 자.
b.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제44조(학위논문계획서)
1)제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Proposal)’(소정양식)을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야 한다.

2)논문계획서에는
i. 논문작성 예정 일정표
ii. 논문의 개요(제목, 목적 및 필요성, 목차, 서론)
iii.참고문헌목록-석사 30권, 박사 50권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5매 이상(표지 제외) 제출하여야한다.

3)일단 제출한 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와 교학처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4)박사학위 논문 계획서는 필요에 따라 전공교수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논문계획서 심사(Proposal Hearing)를 할 수 있다.
5)논문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가 구성하는 논문계획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으며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지도교수
가 위촉한다.

제 45조(논문지도교수)
1)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초빙교수 중에서 학생의 의사와 전
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여 교학처장이 정한다. (개정07.9.14)

2)일단 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교학처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3)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되며, 예외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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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논문작성기간의 연장)
1)논문작성기간을 연장할 경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연기원’(소정양식)을 논문제출마감일 15일 전에 교학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

2)해당학기에 졸업을 하려면 논문제출마감일 10일을 넘길 수 없다.
3)그 밖의 논문연기는 해당 학위과정 재학연한(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논문지도비 및 심사비) 논문지도비 및 심사비의 책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8조(논문학기 유지비) 해당 과정 수학학기 내에 논문을 마치지 않은 경우, 매학기 대학원별 1학점비의 논문학기 유지비를 제출해야 한
다.

✦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49조(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고 소정서식의 “논문심사 신청ㅇ서” 와 “논문지도교수 동의서” 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학위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써야 한다.
3)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50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사회복지대학원 및 보육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 제43조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2과목(사회복지대학원 4
학점, 보육대학원 6학점)을 추가 이수할 경우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제51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i.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대학원장은 제출된 심사위원 후보를 확정하고 논문의 심사위원(내용 및 구두심사)을 위촉한다.

제52조(심사위원 및 인원수)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5조를 따르며, 심사위원 인원수는 석사과정 3인(주심 1인, 부심 2인), 박사과정 5
인(주심 1명, 부심 4명)으로 한다. (개정07.05.01)

제53조(심사위원장) 논문심사위원장(주심)은 해당논문의 지도교수가 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교학처에 통보한
다.

제54조(논문 심사)
1)논문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 소정의 기간에 실시하며, 논문내용심사와 구두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논문내용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i. 논문내용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아니하되, 논문심사위원장은 교학처에서 논문을 인수받아 각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ii. 각 심사위원은 제출한 논문을 검토하여 논문 주제, 논문 내용의 논리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문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iii.학위 논문 심사상 필요할 때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iv.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학위논문심사위원의견서’를 취합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한다.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 소견과 점수
를 기록해야 한다.

v. 각 심사위원 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합격점수이며, 80점 미만이 하나라도 나올 경우 불합격으로 구두시험을 볼 수 없으며, 
심사위원들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두시험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vi.내용심사에 합격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이 소정의 구두심사기간 내에 구두심사 일시와 장소를 학생과 심사위원 그리고 교학처에 통
보한다.

3)논문구두심사는 다음과 같다.
i. 석사학위 구두심사

a. 해당논문 심사위원들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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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논문구두심사 진행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맡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위원장의 학생소개
(2)학생의 논문요지 발표(15분 이내)
(3)질문 및 학생의 답변

c.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요지와 최종 심사결과보고서에 “가”, “부”로 합격여부를 명시한 다음에 학생
에게 통보하고,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박사학위 구두심사
a. 해당논문 심사위원(외부심사위원은 제외할 수 있음)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본 대학원 원장 및 교수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b. 논문구두심사 진행은 교학처장이 맡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위원장의 학생소개
(2)학생의 논문요지 발표(20분 이내)
(3)질문 및 학생의 답변

c. 모든 질문이 끝나면, 학생에게 교학처장이 퇴장을 명한 후,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의 소견을 물은 후에, 구두심사 합격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다. 합격은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d. 학생을 재입장 시킨 후에, 대학원장이 합격여부를 학생에게 전달한다.

제55조(논문내용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불법적으로 인용하여 본인의 연구내용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위논문 작성 시에 표절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으며, 논문 내용심사가 불합격 처리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표절 서약서’ 소정양식 작
성).

제56조(논문재심사)
1)학위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수정 보완 후,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논문의 내용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구두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구두심사에 재 응시할 수 있다.
3)동일인의 논문에 대한 내용심사 2회, 구두심사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2회 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 제출자는 1회에 걸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제목의 논문을 작성 제출할 수 있다.

✦ 제4절 학위청구논문 최종본 제출

제57조(논문의 최종 수정) 논문심사(내용 및 구두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제책 이전에 논문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해당 심
사위원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논문의 제출)
1)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안내” (소정양식)에 따라 제본된 논문을 석사 8부, 박사 8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최종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8월과 2월의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도 있다.
3)제출하는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4)논문 제출시 논문 디스켓 2부(CD로도 가능), ‘논문이용동의서’(소정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학위수여

제59조(학위수여)
1)논문자 : 일반대학원 및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가 제40조 외국어시험(일반대학원생만 해당) 및 제41조 종합시험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2)비논문자 : 사회복지대학원 및 보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
가 제 41조에 의한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제50조에 따라 2과목을 추가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3)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3조 2항의 요건을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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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학위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
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제61조(연구과정)
1)직무교육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할 목적으로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 강좌
를 개설할 수 있다.

2)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연구과정의 교육과정 및 등록금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2회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연구 실적이 인정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
부할 수 있다.

4)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
한다.

제62조(공개강좌)
1)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
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2)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3)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63조(학적부 기재사항)
1)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및 성적 등을 기재한다.
2)학적부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원(사유 기재된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첨부)을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3)편입학한 학생의 학적부 성적 기록은 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한다.

제64조(제증명 발급)
1)본 대학원에서 발급하는 국문, 영문증명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i. 재학증명서
ii. 성적증명서
iii.수료(예정)증명서
iv.졸업(예정)증명서
v. 재적증명서
vi.휴학증명서

2)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장 학위변경 (신설06.12.1)

제65조(학위과정 변경 절차 및 신청자격) 각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다.

1)통합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하여 졸업하기를 원하는 경우 3학기를 마치고 4학기부터 매 학기초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학위과정 변경 요청이 승인된 학생은 학칙 제39조 졸업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2)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i.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진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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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iii.평균평점이 3.5/4.0 이상인 자
iv.석사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제66조(학점인정)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수료한 학점 중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모두 인정받
을 수 있다.

부 칙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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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월 2013학년도 1학기 2013학년도 1학기 월 2013학년도 2학기2013학년도 2학기

3

 4(월)

 5(화)~7(목)

11(월)~13(수)

25(월)~4/12(금)

28(목)~29(금)

29(금)

입학식(개강예배)

수강신청 정정

Faith Training

신 편입생 신앙상담

부활절 방학

수강신청 취소마감

9

 4(목)~13(금)

 9(월)~13(금)

20(금)

23(월)~10/4(금)

23(월)~26(목)

28(토)

수시2학기 원서접수

편입생 신앙상담

수강신청 취소마감

4학년 졸업상담

졸업예정자 총장 리셉션

2학기 영어졸업고사

4
 6(토)

22(월)~26(금)

1학기 영어졸업고사

중간고사
10

 1(화)~2(수) 

 4(금)

11(금)

14(월)~18(금)

31(금)

수시2학기 면접

중간·기말 시험시간표 발표

수시2학기 합격자 발표

중간고사

크리스천데이

5

13(월)

13(월)~14(화)

20(월)~22(수)

25(토)

28(화)~30(목)

개교기념일

밀알축제

전부, 복수전공, 조기졸업 신청

1학기 성경졸업고사

2학기 수강신청

11

 4(월)~6(수)

 9(토)

19(화)~21(목)

26(화)~28(목)

전공,전부,복수,조기졸업,교직 신청

2학기 성경졸업고사

수강신청

겨울계절강좌 수강신청 및 등록

6

 3(월)~5(수)

10(월)~14(금)

17(월)~21(금)

21(금)

25(화)~28(금)

25(화)~7/15(월)

계절강좌 수강신청 및 등록

장학 및 분납신청

기말고사

종강예배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여름계절강좌

12

 2(월)~19(목)

 9(월)~11(수)

 9(수)~13(금)

13(금)

17(화)~27(금)

17(화)~1/7(목)

20(금)~24(화)

장학 및 분납신청

수시 2학기 등록

기말고사

종강예배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겨울계절강좌

정시 원서접수

7

15(월)~17(수)

19(금)

성적수정 및 이의 신청, 

이수과목 취소

복학생 및 재입학생 OT

1

 2(목)~8(수)

 6(월)~8(수)

24(금)

25(토)

29(수)

편입 원서 접수

성적수정 및 이의신청

편입 및 정시‘나’군 면접

정시‘다’군 면접

졸업 및 장학사정

8

 5(월)~16(금)

 7(수)~9(금)

19(월)~23(금)

26(월)

27(화)~29(목)

27(화)~30(금)

2학기 분납 신청

휴학신청 및 학사경고자 상담

신편입생 밀알훈련

개강예배

수강신청정정

부흥사경회

2

 3(월)

 6(목)~10(월)

11(화)

11(화)~20(목)

정시 및 편입 합격자 발표

정시 등록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1학기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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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프로그램
경건훈련(채플)
1. 채플시간 : 주간 12시, 야간 18시 (단, 수요일은 주간 13시)
2. 장    소   : 밀알관 지하 1층 로고스홀
3. 이수기준

•  5일 수업자 : 본인의 수업일수의 75% 이상 참석

•  4일 수업자 : 본인의 수업일수의 84% 이상 참석

•  3일 이내 수업자 : 본인의 수업일수의 100% 이상 참석
4. 유의사항

• 경건훈련을 매 학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 불가능

• 경건훈련 미 이수 될 경우는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을 받아야 함

• 경건훈련 미 이수자 재교육은 4년(8학기)동안 2회만 가능

• 채플 출석 확인은 매주 단위로 학사인트라넷 로그인후 확인 가능
5. 문    의 : 교목실 [ 복음관 1층/ ☎ 02-950-5446 ]

밀알훈련
1. 일      정  : 매년8월(방학 9주) 1차 월 ~ 수, 2차 수 ~ 금
2. 장      소  : 밀알훈련센터 (경기도 포천)
3. 행사내용  : 성경읽기, 기도회, 노동 등
4. 준 비 물   : 성경찬송, 갈아입을 옷, 작업복, 세면도구, 필기구, 모포 등
5. 유의사항  : 입학 후 2년 안에 의무적으로 1회 참석해야 하며, 미 참석 시 졸업 불가능
6. 문      의  : 교목실 [ 복음관 1층/ ☎ 02-950-5446 ]

신앙훈련 (Faith Training)
1. 일     정  : 매년 3월(개강 2주) 월 ~ 수
2. 장     소  : 외부 수양관
3. 행사내용 : 외부강사 특강, 집회, 총학 및 전도반 소개, 학회별 모임
4. 준 비 물 : 성경찬송, 갈아입을 옷, 세면도구, 필기구 등
5. 유의사항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출결은 해당요일 강좌에 반영
6. 문     의  : 교목실 [ 복음관 1층/ ☎ 02-950-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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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과제
1. 제출기간 : 매년 3월,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과제내용 :  성경묵상지(홈페이지 성경QT자료실 다운로드), 독서보고서 1편, 교회생활 확인
3. 유의사항

• 경건훈련 과목에 포함되어 다음 학기에 반영

• 방학과제 미 제출자는 채플과 전도반활동 상관없이 “경건훈련” 과목이 F처리
4. 문    의 : 교목실 [ 복음관 1층/ ☎ 02-950-5446 ]

153 전도훈련(Mission Traning Course : MTC)
“일주일에 한 번, 열다섯 명이 모여서 30분 이상 전도한다.” 전도훈련은 기독교 복음을 통한 성서적 기독
교 정신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복음 전도의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
적 삼의 방식으로 기독교 정신을 증거함
1. 교육일정

• 1주 ~15주 각 그룹별로 노방 전도

• 1주 ~ 15주 중 1주간 전도심화교육(4그룹씩)
2. 교육시간

• 주간 매주 수요일, 14:00-16:00(120분)

• 야간 매주 수요일, 18:50-20:00(70분)
3. 유의사항

• 2010학번부터 매 학기 1학점씩 총 6학점 필수이며, 4학년에는 P/NP이다.

• 2009학번(2010-2011학번 편입생포함)까지는 경건훈련 필수로 P/NP이다.
4. 학점 미이수자 : 각 그룹별로 노방 전도

• 2010학번 신입생부터는 계절강좌를 통해 각 학점을 재수강해야 함

• 2009학번(2010~2011학번 편입생포함)까지는 미 이수자 교육을 통해 경건훈련을 이수해야 함

• 계절강좌 운영 : 계절 강좌는 2시간 15일 전도 실시(2010학번 신입생)

•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 25시간 교육실시(2009학번 신입생, 2010~2011학번 편입생포함)
5. 문    의 : 교목실 [ 복음관 1층/ ☎ 02-950-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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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학점

• 매 학기 15학점 이상 20학점까지 신청 가능

• 전 학기 17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자는 전공(학부)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전 학기 17점 이상,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전공(학부)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학사인트라넷 회원가입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강좌 및 강의계획서 조회

• 학부별 교육과정 확인

• 수강강좌 선책 후 수강신청

• 강의시간표 확인
4. 유의사항

• 장애를 가진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 20학점 초과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교무팀을 방문하여 초과학점 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제출 후 승인 확인

• 수강제한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기간 내 주간·야간 자유롭게 신청 가능

• 교양영어는 교무팀에서 일괄 수강신청하며, 주간·야간 변경을 희망할 경우 자유전공학부 사무실에 
개별 신청해야 함

• 수강인원 제한 : 건공강좌 40명, 교양강좌 60명, 교양컴퓨터 25명~40명

• 필수강좌는 제한된 수강인원보다 초과될 경우 분반 가능

• 타 전공 강좌 수강신청 가능

• 전체 개설강좌 조회 시 수강신청 한 강좌도 검색됨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츰 / ☎ 02-95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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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1.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재수강 강좌 선택 → 재수강 체크 → 수강신청
3. 유의사항

•  재수강 강좌는 동일명, 동일학점에서 허용

• 재수강 강좌 학점 취득 후 이수과목취소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동일명의 필수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전공주임교수와 상담하여 대치과목인정서 제출

•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학기에 기재되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
4. 문    의 : 교무팀 [복음관 1츰 / ☎ 02-950-5405] 

계절강좌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수간신청서(교무팀 비치) 작성 → 수강료 고지서발급 및 납부 → 
계절강좌수강

3. 수업일정 : 매년 하게 방학기간 3주, 동계 방학기간 3주
4. 유의사항

•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수강 취소시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수업료 반환

• 확정 강좌 외에 요청하거나 개설 논의되는 강좌도 추가 개설되어질 수 있음

• 강좌 개설은 매 학기말 강좌설치 공고 후 수강신청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 (상황에 따라 20명 미만
도 개설 가능)

• 계절강좌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학점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
5. 개설강좌 : 홈페이지 인트라넷 참고
6.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5 ]

학점교류
1. 신청기간 : 매년 2월, 7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총 평균평점 2.7이상인 자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학점교류 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 전공주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승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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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류대학 : 총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경민대학
5. 유의사항

• 학기당 최대 6학점(2과목)까지 가능하며, 신청한 과목은 변경 불가(취소가능)

• 각 대학별 수강일정 및 안내사항을 자세히 숙지할 것

• 유사교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전공주임교수 추천 시 과목 인정 여부 확인 바람
6.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편입생이수과목인정
1. 신청기간 : 매년 2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3학년 편입생으로 전 대학에서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편입생이수과목인정서 및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교무팀에서 수령 
→ 전공주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3주 후 성적부 확인

4.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능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수강신청취소
1. 신청기간 : 매년 개강 후 4주 이내

2. 신청방법 : 수강신청취소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 교무팀 제출 → 1주 후 취소 확인
3. 유의사항 : 수강신청취소로 인하여 폐강되는 강좌는 취소 불가능

유고결석계
1. 신청자격 : 공결로 인한 수업 결석자
2. 인정법위 :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일수는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병
관게 2주(이상 의사진단서에 의함)까지 인정

3. 신청방법 : 결석한 증빙서류 준비 → 유고결석계(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교무팀  
제출 → 1주 후 유고결석계 사본을 교무팀에서 수령 → 결석하나 강좌 담당교수에게 사본 제출

4. 유의사항

•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1/5 이상 결석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

• 유고결석계 제출 시 점수는 삭감되지 않으나, 결석일수에는 포함됨

• 진단서 외의 다른 문서로는 결석계를 작성하기에는 충분한 근거자료로 판명하기 어려우므로 질병
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은 증빙자료로 포함 안 됨)를 첨부하여 제출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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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성적평가
1. 평가방법 : 상대평가
2. 평가범위 : A 20~30%, B 25~35%, C 25~35%, D 10~30%
3. 성적등급

등급 평점 점수

A+ 4.3 97 ~ 100

A 4.0 93 ~ 96

A- 3.7 90 ~ 92

B+ 3.3 87 ~ 89

B 3.0 83 ~ 86

B- 2.7 80 ~ 82

C+ 2.3 77 ~ 79

C 2.0 73 ~ 76

C- 1.7 70 ~ 72

D+ 1.3 67 ~ 69

D 1.0 63 ~ 66

D- 0.7 60 ~ 62

F 0 59 이하

성적보류(Incomplete)

4. 유의사항 : 수강인원 10명 이하, 전공필수 실습교과, 외국어교과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음.

성적이의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이의신청 → 담당교수 확인 → 1주 
후 성적 확인

3. 유의사항 : 성적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성적이 수정되지 않음
4. 문    의 : 교무팀 [복음관 1층 / ☎ 02-950-5405]

대학생활 가이드  

페이지 81 / 276  



이수과목취소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이수과목취소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전공주
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2주 후 성적 확인

3. 유의사항

• 한 번 삭제된 과목은 절대로 삭제를 취소할 수 없음

• 삭제한 과목으로 인한 평점은 장학대상에서 제외
4.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학사경고
1. 경고대상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 당해 학기 3과목 이상 F인 자
2. 유의사항  

•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여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 학사경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 전공주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함

• 학사경고 연속 2회자 또는 통상 3회인 자는 제적됨
3.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유  급 
1. 유급대상

• 당해 학년의 취득 학점이 25학점 미만인 자

• 당해 학년의 평점 평균이 1.5미만인 자
2. 유의사항

•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며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 유급 조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년 연속 유급되었을 경우 제적

• 유급자는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처리
3.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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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독시험
1. 대상강좌 

• 수강인원 40명 이하 강좌

• 수강인원 40명 초과 강좌는 담당교수가 교무팀에 신청 후 실시
2. 준수사항

•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 모든 소지품은 강단 앞에 보관

• 손바닥과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

• 부정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견한 본인의 답안지에 부정행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하거
나, 교목실장(kkgskang@bible.ac.kr)에게 E-mail 발송

• 답안지 상단 ‘약속문구’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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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개인정보 수정
1. 수정대상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자

2. 수정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개인정보 수정
3. 유의사항 : 개인정보 오류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

휴  학
1. 신청방법 : 휴학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보호자 확인 및 사유서 첨부 → 전공주
임교수 경유 → 학생팀장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중대(군필 남자의 경우만) 경유 → 교무팀 
제출

2. 유의사항

•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
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

• 군입대 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함

• 휴학기간 중에 군복무로 입대할 경우에는 교무팀에 군입대 신고절차를 밝아야 하며, 입영 즉시 소
속부대장의 복무확인서 1통을 발급받아 교무팀에 제출해야 함

• 신입(편입)생은 해당 첫 학기에 휴학 불가능

• 1회 휴학연장은 1회 휴학에 해당됨(휴학기간 최장 2년, 군휴학 연장 포함 최장 3년)

• 휴학 중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정
3.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복   학
1. 신청방법 : 우편발송 된 복학예정자 안내문 확인 → 홈페이지 인트라넷 로그인 → 복학 신청 → 복
학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 등록금 납부 → 복학 완료

2. 유의사항

• 복학원은 개강 후 3주까지 제출 가능하나 개강 후 출석하지 않은 수업은 결석처리 됨.

• 오리엔테이션 참석 후 수강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 수령

•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이 완료됨. 
3.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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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
1. 신청방법 : 자퇴원(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보호자 확인 → 전공주임교수 경유 → 
학생팀장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중대(군필 남자의 경우에만) 경유 → 교무팀 제출

2.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제   적
1. 제적대상

•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을 필하고 휴학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통신하여 3회를 받은 자

• 2회 연속 유급인 자

• 분납한 자가 분납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유의사항 : 제적통고문 우편 발송
3.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전공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1학년 재학생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 전공설명회 참석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전공 신청 →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미 신청시 교무팀에서 임의로 전공 배정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복수전공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학기당 평균 17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재학생으로 경건훈련이나 
필수 과목에서 F학점이 없는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복수전공신청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 전공주임 경유 
→ 희망 전공주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승인 확인

4.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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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전공변경)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재학생으로 경건훈련이나 
필수 과목에서 F학점이 없는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 전공변경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작성 → 전공주임교수 경유 → 
변경희망 전공주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재학기간 동안 1회만 가능

• 주간/야간 변경 신청 불가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교   직
1. 신청기간 : 매년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사회과학부 주간 2학년 영유아보육학 전공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교
무팀 제출 →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심사기준 :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총 성적

•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및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기본이수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100점 이상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재입학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제적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재입학원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성적 및 재
적증명서 준비 → 전공주임교수 상담 → 교무팀 제출 → 입학허가 개별 연락 → 등록금 수납 및 수
강신청

4. 유의사항

• 입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며, 징게 등의 사유로 제적 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
을 허가하지 않음

• 5년 이내 재입학 시 입학금 면제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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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졸업자격

구분 신입생 편입생

졸업학점

졸업충족 교과과정

140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5이상

70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5이상

• 경건훈련/전도훈련 8학기 이수

• 밀알훈련 1회 이수

• 졸업고사 Pass                          
(성경, 영어, 컴퓨터 Excel + 1개)

• 기초공총필수(교양과정 특성화)     
해당학부 전 과목 이수

• 교양필수(교양과정 학문의 기초)    
전 과목 이수

• 학부기초선택(교양과정 학문의 기초) 
해당학부 전 과목 이수

• 교양선택(교양과정 핵심교양)          
4개 영역에서 각1과목 이상(15학점) 
이수

• 전공필수(학부공통, 전공)             
전 과목 이수

• 경건훈련 4학기 이수

• 밀알훈련 1회 이수

• 졸업고사 Pass                          
(성경, 영어, 컴퓨터 Excel + 1개)

• 기초공총필수(교양과정 특성화)     
해당학부 전 과목 이수

• 교양필수(교양과정 학문의 기초)    
영어 3학기, 컴퓨터 2학기 이수

• 학부기초선택(교양과정 학문의 기초)
해당학부 전 과목 이수

• 전공필수(학부공통, 전공)             
전 과목 이수

*2012학번부터 전도훈련 8학기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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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1. 인증과목 : 성경, 영어, 컴퓨터(Excel +a)
2. 합격기준

인증과목 합격기준

성경

영어

컴퓨터

신학부 80점 이상
사회과학부 70점 이상
정보과학부 70점 이상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 TOEIC 550점 이상

• TEPS 430점 이상 

• TEFL CBT(PBT) 160점(485점) 이상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처리기능사 1,2급 등과 
같은 국내, 외 공인 자격등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
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 한 자

3. 유의사항 : 홈페이지 대학소개 규정 졸업고사시행세칙 참고
• 홈페이지 대학소개 규정 졸업고사시행세칙 참고
• 영어, 컴퓨터 졸업기준 충족 시 해당 교과과정 면제

- 예) -영어 토익 550점 이상 취득 시 졸업고사와 이후 영어교과 면제

- 컴퓨터 Excel을 포함하여 2개 이상 인증서 취득 시 컴퓨터 교과 면제(인증서는 DIAT 인증서를 위
미하며, 그 외 자격증은 정보과학부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야 함)

4.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졸업고사(영어, 성경)
1. 신청기간 : (영어) 매년 3월, 9월 / (성경) 매년 5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전 학년 재학생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졸업고사 신청 → 졸업고사 응시
4. 유의사항 : 졸업고사 신청 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 시 응시료(1만원)가 부과됨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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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고사면제
1. 신청자격

• 영어 외부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 컴퓨터 외부공인시험 자격증 취득자

2. 면제방법 : 교과과정및졸업고사면제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해당 전공사무
실로 제출(영어는 자유전공학부, 컴퓨터는 정보과학부) → 승인 확인

3. 유의사항 : 취득한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지참
4. 면제기준

• 영어 - TOEIC 550점 이상, TEPS 430점 이상, TEFL CBT(PBT) 160점(485점) 이상
• 컴퓨터

자격증명 자격증명 면제되는 교양컴퓨터 교과목명

MS Word 2002 Expert MS Word 2002 Expert PC활용 Ⅰ(윈도우와 한글)

MS Excel 2002 Expert MS Excel 2002 Expert
PC활용 Ⅳ(기초 Excel),
PC활용 Ⅵ(고급 Excel)

MS PowerPoint 2002 Core MS PowerPoint 2002 Core PC활용 Ⅱ(윈도우와 PowerPoint)

M-OAT M-OAT
PC활용 Ⅱ(윈도우와 PowerPoint)

PC활용 Ⅳ(기초 Excel)

워드 프로세서 1급 워드 프로세서 1급 PC활용 Ⅰ(윈도우와 한글)

PCT Word PCT Word PC활용 Ⅰ(윈도우와 한글)

PCT Spreadsheet PCT Spreadsheet PC활용 Ⅳ(기초 Excel)

PCT Presentation PCT Presentation PC활용 Ⅱ(윈도우와 PowerPoint)

KIPS-IT TEST 한글 KIPS-IT TEST 한글 PC활용 Ⅰ(윈도우와 한글)

KIPS-IT TEST Word KIPS-IT TEST Word PC활용 Ⅰ(윈도우와 한글)

KIPS-IT TEST Excel KIPS-IT TEST Excel
PC활용 Ⅳ(기초 Excel),
PC활용 Ⅵ(고급 Excel)

KIPS-IT TESTPowerPoint KIPS-IT TESTPowerPoint PC활용 Ⅱ(윈도우와 PowerPoint)

KIPS-IT TEST 홈페이지제작 KIPS-IT TEST 홈페이지제작 PC활용 Ⅲ(홈페이지 제작)

PC조립 PC조립 PC활용 Ⅴ(PC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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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또는 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조기졸업 희망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조기졸업신청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 전공주
임교수 경유 → 교무팀 제출 →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조기졸업 자격은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총 평균평점 4.0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사정
위원회에서 졸업 여부를 결정함

5. 문    의 : 교무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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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입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매년 2월,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납부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학생 → 등록금납입현황 →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 단일등록금제 실시로 휴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학 시 납부한 수업료 4년 동안 동결
• 신용카드 납부 희망자는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안내’ 배너 클릭
• 분납 또는 장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액 조정이 있는 학생은 금액 확인 후 납부

4. 문    의 : 사무관리팀 [ 복음관 1층 / ☎ 02-950-5520 ]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별도의 선발규정이 없는 경우)
• 직전학기 경건훈련을 Pass한 자
• 정규 8학기 이내 등록한 자(학업 연장학기 제외)

3.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제출서류 준비 → 학생팀 제출 → 승
인 확인 → 장학증서 수령(학생팀 방문)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모 각1부
• 추가서류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동사무소)

- 학비부담자 구인등록필증

- 본인 및 직계가족 장애증명서

-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재학증명서

- 본인 및 직계가족 진단서 또는 입원 및 사망확인증명서

- 본인 사회봉사확인서

- 현재 가사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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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성적장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학생팀에서 일괄 처리
• 보훈장학 신규신청자는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
• 가족장학 신규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능

6.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2 ]

미래드림 장학금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학생 본의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 포털사이트(http://
www.studentloan.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미래드림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준비 
→ 학생팀 제출 → 승인 확인 → 장학증서 수령(학생팀 방문)

4. 유의사항 : 장애우 학생과 졸업학기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5.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2 ]

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
1. 신청기간 : 매년 2월,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이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학생팀 방문 신청 → 승인 확인 → 도우미 활동 → 학기말 장학금 일괄 지급
4.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3 ]

등록금 분할 납부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학생 → 등록금분납신청 → 승인 확인
3. 유의사항

• 2회 분할 납부만 가능
• 분할납부 신청자로 학자금 대출을 중복으로 신청한 자는 1차분 분납금액만 대출되며,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분할 납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함

• 해당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4.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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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7월 ~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생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35세 이하인 대학생

3. 신청방법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
studentloan.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e-러닝교육이수 →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 준비서
류 학생팀 제출 → 승인 확인 → 대출 실행

4. 유의사항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여야 대출 약정이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미승인자는 ‘일반 상황 학자금대출’로 전환

5.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7월 ~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

3. 신청방법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ttp://
studentloan.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e-러닝교육이수 → 학자금 대출신청서 작성 → 준비서
류 학생팀 제출 → 승인 확인 → 대출 실행

4. 유의사항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여야 대출 약정이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미승인자는 ‘일반 상황 학자금대출’로 전환

5. 문    의 : 학생팀 [ 복음관 1층 / ☎ 02-950-5402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
1. 신청기간 : 매년 1월 ~ 2월, 7월 ~ 8월 [ 홈페이지 공지 ]
2. 신청자격

•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학자금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g.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농촌출신대학
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작성 → 준비서류 학생팀 제출 →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매학기 대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매년 1학기는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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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졸업까지의 총 이수학점 

우리 학교의 총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 이상이다.

교육과정

학부 전공 일립    
교육부

자유전공자유전공자유전공 기본전공         
(제1전공)
기본전공         
(제1전공) 제2전공 제2전공 제2전공 

학부 전공 일립    
교육부 학문  

기초
학부  
기초

핵심  
교양

전공  
탐색

전공  
필수

심화  
전공  

복수 
전공

(이중)

특별 
프로 
그램

신학부 성서학 8(+4) 18 9 15 3 36 21 39 21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13 18 - 15 3 39 18 42 21

사회과학부

영유아보육학 13 18 - 15 3 36 21 39 21

정보과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
13 18 6 15 3 36 21 39 21

*간호학부 간호학 13 18 - 15 - 52 21 - -

     * 간호학부: 학부기초 교과목 전공기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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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립교육부 교육과정(Illip Education College)
일립교육과정은 신앙, 세계관, 인성 및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과정이다. 

2. 자유전공학부의 교육과정(Liberal Arts College)
자유전공학부는 기초학문교육, 기초-교양교육, 융복합교육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서 학문의 기초, 핵심 및 일반교양, 특별프로그램(Honours Program) 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각 학부의 전공교육과정
전공과정은 기본전공(제1전공)과 제2전공으로 구분한다. 제2전공은 심화전공, 복수전공, 자유전공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들은 기본전공이수 후에 제2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 단일전공은 기본전공(전공탐색 및 전공필수)과 심화전공(전공심화)으로 구분된다.
• 단일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부의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이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단일전공의 심화전공을 이수할 경우 해당 전공에 따라 기본전공을 이수한 것에 추가하여 새로운 전
공 명을 부여할 수 있다.

• 복수전공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본전공 후 해당전공의 복수전공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특별프로그램(Honours program)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일전공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적용
1. 입학 후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한 학년과 같은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적용받
는다.  

3. 재학 중 전부를 한 학생은 전입한 전공의 교육과정(해당학생의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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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1. 전공과정의 제 1전공의 심화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증서에 <제1전공 심화> 혹은 새로운 전공명을 표
기한다. 

2. 복수(이중)전공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받게 된다. 
3. 자유전공의 소정의 과정(Honours Program)을 이수하면 졸업증서에 새로운 전공과정명 을 추가 
표기한다. 

4. 모든 학생은 3개 분야(성경, 영어, 컴퓨터) 졸업자격을 인정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학부 전공 일립   
교육

자유전공자유전공자유전공 전공전공전공 총      
졸업   
이수   
학점

학부 전공 일립   
교육 학문   

기초
핵심   
교양 소계 단일 복수  

(이중)

특별   
프로   
그램

총      
졸업   
이수   
학점

신학부 성서학 8(+4) 27 15 42 60 39 21 140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13 18 15 33 60 42 21 140

사회과학부

영유아보육학 13 18 15 33 60 39 21 140

정보과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
13 24 15 39 60 39 21 140

간호학부 간호학 13 18 15 33

84

(’13  신
입생

: 92)

-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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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립교육부

교육목적 및 개요
우리대학의 설립목적이 교육과정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과 세계관 영역, 인성 및 리더십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앙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신앙교육
과정을 통하여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기독교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
은 신앙과 학문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기독교문화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함이다. 

세부교육 영역
신앙, 세계관, 인성 및 리더십

교육과정
1. 신앙영역

영역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신

앙

기초

공통

필수

GE264 경건훈련 (Ⅰ-Ⅷ) - - 전학년 - P/NP

신

앙

기초

공통

필수

GE497
세계문명과 자아 Ⅰ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Ⅰ) 
1.5 1 1 1

신

앙

기초

공통

필수
GE498

세계문명과 자아Ⅱ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Ⅱ) 
1.5 1 1 2

신학부

제외

신

앙

선택 TH259 일립생애와 사상 1.5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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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관영역

영역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세

계

관

기초

공통

필수

GE499
세계문명과 성경Ⅰ

(Understanding of BibleⅠ)
1.5 1 2 1

세

계

관

기초

공통

필수

GE500
세계문명과 성경Ⅱ

(Understanding of BibleⅡ)
1.5 1 2 2

세

계

관

기초

공통

필수 GE501
세계문명과 기독교Ⅰ

(Christianity & World ViewⅠ)
1.5 1 3 1

세

계

관

기초

공통

필수

GE502
세계문명과 기독교Ⅱ

(Christianity & World ViewⅡ)
1.5 1 3 2

세

계

관

선택 GE503 학문과 신앙 1.5 1 1 2

3. 인성 및 리더십영역

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361 밀알훈련 1 P/NP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89 전도훈련Ⅰ 2 1 1 1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0 전도훈련Ⅱ 2 1 1 2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1 전도훈련Ⅲ 2 1 2 1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2 전도훈련Ⅳ 2 1 2 2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3 전도훈련Ⅴ 2 1 3 1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4 전도훈련Ⅵ 2 1 3 2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5 전도훈련Ⅶ 2 - 4 1 P/NP

인

성 

및 

리

더

십

기초

공통

필수

GE496 전도훈련Ⅷ 2 - 4 2 P/NP

인

성 

및 

리

더

십

선택

GE504
사회봉사Ⅰ

(Volunteer Social ServiceⅠ)
- 1 - - P/NP

인

성 

및 

리

더

십

선택

GE505
사회봉사Ⅱ

(Volunteer Social ServiceⅡ)
- 1 - -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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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 일립교육운영위원회 

• 일립교육부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일립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Center for 
christian foundations) 

•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i. 본 대학교의 신앙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설정

ii.신앙 및 세계관 영역, 인성 및 리더십영역의 신앙교육과정운영

iii.교과과정 분석, 검토, 설정 및 개편(목표를 중심으로 일관성과 통일성 추구)

iv.신앙 및 세계관 영역의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선정 및 평가

v.신앙교육 평생지도 교수제 실시 

vi.신앙교육 성과의 전체적 평가

• 일립교육부장은 교목실장이 겸임케 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위원 

i. 위 원 장 : 일립교육부장

ii.운영위원 : 5명이상

iii.운영위원은 교학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신학부 교원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

2. 밀알훈련
밀알훈련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우리 대학만이 고유하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
이 입학 후 본 대학의 밀알훈련센터에 입소하여 실시하는 노동 및 섬김의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2박3일
으로 진행된다.
 
3. 전도훈련
평생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전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일꾼 양성 훈련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은 복음전도, 영성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종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독교적 영성과 
실천적인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체득하는 기회로 활
용한다. 평생지도교수는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신앙과 생활은 물론 인성과 관련한 상담을 
실시한다. 

• 입학 시부터 평생지도교수가 담당
• 주간학생 : 전 교수 분할 담당
• 야간학생 : 교양학부 및 야간 해당학부교수중심으로 분배
• 각 그룹별 : 리더학생운영(4학년)
• 평생지도교수 선정 시 정, 부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부는 요청하는 교수가 있을 때에 한 한다)
✴교육시간 : 주야간(매주 수요일, 오후 13:30-3:30,  오후 18:50~20:00)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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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봉사
본 강좌는 학생들이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독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봉
사>교과목은 기본교육과 기말평가회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 수강자격
i. 사회봉사 Ⅰ : 사회봉사과목을 처음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ii.사회봉사 Ⅱ : 사회봉사Ⅰ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 성적부여 - 성적평가방식 : P(합격) / NP(불합격)
i. 재이수 여부 : 재이수 가능 

ii. NP(불합격) 처리의 경우

- 기본교육(공통기본교육+강좌기본교육)에 불참한 경우

- 봉사기관 단체의 활동평가에서 “F”를 받은 경우

-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기말평가회에 불참한 경우

• 수업시수
i. 기본교육 2시간 + 봉사활동 26시간 이상 + 기말평가회 2시간

ii.기본교육은 공통기본교육 1시간 + 강좌기본교육 1시간

iii.1일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i. 학교의뢰봉사기관선정 - 수강신청- 기본교육 - 봉사활동 - 기말평가회 최종보고서제출

ii.학교홈페이지에서 학교의뢰봉사기관검색- 학교의뢰봉사기관신청- 봉사활동기관 및 봉사내용 확정

iii.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양식 다운로드받아 평가회 시간에 직접 제출

iv.학점등급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수강제한 학점 및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v.수강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단,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취소를 허용 

vi.봉사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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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설명

GE264 경건훈련(Ⅰ-Ⅷ) (Chapel) 

기독교의 본질적인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적 인성을 함양하고,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과정이다.

Training fundamental for fostering a firm Christian character in the students through worshiping God 
and developing Christian leadership based on the Bible.

GE497 세계문명과자아Ⅰ(Identity of christianityI)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한국성서대학교의 이념과 밀알정신, 중생의 교리, 복음전도의 필요성과 자격
에 대하여 학문한다. 

The first of a two-course sequence which facilitates the study of the nature of Christian faith, the 
university's foundational philosophy, the Milal spirit, the call for evangelization and the qualities 
required as Christian workers.

GE498 세계문명과자아Ⅱ(Identity of christianityII) 

신앙의 성장을 돕는데 있어서 신앙성장의 비결과 신앙성장에 적이 되는 요인을 다루는 학문이다. 

The second of a two-course sequence which facilitates the study of the Christian growth and factors 
that foster and hinder the growth and maturity of Christians.

TH259 일립생애와 사상 (Studies on dr. Tae-Kook Kang's Life and Theology)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 일립 강태국은 특별한 신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켰다. 이 과목은 설
립자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여 설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와 강태국의 
출생, 강태국의 교육배경, 강태국과 신학교육 배경, 강태국과 목회사역, 강태국과 저술, 강태국과 학교설립, 강태국의 
밀알정신, 강태국의 신학사상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the life and thought of Dr. Kang Tae-kook, the founder of Korean Bible Univers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works and writings. This study is designed to keep and develop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university.

GE499 세계문명과성경Ⅰ(Understanding of BibleⅠ) 

구약성경에 나타나있는 정신과 교훈을 다루는 학문으로 구약성경의 구성과 이스라엘의 역사, 종교적 공헌, 유대교, 지
혜문서에 나타난 세계관에 대하여 연구한다. 

Exploration of the perspectives and lessons that are found in the Old Testament and its structure, the 
history of Israel and their religious contributions, Judaism, and worldviews in the wisdom listerature. 

GE500 세계문명과성경Ⅱ (Understanding of BibleⅡ) 

신약성경의 정신과 교훈을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약성경의 배경(중간사), 구성, 교회의 발생과 성장, 선교활동, 그
리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인생관에 대하여 탐구한다. 

An intensive study of the biblical perspectives and teachings in the New Testament (NT).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i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tructur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early 
Church and its missions, and life philosophy in the New Testament.

GE501 세계문명과기독교Ⅰ(Christianity & World ViewⅠ) 

기독교신학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신학의 학문성, 성경의 권위, 및 영감설, 기독교정신, 교회와 신앙인에 
대하여 공부한다. 

An examination of the nature and attributes of the Christian theology,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authority and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the Christian spirit, the church and belie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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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02 세계문명과기독교Ⅱ (Christianity & World ViewⅡ) 

기독교신학의 실체에 대하여 신학의 실제성, 신앙생활과 기독교윤리, 기독교인의 사회참여, 기독교인과 세계평화, 자
연환경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An in-depth study of the nature of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life and ethics, Christian involvement in 
the society, Christians and the world peace, and Christians and the nature.

GE503 학문과신앙 (Integrative Study on Leaning and Faith) 

학문의 본질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로서 학문의 역사, 학문의 분류 등을 다루면서 일반보편학문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Exploration of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academic disciplines, or fields of study. Considers the 
classification of fields of study in association with Christian faith. 

GE361 밀알훈련 (Community & Leadership Training) 

밀알훈련은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한국성서대학만이 고유하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입학 후 본 
대학의 밀알훈련센터에 입소하여 실시하는 노동 및 섬김의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2박3일으로 여름 방학중 진행된다. 

Training at the KBU Milal Training Center.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attend this 3-day program, 
working and serving in summer vacation.

GE489 전도훈련Ⅰ(Mission Training Course I) 

기독교 복음을 통한 성서적 기독정신의 세계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의 이
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적 삶의 방식(Life Style)으로 기독교 정신을 증거하는 방법을 익힌다.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GE490 전도훈련Ⅱ(Mission Training Course II)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1학년 2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the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Offered fall 
semester; required of freshman.

GE491전도훈련Ⅲ(Mission Training Course III)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2학년 1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Offered spring 
semester; required of sophomore.

GE492전도훈련Ⅳ(Mission Training Course IV)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2학년 2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Offered fall 
semester; required of fres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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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493 전도훈련Ⅴ (Mission Training Course V)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3학년 1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Offered spring 
semester; required of junior.

GE494 전도훈련Ⅵ (Mission Training Course VI)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3학년 2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o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n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n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Offered fall 
semester; required of junior.

GE495 전도훈련Ⅶ (Mission Training Course VII)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4학년 1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l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Offered spring 
semester; required of senior.

GE496 전도훈련Ⅷ (Mission Training Course VIII) 

전도훈련Ⅰ과 동일하며 4학년 2학기에 시행 

Leadership training prgram based on the biblical Christian sprit and evagelization. Students learn 
theoretical and practical evalgelization and Christian spirit as a practical life style.

GE504 사회봉사Ⅰ(Volunteer Social ServiceⅠ) 

본 강좌는 학생들이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독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to develop Christian leadership with caring heart in the students, to 
take up responsibilities as a member of the society, to equip them to build up one another, and to 
reach their community in Christ.

GE505 사회봉사Ⅱ(Volunteer Social ServiceⅡ) 

사회봉사Ⅰ과 동일하며 사회봉사Ⅰ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가능하다. 

Refer to Volunteer Social Service II. Prerequisites: Volunteer Social Servic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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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

교육목적 및 개요
오늘날 우리시대의 대학 교육은 기성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 창출 및 응용의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판적-창의적 사고의 능력과 사회적 의사소통능력등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이어야 한다. 또한 주어진 사태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폭넓고 깊이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과 통찰력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나가야한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이 변용하여 적실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넓은 사유의 지평과 기본
적인 지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는 다양한 여러 분야의 학업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여기
에 다학문적-학제적 융복합교육이 요구되거니와, 이러한 새 방향의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자유전공학부
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자유전공학부는 기초학문교육, 기초-교양교육, 융복합교육의 실현을 지
향하고 있다.
 

세부전공 및 영역
학문의 기초,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자유전공프로그램(Honours Program),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1. 학문의 기초
대학에서 학문 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4개 분야
의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필

수

학술적

글쓰기

GE506 PWR Ⅰ 2 2 1 1

필

수

학술적

글쓰기
GE507 PWR Ⅱ 2 2 1 2

필

수

학술적

글쓰기
GE508 PWR Ⅲ 2 2 2 1

필

수
영어

GE509 영어Ⅰ 3 2 1 1필

수
영어

GE510 영어Ⅱ 3 2 1 2
필

수
영어

GE511 영어Ⅲ 3 2 2 1

교육과정 

페이지 107 / 276  



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필

수
영어

영어
GE512 영어Ⅳ 3 2 2 2

필

수
영어

영어
GE513 영어Ⅴ 3 2 3 1

필

수
영어

영어

GE514 영어VI 3 2 3 2

선

택

영어

GE515 영문법Ⅰ 3 3 2 1

선

택

영어

GE516 영문법Ⅱ 3 3 2 2

선

택

영어

GE517 영문법Ⅲ 3 3 3 1

선

택

영어

GE518 TOFLEⅠ 3 3 2 2

선

택

영어

GE519 TOFLEⅡ 3 3 3 1

선

택

영어 GE520 TOFLEⅢ 3 3 3 2

선

택

영어

GE521 TEPSⅠ 3 3 1 2

선

택

영어

GE522 TEPSⅡ 3 3 2 1

선

택

영어

GE522 TEPSⅢ 3 3 2 2

선

택

영어

GE523 실용영어Ⅰ(ESWP) 5 2 - -

선

택

영어

GE544 실용영어Ⅱ(ESWP) 5 2 - -

선

택

컴퓨터

GE524 PC활용Ⅰ(한글) 1.5 1 1 1

선

택

컴퓨터

GE525 PC활용Ⅱ(파워포인트) 1.5 1 1 2

선

택

컴퓨터
GE526 PC활용Ⅲ(홈페이지) 1.5 1 2 1

선

택

컴퓨터
GE527 PC활용Ⅳ(엑셀) 1.5 1 2 2선

택

컴퓨터

GE528 PC활용Ⅴ(기초드로잉1) 2 2 3 1

선

택

컴퓨터

GE529 PC활용VI(기초드로잉2) 2 2 3 2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0 중국어Ⅰ 2 2 1 1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1 중국어Ⅱ 2 2 1 2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2 일본어Ⅰ 2 2 1 1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3 일본어Ⅱ 2 2 1 2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4 불어Ⅰ 2 2 1 1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5 불어Ⅱ 2 2 1 2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6 독일어Ⅰ 2 2 1 1

선

택

제

2

외

국

어

GE537 독일어Ⅱ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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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외

국

어

GE538 스페인어Ⅰ 2 2 1 1

외

국

어

GE539 스페인어Ⅱ 2 2 1 2

고전어 GE540 라틴어I 2 2 1 1

GE541 라틴어Ⅱ 2 2 1 2

GE542 헬라어I 2 2 1 1

GE543 히브리어I 2 2 2 1

✴학술적 글쓰기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배양하는 글쓰기 교육프로그램(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이다. 이 글쓰기 프
로그램을 그 약자인 PWR이라고 부르고 3단계로 운영한다. 

✴실용영어(ESWP-English Speaking & Writing Program)는 원어민 교수의 강좌로 구성된다. - 
수강학생은 영어필수교과목 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 학부 기초

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신학부

GE546 문화인류학 3 3 3 2

신학부 GE547 서양현대철학 3 3 4 1신학부

GE548 종교사회학 3 3 4 2

정보과학부
GE372 컴퓨터프로그래밍 3 3 1 1

정보과학부
GE399 객체프로그래밍 3 3 1 2

간호학

GE613 해부학 3 3 1 2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간호학

GE614 생리학 2 2 1 2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간호학
GE594 의사소통론 2 2 1 2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간호학
GE592 미생물학 2 2 2 1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간호학

GE593 인간성장과발달 2 2 2 1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간호학

GE626 약리학 2 2 2 2

2010-
2012
학년도 
신입생 
적용

✴각 학부의 학생은 위의 해당학부의 교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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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탐색
‣ 각 전공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되며, 전공승인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신학부 GE549 신학개론 3 3 1 2

사회과학부
SW210 사회복지학개론 3 3 1 2 택 1

사회과학부
GE398 보육학개론 3 3 1 2

정보과학부 GE550 컴퓨터과학개론 3 3 1 1

간호학부 GE551 간호학개론 3 3 1 2 2013신입생 
부터 전공기초

• 한국어 글쓰기
‣ 외국인학생이거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수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춰주고자 개설된 수업으로, 한국어의 문장과 단어, 단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를 배운다.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입학생 중 공인한국어 능력시험에서 4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학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한국어

과정

GE588 한국어Ⅰ 8 2 1 1

한국어

과정

GE589 한국어Ⅱ 8 2 1 2한국어

과정 GE590 한국어Ⅲ 4 2 2 1

한국어

과정

GE591 한국어Ⅳ 4 2 2 2

✴한국어과정은 해당학생에 한하여 교양학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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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교양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공유해야 할 지식의 기본적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다음 5
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308 철학의이해 3 1 1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370 문학의이해 3 1 2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401 윤리학의이해 3 1 1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402 인간학의이해 3 1 2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52 자연과학의이해 3 1 1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53 우주의이해 3 1 2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54 수학과현대사회 3 1 1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55 생명과학의이해 3 1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311 경제학의이해 3 1 1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556 현대사회의법 3 1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310 심리학의이해 3 1 1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321 정치학의이해 3 1 2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371 역사학의이해 3 1 1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57 서양근현대사의이해 3 1 2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58 한국근현대사의이해 3 1 1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59 인간과문화 3 1 2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60 인간과종교 3 1 1

제5영역 예술의이해

GE456 서양음악의이해 3 1 1

제5영역 예술의이해
GE561 그리스사유와예술 3 1 2

제5영역 예술의이해
GE562 서양미술의이해 3 1 1

제5영역 예술의이해

ME001 교회음악 3 1 2

✴핵심교양과목은 4개영역 이상에서 졸업 전에 각 영역별로 1개 이상씩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간호학부 이수권장과목 : 철학의이해, 심리학의이해, 인간과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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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교양 
개론과목 등 강의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과목, 과목의 성격상 ‘학문의 기초’나 ‘핵심교양’에 속하
지 않는 과목들로 구성한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교양교과
목은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3  한국문학의이해 3 1 1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4 신화와사상 3 1 2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5 동양철학의이해 3 1 1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6 생명윤리와 법 3 1 2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7 상담이론과 실제 3 1 1

제1영역 인간의이해

GE568 청소년이해와 상담 3 1 2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69 물리학의현대적이해 3 1 1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570 과학사와세계관 3 1 2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404 인간과환경 3 1 1

제2영역 자연과과학

GE332 정보통신개론 3 1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403 사회학의이해 3 1 1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571 인간행위과사회구조 3 1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377 매스컴과사회 3 1 1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426 아동과가족 3 1 1제3영역 사회의이해

GE574 매스미디어와장애의이해 3 1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573 행정법총론 3 3 2

제3영역 사회의이해

GE574 행정학개론 3 4 1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373 헬레니즘과헤브라이즘 3 1 1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75 서양문화의이해 3 1 2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76 동양문화의이해 3 1 1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77 영상문화의이해 3 1 2

제4영역 역사와문화

GE578 성과문화 3 1 2

제5영역 예술의이해

GE579 현대디자인의이해 3 1 1

제5영역 예술의이해 GE580 발성법의이해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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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제5영역

제5영역

예술의이해

예술의이해

GE581 실용음악의이해 3 1 2

제5영역

제5영역

예술의이해

예술의이해 GE582 대학합창I 3 1 1

제5영역

제5영역

예술의이해

예술의이해

GE583 대학합창Ⅱ 3 1 2

제6영역 사고와소통

GE584 언어의이해 3 4 1

제6영역 사고와소통 GE585 추리논증 3 4 2제6영역 사고와소통

GE066 대학국어 3 1 2

✴사회과학부의 이수권장 과목 : 사회과학의이해, 매스미디어와장애의이해
✴정보과학부 이수권장과목 :  정보통신개론, 과학사와 세계관
✴간호학부 이수권장과목 : 사회학의 이해, 과학사와 세계관

4. 자유전공프로그램(Honours Program)
프로그램은 Honours Program으로 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선구한다. 학업 기간 동안 대학교육의 
새로운 조류에 호응하며 학생 각자의 다양한 실질적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사회규범과
정, 공공사회과정, 인간문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과정들은  장차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고자 하
거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고자 하거나, 혹은 일반대학원에 진학해 학문후속세대로 성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확실한 학업 상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학생들은 졸업 후 이러한 학업의 성과를 충
분히 살려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하여, 고위공직자로서, 법조인으로서, 또는 교수나 학자로서 생활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자유선택으로 해당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에 제2전공과정이수를 명
기하므로써 Honours Student로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영역 세부과정 필수/선택 학점 비고

특별프로그램 
(Honours 
Program)

사회규범과정

(Studies of Social Norms)
선택 21 법조계진출지향

특별프로그램 
(Honours 
Program)

공공사회과정

(Studies of Public Affairs)
선택 21

공직진출지향특별프로그램 
(Honours 
Program)

인간문화과정

(Studies of Humanities & Contemporary Culture)
선택 21

인문사회분야

대학원 진학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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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규범 과정권장 이수과목 (Pre-law school) 
법학적성시험의 예비과정으로 PWR 6학점을 이수하고, 토플 (9학점:3학기), 언어의 이해(3학점), 추리논증( 3학점), 핵심교
양의무학점 15학점 외 6학점(교양철학 : 핵심교양 중복인정불가) : 총 21학점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Pre-law 
School 필수

GE506 PWRⅠ 2 2 1 1

Pre-law 
School 필수

GE507 PWRⅡ 2 2 1 2

Pre-law 
School 필수

GE508 PWRⅢ 2 2 2 1

Pre-law 
School 필수

GE518 TOFLEI 3 3 2 2Pre-law 
School 필수

GE519 TOFLEⅡ 3 3 3 1

Pre-law 
School 필수

GE520 TOFLEⅢ 3 3 3 2

Pre-law 
School 필수

GE584 언어의이해 3 3 4 1

Pre-law 
School 필수

GE585 추리논증 3 3 4 2

• 공공사회 과정권장 이수과목
핵심교양 15학점 외 대학국어(3학점)와 한국의 역사(3학점)를 이수하고, 영어문법( 9학점:3과목), 행정학 총론( 3학점) 및 
행정법개론 (3학점) : 총 21학점이수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066 대학국어 3 3 1 2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375 한국의 역사 3 3 1 2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515 영문법Ⅰ 3 3 2 1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516 영문법Ⅱ 3 3 2 2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517 영문법Ⅲ 3 3 3 1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573 행정학개론 3 3 3 2

공공 사회 
과정 필수

GE574 행정법총론 3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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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문화 과정권장 이수과목 
‣ 대학원예비과정

#  TEPS (9학점), 해당전공심화학점(21학점)외 전공과목12학점 : 총 21학점이수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인간

문화

과정

필수

GE521 TEPSⅠ 3 3 1 2인간

문화

과정

필수 GE522 TEPSⅡ 3 3 2 1

인간

문화

과정

필수

GE523 TEPSⅢ 3 3 2 2

• 상담과철학과정
상담과 문학, 상담과 사회학, 한국문화와 심리, 지역사회와 상담, 철학상담이론, 철학상담치료방법론, 상담심리치료의 기초이
해, 심리검사, 상담치료방법과 기술,  이상심리, 위기상담,  가족상담, 성격심리, 행복심리학 가운데 선택하여 총21학점을 이
수한다.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598

GE599

상담심리치료의 기초이해

상담과문학
3 3 1 2

택일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00

GE601

심리검사

상담치료방법과 기술  
3 3 1 2

택일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06

GE607

이상심리

가족상담
3 3 2 1

택일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02

GE603

상담과사회학

철학상담이론
3 3 2 2

택일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04

GE605

위기상담 

철학상담치료방법론
3 3 3 1

택일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08

GE609

성격심리 

지역사회와 상담
3 3 3 2

택일

상담과

철학과정
필수

GE610

GE611

행복심리학

한국문화와 심리 
3 3 4 1

택일

(‣ 단, 심리학의 이해와 청소년이해와상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추가로 이수하면 상담사자격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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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Student Directed Education : SDE)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은 학부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선택하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후 일반교양 및 전공에서 해당 학점을 취득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
동적인 배움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형태의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세미나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해주실 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자유전공학부의 심의와 교학처의 승인
을 통하여 선발되고, 한 학기동안 세미나를 수행함으로써 일반교양 및 전공 교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 내용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학생주도

교육프로그램

(Student 
Directed 

Education)

선택 GE587 Pro-Seminar

30시간

이상

(학기당)

2 1 2
일반교양 및 

전공심화과목

행정사항
1. 학술적 글쓰기 프로그램(Academic Writing Program)
자유전공학부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 등
을 배양하는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글쓰기프로그램(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을 운영한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그 약자인 PWR이라고 부른다.
PWR교육은 PWR I과 PWR II, PWR III으로 나눠진다. 이 세 과목 PWR I과 PWR II, PWR III은 모
두 한국성서대학교의 학문기초과목이다. 특히 PWR I과 PWR II, PWR III은 학년별로 나눠 체계적으
로 실시한다.

- PWR I과 PWR II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PWR I과 PWR II 는 각각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과목당 2학점이다. 1학년을 마칠 때까지 2개 과목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PWR III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PWR I, II는 PWR III의 선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일반교양글쓰기

- 글쓰기 프로그램 I(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I ) : 고전 및 양서에 대한 비판적 읽기 및 글쓰기를 통해 분석
력, 비판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 교양 과목이다.

- 글쓰기 프로그램 II(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II ) : PWR I의 기반위에서 말하기/구술발표 능력의 배양, 멀
티미디어를 활용할 때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기초교양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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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통합글쓰기(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 글쓰기 프로그램 Ⅲ(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Ⅲ ) : 전공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으로서 자기전공에 대한 비
판적 사유의 결과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 인문과학글쓰기, 사회과학글쓰
기, 과학글쓰기)

- 글쓰기 수강생 인원을 효과적으로 제한(30명)한다. 특히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적 지도(첨삭지도)를 통
한 feedback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강의 : 2시간강의를 일주에 8회 개설하고 1일 4개 분반을 운영한다.

2. 한국어글쓰기
외국인학생이거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수학을 위해 필요한 기
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춰주고자 개설된 수업으로, 한국어의 문장과 단어, 단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을 습득하여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를 배운다.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입학생 중 공인한국어 능력시험에서 
4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한국어과정은 해당학생에 한하여 교양학점으로 산정한다.
• 수업 방식 

- 학생들은 한국어1→한국어2→한국어3→한국어4와 같이 단계 별로로 수업을 따라가야 한다.

- 한국어 1과 한국어 3 또는 한국어 2와 한국어 4를 복수 수강하지 못한다.

-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된 후에는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자유전공프로그램(Honors Program)
• 강좌개설은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 전 예비수강신청을 통해 결정한다(자격과 인원고려).
• 교육과정 중 어느 트랙을 선택할 것인지는 1학년 2학기 시작 전에 결정하되 추후1회에 한하여 변경
을 허용한다. 

4. 학생주도교육프로그램
- 과목명 : <프로세미나 (Pro Seminar)> 

- 학점 : 2학점 

- 성적평가방법 : 등급평가 (A∼F) 

- 수강자격 : 계획서 제출은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하며, 학부생 3명이 신청, 직전 학기              평균 평점 B(3.0)

- 세미나수강정원: 개설신청학생 3명을 포함하여 최대 10명

- 세미나개설강좌수: 매 학기 10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 지도교수 :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선정

- 신청서, 계획서, 지도교수 승인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개설여부 결정 

- 개설된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학생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 학기에 10회 이상(총 30시간 이상)의 세미나를 수행한다. 

- 자유전공학부의 학생주도세미나 프로그램 진행일정을 준수한다(워크숍참가, 중간진행상황 보고서 및 개별학생세미나 
보고서 제출 등)

- 재수강 제외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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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설명
1. 학문의 기초

GE506 PWRⅠ(Programing Writing and Rhetoric I) 

고전 및 양서에 대한 비판적 읽기 및 글쓰기를 통해 분석력, 비판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 교양 과
목이며,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the primary first term writing class for freshmen. This course is designed to train students to analyze 
and critique the rhetorical strategies used by classic and modern writers.

GE507 PWRⅡ(Programing Writing and Rhetoric II) 

PWR I의 기반위에서 말하기구술발표 능력의 배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기초교양과목이며, 1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This class will vigorously examine various elements of writing, speaking and teach students how to use these 
effectively in multimedia. This course is for freshmen course.

GE508 PWRⅢ(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III) 

전공과 연계된 글쓰기 교육으로서 자기전공에 대한 비판적 사유의 결과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versed in the core techniques and concepts of advanced language composition.

GE509 영어Ⅰ(English I) 

기본적인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초급 수준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독해능력과 듣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교양 과목이다. 

English 1 is the first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with highlights on communicative skills while it also aims to expose students to basic academic English skills.

GE510 영어Ⅱ(English II) 

영어 I의 기반위에서 기본적인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초급 수준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으며, 또한 자기가 학습한 것을 기본적
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쓰기 능력을 첨가하여, 독해, 듣기 및 쓰기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 교양 과목이다. 

English 2 is the second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which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next level of reading skills that are required in an academic 
environment by exposing them to various forms of information.

GE511 영어Ⅲ(English III) 

영어 II의 기반위에서 중급 수준의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중급 수준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독해능력과 듣기 능력
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급 교양 과목이다. 

English 3 is the third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it 
puts emphasis on nurturing and improving students'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skills on real-life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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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12 영어Ⅳ(English IV) 

영어 III의 기반 위에서 중급 수준의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중급 수준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으며, 또한 자기가 학습한 것을 표
현할 수 있도록 쓰기 능력을 첨가하여, 독해, 듣기 및 쓰기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급 교양 과목이다. 

English 4 is the fourth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the course is designed to stimulate students to read, think about, discuss, and write about interesting topics.

GE513 영어Ⅴ(English V) 

영어 IV의 기반 위에서 고급 수준의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고급 이상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독해능력과 듣기 능
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급 교양 과목이다. 

hEnglish 5 the fifth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which is schemed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extract main ideas and specific information and analytical skills for 
reading comprehension and complex sentence structure.

GE514 영어VI(EnglishVI) 

영어 V의 기반 위에서 고급 수준의 영어 어휘와 문법을 습득하여 고급 수준의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들으며, 또한 자기가 학습한 것을 자
유스럽게 표현 할 수 있도록 쓰기 능력을 첨가하여, 독해, 듣기 및 쓰기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급 교양 과목이다.

English 6 is the sixth step of KBU integrated education of English speaking, listening, writing, grammar, and reading, 
which aspires students to produce meaningful English terrace with the "real world " as well as collecting data to 
english back to class and produce significant output.

GE515 영문법Ⅰ(English Grammar1) 

 영문 독해에 필요한 기초 문법 사항과 어휘를 학습하여 영문 독해를 준비하는 단계의 기초 교양과목이다.

This class is aimed at teaching basic English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s and enabl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basic sentences.

GE516 영문법Ⅱ(English Grammar2) 

영문법 1의 기반 위에서 영문 독해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문법 사항과 어휘를 학습하여 중급 수준의 독해를 가능하도록 문법 능력을 배
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급 교양과목이다. 

This class is aimed at teaching intermediate English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s and enabl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basic sentences.

GE517 영문법 Ⅲ(English Grammar3) 

영문법 2의 기반 위에서 대학 교재 수준의 영문 원서 읽기에 필요한 고급 영어 어휘와 영문법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급 
교양 과목이다. 

This class is aimed at teaching advanced English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s and enabling students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basic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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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18 TOFLE Ⅰ(TOEFL1) 

TOEFL 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토플시험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즉,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기초 교양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to prepare for the TOEFL tests and to learn basic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GE519 TOFLE Ⅱ(TOEFL2) 

TOEFL 1의 기반 위에서 TOEFL 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토플시험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급 교양 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who have finished TOFLE1 to prepare for the TOEFL tests and to learn intermediate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GE520 TOFLE Ⅲ(TOEFL3) 

TOEFL 2의 기반 위에서 TOEFL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토플시험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고급 교양 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who have finished TOEFL2 to prepare for the TOEFL tests and to learn advanced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GE521 TEPSⅠ(TEPS1) 

TEPS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TEPS시험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즉, 듣기와 문법,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 
교양 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to prepare for the TEPS tests and to learn basic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spressions, and grammar.

GE522 TEPSⅡ(TEPS2) 

TEPS 1의 기반 위에서 TEPS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텝스시험에 필요한 중급 수준의 듣기 및 문법,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중급 교양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who have finished TEPS1 to prepare for the TEPS tests and to learn intermediate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GE523 TEPSⅢ(TEPS3) 

TEPS 2의 기반 위에서 TEPS시험 준비를 위한 과목으로 텝스시험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듣기 및 문법,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고급 교양과목이다. 

To help students who have finished TEPS2 to prepare for the TEPS tests and to learn advanced patterns in questions 
such as vocabulary, expressions, and grammar.

GE544 실용영어Ⅰ(ESWP)(English Speak Write Program1) 

ESWP I 는 한국 성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영어 회화와 쓰기 능력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워 그 기술을 배양하도록 설계
된 초급반 과정이다. 

ESWP I is KBU's beginner's program to integrate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which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hat are required in everyday conversational environment by exposing them to 
various forms of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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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45 실용영어Ⅱ(ESWP)(English Speak Write Program2) 

ESWP II 는 한국 성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회화와 쓰기 능력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워 그 기술을 배양하도록 설계된 중급 과정
이다. 

ESWP II is KBU's intermediate program to integrate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which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speaking and writing skills that are required in everyday conversational environment by exposing them to 
various forms of situation.

GE524 PC활용Ⅰ(PC Application I (Windows and Word Processer)) 

컴퓨터 운영체제(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xp 등)와 워드프로세서조작법을 습득하고, 인터넷과 이메일의 원리 및 사용
법을 익히고, 정보검색방법을 습득한다. 

Designed to learn the computer operating system(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xp, etc) and word processor 
operation. You will acquire the principles and the use of Internet and E-mail and, ways to search information.

GE525 PC활용Ⅱ(PC Application II (Power point)) 

컴퓨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연습하고 익힌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법을 배운다. 

Computer-aided presentation techniques learning and training . Power Point software, learn to write by using the 
various slides.

GE526 PC활용Ⅲ (PC Application III (Make Homepage))

HTML, XML, Javascript 언어를 이용한 고급 홈페이지 제작법을 익힌다. 

Designed to learn homepage production utilizing HTML, XML, and Javascript language.

GE527 PC활용Ⅳ (PC Application IV (Basic Excel))

엑셀의 장표(Spread Sheet) 원리와 장표 조작 및 작성법을 익힌다. 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회계자료 처리방법을 익힌다. 

Desinged to learn the principle, operation and the use of Spread Sheet of Excel. Through actual training, various 
ways to operate the accounts information will be acquired.

GE528 PC활용Ⅴ(PC ApplicationV (Basic Drawing 1)) 

어도비사의 Photoshop을 사용하여 그래픽 디자인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이미지 수정, 합성, 색상보정에서부터 광고, 편집, 
디자인,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웹디자인까지 이미지 활용분야에서 최적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실무
중심의 강의를 통한 실력향상을 도모한다. 

Adobe Photoshop is the premier photo editing software tool available. Whether you are working on a webpage, 
Powerpoint presentation, or a document to be printed, Photoshop can be used to enhance your images. Student will 
learn about image file types, cropping images, compositing, webpage backgrounds, using layers, creating masks, 
applying filters, and formatting text with bevels and oth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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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29 PC활용VI (PC Application VI (Basic Drawing 2)) 

플래시는 모션의 다양한 그래픽 효과와 애니메이션, 풍부한 상호작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텍스트, 사진, 음악, 비디오, 벡터 그래픽, 음
성 등 작성)를 브라우저에 표현하는데 창조할 수 있습니다. 

Flash can be used to create interactive rich media content (including text, photos, music, video, vector graphics, 
voiceover, and a wide variety of motion graphic effects and animation) to be displayed in a browser.

GE530 중국어Ⅰ (Chinese1)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을 위하여 제공되는 초급과정의 강의로서, 중국어 발음법을 완전히 습득한 후 구문을 토대로 한 초급문법의 
학습으로 회화 및 독해와 작문의 기초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This course is for beginners in the Chinese language. The goal of the course is two-fold, to give the students a solid 
foundation of Chinese linguistics, as well as enable them to utilize it as a functional language.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will all be emphasized.

GE531 중국어Ⅱ (Chinese2) 

중국어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중급과정의 강의이다. 중국어 발음법 및 기초적인 작문지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중급과정으로 소품(小品)을 강독하면서 중급문법을 다루고 아울러 중급의 독해력 및 작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A continuation of the course “Chinese I”, this course on intermediate Chinese puts a deeper emphasis on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GE532 일본어Ⅰ (Japanese1) 

일어의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To Study the Japanese language systematically in order to simply communicate in real life situations, utilizing the 
basic Japanese letter, vocabulary, grammar, and expressions.

GE533 일본어Ⅱ (Japanese2) 

일어 I의 계속으로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To Study the Japanese language systematically in order to fluently communicate in real life situations, utilizing the 
basic Japanese vocabulary, grammar, expressions and sentence patterns.f

GE534 불어Ⅰ (French1) 

불어의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The lecture of French 1 has an object to learn and to practice the daily conversation in French. Focuses on speaking 
and listening.

GE535 불어Ⅱ (French2) 

불어 I의 계속으로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consecutive lecture of French 1. Students learn about the French language and culture through the study of grammar 
and conversation.

GE536 독일어Ⅰ (German1) 

독일어의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Students will practice elementary grammar, basic conversational skills, centering on expressions that are useful in 
german daily life.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will also learn about various aspects of german life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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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37 독일어Ⅱ(German2) 

독일어 I의 계속으로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Students learn german sentence, structure based on elementary grammar.

GE538 스페인어Ⅰ(Spanish1) 

초급 스페인어 입문과정의 첫 파트로 스페인과 스페인어 권 국가와 그 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발음을 정확히 익
히고 기본적인 동사의 변화를 익히고, 인사와 기본적인 표현을 학습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acquire a basic level of Spanish language ability while broadening their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Spanish language, culture and society. The course will begin with the Spanish alphabet, 
and continue with basic skills in conversation and reading. The materials for this class will come from written texts, 
audio and TV.

GE539 스페인어Ⅱ(Spanish2) 

본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스페인어 문법과 어휘 및 일상회화 표현을 습득하게 하고, 동시에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활용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Spanish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acquire basic Spanish grammar, vocabulary and practical 
conversation, and also is designed to offer them a panoramic view of the people, geography, history and culture of 
Spain and Latin America through visual media.

GE540 라틴어I (LATIN1) 

라틴어 1은 그리스어와 더불어 서구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전어이다. 이 과정에서는 고대 라틴어의 초급 문법지식을 습득
하여 초보적인 라틴 고전문헌의 독해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을 한다. 

Introduction to the Latin language (grammar, syntax, vocabulary; using Oxford Latin I as a course book).

GE541 라틴어Ⅱ(LATIN2) 

이 과목은 <라틴어 1>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진전된 라틴어 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카이사르와 키케로 카툴루
스와 리비우스 등 문학자, 역사가, 철학자들의 문헌에 직접 접하여 라틴어의 해독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를 통해 라틴 문화에의 보다 심
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A sequel to Introductory Latin, covering the principles of Latin grammar, with an introduction to selected readings from 
original sources that illustrate episodes in Roman history or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literary genres. Readings 
generally are from Caesar, Cicero, Catullus, and Livius.

GE542 헬라어I (GREEK1) 

신약성서그리스어를 습득하기위한 그리스어의 초급과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Introduction to the KOINE Greek language (grammar, syntax, vocabulary; using Athenaze I as a course book).

GE543 히브리어I (HEBREW1) 

구약성서히브리어를 습득하기 위한 히브리어기초문법을 학습하는 과목이다.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hebrew language (grammar, syntax, vocabulary; using Athenaze I as a cours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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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기초

GE546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이란 인류의 문화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체계, 행동양식에 대한 분석과 다양
한 문화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분야이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nature of interrelationships between human beings, society and culture. The course 
surveys the aspects of human and cultural evolution such as kinship and marriage,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power, politics and religion.

GE547 서양현대철학 (Modern Western Philosophy) 

서양의 현대철학을 다루는 분야이다. 헤겔의 관념론, 삶의 철학, 실존철학, 마르크스철학, 현상학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This class reviews diverse trends in contemporary philosophies including Anglo-American philosophy and European 
philosophy. Through this class, students are expected to acquir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egel's Idealism, 
Phenomenology, Marxism, Existentialism.

GE548 종교사회학 (Sociology of Religion) 

초인간적·초자연적인 힘, 비일상적인 성스러운 것에 대한 신앙·예배 등과 같은 인간의 근원적 종교심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는 사회적 행
위의 한 형태이고, 종교제도나 종교체계는 사회체계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종교적 행위와 종교제도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분야이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meaning of religion in society, as well as basic themes and methodologies to understand 
religion in a sociological context. 

GE372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C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언어이다. 본 강의는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서 c 언어의 연산자, 제어문, 배열과 포인터, 입
출력 함수, 함수와 변수 사용법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기술을 함양하는데 그 목
적을 둔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영향력 있는 IT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C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whil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ubject for 
computer technologies. This lecture introduces the following basic concepts: data types, operators, control 
statements, arrays, pointers, functions, variables and so forth. At the same time, it helps students achieve important 
skills to develop advanced softwares. It is believed that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meaningful foundation for 
becoming a powerful IT christian leader.

GE399 객체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C#언어를 이용한 기본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문과 의미, 제어 구조, 함수, Class등의 구현, 추상적인 자료형 등에 대하여 
프로그래밍 작성능력을 배우고, C#의 기본구조, Class, 객체지향의 개념인 캡슐화(encapsulation), 다형성(polymorphism), 상속
(inheritance)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하게 하며, 실제 웹 사이트 등에서 운영 가능한 웹 시스템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선수과목:컴퓨터프로그래밍 

This course introduces a programming language providing object-oriented concepts which are fundamentally used for 
soft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jor topics include essential object-
oriented concepts such as encapsulation, polymorphism, and inheritance; class hierarchy; control statements; 
message passing; overloading; dynamic binding; and abstract data types. You will learn how to apply these concepts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Java and C# for practical system development; practice a variety 
of programming skills offered in those languages; and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Computer Programming is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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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탐색

GE549 신학개론 (Introduction to Theology) 

신학개론 과목은 기독교 역사가운데 중심된 신학적 질문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 과목에서 연구되는 분야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성서는 권위 있는 말씀인가?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
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신학적 질문들을 연구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central theological question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reflection. We will examine such basic 
questions as: What is theology? What is revelation? What does it mean to say scripture is authoritative? If God is all-
good and all-powerful, why is there evil? What does it mean to be created in God’s image? How is Jesus related to 
God? What is the Holy Spirit? What is the church? 

SW210 사회복지학개론 (Understanding of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사회복지학이 다루는 제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전공과목의 기초적인 이해의 바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
회복지를 이해하는 시각을 확립하고, 사회복지분야, 방법론, 전망 등을 포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troductions of social welfare as beginning-level to form a general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tudents can learn current tendency of social welfare in Korea including all different areas, methodology, and 
prospects.

GE398 보육학개론 (Understanding of Childcare and Education) 

보육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와 동서양 보육사업의 변천사, 보육유형, 보육프로그램, 
영유아 건강 및 영양, 안전지도, 보육 방법 및 평가, 보육환경구성,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관리,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care, which can improve broad and multi-faced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care, the history of childhood care in the oriental and occidental world, the types of early childhood 
care, the programs of early childhood care, health and nutrition of infants, the methods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for early childhood care, early childhood care givers, the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care facilities, family support programs for maximizi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care.

GE550 컴퓨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함은 물론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시대가 현
실이다. 따라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컴퓨터와 관련된 보
다 광범위한 개념들을 현 시대에 알맞도록 과목내용을 편성하였고, 정보 시대를 위한 도구로서의 최신 컴퓨터 관련 핵심 기술들을 중심
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들에 대해 학습하여 IT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한다. 

Today Internet use is very open to anyone and in anywhere. Not just information but such Internet shopping and 
Internet banking services are also can be provided at homes, schools and offices. This class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wider notion of IT of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computer technology and IT technology are 
developing into the integrated system. You can also learn the latest nuclear computer technology more structurally 
and comprehensively to advance yourselves to be IT evangel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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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글쓰기

GE588 한국어Ⅰ (Korean Language 1)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모음, 낱말(어휘), 구, 문장 등을 연습하고(쓰기와 읽기 영역), 익힌 문장을 서로에게 
말하는(듣기와 말하기 영역)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Basic grammar, vocabulary, phrase and sentence of the Korean language as writing and reading practices, including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s of simple sentences. 

GE589 한국어Ⅱ (Korean Language 2) 

1학기에 한국어 1을 수강한 학생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역을 골고루 향상시켜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의 한
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This course aims at equipping students with beginner level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in speaking, writing, 
listening and reading sections. Prerequisite: Korean language I.

GE590 한국어Ⅲ (korean language 3) 

한국어 2를 수강한 학생과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
역을 골고루 향상시켜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3에서는 
쓰기와 말하기 영역에 비중을 많이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로 글을 쓰게 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A course for those who have taken Korean Language 2 or speak intermediate level Korean. Aims at developing 
intermediate level TOPIK. Special concentration on writing and speaking practices so that students can wirte and do 
presentation in class. 

GE591 한국어Ⅳ (korean language 4) 

한국어 3을 수강한 학생과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
역을 골고루 향상시켜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3에서 비중을 
두었던 쓰기와 말하기 영역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여 한국어로 쓰고 말하는 발표 수업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A course for those who have taken Korean Language 3 or speak advanced level English. Aims at developing 
advanced level TOPIK.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in-delpth writing and speaking skills so that students can develop 
advanced speaking and presentation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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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교양

GE308 철학의이해 (Introduction to philosophy) 

철학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포괄적 조망을 꾀하는 과목, 위대한 철학자가논의한 중요 문제를 소개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논의
했으며 어떤 방식의 해결을 시도했는가를 살핀다. 

The main fields of philosophy are to be overviewed in their general issues. The important problems discussed by 
great philosophers will be introduced, while their backgrounds and the ways of their solution will be presented.

GE370 문학의이해 (Introduction to Literature)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교과목이다. 문학의 뜻, 기능, 장르, 문예사조, 문학사, 문학비평, 문학작품 
이해 및 감상의 방법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Introduction to literature study The Extent of literature, Genres of literature, Literary Criticism, and Lyric, Narrative, 
Drama, exposition.

GE401 윤리학의이해 (Introduction to Ethics) 

해야만 한다', '의무', '도덕규칙', '옳음', '그름', '의무' 및 '책임' 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의 성격을 탐구한다. 어
떤 사물과 어떤 인성이 좋거나 칭송될만하며, 어떤 종류가 나쁘거나 비난받을 만한가를 논의한다. 

It analyses these concepts such as 'ought', 'should', 'duty', 'moral rules', 'right', 'wrong', 'obligation', 'responsibility', etc. 
and inquires into the nature of morality or moral acts. And it searches for the morally good life. It studies what things, 
character traits, or types of persons are good, estimable, admirable, and what kinds are bad, reprehensible, worthy of 
being condemned.

GE402 인간학의이해 (The understanding of anthropology) 

과목은 인간이 이룩한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여,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행동방식, 관습, 예술, 사회적 구조 등을 이해하기 위한 학
문이다. 

The understanding of anthropology is the study of human beings, past and present, their behavior, practices, art, 
social structure, and all that it is to be human.

GE552 자연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Sciences) 

이 강의에서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우주과학, 수학 등의 기본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성서의 과학성과 
역사성을 조명해 볼 것이다. 순수자연과학은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너무나 귀한 도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담대히 우리의 회복된 이성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mot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atural sciences for non-science majors. Major 
scientific discoveries in the 20th century are considered under the theme “Life in the Universe.” 

GE553 우주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본 강좌는 전 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에 무관하게 우주의 신비에 대한 인간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의문들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
진 최신 지식, 정보를 소개한다. 또한 천문학과 타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예술 등 여러 학문간의 유기적 연관과 상호교류, 활용을 구체
적 사례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새롭고 넓은 학문탐구의 세계를 소개한다. 

In this lecture, you will learn about method of natural science that is composed of physics, chemistry, biology, earth 
science, astrology, mathematics. So you can know the logic of universe, and understand the sound meanings of Bible 
after sharing this lecture, I believe you will declare that God is the only Creator of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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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54 수학과현대사회 (Mathematics and modern society)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학이 컴퓨터와 현대사회의 태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교양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이하게 다룰
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what role mathematics has played in the inception of the 
computing machinery and in the birth of the modern society.

GE555 생명과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Life Science) 

생명과학 시대에 생명에 대한 관점은 가치관 정립에 대단히 중요하다.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생명에 대한 경외와 창
조의 신비가 드러날 것이다. 

A viewpoint on life is very important in establishing value system in the age of life science. Reverence for life and 
mystery of creation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biological phenomena.

GE311 경제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Economics)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경제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수업이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economic reality through study basic concepts of micro & macro-
economics.

GE556 현대사회의법 (Society and Law) 

생활인으로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법의 사회적 기능과 법체제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다. 법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훈련도 겸할 것이다.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서 발생하는 법현상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이 스스로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토론식 수업
으로 진행하며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In this lecture, we aim to train th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legal appearances through a critical viewpoint on the 
social function of laws and the legal system. To critically analyze legal appearances, we should teach students with a 
social scientific method. Discussions on various legal appearances and the social function of laws will increase the 
students’ critical awareness on legal matters. Active participation in discussion sessions is very important.

GE310 심리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Psychology) 

심리학의 전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심리학의 종합적 개론이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psychology for the students who want to get an expansive understanding of general 
psychology.

GE321 정치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Political) 

한국성서대학교 학생들에게 정치현상에 대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The political understanding" lecture is the class that I help to have a right Christian view of the world for a political 
phenomenon to Korea Bible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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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371 역사학의이해 (Introduction to History)

이 과목은 역사학을 처음으로 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이 학문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입문과목이다. 강의에서는 역사를 왜 연구하
고 배우는가, 역사학은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역사적 고찰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역사학은 어떤 방법론으로 연
구되는가를 살펴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역사
학은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상호 관련지어 설명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관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을 체
계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 강의에서 수강생들은 사료를 직접 읽고 분석하여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작업도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이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역사학 연구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for the beginners of historical study in the university. In the class the students will think 
over why we study and learn history, what meaning historical studies have for our life,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al consideration and historical methodology etc. More concretely to say, the course aims to provide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fact and historical truth? How can we grasp historical facts and explain their 
interrelationships?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subjectivity and historical facts? In this class the students will 
have the chances to read and analyze historical sources by themselves and through it they will try to interpret 
historical facts. It means that the students experience the practice of historians’ work.

GE557 서양근현대사의이해 (Understanding Modern History of the West) 

18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유럽과 미국, 러시아의 력사를 개관한다. 그 주요내용은 제국주의,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세계공
황, 전체주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의 세계 등이다. 

This course outlines the histories of the European nation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ussia from 1870 to the 
present. Imperialism, World War I, the Russian Revolution, the Great Depression, Totalitarianism, World War II, and 
the Post-war period are the main topics.

GE558 한국근현대사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Modern History)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개괄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이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의 권위주
의적 정치체제의 성립과 급속한 산업화 등 엄청난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겪은 한국의 현대사를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This class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summary of the historical events which occurred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Examined throughout the course will be the drastic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nges such as 
the Liberation, the subsequent division of the nation, the Korean War and the advent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s 
well as rapid industrialization.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gain new perspectives on contemporary Korean history 
throughout the course.

GE559 인간과문화 (Human and Culture) 

본 강의에서는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양식간의 관계, 문화의 형성과 변화, 문화와 개인의 관계,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등을 통해 
문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우리와 다른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우리 자신
의 문화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강조될 것이고, 문화간 상호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This course deepens students’ understanding of Man and his cultur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iological nature and life styles Students are led to reflect on their own culture through analyses of other cultures The 
course will cultivate attitudes and perceptions necessary for facilitat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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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60 인간과종교 (Human and religion) 

종교는 인간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문화와 더불어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인간과 
종교 과목은 종교를 낳고 지탱하고 변화시켜 온 인간 문화의 구조와 역동성에 관하여 다룬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문화 창조과정과, 그 
문화 속에서의 종교의 구조와 역할 등을 이해하게 한다. 

This course will cultiv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modern culture through religious studies. This course provides an 
examination of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culture, focusing on how they have created, maintained and changed 
religions.

GE456 그리스사유와예술 (Greek thinking and Art) 

서양문화의 시작점인 그리스인들의 사유와 예술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그리스인들이 남긴 중요한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그리스인들의 
삶과 예술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This course will deepen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specific important works of Greek thinking and arts. It fosters 
students’ understanding of Greek life and literature through the analyses of its influential literary works.

GE561 서양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Music) 

서양음악의 기원 및 발달과정을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 학습한다. 음악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세계대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며, 음악작품들을 감상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life and the style and the work of western musicians from the ancient to the 20th 
century. And listening selected music will be provided to help understanding what students learn.

GE562 서양미술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Art) 

주제와 시대별로 서양 미술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주요작가와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미술의 개념과 창작 의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
하고 확장되었는지를 알고 다양한 형식과 매체로 드러나는 작품들을 이해한다. 

This class is designed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the Western art by introducing students to a set of important artists 
and their masterpieces. Students will be enabled to understand key concepts in art history and how each artists has 
coped with the newly emerging demands of his or her own time period with various new forms and media.

ME001 교회음악 (Church Music) 

성서에 입각한 이론 강의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실습을 통하여 교회음악에 대하여 넓고 깊고 상세하게 또한 많이 알게 되
도록 학습한다. 우리 대학의 교육 이념인 밀알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음악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고, 
교회음악의 발달 역사 및 성서에서 배우는 예배음악에 대한 지식, 성가대론과 찬송가학, 지휘 및 발성에 관한 확실한 이론 지식을 습득
하고 숙지하며, 실습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실제로 신앙생활 및 예배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지식
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학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about Church music. Students will learn history of church music and authentic 
worship music based on the Holy Bible, directing choir, hymnology, basic conducting and vocal technique. And then 
practice all these theories to perform better in their activities i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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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교양

GE563 한국문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Korean Literature) 

현대한국문학의 여러 작품과 문학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인식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
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Introduction to korean literature study The Extent of korean literature, Genres of korean literature, korean Literary 
Criticism, and Lyric, Narrative, Drama, exposition.

GE564 신화와사상 (Myth and Thought) 

본 과목은 고대의 신화가 현대의 문화, 사상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 문화권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각 신화의 내용들 분석하고 
비평하여 인류문화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는 것이 목적이다. 

This course studies myth in a variety of religious traditions. Through their studies, the students will attain a new 
perspective of knowledge.

GE565 동양철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Oriental Philosophy) 

중국 제자백가 시대의 다양한 학설 및 인도사상, 불교사상 등을 소개함으로써 동양인의 정신적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도모한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사상들이 한국에서 전개 발달된 모습을 함께 고찰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the cultures and thoughts of various Asian traditions. A wide range of topics 
are dealt with in this course, ranging from Buddhism, Confucianism and Taoism to Korean folk beliefs.

GE566 생명윤리와법 (Bioethics and Law)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인간의 손에 의하여 계획, 통제되면서 대도된 윤리적인 문제들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혼미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본 강의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반한 그리고 의료행위와 관련된 제반 윤리덕인 문제들 중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배아연구, 인간복제, 죽음의 정의(뇌사), 낙태, 안락사, 의사조력자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해결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 주제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행심쟁점을 소개하고자 하며 철학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점도 모색하고자 한다. 

Traditional Ethics lost it's power in society developed biotechnology, in age of biotechnology, there is a lot of new 
ethics. But there is not ethics hat passed by all people. We will try to pass a ethics that cover many issue appeared 
image of biotechnology.

GE567 상담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상담학의 형성배경과 상담의 개념, 원리 등을 익히고 현존하는 상담이론들의 인간관, 상담목표, 상담기법과 과정, 상담자 역할과 내담
자 역할 및 적용상의 장.단점 등을 이해한다. 또한 상담연구방법, 상담자의 자격과 역할 및 상담의 여러 종류에 대해 이해하며 실제 상
담 장면에서 상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반원리를 익히고 상담의 조직과 운영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함께 익힌다. 

With basic theory of counseling based on psychology and life based on God's revelation, we face problematic 
situations of the people in the church. We need to reconcile the two to solve humanity's basic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how to live a God-centered life.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will be also used.

GE568 청소년이해와상담 (Adolescent Psychology and Counseling) 

청소년 심리의 이해와 발달특성에 따른 상담이론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한 교과목이다. 

This subject systemically formulates the counseling theor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development and adolescent psychology.

GE569 물리학의현대적이해 (Modern Understanding of Physics) 

물리학의 주요 내용과 그 개념구조를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다. 특히, 고전역학, 열역학, 전자기학으로 대표되는 고전물리학이 20세
기에 들어와 상대성이론, 양자개념의 등장으로 변혁을 치르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또 우주에 대한 이해를 포함해서 최근에 이
룩된 물리학의 발전도 함께 다룬다. 

Major themes in physics and their conceptual structure are surveyed from historical perspectives. Developments in 
classical mechanics, entropy and statistical mechanics, electromagnetism, theory of relativity, and quantum theory 
are considered. General features of the universe and other recent developments in physcis are also discuss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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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70 과학사와세계관 (Science history and World view) 

과학 발전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가
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Understanding the change in the worldview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will help the students discern the 
humanistic worldview of these days and keep the christian worldview.

GE404 인간과환경 (Man and Environment) 

인류 사외릐 발전과정과 그 과정에서 작용한 변화요인을 알아보고 현제 및 미래의 인류생존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존재하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 필요성과 의의는 토지윤리의 개념으로 요약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의식이아. 또한 인간 활동의 결과 자연에 주어진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인류와 자연이 공종할 수 있는 미래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탐구한다.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the factors that have caused the changes in nature during human history will be 
investigated.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pressured for the survival of human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It is the 
concept of land ethic which is summarized as a norm that should be kept for sustainable society. human activities 
that have caused adverse impacts to the nature will also be investigated. specific approaches will be discussed to 
ensure the co-existence of human and nature.

GE332 정보통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cience) 

오늘날의 정보통신은 이동통신, 위성통신, 광통신, 인터넷등의 정보통신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 기반 기술 학문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을 위한 신호의 해석과 신호 전송을 위한 
디지털 변복조방식 및 채널코딩, 채널화경, 잡음의 해석에 대해 배워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성 및 원리를 이해한다. 

Today we are living in the sea of information. One of the important enabling technologies in this information society is 
the network system, which uses the data communication and computers to transfer information. This class is 
designed to understand general idea of the Data Communication and the TCPIT protocol which is spreading fast in 
online, and to advance yourselves to be IT evangelicals.

GE403 사회학의이해 (Understanding of Sociology) 

본 수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사회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학은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세력, 그리고 집단 관계의 측면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본 수업을 통해 사회화, 문화, 불평등, 
인종문제, 빈곤, 정치 사회학 등과 같은 사회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world. Sociology is a field of study that 
explains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phenomena in terms of social structures, social forces, and group relations. I 
will introduce you to the field by focusing on several important sociological topics, including socialization, culture, the 
social construction of knowledge, inequality, race and ethnic relations, poverty, and political sociology.

GE571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Human behavior and social structure) 

본 강좌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요인, 가족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human behavior,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is course will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knowledge about human development and 
behavior within social syste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in social work practice.

GE377 매스컴과 사회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현대는 각종 매스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매스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함은 지성인으로서의 사고와 활
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강의는 난해한 이론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매스미디어와 그에 따른 사회현상을 이해할 수 있
도록 강의한다. 

It is the time when it lives by it being surrounded in the present age by various mass communication. Therefore, as 
for modern people understanding a function and the duty of the mass communication, it is it at the opportunity when I 
buy it and can open width of the activity as the intellectual person. The lecture of the book lectures to understand the 
mass media and a social phenomenon by it mainly on an example than the difficul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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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426 아동과가족 (Children and Family) 

부모됨의 기회와 선택, 부모 역할의 의의와 가치,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에 관한 다양한 학설 및 이론을 학습함으로
써 장차 부모세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사회에서 보다 의미있는 생활인이 되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the meaning of marriage and family, love, marital selection, the process of getting married 
and an understanding of parental beliefs, values, and roles. Through a practical approach, it will help students to plan 
their future family life and to adjust to problems in their own family life. The necessity of parental education will be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trends in and problems of modern society.

GE474 매스미디어와 장애의 이해 (Understanding the Disability by Mass Media) 

우리 사회의 문화적 매체인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장애와 장애인을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총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장
애인 삶에 포함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하려는 학우들에게는 장애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 과목이다. 

Mass media represents the current thought of times in our society. Because this is where we receive most of our 
information, we couldn't avoid its impact. We want not only to study the meaning of disability and person with 
disability described in the mass media, but also to appreciate the general traits of human being in the lives of person 
with disability seen inside the mass media. This subject might be prerequisite course those who would like to work 
with disability.

GE573 행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특질 및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며, 행정강제, 행정벌과 이에 대한 행정구제법의 분야를 실제운용과 연
결시켜 강의한다. 

Study of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 delegation of power, 
administrative discretion, unlawful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ir annulment, tort liability  of governmental unit sand 
officers, and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s.

GE574 행정학개론 (Introduction toPublicAdministration) 

행정의 실제와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퇀다. 행정학 각론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단다. 

The main line of inquiry include the study of the theory, institution, and practice of governm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methods used to control governmental activities and others.

GE373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Hellenism and Hebraism) 

서양문화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희랍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서양문학을 본
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학문의 기초분야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basic knowledge of 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Hellenism and Hebraism. 
Through this study, the students will also be provided with a chance to compar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Hellenism and Hebraism.

GE575 서양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Western Culture) 

서양문화의 이해 과목은 서양의 문화적 양식과 그것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서양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Western Culture. The historical events that ushered in the new era, shaping and 
developing the modern Western Culture,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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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76 동양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Eastern Culture) 

동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그 원류를 중심으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잡다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역사적 흐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하
여 고대에서 현대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This course is to view the history of Orient in historical context and to study it's meaning. This course provides a 
scope of oriental history from the ancient era to the modern era.

GE577 영상문화의이해 (Understanding of visual culture) 

서양문화의 이해 과목은 서양의 문화적 양식과 그것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서양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과목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Western Culture. The historical events that ushered in the new era, shaping and 
developing the modern Western Culture, will be examined.

GE578 성과문화 (Sexuality and Culture) 

성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성(gender)과 성과 사랑을 논할 때 사용하는 성(sexuality)의 두 가지이
다. 이 과목에서는 위의 두 가지 주제를 겨냥하여 비교문화적인 자료들을 동원함으로써 인간사회의 성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상적이고도 민감한 주제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 역사와 다양한 입장들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인류학내에서 이
루어진 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고, 셋째, 특히 문화적인 요소와의 연관 속에서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함으로써 성
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concept of gender and sexuality through the examination of various cross-cultural data. 
Students explore in-depth anthropological theories concerning gender and sexuality, as well as examine ‘sex’ within 
its cultural context of a particular society. Through this class, students will gain a broader perspective on sex in the 
modern society.

GE579 현대디자인의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design) 

디자인은 그 시대의 정서와 사고, 또한 전반적인 문화를 반영한다. 현대디자인은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선 분야의 예술이 아니며, 광범위
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대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디자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디자인의 전반적인 역사,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시점에서 시작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디자인 적인 요소를 
찾고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디자인의 문화적 소통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The designs reflect emotion, thought and general culture of the time. Today's design does not belong any more to the 
difficult or unfamiliar art field and the modern design have with us (the masses) close connection in the broad field 
and various forms. In this sense, could say that we live with the design together. This lecture began with a theoretical 
view about the general history, social, cultural roles and values of the design. After, from this theoretical basis is 
discussed the elements of design that we found in our living environment. The aim of this lecture is through this 
process to be understood around the concept of cultural communication.

GE580 발성법의이해 (Understanding of Vocal Technique) 

발성법의 훈련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과목은 좋은 발
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한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의 매카니즘, 편안하고 좋은 소리 만드는 
발성 및 가창에 관한 정확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하며 이론을 근거로 실습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about how to sing well and have an accurate pronunciation by learning pertinent 
posture, good breathing mechanism, earning voice through relaxed vocal cord. Also, students will practice all these 
theories to do better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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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81 실용음악의이해 (Understanding of Practical Music)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음(tone)을 이해하기 위하여 화성학 및 대위법의 기초 이론을 학습한다. 배워서 바로 사용 할 수 있기 위
한 실용 음악의 이론 및 기술을 학습하므로 실제적인 음악활동의 분야별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작곡(기악곡, 성악곡), 연주(가창, 키보
드반주, 지휘) 및 감상(녹음, 음악 행사 연출)에 관한지식의 폭을 넓히고, 정확한 음악의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음악의 실행을 위한 
실력을 성장시킨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study about basic harmony and counterpoint which are the fundamental elements of 
music. So students will learn how to improve their musical abilities by learning this course and then go out to practice 
music in various usage like composition of instrumental or vocal pieces, performing whatever they need, recording 
music and coordinating recitals.

GE582 대학합창I (College Choir1) 

좋은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독보력의 훈련을 통한 시창(sight singing)능력 향상과 성부별 연습을 통한 화음으로 함께 어울려 노래하
는 시간을 통해 조화와 기쁨을 얻고 협동심을 기르며 정서의 순화를 이룬다. 1학기에 개설되며 3-6월의 교회 절기에 맞는 선곡이 이루
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train sight singing through reading new music score and to experience harmony by part 
singing.

GE583 대학합창Ⅱ (College Choir2) 

좋은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독보력의 훈련을 통한 시창(sight singing)능력 향상과 성부별 연습을 통한 화음으로 함께 어울려 노래하
는 시간을 통해 조화와 기쁨을 얻고 협동심을 기르며 정서의 순화를 이룬다. 2학기에 개설되며 8-12월의 교회 절기에 맞는 선곡이 이
루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train sight singing through reading new music score and to experience harmony by part 
singing.

GE584 언어의이해 (Understanding of Language)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언어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그 변화 등을 연구하는 학문인 언어학에 관한 개론을 강의하게 되는데, 우선 
언어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언어의 본질인 음성, 문법, 의미를 음성학, 음운론, 문법론 등으로 나누어 강의
하면서 아울러 언어의 분석 그리고 언어의 변천을 연구하는 역사언어학의 입문도 강의하게 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area of linguistics that deals with nature and function of human language. Topics include 
object and method of linguistics, nature of speech sounds (phonetics-phonology), linguistic structures-forms 
(morphology- syntax), linguistic meaning (semantics), and discourse (pragmatics). In addition, the course will also 
handle the change and variations of natural language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GE585 추리논증 (Logical argument) 

본 과목은 논리적 사고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학, 법학, 철학과 사회과학에서 나타는 다양한 실제적 논증들을 연
구하여 논리적 사고의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This course aims to train students in logical thinking, based on the basic understanding of how arguments are 
constructed. In the course, students will study formal principles in constructing proper arguments and examine 
various practical arguments concerning ethics, jurisprudence,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GE066 대학국어 (Korean) 

학생들의 국어사용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습과 나아가 사회에서 지성인으로서의 활동에 바탕이 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 및 국어문장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작문실습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고전 읽기를 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발표 및 토론학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has very specific goals. It will help students accurately express themselves in written Korean. In addition, 
it will help them gain a good foundation in the humanities through readings, while training them to logically express 
their views. Finally, the course will teach students to effectively express and understand others’ opinions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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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치료의 기초이해(Theori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본 교과목에서는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들과 실제적인 기법들이 소개될 것이다. 상담에 대한 기초 이론, 상담기법, 그리고 사례 연
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론적인 기반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eld of counseling. Topics include basic counseling theories, counseling skills and case 
studies so that theoretical bases and specific techniques for therapies of dysfunctional behaviors could be provided.

상담과 문학(Counseling and Literature) 

본 과목은 상담이 문학과깊이연루되어있음을이해하고어떤 문학적 특성이상담에영향을미치며,각 문학적 이슈에 맞는상담접근이나전략
방법이무엇인지 탐색하고습득한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wareness of Literature issues which affect counseling process. Students will 
develop counseling skills and strategies reflecting those Literature issues.

심리검사 (Psychological Testing) 

학교 및 사회의 여러 지도, 상담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심리검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제를 다룸으로써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의 
성격, 용도 및 제한점을 이해하여 피상담자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돕거나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를 선택, 실시, 채점 및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various psychological tests used in school counseling.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urpos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each test and have the ability to utilize psychological 
tests in terms of selec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retation. 

상담치료방법과 기술 (Counseling Skills and  Clinical)

상담치료의 기본 틀과 상담기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내담자와 소통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상담치료자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그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치료 및 기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목
적으로 한다.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techniques of clinical psychotherapy. Topics include therapeutic relationship, tactics, 
techniques and effectiveness of various forms of therapy. 

상담과 사회학 (Counseling and Sociology)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을 알아야 하지만, 또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강의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상담학적 관점을 접합시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
회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try to present the basic theories and finding of social psychology and to show how social psychological 
principles are relevant to our daily lives. Because counseling deals with our sense of personal identity, our 
impressions of other people, our beliefs about world events, the pressures we feel to conform to social groups, and 
our search for meaningful social relationships, it is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to students.

이상심리학 (Abnormal Psychology) 

인간의 이상행동 혹은 정신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상행동을 다루기 위
해 첫째 이상행동의 본질과 이론적 모형, 둘째 이상행동의 평가방법, 셋째 정신장애 분류체계에 의한 장애별 원인, 증상, 이론 및 치료
적 개입, 그리고 넷째 사례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various forms of mental illness and abnormal behavior. Topics include diagnostic and 
assessment methods, theoretical models, etiology,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major mental disorders. 

가족상담 (Family Counseling) 

가족상담의 역사와 주요 이론, 치료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가족문제에 응용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히게 한다. 주요 
이론가들의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도모하고 치료자에게 적합한 진단과 치료 모델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mphasizes a systems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dysfunctional family functioning and basic theoretical concepts, 
assessment, and treatment skills common to effective family treatment. Skills include convening and engaging 
families in treatment, gathering relevant assessment data, and use of assessment information to develop, implement, 
and evaluate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major family therapy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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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담(Crisis Counseling)

 본 과목은 현대인들의 다양한위기상황에서 주어진 심리적문제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입하는방안을다루며,위기개입과관련된법적,윤리
적이슈에대하여심도 있게 토론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Thiscourseexploresspecializedemergencyassessmentproceduresandpsychotherapeutictechniquesutilizedincrisisinter
ventionandtheirapplicationtosituationsencounteredinclinicalpractice.Empiricalfindings,professional issues, and ethical 
concerns are discussed.

성격심리학 (Psychology of Personality) 

연구대상은 개인행동과 그의 내적 조건이다. 개인행동조건 측면에서의 분석단위로서는 특질, 습관, 요인, 동기, 역할, 자아, 태도 등이 
있다. 기술적(이론적)구성개념과 설명적(해석적)구성개념 간의 관련성이 보다 정확해지고 풍요해지는데 따라 성격이해의 초석은 공고
해진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basic concepts, theories, methods, and results of research in the field of personality. 
This course will convey the seven major perspectives (psychodynamic, dispositional, behavioral, humanistic, 
cognitive, and biological) of personality and try to integrate the different perspectives based on an integral framework.

지역사회와 상담 (Community and Counseling) 

본 과목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상담 기술과 방법을 습득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상담의 다양한 실천분야를 이해함으로서 지역사회 상
담을 위한 전문 상담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고 향상시키는데 있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ories of community and counseling practice. It also helps 
them learn various methodologies of community and counseling practice such as networking.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seek for the model of counseling  to communities in Korea through a variety of case studies.

한국 문화와 심리 (Korean Culture and Psychology)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되어온 심리학은 서구문화권에서 발전되어 한국에 수입된 학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이후 서
구문화권에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심리학이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잘 적용 될 수 있는지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 했다. 본 과목은 
인간의 심리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알아보고 서구문화권과 달리 우리 문화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간행동의 우너
리와 현상을 살펴본다.

Our disciplines of psychology introduced from western psychology. However, cultural diversity presented in many 
psychological fields. Thus, We have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in human psychology. This course 
examines different topics in areas such as psychopathology, soci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from a cross-
cultural perspective.

철학상담이론(Philosophical counseling)

전통적인 심리 상담과 정신 치료에 대한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대안으로 등장한 분야이다.  이 분야는  철학적 지식을 이론적으로 성찰
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실용성이라는 철학의 본래적인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Philosophical counseling has emerged as an critical, philosophical alternative to the psychology counseling and 
mental therapy. This approach is to practice for the philosophy of the original role of philosophical practicality rather 
than stay to reflect theory to the philosophical knowledge. 

철학상담치료방법론(Philosophical counseling therapy)

사고의 혼란이나 개념적 혹은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사회적 혼란에 빠져 있는 내담자에게 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상담기법을 다룬다. 

Philosophical counseling therapy aims to  the counseling technique in order to right judgment to counselee who is 
falling into confusedly thinking confused or conceptual or moral and religious, social confused. 

행복심리학(Happiness Psychology)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단순히 정신적인 병을 치유하
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Happiness Psychology research to build the qualities that help individuals and communities, not just to endure and 
survive, but also to flourish. This approach seek "to make normal life more fulfilling", not simply to treat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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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직 부
교육목적 및 개요
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으로,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서 선발된 
교직이수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교직과정은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교육관
을 확립하고 교육학의 기초이론과 각 교과의 실제 지도 기술 등을 체득하게 하여 인간을 존중하는 전문
적인 능력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직공
통과정을 운영하고 기타 교직에 대한 상담 및 다양한 학생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교직설치전공
영유아보육학 (전공취득자격증 : 유치원 2급 정교사과정)

교육과정 

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구분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교직
이론 필수

TE006 교육학개론 2 2 2 1

교직
이론 필수

TE010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2 1

교직
이론 필수

TE002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 2 2 2
교직
이론 필수 TE005 교육심리 2 2 3 1교직
이론 필수

TE009 교육사회 2 2 4 1

교직
이론 필수

TE01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4 2

교직
이론 필수

TE00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4 2

교직
소양 소양

CC066 특수교육학개론 3 3 2 2교직
소양 소양

CC091 교직실무 2 3 4 1

교직
교육 교육

TE001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3 2 2
교직
교육 교육 CC042 유아교육과정 3 3 3 2교직
교육 교육

TE014 유아교과교육론 3 3 4 1

교직
실습 실습

TE004 학교현장실습 2 2 3 2교직
실습 실습

CC090 교육봉사활동 30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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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교직과정이수 신청기간  : 2학년 말
• 교직과정이수자는 교직과목 및 전공 전체 과목의 평균평점이 각각 80점 이상이여야 한다.  
• 3학년 편입생은 교직과정이수가 불가하다. 
• 교직부장 : 교학처장 겸임
• 교원양성위원회 : 교직설치 전공교수(위원장 : 교학처장)
• 교직부 독립 예산 편성
• 기타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교과목설명

TE006 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Education Studies) 

교육학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가지 행
동양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교육현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체계 즉, 법칙, 원리, 
이론들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Education studies seek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nd analyze its process and impact 
systematically. Education is a medium by which we learn to interact and understand the world and life as a whole. As 
such,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knowledge, method, and theory behind 
the process and impact of education as a whole.

TE010 교육철학및교육사 (Philosophy and History of education) 

교육이론의 성격,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교육의 과정, 교육의 윤리 및 현대 교육사조에 관한 철학적 분석과 이론적 체계화, 그리고 
아동교육문제에 관한 철학적 탐구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basic course on educational philosophy will introduce students to contemporary analyses of the major 
educational concepts including the concept of education itself. Topics will cover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history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modern philosophical theories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E00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curriculum and education evaluation) 

평가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교육과정 평가 개념의 이론적 의의를 고찰한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Search for the concept and nature of evaluation, contemplate theoretical meaning of curriculum evaluation, study that 
what points of curriculum evaluation can contribute to general development in curriculum.

TE005 교육심리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심리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아동들의 보편적인 발달특성과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아동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며, 어떤 
이유가 그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하고 교사로서의 지식과 기능을 함양한다. 

Check various theories of educational psychology out, then study general developmental traits of children, what and 
how children are learning in various learning circumstances and what reasons affect the process of learning and the 
result, furthermore obtain the knowledge and skills as a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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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009 교육사회 (Sociology of Education)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내용은 교육과 사회학, 교육과 문화, 교육과 사회, 교
육과 불평등, 교육과정 사회학, 학교조직,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구성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theories needed to understand educational phenomena in the context of sociology. 
Topics include education and sociology,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and society, education and inequality, the 
sociology of curriculum, school as an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reform.

TE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교육행정 및 경영에 관한 관점과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서 행정 및 경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is aimed to have ability to perform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ffairs in class by exploring a 
viewpoint and theory ab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E00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ducational Technology) 

교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찰하고, 교육공학의 개념,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체제 접근의 원리를 토대로 
교수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계획안을 개발하고 교수 내체의 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실습한다. Consideration of teaching-
learning methodology and other approach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structional technology, and its history and 
current status. Develops teaching plans by applying instructional design models based on the theory of systematic 
approach and applies systematic development of teaching.

CC066 특수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각 장애 영역 별 특성,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학습한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아동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 아
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Examines issues and trends in special education and ov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ssential issues and theories relating to th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arly child-finding, early intervention, 
developmental delay, etc) and the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with special attention to normal and atypical 
human development are investigated. The effective instruction methods in inclusive settings are also addressed. 

CC091 교직실무 (Teaching)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직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교직관
의 확립과 교직의 수행능력의 효율성 및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To show the specific vocational skill of teaching, As study and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teaching and the real 
contents of related job, establish the teacher's value to a reserve teacher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teaching. 

TE001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Material Development & Teaching Methodism Education) 

본 강좌는 예비 교사들이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들을 살펴보며, 교재 교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작,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영유아교육 및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연령과 주제,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 활용, 평
가한다. 

In this general introduction to the field, theory, and profess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students will study the definition of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history of the field, and current trends 
and issues. They will develop competence in applying media and technologies to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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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42 유아교육과정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경험을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다양
한 교육과정이론과 현대사회의 변화경향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의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a curriculum framework such as purpose, content,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and introduce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Korean early childhood curriculum p개mulg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E014 유아교과교육론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Young Children)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학습하고 실제 영유아교육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구성하여 적용해보는 경험을 통하여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한다. 

Introduce th the various teaching-learning processes for young children and learn how to teach young children 
according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ing skills to improve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TE004 학교현장실습 (Practicumin School) 

학교현장(유치원)에서 주교사로서의 실제를 훈련하기 위한 4주간의 본 실습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교재교구 연구 및 제작, 
흥미영역의 운영, 부모와의 협력의 실천과 평가를 수행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experience as a teacher in a supervised practicum for 4week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kindergarten). It includes the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various learning activities, constructing 
children’s play-materials, managing a center, working with parents, and evaluating equipments.

CC090 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Voluntary Service)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보조교사로서 30시간 이상 봉사하는 경험을 한다. 0~5세 학급에서의 영유아들과 놀이, 수
업,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experience over 30hours as a teacher’s assista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preschool, daycare center, kindergarten). It includes observation of playing, learning, interaction in class (0 to 
5 years), also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of early education settings as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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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성서학전공

교육의 목적과 개요
신학부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는 올바른 복음전도자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
해 인문학적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신학의 근본 토대인 신구약성경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게 한
다. 그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기초학문을 통한 인문학적 기초교육의 강화
• 인문학 기초교육(Liberal Arts : 신예과)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교육
• 성서에 대한 기초적이고 통합적인 이해
• 신학대학원 교육과 연계성 및 차별성 도모

세부전공 및 영역
성서신학, 이론신학, 실천신학, 기초학문

전공이수학점
신학부 학생은 공통적으로 자유전공학부의 학문의 기초영역의 고전어, 학부기초, 전공탐색에서 신학부
에 해당되는 학점과 핵심교양 15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단일전공 : 신학개론과 기본전공이수학점과 심화전공이수학점(21)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60학점
• 복수전공 : 신학개론과 기본전공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 부 전공 : 신학개론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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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구분
성서신학성서신학성서신학 조직, 역사신학조직, 역사신학조직, 역사신학 실천신학실천신학실천신학 기초학문

구분
구약 신약 성서언어 조직 윤리 역사 실천 선교 교육 및 

상담 역사와  철학

학부 
기초

헬라어1

히브리어

문화인류학

서양현대철학

종교사회학

전공 
탐색 신학개론

기본

전공

필수

구약의

이해

신약의

이해

성서    
헬라어 조직신학

개론

기독교 
윤리학 
개론

기독교 
교회사 
개관

실천신학
개론

선교학 
개론

기독교 
교육학 
개론

기독교철학기본

전공

필수

구약의

이해

신약의

이해 성서    
히브리어

조직신학
개론

기독교 
윤리학 
개론

기독교 
교회사 
개관

실천신학
개론

선교학 
개론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성서지리학

심화 
전공 
선택

모세오경 공관    
복음서

심화 
전공 
선택

역사서 바울서신심화 
전공 
선택 시가서 요한문헌

심화 
전공 
선택

선지서

일반 
선택

사도행전

기독교 
교리

성서와 
윤리

한국    
교회사 예배학 선교역사

기독교 
상담학 
개론

성서해석학

일반 
선택

일반서신 기독교 
교리

성서와 
윤리

한국    
교회사 예배학 선교역사

기독교 
상담학 
개론

고대근동의 
역사

일반 
선택

기독교 
교리

성서와 
윤리

한국    
교회사 예배학 선교역사

기독교 
상담학 
개론

고대그리스 
철학

일반 
선택

현대신학 기독교 
사회윤리

종교    
개혁사 치유목회 선교신학 교회학교

교육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

일반 
선택

현대신학 기독교 
사회윤리

종교    
개혁사 치유목회 선교신학 교회학교

교육
기독교세계관일반 

선택

근현대 
교회사 전도학 상담    

방법론

일반 
선택

성서    
헬라어 
원강 기독교 

사상사 설교학

일반 
선택

성서    
히브리어 
원강

기독교 
사상사 설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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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별 교육과정

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전공탐색 GE549 신학개론 1 2

전공필수 GE275 구약의이해 2 1

전공필수 TH055 성서헬라어 1 2

전공필수 TH276 성서지리학 2 1

전공선택 TH277 고대근동의역사 2 1

전공선택 TH054 성서해석학 2 1

전공선택 TH278 공관복음서 2 1

전공선택 TH254 기독교상담학개론 2 1

전공필수 TH279 신약의이해 2 2

전공필수 TH059 성서히브리어 2 2

전공선택 TH280 고대그리스로마역사 2 2

전공선택 TH033 모세오경 2 2

전공선택 TH281 고대그리스철학 2 2

전공선택 TH035 바울서신 2 2

전공선택 ME054 상담방법론 2 2

전공필수 TH226 조직신학개론 3 1

전공필수 BB009 실천신학개론 3 1

전공선택 TH282 역사서 3 1

전공선택 TH245 기독교세계관 3 1

전공선택 ME054 요한문헌 3 1

전공선택 TH247 성서헬라어원강 3 1

전공선택 TH237 예배학 3 1

전공필수 ME008 선교학개론 3 2

전공필수 TH283 기독교교회사개관 3 2

전공필수 TH284 기독교윤리학개론 3 2

전공선택 TH040 사도행전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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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비고영역이수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비고

전공선택 BB022 시가서 3 2

전공선택 TH235 기독교교리 3 2

전공선택 TH026 성서히브리어원강 3 2

전공선택 TH175 근현대교회사 3 1

전공선택 TH176 기독교사상사 3 1

전공필수 TH234 기독교교육학개론 4 1

전공선택 TH285 일반서신 4 1

전공선택 TH286 선지서 4 1

전공선택 TH042 선교역사 4 1

전공선택 ME006 한국교회사 4 1

전공선택 TH208 현대신학 4 1

전공선택 ME025 성서와 윤리 4 1

전공필수 TH287 기독교철학 4 2

전공선택 TH222 기독교사회윤리 4 2

전공선택 TH288 전도학 4 2

전공선택 ME022 종교개혁사 4 2

전공선택 TH090 설교학 4 2

전공선택 BB008 교회학교교육 4 2

전공선택 ME005 선교신학 4 2

전공선택 TH174 치유목회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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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 전공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진로를 택할 경우

- 각 문화단체 및 언론계로의 진출 가능성 : 신학과에서 언론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학교육에서 얻은 폭 넓은 기초 신학의 지식들은 여타 기독교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기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국민일보, CGNTV, 극동방송, CTS, 한국기아대책기구, 대한성서공회, 대한기독교서
회  등 정기적인 언론매체들이 그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독교단체에 속한 기관과 개인이 주체가 되어 발
간하는 여러 매체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신학 내지 교회의 목회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과목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진행되는 교양 과목을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매너 교육과 상담술, 특히 외국어 교육 강화를 강화하여 기본적인 취업조건을 완결시키겠습니다. 

• 신학과 연관된 진로를 택할 경우
- 대학원으로의 진학 : 본교 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대학원과 협력하여 3년-6학제의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또
한 장학제도를 확충 하여 복음적인 일꾼을 양성하며  기초 목회실습실을 통하여 현장목회자를 양성하며 복음적인 일꾼
을 양성하는데 노력합니다. 

- 대학원까지 성공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담임교수제도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발전시켜 담임 교수 
외에 책임 교수 제도의 도입을 하여 성공적인 지도자 양성에 노력합니다.

기타
• 신학부

 1952년 건학 이념을 따라 신설되어 지금까지 발전해 왔으며, 본교의 초석과 같은 분야이며. 대학교 과
정에서 연구되어야 할 폭 넓고 깊은 학문을 도모하며 또한 경건 훈련을 쌓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예배, 밀알 훈련, 학회 및 기독교 관련 전도반 활동 등). 성서적 정통주의에 입
각하여 여러 교파의 교수, 학생들이 모여 초 교파적인 분위기에서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교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주력합니다.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가 쓰인 구체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
를 갖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성서는 '해석'이 필요하며, 오늘의 입장에서 재해석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
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졸업 시 문학사 학위(B.A)가 수여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여 M. Div(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신학생들은 목회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반 평신도의 경우 새로운 자질과 성서적인 소명자로서 
전공을 선택하여 사회 각계로 진출하며 일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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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GE549 신학개론 (Introduction to Theology) 

신학개론 과목은 기독교 역사가운데 중심된 신학적 질문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 과목에서 연구되는 분야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성서는 권위 있는 말씀인가? 만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되
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신학적 질문들을 연구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central theological question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reflection. We will examine such basic 
questions as: What is theology? What is revelation? What does it mean to say scripture is authoritative? If God is all-
good and all-powerful, why is there evil? What does it mean to be created in God’s image? How is Jesus related to 
God? What is the Holy Spirit? What is the church? 

GE275 구약의이해 (Understanding of the Old Testament) 

이 과목은 구약 성서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구약의 배경과 구성에 대해서 연구하며 구약의 전체적인 윤곽과 신학적 
이슈를 다루며 각 권들의 내용과 구조와 신학들을 개관한다. 

This is a basic course to study Old Testament. This course deal with Background and composition, outline and issue 
of the entire book of old Testament. also this course deal with content and structure and theoloy of each books of old 
Testament

TH055 성서헬라어2 (Advanced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초급헬라어를 수강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급헬라어에 이어 헬라어문법 남은 부분을 공부하
여 성서헬라어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춤으로 성서헬라어원강을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 student who completes the course ""Basic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or has the equal ability can 
follow this cours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remaining grammar and syntax continuing Basic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TH276 성서지리학 (Geography of Bible Lands) 

이 수업은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당시의 지리적 상황, 기후 경제와 이동 등을 제공한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 배경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수업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리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This course is offered the physical realities of the biblical world—geography, climate, economics, and routes. To 
understand the Bible today we must hear its words in light of the ancient setting. For this provides the geographical 
and historical data necessary to comprehend the Bible’s unfolding story.

TH277 고대근동의 역사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구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즉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에집트, 페르시아 및 팔레스타인 지역 각 민족의 역사, 신화 등 문화를 공
부한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경의 본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is a study for the history, mythology and culture of Babylonian and Assyrian Empire, Egypt and the tribes of 
palestinian reg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the student to have deep knowledges of the Old Testament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text of the Old Testament.

TH054 성서해석학 (Biblical Hermeneutics) 

이 과목은 올바른 성서해석을 위한 원리와 방법을 공부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성서해석의 원리로 역사-문법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성경을 주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studies a principle and Method for Biblical interpretation. This course will provide ability to exegesis the 
bible through historical and grammatical, theolog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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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78 공관복음서 (The Synoptic Gospels)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공부한다. 공관복음의 독특한 문제들을 개론적으로 다루고 
공관복음의 특정 본문을 문맥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A study of the historical ministry and teaching of Jesus as contained in the Synoptic Gospel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unique problems arising from the synoptic witness to Christ.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254 기독교상담학개론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Counseling) 

심리학적인 상담의 기초이론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학의 삶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교회현장에서 부딪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
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가를 발견하려고 한다. 

With basic theory of counseling based on psychology and life based on God's revelation, we face problematic 
situations of the people in the church. We need to reconcile the two to solve humanity's basic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how to live a God-centered life.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will be also used.

TH279 신약의이해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는 과목이다. 각 책들의 서론적 내용, 특징, 주제와 구조도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knowledge of the entire book of New Testament. Topics covered 
include introductory matters that apply to the New Testament as a whole.

TH059 성서히브리어2 (Intermediate Biblical Hebrew) 

기초 히브리어 과목의 연속이다.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다. 히브리 문장의 상세한 고찰
과 선택된 본문의 독해를 통하여 주해를 위해 준비된 중급 히브리어이다. 

선수 과목 : 기초히브리어 

A continuation of the study of elementary Hebrew. Further consideration of Hebrew grammar and vocabulary with a 
focus on the Hebrew weak verb. Designed to prepare the Intermediate Hebrew for exegetical study by a detailed 
consideration of Hebrew syntax and the reading of selected texts.

Prerequisite: Elementary Hebrew

TH280 고대그리스로마역사 (History of Ancient Greece and Roman Empire)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중해 세계 특히 그리스와 로마제국 및 팔레스틴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다. 본 과정의 중심 시기는 신구약 중
간기로서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이며, 이를 통하여 신약성경의 본문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is is a study for the history and culture of Mediterranean region, especially Greece, Roman Empire and Palestine. 
The core period of this study is intertestamental period, from B.C. 5c. till A.D. 1c.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the student to have deep knowledges of the New Testament background in order to understand properly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TH033 모세오경 (Pentateuch) 

모세오경은 구약성경에 첫 번째로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핵심적인 다섯 권의 책들이다. 이 과목은 오경의 
신학적 해석과 역사적, 문학적 접근을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모세오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창조와, 타락, 심판과 은혜, 이스라엘과 
열방들, 출애굽과, 광야의 방황, 율법과 언약 등이다. 

The Pentateuch—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are the vital first books in the Bible.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entateuch. 
This foundational course in the Bible explores the origin of key biblical themes such as creation and fall, judgment 
and grace, Israel and the nations, the exodus and wanderings, the law and cov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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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81 고대그리스철학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희랍시대에 있어서 서양철학의 줄거리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과목으로 기본적인 철학개념들과 이론들을 그 전개순서에 따라 설
명한다. 또한 철학자들의 후세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고 평가한다. 

A critical survey of western philosophy in the time of early Greeks . It explains the principal philosophical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developed. It also traces and estimates the historical influences of early 
thinkers on their successors.

TH035 바울서신 (The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에 대한 주해적 연구 과목이다. 바울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상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들을 탐구하
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바울서신의 특정 본문을 문맥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과목이다. 

The critical and expository study of Pauline Epistl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ocial setting, historical context, 
epistolary structure,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historical ministry of Paul, and its relevan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ME054 상담방법론 (Methodology of Counseling) 

상담학 입문코스를 마친 후에 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상담에서의 실제적인 문제와 유형별 상담을 주로 다루게 된다. 
본 학과목은 상담자 자신은 물론 인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상담관계로서 도와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ose who have taken the basics of counseling and for tackling the practical problems and 
typological counseling. Its emphasis is to help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mselves and humanity, maintain better 
relationship, and guide people in trouble and crisis.

TH226 조직신학개론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논하며 신학의 개념과 성격, 신학의 필요성과 분야들, 신학의 역사, 신학의 방법, 종교와 
계시, 특별계시와 성경,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해석원리들을 다룬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운다. 주어진 성서의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핵심 성경 구절들을 숙지한다. 

An introductory study of the nature, necessity, methods and materials of theology; and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systematic theology to the scriptural doctrines about Bible, God and Trinity, man, sin, and Jesus Christ. it also 
studies the key phrases, and doctrines significance of each passage on the various lists. 

BB009 실천신학개론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은 성경, 교의, 역사신학 등의 이론적 규명을 통해 복음적 메시지를 교회와 세상의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의 목회적 기술에 대한 
실천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수행하는 목회를 연구한다. 

By studying theories and elements of practical theology in the Scripture, attempt will be made to apply ministry skills 
in real life church setting. 

TH282 역사서 (Historical Writings of the Old Testament) 

구약 역사서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여호수아-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유배와 회복
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문예 - 신학적으로 연구한다. 해석의 특별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살핀다. 

Designed for those students who want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A study of Old 
Testament history, literature and theology during the period of the late Israelite monarchy, exile and restoration, 
analysis of the books Joshua through Esther. Particular attention to special problems of interpretation. 

TH245 기독교세계관 (Christian Worldview) 

세상, 역사, 인생을 세 가지 큰 범주 즉, ‘창조, 타락, 구속’ 이라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하나님
의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돕는데 강의의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biblical teaching for the Creation,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the Fall and Redemption in the plan of God. The ultimate goal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fulfill 
the responsible stewardship of God's creatio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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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47 요한문헌 (The Johannine Literature) 

요한문헌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요한문헌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상황, 문학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들, 현대 교회와의 연관성
을 탐구하고 선택된 특정 본문을 문맥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 

Studies the Johannine Literatur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ocial setting, historical context, literary structure,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and its relevan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237 성서헬라어원강 (Reading the Greek New Testament) 

고급헬라어 과목을 수강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실력을 가진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성서헬라어 문법을 복습하며, 사전을 이용하여 
헬라어 신약성서의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하여 스스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더불어 신약성서의 본문에 대한 문
장론(syntax), 본문비평 및 사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A student who completes the course ""Advanced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Greek"" or has the equal ability 
can follow this cours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repeating the grammar and syntax in order to have ability of 
transl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text with dictionary by himself. This course also provides to the student the 
introductory classes for the textual criticism and the manuscription of the New Testament.

TH235 예배학 (Christian Worship)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들을 밝히고 예배 관련 각론들을 이해하며 예배 인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갖도록 하는 데에 과목
의 목적이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dentify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meaning of worship,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worship in Christian rituals and special services, and to equip the worship leaders for an elementary 
knowledge of worship. 

ME008 선교학개론 (Introduction to Missions) 

선교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 교회사 및 교리적인 면에서 현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연구 및 비판과 평가 등을 취급한다. 선교회의 조직, 
정책 및 타문화권에 기독교 전파에 관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ased on detailed studies into church history and doctrines, we will critically compare Modern missions. We will 
evaluate issues arising in mission to foreign cultures and in organizing and setting policies for the organization. 

TH283 기독교교회사개관 (Introduction to World Church History) 

교회의 성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연구한다.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세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특징지우고, 그 제도와 신학 그리고 신앙의 전개 및 발전 탐구를 통해 역사를 해석한다. 

A study of church history from the end of the New Testament period to the Modern Church through the Medieval 
Church and Reformation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s and life, the formation of 
Protestant principles and spirituality, Christian Theology and Faith, and Church and State Relationship. 

TH284 기독교윤리학개론 (Christian Social Ethics)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또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전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며, 이에는 가정, 교회, 경제와 
사회, 국가와 정치, 문화, 환경, 국제관계, 남북문제 등이 있다. 

This course studies diverse ethical issu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methods of coping with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By doing it this course purposes to make students to live fit for the Gospel and to 
become good workers of evangelism. For this, this course examines various ethical issu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such as family, church, economy and society, national politics, culture, environments, international issues, and 
Korean unif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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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040 사도행전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의 구조, 목적, 배경과 신학, 그리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에 대해 공부한다. 사도행전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
석하며 적용하는 과목이다. 

Studies the structure, purpose, background material, theology of the Acts of the Apostles.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B022 시가서 (Psalms and Wisdom Books) 

구약성서의 시 지혜문서로 알려진 책들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애가서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시편과 지혜문학들의 역사
적, 문학적 양식과, 메시지 등을 연구한다. The focus of this course is on the Psalms and the Wisdom Books of the Old 
Testament , namely Psalms, Proverbs, Job, Ecclesiastes, Song of Songs, and Lamentations. Also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historical, literary forms, message of the Psalms and Wisdom Books. 

TH026 기독교교리 (Christian Doctrine) 

기독교신학의 개론으로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운다. 또한 핵심교리에 관한 
성경구절들을 숙지하여 성서의 진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한다. 

An introductory study to the basic doctrines of the Christian faith; the doctrine of salvation, the Holy Spirit, the church, 
and the future. it also studies the key phrases, and doctrines significance of each passage on the various list 

TH234 성서히브리어원강 (Hebrew Syntax and Reading) 

구약 성서의 내러티브 본문 주해를 위하여 요나서와 룻기를 자세히 독해하면서 석의 도구와 방법 및 해석학 등을 가르친다. 

선수 과목 : 초급 히브리어와 중급히브리어 

Introduces exegetical tools, methods and hermeneutics for the exposition of Old Testament narrative texts based on a 
close reading of the book of Jonah and Ruth. 

Prerequisite: Elementary Hebrew and Intermediate Biblical Hebrew"

TH285 기독교교육학개론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됨을 가르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육방법과 기독교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론을 발전시킨다. 

This course will teach that all truth statement in Scripture are unified as one in Christ by developing an educational 
method that promotes a spirit assisted Christian integrity and Christ centered teaching

TH286 일반서신 (The General Epistles) 

일반서신의 역사적 상황, 사회적 배경, 서신적 구조, 주요 주제와 이슈, 현대교회와의 연관성을 공부한다. 일반서신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 해석, 적용한다. Studies the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epistolary structure, major themes and issues 
of the General Epistles.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042 선지서 (Prophets) 

선지서는 왕정시대와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이후 유다의 회복까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양식들, 주제와 내용 그리고 역
사적 배경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구약의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뉜다. 이 과목은 선지서들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구약성서는 4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있다. 

An introductory course designed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ms, themes, content, and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from the conquest through the restoration of Judah after its captivity. The 
Prophets of the Old Testament divided into major prophets and manor prophets. Old Testament has 4 major prophets 
and 12 minor proph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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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006 선교역사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사도행전에서 현재까지 교회 확장의 역사를 선교전략의 역사적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 

study the history of the expansion of the church from the Acts of the Apostle to the present with special consideration 
given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issions strategy.

TH208 한국교회사 (History of Korean Church) 

19세기 말 한국에 전래된 개신교회사를 선교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연구한다. 특히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활동, 주요인물, 신학사
상, 교회성장 등을 집중 탐구한다. 

A study of the Korean Church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on Missionary 
works, Major church leaders, theological thoughts,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ME025 현대신학 (Contemporary Theology ) 

본 과목은 현대신학의 중요한 신학사상과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강좌로서 특별히 19세기에 일어난 현대신학의 신학적 배경과 20세기의 
주요신학자들과 그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성서적 입장에서 비평하며 바른 신학적 방향을 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An examination of the most important theologians and theological trends fromhe nineteen century to the twentieth 
century. the student will examine major themes, trends and figures in contemporary theology, and will compare them 
with biblical teaching.

TH287 성서와 윤리 (The Bible and Ethics) 

기독교윤리의 내용 중 성서가 가르치는 윤리적 교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구약과 신약의 주요 윤리적 교훈들과 그 배경 및 현
대 사회에서의 실천 방법 등에 대해서 탐구함으로써 성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전도의 일군
이 되게 한다. 

This course studies ethical teachings of the Bible. This course purposes to make students good workers of 
evangelism wh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Bible message and of the methods of applying them in actual 
lives, by studying the essential ethical teachings of the Bible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222 기독교철학 (Christian philosophy) 

기독교철학의 근본문제를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앙과 이성, 신의 본질과 존재, 종교언어, 기적, 기도, 악의 문
제등 기본적인 개념들을 시대적으로 설명한다. 

A surve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point of Metaphysics. It explains "Faith and reason," Nature and existence of 
God, Religious language, Miracles, Prayer Problem of evil in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developed.

TH288 기독교사회윤리 (Christian Social Ethics)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를 이해하고, 또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전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며, 이에는 가정, 교회, 경제와 
사회, 국가와 정치, 문화, 환경, 국제관계, 남북문제 등이 있다. 

This course studies diverse ethical issu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methods of coping with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By doing it this course purposes to make students to live fit for the Gospel and to 
become good workers of evangelism. For this, this course examines various ethical issue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such as family, church, economy and society, national politics, culture, environments, international issues, and 
Korean unifi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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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022 전도학 (Evangelism ) 

기본적인 복음 전도의 필요성, 동기와 목적, 성서적인 원리, 기술과 접근방법 등을 연구한다. 동시에 개인전도, 그룹과 대중 상대의 전도 
그리고 전도의 촉진을 위한 대중 언론기관의 사용 등을 연구한다. 

study basic necessity of evangelism, motivation and purpose, biblical principle, skill and approaching method. And 
also study how to use public press for personnel evangelism, group evangelism, public evangelism, and promotion of 
evangelism.

TH090 종교개혁사 (Reformations) 

루터에서 출발된 독일 종교개혁 운동, 츠빙글리와 칼빈의 스위스 종교개혁운동, 과격파 종교개혁운동, 영국 종교개혁운동, 반동 종교개
혁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연구하며 그 제도적, 정치, 사회적, 신학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A study of various reformations such as the Lutheran, Swiss, Anabaptist, English, and Catholic Reormations in 
sixteenth-century Europ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settings of the Reformations.

BB008 설교학 (Homiletics) 

설교의 구성과 전달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목은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방법과 그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실제적인 기술과 효과적으
로 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Students should learn about sermon formation and delivery. This course focuses on practical and effective means of 
sermon delivery through comparative research on various sermon forms and styles.

TH289 교회학교교육 (Church school of education ) 

교회학교 교육은 학생이 보다 가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발달하도록 돕는 행위이다. 학생이 하나님, 인간, 자연, 자아와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관계적 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가져오도록 교육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을 설명한다. 

Church School education is to help a student develop into a well-rounded Christian by showing how a student 
develop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man, and nature and how it culminates in a change of behavior and the 
greater kingdom of God.

TH174 치유목회 (Healing Ministry)

내적, 외적 치유는 현대 목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영과 혼과 몸의 치유를 위한 이
론과 실제, 임상 훈련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상한 감정이나 병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한 몸과 영혼의 관계를 
이해하고, 전인적 으로 접근하여 회복하는 치유 사역에 관한 이론들의 이해와 치유사역을 위한 방법론을 공부 한다. 

TH175 근현대교회사 (History of Modern Christianity)

근현대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사상들을 개략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시대 근간을 이루는 복음주의 운동의 기원
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경건주의 운동과 신앙 부흥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발전, 근본주의 논쟁 등을 통한 신복음주의 운동과 확산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TH176 기독교사상사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본 과목은 고대(사도적 교부들) 에서부터 현대 까지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형성 되었으며, 어떤 이단적 사상들과 부딪치며 기독교의 정
통 사상을 확립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주요한 신학적 경향들과 인물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신학적 주요 흐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사상과 세속 철학의 연관성과 차이를 구별하고 사상사 속에 흐르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인식하
게 한다.

ME005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s) 

성경 및 교회역사 속에 나타난 선교신학들과 선교패러다임의 변천, 오늘의 선교동향 등을 연구하고 이 시대의 선교적 방향을 제시하는 
강의이다. 특히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신학적 이해와 현대선교의 주요한 과제들을 다룬다. 

This course is a study of a biblical foundation for mission from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It also will attempt 
to help students an understanding of historic missions paradigms along with the themes, issues and assumptions of 
various contempory mission theologies within the evangeical theolog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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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사회복지학전공

교육의 목적과 개요
사회복지학은 기독교 신앙과 사회복지전문직 가치의 토대 위에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서 경험하
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욕구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 지
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본교 사회복지학전공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전문
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다.

세부전공 및 영역
1. 전공탐색 및 전공필수 과목은 2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본 이수학점에 해당한다.

• 전공탐색 : 사회복지개론
• 전공필수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가족복지론, 프로그
램 개발과 평가,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 전공심화
• 전공탐색 및 전공필수 과목 총 42학점 이수에 더하여, 전공심화과목으로 총 18학점을 이수하여야하
는데, 전공심화 필수 이수과목 9학점과 전공심화 영역 중 1개 영역을 선택하여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강가정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심화 필수 이수과목 9학점 이외에 가족영역의 
과목을 총 15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 전공심화 필수 이수과목 : 사례관리, 위기개입론, 자원개발 및 관리(3개 과목, 총 9학점)
• 노인․장애인 영역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장애인복지의 실제
• 아동․청소년 영역 :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영유아보육학 전공 2학년2학기과목)
• 가족(건강가정사) 영역 
• 건강가정론, 가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건강가정론, 가족정책론, 가족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현장실습 中 3과목 이수
15학점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中 2개 이수
15학점

• 의료․정신보건 영역 :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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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구분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부

전공기초
사회복지개론

전공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  
실천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전공심화

(전공선택)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이해

기독교       
사회복지

레크리에이
션

장애인     
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의료사회   
복지론

아동복지론*

사례관리

노인복지론

학교사회   
복지론

정신보건   
사회복지론

자원개발   
및 관리

노인․장애인
복지의 실제

건강가정론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위기개입론

가족정책론

건강가정  
현장실습

사회복지  
심화실습

사회복지  
세미나Ⅰ

원서강독Ⅰ

사회보장론

가족상담 및
치료

사회복지  
세미나Ⅱ

원서강독Ⅱ

과목수 1 1 5 6 6 6 7 6

• 학년별 교육과정

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선수과목 (비고)

1 2 학부기초 SW210 사회복지개론 3

2

1

전공필수

SW03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2

1

전공필수 SW015 사회복지조사론 3

2

1

전공필수

SW001 가족복지론 3

2

1

전공선택

SW217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해 3

2

1

전공선택 SW032 기독교사회복지 3

2

1

전공선택

SW035 레크리에이션 3

2

2

전공필수

SW011 사회복지실천론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

2

전공필수 SW036 지역사회복지론 3

2

2

전공필수

SW004 사회문제론 3

2

2 SW026 장애인복지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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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선수과목 (비고)2

전공선택
SW135 청소년복지론 3

2

전공선택
SW024 의료사회복지론 3

2

전공선택

CC008 아동복지론 3 영유아보육학전공 2학년 2학기 전공과목임.

3

1

전공필수
SW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3

1

전공필수
SW029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1

전공선택

SW168 사례관리 3

3

1

전공선택
SW002 노인복지론 3

3

1

전공선택
SW030 학교사회복지론 3

3

1

전공선택

SW027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의료사회복지론

3

2

전공필수

SW014 사회복지정책론 3 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론3

2

전공필수
SW208 사회복지현장실습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관리, 실습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론 과목

3

2

전공선택

SW228 자원개발 및 관리 3

3

2

전공선택
SW229 노인․장애인복지의 실제 3

3

2

전공선택
SW205 건강가정론 3 가족복지론

3

2

전공선택

SW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사회복지조사론

4

1 전공필수 SW012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4

2 전공선택

SW230 위기개입론 3

4

2 전공선택

SW211 가족정책론 3

4

2 전공선택
SW206 건강가정현장실습 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4

2 전공선택

SW231 사회복지심화실습 3 사회복지현장실습

4

2 전공선택

SW069 사회복지세미나Ⅰ 3

4

2 전공선택

SW212 원서강독Ⅰ 24

1 전공필수
SW018 사회복지행정론 3 사회복지개론

4

1 전공필수
SW209 사회복지법제론 3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4

2 전공선택

SW006 사회보장론 3

4

2 전공선택
SW204 가족상담및치료 3

4

2 전공선택
SW102 사회복지세미나Ⅱ 3

4

2 전공선택

SW213 원서강독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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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비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개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노인분야 실습인 경우 - 노인복지론

* 장애인분야 실습인 경우 - 장애인복지론

* 청소년분야 실습인 경우 - 청소년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분야 실습인 경우 - 학교사회복지론

* 의료분야 실습인 경우 - 의료사회복지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심화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조사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건강가정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4. 전공 상세 안내

• 사회복지학전공의 학부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총 42학점을 이수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 사회복지학전공의 학부기초 및 전공필수과목 이수를 기본으로 한 후, 전공심화필수이수과목 및 가족 
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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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업 후 진로
졸업 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
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동사무소나 구청 등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
다. 그 외 사회복지법인, 각종 협회 등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거나,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다. 

6. 기타

• 실습 관련 과목에 대한 안내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해(전공선택)

수업시간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
의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데, 자신의 관심분야를 탐색하는데, 그리고 실습분야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전공필수) 

3학년 2학기 수강과목으로 3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기에 사회복지기관에 나가 실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실습하는 
과목으로, 3학년 1학기에 실습할 기관을 선정하고 학교를 통해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 실습을 준비
하는 과목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홈페이지 내 밀알광장 내 전공자료실 내 사회복
지학전공 내 사회복지현장실습 게시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사회복지심화실습(전공선택) 

4학년 1학기 수강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후 새로운 분야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보다 깊이 있
는 경험을 원하는 경우에 이수하기 적절한 과목으로, 3학년 겨울방학이나 4학년 1학기 중에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 건강가정현장실습(전공심화 가족 영역 선택과목)

건강가정사 자격 이수를 위해 4학년 1학기에 이수하는 선택과목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경험하게 되며, 3학년 겨울방학이나 4학년 1학기 중에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 관련 자격증 정보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쳤을 경우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2000년도 개정
정신보건관련법령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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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수련지정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한다.  2008년부터 대한
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 협회 회원이 되어 응시자격요
건을 충족시킨 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msw.or.kr)를 참고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은 학교사회복지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무 경력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2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학교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필수자격요건과 선택자격요건  충족 후 필기, 면접 등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ssw.or.kr) 참고

-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총 50시간(이론․실기(42시간)  실습(8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
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부여  하는 국가자격이며,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진다.  청소년상담사 검정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시험은 과목별 5지선다형 
객관식 30문항으로,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된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참고

- 가정폭력상담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사회복지기관에서 3년 이상 가정폭력업무경력자, 외국인보호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하여  100시간 교육프로
그램을 수료하면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이 수여된다.

- 성폭력상담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64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성부에서 인
정하는 성폭력상담원 자격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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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과목 설명

SW210 사회복지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사회복지학이 다루는 제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전공과목의 기초적인 이해의 바탕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
회복지를 이해하는 시각을 확립하고, 사회복지분야, 방법론, 전망 등을 포괄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현실을 개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provides introductions of social welfare as beginning-level to form a general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Students can learn current tendency of social welfare in Korea including all different areas, methodology, and 
prospects.

SW03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본 강좌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내적요인, 가족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이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human behavior,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is course will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knowledge about human development and behavior 
within social syste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in social work practice.

SW011 사회복지실천론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인과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인 시
각에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철학과 가치, 통합적 시각,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 사회복지 실천대상별 실
천모델, 사례관리 등을 다룬다. 

*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This cours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and principles in social work practice. It reviews previous studies 
about social work values, relationships, interviewing techniques, practice processes, intervention techniques, and 
record keeping. Students will develop helping skills and knowledge generally used in social welfare agencies.

SW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본 강좌는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에 초점을 맞
춘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을 위해 실천기술, 기법, 지침을 실천대상에게 적용하며, 실제에 개입하고 평가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social work practice skills, techniques effective for helping individuals, families 
and groups as for improving their social functioning. Practice learning through case studies and role play training can 
help students exercise key skills and techniques frequently used in real setting. Students also learn how to intervene 
and evaluate cases.

SW036 지역사회복지론 (Community Welfare & Practice) 

본 강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의 동원 및 조직 방법과 지역사회 내의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이론을 검토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ories and skills in need assessment and finding community issues, 
connection, organization all different levels of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intervening and solving the issues from 
the social work perspective.

SW015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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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사회복지조사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과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조사에 대
한 기본 시각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조사방법을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It is about how social workers know 
things that happen in the real setting. Students are required to make research plans in their interest area according to 
the social research framework.

SW014 사회복지정책론 (Social Welfare Policy) 

사회복지정책이라 함은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여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시책들을 
통칭한다. 본 강좌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및 주요 쟁점을 다루어 정책분석과 방향설정 및 정책형성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문제론

Social welfare policy means the nation wide systems and measures that prevent and cope with various social 
problems issues. Students can learn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decision making process and current main issues 
of the society. 

SW018사회복지행정론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본 강좌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조직, 의사결정, 계획, 통제, 예산 등을 개관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인사관리,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재
정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사무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케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타 행정 분야와 비교 
연구한다. 

*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the concept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decision-making, 
planning, controlling, and budgeting. Students can get knowledg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e, 
opera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agencies. Furthermore, It provides the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other general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ir generality and specialty.

SW209 사회복지법제론 (Social Welfare and the Law) 

본 강좌는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법의 구조와 역사, 사회복지법 제 영역에서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실제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사
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 활용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정책론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ructure and history of the major social welfare laws in South Korea, and of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realities and task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law. It also develops the students' 
ability to apply such laws in the real social welfare setting.

SW208 사회복지현장실습 (Social Work Practicum) 

본 강좌는 사회복지에 관한 제반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기초실력을 갖도록 돕는다. 

*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프로그램개발평가, 사례관리, 실습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론 과
목(노인분야-노인복지론, 장애인분야-장애인복지론, 청소년분야-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분야-학교사회복지론, 의료분야-의료사회
복지론)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students for integrating the knowledge with supervised social work practice in the 
real practice setting. Specifically, focusing on experiencing the social work field and the role of social worker, for the 
professional growth through the field work experience in various social welfare agencies. 

SW004 사회문제론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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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사회문제의 개념,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먼저 이론적인 제 견해들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그에 기
초하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그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다. 나아가 사회복
지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then concepts of social problems and causes from theoretical perspectives, 
form their own views on social problems, and analyze phenomena from micro to macro level. They can also explore 
how to solve those problems in social work approach.

SW029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본 강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방법 및 조사기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계획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문제해결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하게 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urvey skills for setting up plans and strategies in social work programming. 
Students learn program development, evaluation, and survey methodology. Students can also get how to 
design,apply, and evaluate the programs as problem solv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SW01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Social Work Values and Ethics) 

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 및 원리와 관련된 윤리와 철학에 관한 조명을 통해,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윤리의 문제를 연구하며 이
에 대한 접근 방법과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increase understanding social work codes of ethics, major decision making 
principles in diverse practical dilemma. It improves student's awareness in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oping with 
rapidly changing ethical problems from the social work perspective.

SW001 가족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Families) 

본 강좌는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 접근 방법, 구체적 분야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가족복지에 대한 기초적 시각을 형성시키고 이와 관련하
여 우리나라의 가족문제 실태파악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form basic perspectives on family welfare through an introduction to the 
concept, approach, and concrete fields. It also explores the realities of family problems in Korea and seeks practical 
tasks for finding solutions to such problems.

SW168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in Social Work Practice) 

본 강좌에서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이론과 모델, 실천기법들은 학습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천현
장에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사례관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실천현장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This course engages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knowledge paradigm, practice models, and the requiring skills on 
social work case management. Students can learn case assessment, planning, facilitating and advocating to meet the 
complex needs and problems of the clients, through analyzing cases.

SW228 자원개발 및 관리(Social Welfare Resource Development) 

본 강좌는 인간봉사조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으로 자원봉사 및 후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활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 후원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ories and techniques for designing and managing the volunteers and human resources in 
the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Students will develop advanced skills as volunteer coordinators and fund-raisers, 
including their task assignments, compensation, providing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W230 위기개입론 (Crisis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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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현대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
으로 위기이론 및 개입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학대, 성폭력, 자살, 천재지변, 죽음, 정신건강 등 다양한 위기상황별 개입에 
대한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work effectively with clients who face with all different kinds of emergencies in every 
aspects of lives. Students will learn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crisis intervention and how to practice in terms of 
helping many emergent situations such as physical abuse, sexual violence, suicide, natural disaster, sudden death or 
fatal mental heath issues in the first line, cooperating with other humans service professions.

SW002 노인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the Aged) 

본 강좌는 고령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제 문제를 살펴보
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사회정책적 전략에 대한 학습을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ac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and place of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and to help them examine important issues associated with contemporary problems faced by the elderly in 
family and society. It allows students to explore practical tasks such as social welfare intervention and social policy 
strategy for solving such problems. 

SW026 장애인복지론 (Social Work with the Disabled)

 본 강좌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가능한 정책들을 비교, 검토함으로 장
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정책 및 실천방법 등을 분석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verview of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in Korean welfare systems for the disabled, 
reviewing and analyzing concepts, policies and social work intervention to deal with the issues for the population.

SW229 노인․장애인복지의 실제 (Gerontological and Disability Issues in Social Welfare )

 본 강좌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영역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제도와 현행
법에 초점을 두어 학습하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course, a required advanced course that focuses on the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n 
overview of the information related to diverse welfare systems and laws concerning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that 
are currently implemented, developing practical affairs needed in their fields.

SW135 청소년복지론 (Social Welfare with Youth) 

본 강좌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특성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
결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verview of the knowledge paradigm, policies, laws, service and institutional contexts, ethical 
principles, practice issues of adolescents to develop useful skills in working with adolescents within the domain of 
social work practice.

SW030 학교사회복지론 (School Social Work) 

본 강좌는 아동과 청소년학생들의 주 환경 중 하나인 학교와 학교 환경,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와 현상들에 대
한 생태체계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이들의 심리, 사회, 정서적 측면을 환경의 변화 노력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
할에 대하여 학습하고, 체험하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개입기술을 배워 전문학교사회복지를 습득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students, schools, school's environment, various problems among school aged 
students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and to increase knowledge, and skills in working with students' issues. 
Students can learn roles and functions of school social workers from preventing problems to advocating at every 
system level to become competent school social workers armed with skills and knowledge required.

SW204 가족상담 및 치료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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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가족상담․가족치료의 개념, 발전과정, 다양한 이론 및 모델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입기술에 대
해 습득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諸)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history, theories about the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It also focuses on application of basic intervention skills to help and support families solve their problems.

SW205 건강가정론 (Strong Families) 

본 강좌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개입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가족지원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건강가족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 기독교적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적으로도 건강한 가족을 추구
하도록 한다.

* 선수과목 : 가족복지론

This course focuses on methods of supporting and strengthening families. It reviews various perspectives, theories 
and models of families. Students will engage in multiple case studies and role plays in class.

SW211 가족정책론 (Family Policy) 

본 강좌는 한국 가족 변화의 특성과 가족정책의 개념 및 범주를 파악하며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하면서 건강가정기본
법의 주요쟁점을 통해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s in the Korean family, along 
with relevant concepts and categories of family policy. It also seeks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ystem of family 
support and prospects family welfare policy through a study of important issues of the Basic Law for Healthy Family.

SW206 건강가정현장실습 (Field Practicum for Strong Families) 

본 강좌는 가족을 지원하는 실천현장에서의 실습과, 실습한 내용을 나누고 이론교육을 진행하는 수업을 통하여 가족을 형성, 유지,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천능력을 확립함으로써 한 가족지원 전문가의 기초 역량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students to underst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to experience the role 
of family-related service providers. Through the closely supervised field work, students can learn how to link the field 
and knowledge in order to build the basic qualification to be competent family service professionals.

SW024 의료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Health Care) 

본 강좌는 의료사회복지 관련 이론, 관련 정책과 서비스, 개입기술 및 실천능력을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환자 및 가족을 돕는
데 관련되는 사회복지 실천이론과 개입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의료사회복지사의 실무능력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core theories, conceptual frameworks, health care policies, services and intervention skills 
necessary for social work practice in health care organizations. It focuses on social work assessment, service 
planning, and intervention with helpful resources in order to increase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psychosocial 
functioning.

SW027 정신보건사회복지론 (Social Work in Mental Health) 

본 강좌는 정신보건문제의 정의와 유형, 기본적인 접근 이론들 및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학습하며, 사회복지사로서 정신보
건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입방법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 선수과목 : 의료사회복지론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concepts, types, intervention theories and the influence over the clients' family 
memb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And it focuses on increasing social work intervention skills to help clients and the 
families with mental health issues effectively.

 SW217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이해 (Understanding Fields of Social Work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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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 현장 중 대표적인 영역인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학교 및 의료사회복지 분야 등을 
탐방,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현장전문가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 동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관심과 진로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social work fields through visiting and analyzing various agencies. Those 
include community welfare centers, senior centers, centers for the disabled, youth centers, schools, and medical 
social work setting. Students also can increase understanding current issues and roles of social workers through 
lectures from professional field workers. They can get help from visiting agencies and lectures from the senior social 
workers for finding out their own interest fields and career planning.

SW231 사회복지심화실습  (Social Work Intensive Practicum) 

본 강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실천 경험, 혹은 보다 깊이 있는 실천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복
지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 선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This course is the second practical training for students who took Social Work Practicum. It offers students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real setting more in-depth, applying their knowledge and integrating 
as the intensive course.

SW032 기독교사회복지 (Christian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
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various social issues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and to learn the roles of 
Christian social workers and churches in community. Students can get desirable and realistic perspective of Christian 
social work.

SW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학습한 이론과 원리를 실제 조사해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와 관련된 제반의 과정을 
다룬다. 통계적 자료처리의 논리적, 수학적 근거와 나아가 통계적 자료처리의 구체적 방법 및 처리된 자료의 해석방법 등을 학습하고 실
제적으로 적용해 봄으로 사회복지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료의 처리 및 해석에 대한 폭넓은 실무능력을 갖도록 한다. 

* 선수과목 : 사회복지조사론

This course focuses on methods of analysis to understand a variety of aspects of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work. Students can analyze survey data at the end of the course.

 SW006 사회보장론 (Social Security) 

본 강좌는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현대복지국가의 사회
보장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 개념과 형태 및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선진국과 한국의 다양
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들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 개선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This course offers an overview on definitions, concepts, formation and changing process of social security system in 
Korea. In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how to compare social security systems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also can explore how to improve and develop systems of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SW035 레크리에이션 (Recreation) 

교육과정 

페이지 165 / 276  



본 강좌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 알아야 할 놀이 기법들을 배우고 실습하여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을 탁월하
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learn knowledge and skills of recreation and leisure, in order to be a competent social 
worker who can manage or plan recreational programs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all different clients' 
groups .

SW069 사회복지세미나Ⅰ (Seminar in Social Welfare Ⅰ) 

본 강좌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에 대비하여 필수 8과목 중 3과목(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해 보고 다양한 문제들도 접해봄으로써 사회복지 주요 학과목에 대한 지식 향상은 
물론 1급 자격증 취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진출할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천적 경험과 마인드를 제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main theories of three major social work courses(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Theories of Social Work Practice,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to practice 
different test problems, preparing for the exam of the first grade certificate of social worker. This course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practical knowledge, skills, and to perceive values to become competent social workers 
through reviewing those core contents. 

SW102 사회복지세미나Ⅱ (Seminar in Social Welfare Ⅱ ) 

본 강좌는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에 대비하여 필수 8과목 중 3과목(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
론, 사회복지조사론)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해 보고 다양한 문제들도 접해봄으로써 사회복지 주요 학과목에 대한 지식 향상은 물론 1급 
자격증 취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진출할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천적 경험과 마인드를 제공한다 .

This course is designed to review main theories of three major social work courses(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 in Social Work ) to practice different test problems. The major purpose of 
this course is preparing for the exam of the first grade certificate of social worker. This course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practical knowledge, skills, and perceive values through reviewing those core contents. 

SW212 원서강독Ⅰ (English Readings in Social Work Ⅰ)

본 강좌는 사회복지 기초에 대한 영어 교재와 영어 논문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성 및 영어 독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basic social work terms and develop their reading skills in social work 
literature at the beginning level for increasing social work professionally and understanding social work texts in 
English.

 SW213 원서강독Ⅱ (English Readings in Social Work Ⅱ)

본 강좌는 사회복지 전문 지식, 기술, 가치에 대한 영어 교재와 영어 논문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성 및 영어 독해 능력 향상을 목
적으로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learning and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social work knowledge, skills and values through 
reading English literature in order to increase their professionally and improve reading skills at more extended level 
than English Reading in Social Work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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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부:영유아보육학전공
교육의 목적과 개요
기독교적 소명과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영유아보육학전공에서는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
를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 영유아보육학전공의 교
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영유아 발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영유아기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세부전공 및 영역
1. 단일전공
영유아보육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전공으로 학부기초, 전공필수, 그리고 심화전공에서 영유아
교육, 특수보육 등의 세부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 전공탐색 : 보육학개론

• 전공필수 : 아동발달, 아동복지, 보육과정, 아동생활지도, 아동건강교육, 정신건강, 보육실습, 유아교
과교육론, 부모교육, 유아교육과정, 유아놀이지도, 영유아교육세미나

• 심화전공  
❖영유아교육 :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과학지도, 유아미술교육

❖특수보육 : 특수교육학개론,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정신지체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특수아행동지도, 장애보육
실습

❖심화전공선택 : 유아관찰 및 실습, 아동상담, 방과후아동지도, 피아노(1,2), 보육교사론, 유아컴퓨터교육, 유아교과교
재연구 및 지도법, 영유아기독교교육, 가족관계,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보건복지가족부 보육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영유아교육 심화전공 개설 과목 중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
수과학지도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또한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미술교육의 수강을 권장한다.

✴자유전공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자는 심화전공 영유아교육 교과목 중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미술교육과 심화
전공선택에서 유아관찰 및 실습,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수강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특수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심화전공 특수보육과목과 기타 심화전공 선택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2. 교직전공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공으로 다음과 같은 교직이수과목을 이
수해야 한다.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
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교현장실습(유치원현장실습), 교직실무, 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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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구분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탐색 보육학개론

전공필수

아동발달 아동복지 유아교육  
과정 부모교육 유아교과  

교육론
아동생활  
지도

전공필수

보육과정 유아놀이  
지도 정신건강 아동건강  

교육 보육실습 영유아교육
세미나

전공 심화

(전공 선택)

아동상담 유아언어  
교육 아동문학 유아사회  

교육
아동        

수과학지도 방과후아동

전공 심화

(전공 선택)

아동음악   
과 동작

영유아     
기독교교육

유아미술  
교육

정서및행동 
장애아 교육 가족관계

영유아     
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전공 심화

(전공 선택)
보육교사론 유아교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컴퓨터교육

특수아     
행동지도

장애아보육
실습

전공 심화

(전공 선택)

특수교육학
개론 정신지체아

교육

전공 심화

(전공 선택)

유아관찰빌
실습I

2.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탐색 GE398 보육학개론 3 3 1 2

전공필수
CC040 아동발달 3 3 2 1

전공필수
CC076 보육과정 3 3 2 1

전공선택

CC066 아동상담 3 3 2 1

전공선택
CC078 아동음악과동작 3 3 2 1

전공선택
CC080 보육교사론 3 3 2 1

전공선택

CC066 특수교육학개론 3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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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필수
CC008 유아놀이지도 3 3 2 2

전공필수
CC068 아동복지 3 3 2 2

전공선택

CC023 유아언어교육 3 3 2 2

전공선택 CC012 영유아기독교교육 2 2 2 2전공선택

TE001 유아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3 3 2 2

전공필수
CC042 유아교육과정 3 3 3 1

전공필수
CC077 정신건강 3 3 3 1

전공선택

CC037 아동문학 3 3 3 1

전공선택 CC075 유아미술교육 3 3 3 1전공선택

CC08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3 3 3 1

전공필수
CC071 부모교육 3 3 3 2

전공필수
CC070 아동건강교육 3 3 3 2

전공선택

CC083 유아사회교육 3 3 3 2

전공선택 CC086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3 3 3 2전공선택

CC074 영유아프로그램개발및평가 3 3 3 2

전공필수
TE014 유아교과교육론 3 3 4 1

전공필수
CC041 보육실습 3 3 4 1

전공선택

CC081 아동수과학지도 3 3 4 1

전공선택 CC064 가족관계 3 3 4 1전공선택

CC089 특수아행동지도 3 3 4 1

전공필수
CC072 아동생활지도 3 3 4 2

전공필수
CC052 영유아교육세미나 3 3 4 2

전공선택

CC002 방과후아동지도 3 3 4 2

전공선택

CC088 장애아보육실습 3 3 4 2

전공선택 CC057 영유아컴퓨터교육 3 3 4 2전공선택

CC073 유아관찰 및 실습 3 3 4 2

전공선택

CC087 정신지체아교육 3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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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상세 안내
기독교적 소명과 전문성을 갖춘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는 영유아보육학전공에서는 국가의 미래인 영유아
를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 영유아보육학전공의 교
육과정은 영유아 발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영유아기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
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유아보육학전공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보육교
사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영유아보육 및 교육 관련 교과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유치원 2
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직과목, 그리고 여성가족부 특수보육교사 자격 인정과 관련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들로 4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영유
아보육학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유아교사들은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학습하며 동시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거쳐서 보육
전문가로서 활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진로
• 영유아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 특수보육교사: 보육시설의 특수보육교사, 치료사
• 영유아관련 기업체 취업
•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아동심리 전공의 대학원 진학

교과목 설명

GE398 보육학개론(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보육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와 동서양 보육사업의 변천사, 보육유형, 보육프로그램, 
영유아 건강 및 영양, 안전지도, 보육 방법 및 평가, 보육환경구성,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관리,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
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care, which can improve broad and multi-faced understanding 
of early childhood care, the history of childhood care in the oriental and occidental world, the types of early childhood 
care, the programs of early childhood care, health and nutrition of infants, the methods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care,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for early childhood care, early childhood care givers, the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care facilities, family support programs for maximizi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care.

CC066 특수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각 장애 영역 별 특성,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학습한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아동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 아
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Examines issues and trends in special education and ov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ssential issues and theories relating to th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arly child-finding, early intervention, 
developmental delay, etc) and the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with special attention to normal and atypical 
human development are investigated. The effective instruction methods in inclusive settings are also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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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40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아동발달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의 전반적인 경향을 고찰하고 신체· 정서· 성격· 인지 및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육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This course overviews theories, researches, and current issues about child development. Changes in biology, 
emotion, personality, cognition and morality from birth throughout childhood are discussed in this course.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the ability to deal with practice.

CC032 피아노 1(Class Piano 1)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열 손가락을 훈련하여 피아노 실기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어
깨와 팔, 특히 손목의 바른 움직임을 위한 postur, 레가토 및 스타카토 등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건반누르기를 위한 touch, 손
가락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fingering, 울림을 조절하여 음향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pedaling, 아름답고 정확한 피아노 연주를 위
한 theory(음악 이론)을 학습한다. 피아노1은기초과정의 학습이, 피아노2는 중급과정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piano performing skill. To play piano well students should have several skills like 
good posture, pertinent touch, correct fingering and pedaling, and also study music theory. Class Piano 1 is an 
elementary level, and Class Piano 2 is an intermediate level.

CC076보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보육과정의 최근 변화경향을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다양한 보육과정의 유형을 탐색한 후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한다.

Overview of planning, implementing and evaluating child centered curriculums, including learning processes, 
instructional planning, cooperation with parents, and physical and interpersonal environment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Explore dynamics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young children. It also covers various edu-care needs of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found in the process of social changes.

CC066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모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및 아동 상담자로서의 자질과 기
술, 능력을 기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disposition, skills and ability as teacher and child counselor, Through the 
study of theories, issues, problems and new approaches in child counseling. Areas such as optimal child development 
and adaptation, effects of environment as famil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C078아동음악과동작(Music, Physical Movement &Gam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를 위한 음악 및 동작교육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유아 음악 및 동작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적절한 교재 ․교구를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함양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basic theories of music, physical movement and gam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 try 
to make programs for music and physical movement and gam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mprove students' 
ability to apply what they learn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using proper materials and tools.

CC080보육교사론(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영유아 교원교육과정에 관하여 탐색하고 자질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사고과정과 지식형성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be prepared to be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will 
think about personal view of teaching, legal and ethical issues, the status of contemporary students, and learn about 
educational history and philosophy, classroom learning theory, successful classroom environment, lessons in today's 
classrooms, school contexts, organization, and leadership, and families an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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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08아동복지(Child Welfare)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 면과 이들이 속해있는 사회조건과의 관계속에서 아동가족문제와 복지정책의 실태를 통해 아동가족복지의 필요
성 및 쟁점을 이해한다. 또한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고찰한 후 분야별 국내외의 아동가족복지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교해본다.

This class covers a discussion and research review about the welfare policy for child and family. Assessment of resent 
policies and important new programs are examined. Program and policy construction for child and family will be 
develop

CC068유아놀이지도(The Theories of play and Education)

영유아기 놀이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놀이를 통한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과 환경구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통찰을 획득한다.

In this course, we study recent theories and research results of the studies on young children's play. We also study 
how to apply theori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We try to obtain insight into educational value of play 
by studying the constructs of educational environment.

CC032 피아노 2(Class Piano 2)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열 손가락을 훈련하여 피아노 실기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피아노 연주를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어
깨와 팔, 특히 손목의 바른 움직임을 위한 postur, 레가토 및 스타카토 등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건반누르기를 위한 touch, 손
가락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fingering, 울림을 조절하여 음향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pedaling, 아름답고 정확한 피아노 연주를 위
한 theory(음악 이론)을 학습한다. 피아노1은기초과정의 학습이, 피아노2는 중급과정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piano performing skill. To play piano well students should have several skills like 
good posture, pertinent touch, correct fingering and pedaling, and also study music theory. Class Piano 1 is an 
elementary level, and Class Piano 2 is an intermediate level.

CC073유아관찰 및 실습(Observation & Practice)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찰’ 기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본 과목을 통해 객관적인 행동 연구를 위한 총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다.

The construction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should be based on 
reasonable comprehension for children. So, This course is designed to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practice 
about ‘observation’ methods for children. It helps to raise understanding for a whole evaluation method for objective 
behavior researches.

CC023유아언어교육(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영유아기 언어발달의 특징을 최근 연구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언어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lass aims to learn and compare major theoretical issues and researches in language acquisition of phonology, 
syntax, and semantics from infancy. Ways of creating optimal environment in home and child care center, and 
effective training methods for language development are probed. The course integrates theory and practice for 
caregivers to facilitate children's communication competenc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are guided in methods of 
supporting children's language competence.

CC012영유아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기독교인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교육의 개념, 목적, 성경적 근거를 학습하고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영유아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며 실제 영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함양한다.

As Christian teachers, we study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ts goal, and the biblical basis for it. We also 
study the theoretical basis for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terms of philosophic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aspects. We try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apply what they learn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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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42유아교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경험을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다양
한 교육과정이론과 현대사회의 변화경향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의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

Understand the components of a curriculum framework such as purpose, content, teaching methods, and evaluation, 
and introduce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Korean early childhood curriculum pluma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CC077정신건강(Mental Health)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이상과 관련된 행동 및 정신 병리적 증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팀 접근의 기초를 다지며, 학급 현장에서의 대처 방안의 실제
를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in the mental health from the view of abnormal behavior in order to describe, predict, explain, and 
change abnormal patterns of functioning. Abnormal functioning is almost always a result of a mental disorder. 
Emphases are upon the nature of psychopathology, its causes, its treatments, the people who are consistently unable 
to adapt and function effectively in a variety of conditions, and team approaches across professionals. An additional 
focus explicitly and exclusively on methods to help classroom teachers instruct and manage the behavior of a broad 
range of students –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t multiple points along the achievement continuum is 
addressed. 

CC037아동문학(Literature for Young Children)

영유아를 위한 문학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를 탐색함으로써 영유아의 삶에 미치는 문학의 영향력에 관한 심도 깊은 통찰을 획득한
다.

Children's literature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oday's childhood educ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cover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as well as children's literature itself. It introduces how to appreciate 
and evaluate children's literature.

CC075유아미술교육(Visual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기 조형교육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을 탐색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조형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심
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for educating art for young child, through the aesthetic development. And students will be 
examined of theories, issues, problems and new approaches in developmental appropriately arts education 
curriculum and practice for young children.

CC084개별화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

장애아동의 교육적 진단 결과에 따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 그리고 실행과 이에 따른 평가와 수정의 IEP 전 순환 과정을 
살펴본다. 통합 교육기관의 일반교육과정 내에서 IEP 각 단계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실행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An overview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that should be used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introduced. 
Emphases are placed on educational assessment, planning and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adaptation of IEP. Educational methods of IEP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 inclusive settings that have empirical 
support for their effectiveness, facilitate continuous monitoring of student progress, and are amenable to the use of 
technology are expl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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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71부모교육(Parent Education)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부모 및 가족관련 요인들에 관하여 탐색하고 현대사회 보육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최선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he class aims at understanding of parental beliefs, values, and roles. The necessity of parental education i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trends and problems of modern society.

CC070아동건강교육(Health and Safet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보건 및 위생학에 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overview hygiene and healthy theory and practice for the early childhood children, administrating of 
health, nutrition, safety curriculum and practice for young children

CC083유아사회교육(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 경향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환경, 역
사, 지리, 시민교육 등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학습하고 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In this class, theoretical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behavior are reviewed and compared in the adjacent 
context. The class focuses on the topics such as social behavior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peers, aggressive 
behaviors, parental belief systems and child rearing attitudes.

CC086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Education for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정서 및 행동장애 일반에 대한 정의, 원인, 판별 등 관련 개관을 살펴보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인자인 부모, 일반 및 특수교사 
등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행동적, 심리역동적, 사회적, 생태학적 모델 등의 접근을 통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인에 대한 수
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eti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A major focus of the course will be working successfully with children 
with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in the school and classroom. A collaborative, multimodal model 
that involved parents,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chool psychologists, and other professionals as 
appropriate will be emphasized. Integration of multiple forms of intervention will be explored, including affective, 
behavioral, cognitive, social, ecological and medical approaches; discovering what works for children with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is an ongoing process that requires experience, persistence, and 
collaboration. 

CC057영유아컴퓨터교육(Compu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교육의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기능하기 위한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술과 자신감을 기른다. 본 과정의 목적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이론과 지식을 기초로 교실상황에서 실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eachers to grow up the skill and confidence in computer utilization as expe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field. The aim of it is for them to enhance the ability that they could apply the knowledge and skill 
of various computer technologies to curricula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CC041보육실습(Teaching Pract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장실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생의 자세, 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문제행동과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성공적인 보육교사의 자질을 함양한다.

We study student - teachers' attitude, planning and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devious 
actions, and everyday life guidance. We try to improve students' qualities as successful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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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81아동수과학지도(Mathematics and Science for Young Children)

수학과 과학의 이론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수과학적 지식, 인식, 태도를 익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과학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능력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ave teaching and learning competence in Mathematics and Science for Young Children. It 
acquiremented to construct educationalMathematics and Science activities through appropriate knowledge, 
perception, and attitude in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CC064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s)

현대사회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탐색한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부모-자녀관계의 갈등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The class covers an introduction of contemporary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e theories of family and Korean 
family studies. A review of mutual family relationship will be discussed. Changes in society and their influences of 
family relationship will be examined.

CC089특수아행동지도(Behavior Management for Exceptional Children)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과 문제 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고전적 행동 수정과 최근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는 이론적 바탕 하에, 실제 학급 상황에
서의 행동지도의 실제를 재조명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nage classroom behavior using behavioral principles.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behavior, reinforcement strategies,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basic formats for classroom instruction, and 
techniques for monitoring student progress are presented. Emphasizes procedures for increasing academic and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through classroom activities Students with disabilities apply their skill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CC091교직실무(Teaching)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직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교직관
의 확립과 교직의 수행능력의 효율성 및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To show the specific vocational skill of teaching, As study and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teaching and the real 
contents of related job, establish the teacher's value to a reserve teacher and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performance teaching.

CC072아동생활지도(Practical Guidance for Young Children)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들을 생활지도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전략을 학습하고 실제 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분석
함으로써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This is the course for guidance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guidance the theory and practice for the 
early childhood children, also students will be examined of mistaken behavior cases in the early childhood institution.

CC052영유아교육세미나(Issue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보육 및 교육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최근 이슈들을 그 이론적 측면과 현장적용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보육 및 
유아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will review the historical nature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current issu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care in our society, and research trends on the various field such as multicultural education, 
environment education, economic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 etc and indicate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as a professional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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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02방과후아동지도(After-School Child Care)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천적 측면을 학습
한다. 

Cultivate the basic ability to develop and ty age the high quality After-School program which deliberate the 
characteristic of school age children and social-cultural contexts acidly learn the contend practical program 
development to answer to local community needs and various type of After-School.

CC074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Program Development for Young Children)

영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이론을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탐색하고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We study theori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its evaluation based on recent research 
results. We also study how to construct the optimal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who are educat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CC088장애아보육실습(Practicum in Inclusive Care and Education Field)

개별화교육계획안 작성과 학급 내에서의 시행 등의 장애아동 교수 관련 실제 과정들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서 실습함으로써, 장애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함양한다. 

The field experiences will be focused on explicit teaching procedures, direct instruc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with IEP in inclusive settings. Proficiency i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profiles, instructional lessons, 
monitoring of progress through general curriculum-based measures and data-based decision making is emphasized. 
Students taken practicum will apply their skills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as special education-care teachers.

CC087정신지체아교육(Education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개념, 특성, 수준별 교육과정, 원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교육적 조치 및 교육 방법을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장애정도별로 모색한다.

Provides information on surrou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definition, etiology, psych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Emphasis is placed on strategies for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ed use of age 
appropriate functional skills in natural community-based settings. Method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ized programming across specialized curricular areas such as communicative, cognitive, functional 
academic, motor, domestic living self-help, recreation leisure, vocational and general community living skills are 
presented. Current research evidence to support effective practices is stressed.

CC090교육봉사활동 (Educational voluntary service)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보조교사로서 30시간 이상 봉사하는 경험을 한다. 0~5세 학급에서의 영유아들과 놀이, 수
업,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experience over 30hours as a teacher’s assistant in early childhood 
settings(preschool, daycare center, kindergarten). It includes observation of playing, learning, interaction in class (0 to 
5 years), also participation in various activities of early education settings as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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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교육의 목적과 개요
IT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

본 전공은 본교의 건학 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적이면서 실제적
인 전문가 양성 및 21세기 IT분야에서 밀알이 되는 IT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공학생들에게 1인 1PC 실습실 환경 하에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
어개발 기술, 정보처리 기술, 웹기반 기술 및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4가지 트랙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
습을 교육하고, 학습한 이론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내외 주
요산업체에서 인턴쉽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수요지향적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4년의 과정을 통하여 전공과목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졸업 시까지 적
어도 한개 이상의 국제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졸업요건으로 개인별 졸업작품을 전시함은 물론, 
재교육 없이도 IT관련분야에서 전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전공은 2002년에 신설되었고, 제1기, 제2기 및 제 3기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100%이며, 다양한 분
야에서 전문가로서 역할 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업후 진로는 연구소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부전공 및 영역
 소프트웨어개발 기술, 정보처리 기술, 웹기반 기술, 컴퓨터네트워킹 기술, 정보화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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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구
분

학년구분없음학년구분없음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구
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부
기초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전공
탐색

컴퓨터    
과학개론

전공

자료구조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  
구조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공
네트워크
와 데이터 
통신

공학윤리
데이터베
이스      

프로그래밍

웹시스템

개발

정보통신

세미나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전공 
심화 

전공 
선택

IT 

English
1

 IT

English
2

정보통신
개론

프로그래밍 
응용 및 
실습

데이터베
이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
설계패턴 프로젝트

관리론1
프로젝트
관리론2

전공 
심화 

전공 
선택

IT 
Manage
ment와 
정보기술

모바일 콘
텐츠 기획

웹 프로그
래밍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객체지향
윈도우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I)

고급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턴쉽1

전공 
심화 

전공 
선택

디지털 미
디어개론 

I

디지털 미
디어개론 

Ⅱ 

웹 프로그
래밍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객체지향
윈도우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I)
모바일   
프로그래밍 인턴쉽2

전공 
심화 

전공 
선택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이산수학 알고리즘 운영체제
XML

응용

인턴쉽3

전공 
심화 

전공 
선택

고급객체 
지향 프로
그래밍2

고급객체
지향프로
그래밍1

이산수학 알고리즘 운영체제
XML

응용
인턴쉽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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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탐색 GE312 컴퓨터과학개론 3 3 1 1

학부기초 GE372 컴퓨터프로그래밍 3 3 1 1

학부기초 IC00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3 1 2

전공선택 GE332 정보통신개론 3 3 1 2

전공필수 IC059 자료구조 3 3 2 1

전공필수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3 3 2 1

전공선택 IC061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3 3 2 1

전공선택 IC015 웹프로그래밍 3 3 2 1

전공선택 IC045 이산수학 3 3 2 1

전공필수 IC020 인터넷보안 3 3 2 2

전공필수 IC078 공학윤리 3 3 2 2

전공선택 IC067 데이터베이스 3 3 2 2

전공선택 IC065 네트워크구성및관리 3 3 2 2

전공선택 IC062 알고리즘 3 3 2 2

전공필수 IC072 소프트웨어공학 3 3 3 1

전공필수 IC071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3 3 3 1

전공선택 IC030 네트워크프로그래밍(I) 3 3 3 1

전공선택 IC073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3 3 3 1

전공선택 IC066 운영체제 3 3 3 1

전공필수 IC040 컴퓨터구조 3 3 3 2

전공필수 IC041 웹시스템개발 3 3 3 2

전공선택 IC031 네트워크프로그래밍(II) 3 3 3 2

전공선택 IC022 XML 응용 3 3 3 2

전공선택 IC077 설계패턴 3 3 3 2

전공필수 IC060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3 4 2

전공선택 IC063 인턴쉽1 3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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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선택 IC063 인턴쉽2 3 3 4 2

전공선택 IC064 인턴쉽3 3 3 4 2

전공선택 IC063 인턴쉽4 3 3 4 2

전공필수 IC074 엔터프라이즈응용프로그래밍 3 3 4 1

전공필수 IC054 정보통신세미나 3 3 4 1

전공선택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3 3 4 1

전공선택 IC075 모바일프로그래밍 3 3 4 1

전공선택 IC087 프로젝트관리론1 2 3 4 1

전공선택 IC088 프로젝트관리론2 2 3 4 2

전공선택 IC093 IT Management와 정보기술 2 2 1

전공선택 IC091 온라인콘텐츠기획1 3 2 1

전공선택 IC092 온라인콘텐츠기획2 3 2 2

전공선택 IC089 IT English1 3 2 1

전공선택 IC090 IT English2 3 2 2

전공선택 IC080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2 2 2 1

전공선택 IC079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1 1 2

전공선택 IC094 모바일콘텐츠기획 2 2 2

전공선택 IC095 디지털미디어개론Ⅰ 2 2 1

전공선택 IC096 디지털미디어개론Ⅱ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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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상세 안내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전공은 전공과목에 따라 선수과목제도를 운영한다. 전공과목 수강 신청시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담당교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1. 1학년 교과목의 선수과목
•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2. 2학년 교과목의 선수과목
• 자료구조 :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정보통신개론
•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웹프로그래밍 :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이산수학 :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공학윤리 : 컴퓨터과학개론,정보통신개론,컴퓨터프로그래밍,객체지향프로그래밍,웹프로그래밍,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데이터베이스 : 자료구조, 이산수학

• 네트워크구성및관리 :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알고리즘 : 자료구조

3. 3학년 교과목의 선수과목
• 소프트웨어 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 네트워크프로그래밍 1: 정보통신개론,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프로그램응용및실습

• 컴퓨터구조: 이산수학, 자료구조, 운영체제

• 웹시스템개발: 웹프로그래밍, 인터넷보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 네트워크프로그래밍 2: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1

• XML응용: 웹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네
트워크프로그래밍

• 설계패턴: 소프트웨어공학,컴퓨터프로그래밍,객체지향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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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학년 교과목의 선수과목
•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젝트: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웹시스템개발, 객체지
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 프로젝트 관리론1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웹
시스템개발,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 프로젝트 관리론2 : 프로젝트 관리론1
• 인턴쉽1, 2, 3, 4 :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
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 엔터프라이즈응용프로그래밍: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
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 모바일프로그래밍: 네트워크프로그래밍 2

5. 학년 구분없는 교과목의 선수과목:
•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2: 이산수학, 운영체제, 자료구조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는 연구소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

교육과정	
 	


페이지 182 / 276	
 	




교과목설명

● 1학년 교과목

GE372 컴퓨터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C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로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많이 사용되
고 있는 언어이다. 본 강의는 컴퓨터를 전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서 c 언어의 연산자, 제어문, 배열과 포인터, 입
출력 함수, 함수와 변수 사용법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기술을 함양하는데 그 목
적을 둔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영향력 있는 IT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C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programming languages while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ubject for 
computer technologies. This lecture introduces the following basic concepts: data types, operators, control 
statements, arrays, pointers, functions, variables and so forth. At the same time, it helps students achieve important 
skills to develop advanced softwares. It is believed that this lecture will give students meaningful foundation for 
becoming a powerful IT christian leader.

IC00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본 교과목은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향 개념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Java와 C#언어 등을 이용한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인 캡슐화, 다형성, 상속에 대해 배우고, 클래
스 계층, 제어문, 메시지 전달, 오버로딩, 동적 바인딩 및 추상적 자료형 등을 포함한다. 본 학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Java와 C# 언어와 같은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

This course introduces a programming language providing object-oriented concepts which are fundamentally used for 
soft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jor topics include essential object-
oriented concepts such as encapsulation, polymorphism, and inheritance; class hierarchy; control statements; 
message passing; overloading; dynamic binding; and abstract data types. You will learn how to apply these concepts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Java and C# for practical system development; practice a variety 
of programming skills offered in those languages; and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Computer Programming is strongly recommended.

GE312 컴퓨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함은 물론 인터넷 쇼핑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하는 시대가 현
실이다. 따라서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통합적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컴퓨터와 관련된 보
다 광범위한 개념들을 현 시대에 알맞도록 과목내용을 편성하였고, 정보 시대를 위한 도구로서의 최신 컴퓨터 관련 핵심 기술들을 중심
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내용들에 대해 학습하여 IT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한다.

Today Internet use is very open to anyone and in anywhere. Not just information but such Internet shopping and 
Internet banking services are also can be provided at homes, schools and offices. This class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wider notion of IT of the modern Society where the computer technology and IT technology are 
developing into the integrated system. You can also learn the latest nuclear computer technology more structurally 
and comprehensively to advance yourselves to be IT evangelicals.

GE332 정보통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다(sea of information) 속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기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데이터 통신의 기본 개념과 현재 급성
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사용한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며 IT 복음의 전도자로 양성한다.

Today we are living in the sea of information. One of the important enabling technologies in this information society is 
the network system, which uses the data communication and computers to transfer information. This class is 
designed to understand general idea of the Data Communication and the TCP/IT protocol which is spreading fast in 
online, and to advance yourselves to be IT evangel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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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교과목

IC059 자료구조 (Data Structure)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결합시킨 것을 프로그램이라 말하는데, 원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느
냐에 따라서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의 성능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본 과목을 통하여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
프 등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여 차세대 IT전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A program consisting of a data structure and problem solving algorithms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by 
selecting the methods of data presentation and procedure. It also seriously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how to efficiently implement a program to solve a problem. Major topics include 
list; stack; queue; tree; and graph. At the end of the course you will be more prepared to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IT expert. 

Pre-requisites: Computer Programming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are strongly recommended.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

TCP/IP 프로토콜과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학습하며 UTP 케이블을 이용한 스트레이트/크로스 케이블을 만
들고 IP 주소를 규모에 맞게 할당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실제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라우터를 설정하
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통신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실제로 LAN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산업 현장이나 IT 선교를 낙후지역으로 갈 때에 네트
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선수과목: 정보통신개론

The course introduces the TCP/IP  protocol suite, various routing protocols and network devices. Major topics are to 
make straight and cross cables using the UTP cable, to divide sub-networks under the given condition, to configure 
networks using real routers and to set up routers. Students could solve the problem at LAN  configuration, and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IC061 프로그래밍응용 및 실습(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한 콘솔 응용 프로그램부터 인터넷 및 분산 환경 시스템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프
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서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폼과 컨트롤, 대화상자, 메뉴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다양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This course introduces a C# programming language providing object-oriented concepts which are fundamental to 
software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jor topics include essential concepts 
in windows programming, forms, controls, dialog boxes, and menus. You will learn how to apply these concepts in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s such as C# to practical system development and how to practice a variety of 
windows programming skills offered in those language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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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15 웹 프로그래밍 (Web Programming)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활용 분야와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 정보검색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HTML 뿐만 아니라 Javascript 등을 학습하여 
web 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The Internet has become the main information source for many and continues to grow in the application and scope of 
that. It is necessary for people who live in an informational society not only to retrieve informations but also provide 
new information. You should learn not only HTML, which is the most basic language used online, but also Javascript 
which makes web documents more effectively.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IC045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컴퓨터의 동작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각 분야를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심이 되는 학문이 이산수학이다. 이산수학 개념을 응용하여 현실의 정보, 데이터, 지식과 공학적 도구를 효과
적으로 이용하여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IT 전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most fundamental basics in computer related departments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various systems. Major topics include understanding the operational principles of computers in detail; 
computer hardware; system software; and application software. Efficiently using concepts of discrete mathematics, 
current information, data, knowledge, and engineering tools, at the end of the course you will have developed your 
potential abilities to solve related problems and moved forwards being a next generation Christian IT expert.

 Pre-requisites: Computer Programming and Object-Oriented Programming are strongly recommended.

IC020A 인터넷보안 (Internet Security)

본 강의는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건강한 사이버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 
보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새로운 선교 개척지로 인식되는 사이버 세계의 다양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것이 차세대 복음의 전도자에
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강의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입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 이론을 복습한 후, 암호화 도구를 이용하여 암호화 관련 실습을 한다. 또한 사용자 인증, 
전자 메일 보안, IP 보안, 웹 보안 등의 네트워크 보안 응용과 악성 소프트웨어, 침입자단, 침입탐지 등과 같은 시스템보안에 대해서 학
습을 할 예정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lecture is to help students gain the solid foundation for security area as well as become a 
powerful IT christian leader. This lecture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ly students will study basic cryptographic theory 
and excercise cryptographic functions with the OpenSSL tool. Then, they will learn security applications such as 
Public Key Infrastructure, Authentication, Secure Socket Layer, Wireless LAN security and so forth. Finally, they 
should make a presentation about the latest security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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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78 공학윤리 (Engineering ethics)

유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익명성, 빠른 전달 속도, 대량 복제의 용이성 등의 인터넷 특성 때문에 산업사회에 비
해 보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 분배, 유통, 이용 하는데 있어 좀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세계와 인터넷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개념인 정보사회에서 공학 윤리에 대해 학습하여 건전한 윤리의식이 형성되도록 한다.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Because of anonymity, ease of copying, and rapid transfer speed, it is necessary that people living in the an 
informational society should have more strict ethics. This course is based on Christianity and studies in Engineering 
ethics so that you have sound ethics between the real world and cyber world.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IC067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본 교과목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데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여러
분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이론, 특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현
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분석 및 설계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MS SQL등의 데이터베이스 도구
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봄으로써 현장 감각을 익히게 되며, 데이터베이스 영어 강좌를 통한 국
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 

선수과목 : 자료구조, 이산수학

This course focuses on the fundamental concepts of databases, data modeling, and database systems. At the end of 
the course you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databases, and database 
management systems; design and implement databases efficiently and accurately; theoretically understand 
requirement analysis and design procedures for implementing a new system; implement a database using database 
design tools such as MS SQL, which is important in actual work places;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ustry; 
and prepare to b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ourse in English.

 Pre-requisites: Discrete Mathematics and Data Structure are strongly recommended.

IC065 네트워크구성및관리 (Network Configuration and Management)

Access List를 이용한 트래픽 필터링방법을 이해하고 실제로 필터링이 되는지 실습하고 2계층 장비인 스위치와 VLAN의 작동 원리와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스위치를 사용한 실습을 한다. WAN의 이해와 함께 WAN 프로토콜인 ISDN, FRAME　RELAY의 작동원리와 
이론에 대하여 학습하고 CISCO 라우터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이를 통해 WAN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움으로 인하여 실제
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스위치를 이용한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
식을 얻음으로써 직장에서 뿐 아니라 타지로 IT 선교를 나갔을 때에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선수과목: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The course introduces the intensive knowledge to configure and manage networks. Major topics are to practice the 
traffic filtering using access control lists of routers, to configure LAN/VLAN using switch, to configure WAN using 
WAN(ISDN/Frame Relay) emulation devices and routers. Students could solve the problem at the network 
configuration and management, and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

IC062 알고리즘 (Algorithm)

일반적 알고리즘, 알고리즘 패러다임, 자료구조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능
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알고리즘 의 성능분석 기법과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룬다.

This course covers the common algorithms, algorithmic paradigms, and data structures use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urse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gorithms and programming, and introduces basic performance 
measures and analysis techniques for the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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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교과목

IC020A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시스템 개발자가 자신의 비전을 구축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표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
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제공해 준다. 본 교과목
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후, UML의 줄기를 이해하고, 다이어그램의 작성 능력과 
객체지향분석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The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 is a graphical language for visualizing, specifying, constructing, and 
documenting the artifacts of a software intensive system. The UML gives you a standard method for writing a system's 
blueprints, covering conceptual things, such as business processes and system functions, as well as concrete things, 
such as classes written in a specific programming language, database schemas, and reusable software components. 
This course introduces a concept of basic software engineering, provides an overview of UML and improves object-
oriented analysis capabilities in designing and writing diagrams.

Pre-requisites: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IC071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Database Programming)

 DB 시스템의 개념, 데이터 모델, DB 설계, 무결성, 제약조건, SQL질의 등의 전반적인 DB 이론과 이러한 이론들을 구현해 볼 수 있는 
DB 활용 기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SQL기반 고급 질의 기법, DB와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통합 기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현업에서 사
용하는 ERwin등의 DB 설계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현장 감각을 익히고,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지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개발 업무 초기부터 최종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 (즉 프로젝트 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법 등)을 습득함으로써 차세대 
IT전문 사역인으로서의 복음전도자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선수과목 : 데이터베이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heory of general databases including concepts of database systems, data model, 
database design, integrity, and SQL. You will learn practical uses for databases based on the theory, and understand 
advanced querying techniques in SQL-based languages and integrated techniques between databases and 
programming languages. Using database design tools such as ERwin which is currently used by many companies, 
your abilities i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real systems should be improved, and you should learn how to solve 
difficult problems step by step. You should also learn how to prepare and write several document types, including 
proposals, midterm reports, and final reports, and prepare to b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IT expert.

 Pre-requisite: Database is strongly recommended.

IC030 네트워크프로그래밍 1 (Network Programming 1)

TCP와 UDP의 개념과 .Net 환경에서 소켓, 네트워크 스트림, 다중 쓰레드 관리 기법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을 포함하는 TCP와 UDP프로그래밍 기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메신저나 통신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고수준의 프로그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선수과목: 정보통신개론,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The course introduces the concept of TCP and UDP operation and the programming techniques using TCP and UDP 
at the .Net environment including the socket, the network stream, multi-thread management and the application layer 
protocols providing client-server systems. Students should develop an application program like a messenger and a 
network game, which helps students to practice a high-level programming skill. Students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Introduction to Computer Networks,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

IC073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본 강의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c/c++을 적용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c
++의 기초 개념을 심도 깊게 복습한 후, 윈도우즈32API 및 MFC 라이브러리를 학습한다. 또한 다양한 실습과제를 통해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킨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을 영향력 있는 IT 복음의 전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This lecture aims at supporting students gain the important technologies for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as 
well as becoming a powerful IT christian leader. For this goal, students will review C/C++, and then study Microsoft 
Foundation Class (MFC) library. Also, various programming exercises will be given in order to improve students' 
programm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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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66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컴퓨터의 중요 구성요소인 프로세서, 메모리, 파일 관리 등의 운영체제의 전반에 걸친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
습을 한다. 프로세스 및 쓰레드와 CPU 스케쥴링, 프로세스 동기화, 교착상태, 주기억장치와 가상 메모리, 파일 시스템과 입출력 시스템 
등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The course introduce the concepts and histories of the operating systems including  the processor, the memory, the 
file management and etc. that are essential components of computers. major topics are the process and the thread, 
the CPU scheduling, the process synchronization, deadlocks, main memory and virtual memory and file and I/O 
systems. Students understand how the computer operates the various components efficiently and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IC040 컴퓨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본 과목은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의 구조를 주제로 진
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확장/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구조의 기
본 이론과 성능 평가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aims at introducing the core concepts of computer architecture as well as help the core con become a 
powerful IT christian leader. During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digital lturc, instruction 
sets it addressing mode, control units it p pelting, memory, I/O system and so on.

IC041 웹시스템개발 (Web System Development)

본 과목은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웹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웹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하며, 이를 위해 웹시스템의 기본 
개요와 웹 개발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ASP.NET 기술을 심도 깊게 다룬다. 그리고, 기말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ㆍMS사의 닷넷기반 차세대 웹서버 기술인 ASP.NET을 이용하여 웹과 HTTP 개념 이해 

ㆍC#언어와의 연계, server control과 web form을 이용한 ASP.NET 프로그래밍, ADO.NET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 

ㆍ새로운 server control 정의하기와 Visual Studio .NET을 이용하여 실제 웹 사이트에서 운영 가능한 웹 시스템개발 

ㆍ웹 시스템 개발의 능력 배양 및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한 웹 시스템의 작동 원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학습 

ㆍ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 

 선수과목 : 웹프로그래밍, 인터넷보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course introduces web system development, an essential skill for IT professionals cultivating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s who have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You should lear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web systems development. You should also learn ASP.NET technologies after studying the basic concepts of web 
systems, and trends in web development technologies. You, as a member of a project team, will participate in 
pursuing projects that can directly apply those technologies to real systems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Major topics include:
ㆍUnderstanding the concepts of web and HTTP using ASP.NET which is a .NET-based next generation web server from Microsoft

ㆍPracticing database usage in ADO.NET; and ASP.NET programming using connection to C#, server control, and web forms

ㆍWeb system development, which can be applied to real web sites, using definitions of new server controls and Visual Studio .NET

ㆍLearning to understand operational principles of web systems applying powerful development cultivation and network concepts

ㆍCultivation of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Pre-requisites: Web Programming, Internet Security, Database, and Database Programming are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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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31 네트워크프로그래밍2 (Network Programming II)

Win32환경과 Windows Mobile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기존에 익숙한 환경인.Net 환경의 낮은 레벨의 
개발언어로 보다 하드웨어에 밀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윈도우 관련 하드웨어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PDA
와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선수과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

The course introduces the programming techniques to develop the  win sock program at Win32 and Windows 
embedded CE environments which are lower-level than the .Net development environment introduced ment the 
course, Network Programming I. Students prang ce the lower-level network program operating on the mobile clients 
such as PDA and Win32 PC Server. Students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Network Programming I)

IC022 XML응용 (XML Applications) 

XML은 특히 데이터의 처리와 디스플레이 및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강력한 실세계 애플리케이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며, 많은 
관련 기술들과 더불어 웹 상에서 데이터와 문서의 표준이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XML이란 무엇인가, XML은 어
떻게 작동하는가, XML과 관련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 전송에서부터 웹 페이지에 XML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는 여러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XML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XML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른다. 

선수과목: 웹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
그래밍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is a standard language for data and documents on the web. Major topics include 
what is XML, how to use XML, and programming techniques related to XML. This course enhances your ability to 
develop XML applications.  

Pre-requisites: Web Programming,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Database Programming, Network Programming

IC077 설계패턴 (Design Pattern)

본 강좌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의 설계지식을 패턴화한 설계 패턴과 기존 소프트웨어의 외부기능은 변경하지 않으면
서 내부구조를 바꾸어 소프트웨어 설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리팩토링 기법을 학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하
여 분석,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응용및실습,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This course introduces design patterns which are based on expert design knowledge and refactorying techniques 
which enhances software design not by changing outer functions but by changing inner structures. Also this course 
teaches you how to analyse and design.

Pre-requisites: Software Engineering,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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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교과목

IC060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젝트 (System Software Project)

본 강좌의 목표는 6학기 동안 IT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터득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실제 기업현장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복음전도자로 양성하고, 졸업 후 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이 가능하게 하여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산학협력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대학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되는 기업 인턴쉽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본 강좌
는 진행될 예정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chances to work at an established company as an intern 
during at least four months. This course helps students gain practical experience and technology of the industry and 
work place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area. Each student will be evaluated based on their performance and reports.

IC063 인턴쉽1 (Internship I)

본 강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수강
생들은 인턴사원으로 기업에 파견되어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
서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보수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른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ㆍ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ㆍ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 파악 

ㆍ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T 기반의 고급 인재양성

선수과목 :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프로그래밍
응용및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course provides access to systematic software development processes that can directly be applied to real work 
places with an introduction to software engineering. You, as an intern, will participate in and pursue existing projects 
with co-workers in a variety of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You should also learn project follow-through by 
submitting and presenting the results of requirement analysis, system design, coding, testing, and maintenance. Major 
topics are in the following:

ㆍMaintaining the vision and strategy for a specific mission field as a Gospel leader who has IT expertise and real-
world experience

ㆍFostering the ability to complete a projec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industry methodologies 

ㆍUnderstand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by extending interest in various industries' trends 

ㆍRaising advanced IT experts who can immediately be put into actual work place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 Programming 
Application and Practice, Discrete Mathematics, Data Structure, Software Engineering, Network Programming,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and Database Programming are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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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64 인턴쉽2 (Internship Ⅱ)

본 교과목은 밀알정신을 기초로 하여 기업에서 인턴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프로젝
트에 적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수강생들은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보수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른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ㆍ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ㆍ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 파악 

ㆍ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T 기반의 고급 인재양성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
밍응용 및 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course not only studies various areas of major knowledge to achieve an Internship but also enhances the abilities 
to apply for and execute projects. You will learn project followrn roug oug submitting and presenting the results of 
requirement analysis, system design, coding, testing, and maintenance. Major topics are in the following:

ㆍMaintaining the vision and strategy for a specific mission field as a Gospel leader who has IT expertise and real-
world experience

ㆍFostering the ability to complete a projec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industry methodologies 

ㆍUnderstand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by extending interest in various industries' trends 

ㆍRaising advanced IT experts who can immediately be put into actual work place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Discrete Mathematics, Data Structure, Software Engineering, Network Programming,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Database Programming

IC083 인턴쉽3 (Internship 3)

 밀알 정신을 기초로 하여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업에서의 향후 진행될 인턴쉽을 보다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필요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배운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ㆍ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ㆍ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 파악 

ㆍ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T 기반의 고급 인재양성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
밍응용 및 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course not only provides knowleage and information for excuteing internship effectively but also confirms 
requirement of a company and society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Christianity.

  Major topics are in the following:

ㆍMaintaining the vision and strategy for a specific mission field as a Gospel leader who has IT expertise and real-
world experience

ㆍFostering the ability to complete a projec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industry methodologies 

ㆍUnderstand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by extending interest in various industries' trends 

ㆍRaising advanced IT experts who can immediately be put into actual work place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Discrete Mathematics, Data Structure, Software Engineering, Network Programming,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Database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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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84 인턴쉽4 (Internship 4)

 밀알 정신을 기초로 기업에서의 향후 진행될 인턴쉽을 연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
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ㆍ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행능력 배양 

ㆍ산업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급변하는 최신 기술동향 파악 

ㆍ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IT 기반의 고급 인재양성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
밍응용 및 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is a course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ship which will be performed in a company, and to apply their 
ability to the project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Christianity.

Major topics are in the following:

ㆍMaintaining the vision and strategy for a specific mission field as a Gospel leader who has IT expertise and real-
world experience

ㆍFostering the ability to complete a project systematically according to industry methodologies 

ㆍUnderstanding state-of-the-art technologies by extending interest in various industries' trends 

ㆍRaising advanced IT experts who can immediately be put into actual work place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Discrete Mathematics, Data Structure, Software Engineering, Network Programming,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Database Programming

 IC074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래밍 (Enterprise Application Programming)

 본 교과목은 밀알정신을 기초로 하여 그 동안 학습했던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젝트를 계
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컴퓨터과학개론, 정보통신개론, 컴퓨터 프로그래밍,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
밍응용및실습, 이산수학, 자료구조 ,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윈도우즈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래밍 

 This course not only studies various areas of major knowledge but also enhances the ability to plan and execute 
enterprise application projects.

 Pre-requisites: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Introduction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uter 
Programming, Object-Oriented Programming, Web Programming, Network and Data Communications, Programming 
Applications and Practices, Discrete Mathematics, Data Structure, Software Engineering, Network Programming, 
Object-Oriented Windows Programming, Database Programming

IC054 정보통신세미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minar)

유비쿼터스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 인터넷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mobile환경으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모바일 영역과 멀티미
디어 영역의 핵심기술, 개발환경, 표준화, 발전전망 및 활용분야등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음전도자로서의 IT전문
인 양성을 하기 위한 본 강좌의 주요내용은 무선인터넷과 유비쿼터스 환경, 이동 통신기술과 모바일 정보기기, 무선인터넷 프로그래밍,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래밍, 모바일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 사운드 및 비디오 처리기술, 모바일 2D/3D 그래픽스 기술, 멀티미디
어 메세징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및 미래의 모바일 멀티미디어에 관하여 학습한다. 뿐만아니라 산업체나 연
구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 동향에 관련한 세미나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감각을 넓혀서 차세대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This course aims at introducing the latest technologies and research trends in computer science area. For this goal, 
each student is required to make a presentation after surveying one of the given topics such as wireless networks, 
RFID, mobile Internet, ubiquitous, smart grid and so forth. Also. this course will include special seminars given by 
prominent experts in the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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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Advanced System Programming)

본 강좌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주제로 유닉스 시스템 기반의 파일, 입출력, 프로세스, 통신 등에 관련된 프로그래밍 기법을 교육할 예정
이다.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공
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산업체에서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강좌는 IT 업계의 영향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강해야 할 의미 있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This course helps students gain the core skills for unix system programming. For this goal, it will provide system 
programming concept, linux overview, file I/O, directory handling, process management, socket and so on. At the end 
of this course, students will have the useful and powerful tool for the IT missionary work.

IC075 모바일프로그래밍 (Mobile Programming)

모바일 환경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운영체제의 개념과 모바일 운영체제의 하나인 Windows CE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Win32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이미지 처리와 오디오와 비디오 플레이어 개발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선수과목: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I

The course introduces the operating system concepts for mobile devices and the Windows Embedded CE as one of 
the mobile operating systems. Major topics include image processing and audio and video player. Students become a 
next generation Christian global leader who has international IT competitiveness at the end of the course.

 Pre-requisite: Network Programming II

IC087 프로젝트관리론1 (Project management 1)

 본 교과목은 S/W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리적인 요소와 그에 대한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실습과정을 통하 
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Skill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또한 S/W 개발에 필요한 선진적인 프로세스와 그 종류에 대해서도 학습하여 산업
현장에서 IT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닦는 과정이다.

 This Course provides learning opportunity for the definition of managerial factors and process of S/W development 
project to students, and also for practical training. The purpose of the practical exercise is to enable students to 
acquire the necessary skills for fields in the near future.

And in this course, the students can learn the global standard process of s/w development to make basic frame for IT 
Service expert of respective industry.

IC088 프로젝트관리론2 (Project management 2)

 본 교과목은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T Service Project의 수행과정과 관리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project 는 발주자와 공급자간의 관계로 형성되어 지며 품질, 납기,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S/W 개발 과정 외
에도 요구사항 관리, 범위 관리, 위험관리, 형상 관리, 변화관리 등에 대해서 실습하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에서 매우 필수
적인 것으로 IT Service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심화과정이다.

 This Course provides learning opportunity for the IT Service project management and methodology in this industry. 
The Relation between Project owner and providers is the main issue of IT Service Project, and the another issues are 
the managerial processes for quality, deadline, output documents.

In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the requirement management, scop management, risk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exercises for these managements. This course provides very specific 
and  essential parts to students to be IT Servic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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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구분없는 교과목

IC098 IT Management와 정보기술 (IT Manag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본 교과목은 기업, 공공기관 등 규모적인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IT Service 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ERP, CRM, 
SCM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시스템과 ISP, BPR, EA 등 기업 정보시스템 기획 및 기타 운영 시스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IT Service 
Management 에 대한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정의, 개요, 구성 항목, 구조, 기능 및 전문 솔루션과 사례 등에 대해서 배
우는 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을 이해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IT Services of the sizable organization like Enterprise and Government. 
This Course is composed four parts,

 1) The Enterprise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like ERP, CRM, SCM.

 2) The Enterprise IT Service Strategy planning like ISP, BPR, EA.

 3) The Enterprise IT Service Operating Management like ITSM, PSM, SMS.

 4) The Enterprise Infrastructure of IT Service like H/W, N/W, M/W, Security. In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the 
Definition, Overview, Structure, Functions, Special Solutions, Practices to understand the Enterprise's environment.

IC091 온라인콘텐츠기획 1 (Online Contents Planning 1)

본강의는 온라인 콘텐츠의 이해와 온라인 콘텐츠 기획 트랜드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배운다. 

  The goal of this class is to learn methodology of producing the online contents planning by understanding and 
figuring out its trend. 

IC092 온라인콘텐츠기획 2 (Online Contents Planning 2)

본 강의는 스토리 텔링이 내재된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미학적 접근과 탐구를 통해 media art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

  The goal is to learn basic study of Media Art which includes storytelling in it.

IC089 IT English 1

  For students wanting to enter technology fields interacting with the English language, this class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unique vocabulary of technology. The class follows current events in IT, expand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as well as the English language. Students will also practice interacting with English 
language computer environments via the Internet.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an improved English proficiency, the ability to find technology information in English, and an understanding of the 
major issues in the IT industry.

IC090 IT English 2

  This course looks at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technologies associated with a personal computer. The class 
not only examines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the technologies, but als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surrounding the invention of these technologies. Students will learn the histories behind key computer components 
such as data storage, CPUs, and monitors as well as peripheral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and cell phones. 
This class i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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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079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Advanced Object Oriented Programming)

Java 프로그램 언어의 구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기초개념, 함수, 자바 버츄얼 머신의 구조, 프로그램의 최적화 기술, 이론과 실제
의 상호 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툴 사용에 대해 다룬다. 

 This course analyzes issues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Java programming languages. Topics covered 
include: fundamental concepts, functions, and structures of Java virtual machine,  program optimization techniques, 
the interaction of theory and practice, and using tools in building software. 

IC080 고급객체지향프로그래밍 2 (Advanced Object Oriented Programming 2)

Java 프로그램 고수준의 자바 언어의 개념과 라이브러리, 툴에 대해서 다룬다. 주요 내용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프리미티브 타입, 배
열, 객체, 네임스페이스, 상속, 인터페이스, 다형성,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자료구조, 컬렉션, 내포클래스 알고리즘 등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introducing concepts of high-level Java language, libraries, and tools. Topics include object-
oriented programming, primitives, arrays, objects, namespace, inheritance, interfaces, polymorphism, overloading, 
overriding, data structures, collections, nested classes, and algorithm.

IC094 모바일콘텐츠기획 

본 강의는 웹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모바일 콘텐츠 분석을 통해 모바일 문화, 모바일 경제의 변화에 맞는 콘텐
츠를 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The aims of this course are to develop contents for optimal changes of mobile culture and mobile economy through 
understanding current situations from the web to mobile, and analyzing mobile contents.

IC095, IC096 디지털미디어개론 Ⅰ,Ⅱ

본 강의는 실용적이면서 중요한 멀티미디어 기술의 개념과 기법을 살펴보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
득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concepts and techniques of practical and important multimedia technologies, and is to learn 
essential knowledge that students are necessary to produce multimedi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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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부:간호학전공

교육의 목적과 개요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목적을 하는 실천학문으로서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그들의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하도록 하는 학문이다. 

• 간호학 전공의 교육목적은 기독교인 사랑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전인적인 대상으로 존중하
며 올바른 윤리관 및 지성을 함양하여 인류의 행복증진에 기여하는 역량있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 과학에 바탕을 둔 지식과 그 응용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여 대상자와 치료적 돌봄관계를 
유지하고 안녕을 촉진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 기독교적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바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
를 양성하는 것을 그 비전으로 한다. 

교육목표
1. 기독교적 사랑과 헌신, 섬김의 봉사정신을 함양한다. 
2. 창의적,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3.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간호지식을 습득한다.
4. 대상자의 안녕을 촉진을 위한 간호술기를 연마한다.
5.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치료적 돌봄을 실천한다.
6. 인성교육을 통한 생명존중과 간호윤리관을 확립한다.
7. 자율적이고 이타적인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8. 간호관리 체계에서의 지도능력을 함양한다. 
9. 국제적 간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10. 개인의 자실향상을 위해 계속 교육과 연구활동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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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공 및 영역

영역 구분 과목

간호학 기초과목

자연분야 기초해부생리, 병태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 생화학,  인체구조와 기능, 영양과식이.

간호학 기초과목
인문사회분야 의사소통론, 성장과발달, 간호윤리, 철학의 이해,  심리학의이해, 간호상담심리, 상담이론과실제, 

인간과 종교, 사회학의이해, 사회복지개론 

간호학전공      
(70이상)

기초간호분야 간호학개론, 건강사정, 기본간호학, 간호학연구, 보건의료법, 간호정보학, 통계, 건강증진,         
건강교육, 선택실습(S.U.)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성인간호학(수술실간호, 재활간호, 종양간호, 응급간호, 노인간호)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임상분야여성간호학(출산기 가족간호)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임상분야아동간호학(신생아 간호, 청소년 간호)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임상분야지역사회간호학(학교보건간호, 보건교육, 가족간호, 산업간호)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임상분야정신간호학(지역사회 정신간호)

간호학전공      
(70이상)

임상분야

임상분야간호관리학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2010 ~ 2012학년도 신입생 적용)

구분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기초

해부학 미생물학

약리학전공기초 생리학

미생물학

약리학전공기초 생리학
인간성장과
발달

약리학전공기초

의사소통론
인간성장과
발달

약리학

전공탐색 간호학개론

전공필수

건강사정      
및 실습

기본간호학 
및 실습II 성인간호학Ⅰ 성인간호학III 성인간호학V 선택실습

전공필수

기본간호학    
및 실습I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성인간호학II 성인간호학IV 성인간호학VI 임상실습V

전공필수

임상실습I 여성건강    
간호학I

여성건강    
간호학II

지역사회    
간호학II

시뮬레이션
실습II

전공필수
아동간호학I 아동간호학II 정신간호학II

전공필수

임상실습II 정신간호학II 간호관리학

전공필수

지역사회    
간호학I 임상실습IV

전공필수

임상실습III 시뮬레이션실
습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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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다문화간호학

전공선택

영양과식이 보건의료법

전공선택 기초통계학 간호특론1전공선택

간호특론2

전공선택

노인간호학

전공선택

가정간호

2. 학년별 교육과정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기초 GE613 해부학 3 1 2

전공기초 GE614 생리학 2 1 2

전공기초 GE594 의사소통론 2 1 2

전공탐색 GE551 간호학개론 3 1 2

전공기초 GE592 미생물학 2 2 1

전공기초 GE593 인간성장과발달 2 2 1

전공필수 NU001 건강사정및실습 3 2 1

전공필수 NU002 기본간호학및실습I 3 2 1

전공선택 NU003 병태생리학 3 2 1

전공기초 GE626 약리학 2 2 2

전공필수 NU006 기본간호학및실습II 3 2 2

전공필수 NU007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2 2 2

전공필수 NU008 임상실습I 2 2 2

전공선택 NU009 건강증진과보건교육 2 2 2

전공선택 NU004 영양과식이 2 2 2

전공선택 NU005 기초통계학 2 2 2

전공필수 NU010 성인간호학I 3 3 1

전공필수 NU018 성인간호학II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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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필수 NU011 여성건강간호학I 2 3 1

전공필수 NU012 아동간호학I 3 3 1

전공필수 NU013 임상실습II 4 3 1

전공선택 NU014 간호연구 2 3 1

전공필수 NU023 성인간호학III 2 3 2

전공필수 NU025 성인간호학IV 2 3 2

전공필수 NU019 여성건강간호학II 3 3 2

전공필수 NU017 아동간호학II 2 3 2

전공필수 NU024 정신간호학II 2 3 2

전공필수 NU022 지역사회간호학I 2 3 2

전공필수 NU020 임상실습III 6 3 2

전공선택 NU015 간호세미나 2 3 2

전공필수 NU036 성인간호학V 2 4 1

전공필수 NU037 성인간호학VI 2 4 1

전공필수 NU028 지역사회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NU024 정신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NU030 간호관리학 3 4 1

전공필수 NU025 임상실습IV 6 4 1

전공필수 NU040 시뮬레이션실습I 2 4 1

전공필수 NU031 선택실습 2 4 2

전공필수 NU032 임상실습V 2 4 2

전공필수 NU041 시뮬레이션실습II 1 4 2

전공선택 NU032 다문화간호학 2 4 2

전공선택 NU034 보건의료법 2 4 2

전공선택 NU027 간호특론1 2 4 2

전공선택 NU035 간호특론2 2 4 2

전공선택 NU026 노인간호학 2 4 2

전공선택 가정간호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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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수구분별 교육과정(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

구분
1학년1학년 2학년2학년 3학년3학년 4학년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공기초 인간과 
건강

간호학개론 인간성장과
발달 영양과식이

전공기초 인간과 
건강

기초간호과학
1

기초간호과
학2 약리학전공기초 인간과 

건강

의사소통론 기초통계학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전공필수

건강사정      
및 실습

기본간호학 
및 실습II 성인간호학Ⅰ 성인간호학III 성인간호학V 선택실습

전공필수

기본간호학    
및 실습I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성인간호학II 성인간호학IV 성인간호학VI 임상실습V

전공필수

임상실습I 여성건강    
간호학I

여성건강    
간호학II

지역사회    
간호학II

시뮬레이션
실습II

전공필수
아동간호학I 아동간호학II 정신간호학II

전공필수

임상실습II 정신간호학II 간호관리학

전공필수

지역사회    
간호학I 임상실습IV

전공필수

임상실습III 시뮬레이션실
습I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다문화간호학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보건의료법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간호특론1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간호특론2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노인간호학

전공선택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간호연구 간호세미나 국제간호의 

이해

가정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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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년별 교육과정 (2013학년도 신입생 적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기초 인간과건강 2 1 1

전공기초 GE551 간호학개론 3 1 2

전공기초 기초간호과학I 3 1 2

전공기초 GE594 의사소통론 2 1 2

전공기초 GE593 인간성장과발달 2 2 1

전공기초 기초간호과학II 3 2 1

전공기초 NU005 기초통계학 2 2 1

전공필수 NU001 건강사정및실습 3 2 1

전공필수 NU002 기본간호학및실습I 3 2 1

전공선택 NU003 병태생리학 3 2 1

전공기초 NU004 영양과식이 2 2 2

전공기초 GE626 약리학 2 2 2

전공기초 NU009 건강증진과보건교육 2 2 2

전공필수 NU006 기본간호실습II 3 2 2

전공필수 NU008 임상실습I 2 2 2

전공선택 NU007 간호과정과 비판적사고 2 2 2

전공필수 NU010 성인간호학I 2 3 1

전공필수 NU018 성인간호학II 2 3 1

전공필수 NU011 여성건강간호학I 2 3 1

전공필수 NU012 아동간호학I 3 3 1

전공필수 NU013 임상실습II 4 3 1

전공선택 NU014 간호연구 2 3 1

전공필수 NU023 성인간호학III 2 3 2

전공필수 NU025 성인간호학IV 2 3 2

전공필수 NU019 여성건강간호학II 3 3 2

전공필수 NU017 아동간호학II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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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이수권장이수권장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시간 학점
학년 학기

전공필수 NU024 정신간호학II 2 3 2

전공필수 NU022 지역사회간호학I 2 3 2

전공필수 NU020 임상실습III 6 3 2

전공선택 NU015 간호세미나 2 3 2

전공필수 NU036 성인간호학V 2 4 1

전공필수 NU037 성인간호학VI 2 4 1

전공필수 NU028 지역사회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NU024 정신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NU030 간호관리학 3 4 1

전공필수 NU025 임상실습IV 6 4 1

전공필수 NU040 시뮬레이션실습I 2 4 1

전공선택 국제간호의이해 2 4 1

전공필수 NU031 선택실습 2 4 2

전공필수 NU032 임상실습V 2 4 2

전공필수 NU041 시뮬레이션실습II 1 4 2

전공선택 NU032 다문화간호학 2 4 2

전공선택 NU034 보건의료법 2 4 2

전공선택 NU027 간호특론1 2 4 2

전공선택 NU035 간호특론2 2 4 2

전공선택 NU026 노인간호학 2 4 2

전공선택 가정간호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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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 일반편입자 필수이수 교과목표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학년 학기

전공필수

성인간호학I 2 3 1

전공필수

전공필수성인간호학II 2 3 1

전공필수

전공필수성인간호학III 2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성인간호학IV 2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성인간호학V 2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성인간호학VI 2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여성건강간호학I 2 3 1

전공필수

전공필수여성건강간호학II 3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아동간호학I 3 3 1

전공필수
전공필수아동간호학II 2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지역사회간호학I 2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지역사회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정신간호학I 2 3 2

전공필수

전공필수정신간호학II 3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간호관리학 3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선택실습(S.U.) 2 4 2

전공필수

전공필수임상실습V 2 4 2

전공필수

전공필수시뮬레이션실습I 2 4 1

전공필수

전공필수시뮬레이션실습II 1 4 2

전공필수

전공필수전공필수 총 19과목, 42학점전공필수전공필수 총 19과목, 42학점전공필수전공필수 총 19과목, 42학점전공필수전공필수 총 19과목, 42학점

전공선택

간호연구 2 3 1

전공선택

전공선택간호세미나 2 3 2

전공선택 전공선택노인간호학 2 4 2전공선택

전공선택영적간호 2 4 2

전공선택

전공선택전공선택 총 4과목, 8학점전공선택전공선택 총 4과목, 8학점전공선택전공선택 총 4과목, 8학점전공선택전공선택 총 4과목, 8학점

*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편입자의 경우,  위에 총 23과목, 50학점(전공필수/선택)을 본교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편입자의 경우,  위에 총 23과목, 50학점(전공필수/선택)을 본교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편입자의 경우,  위에 총 23과목, 50학점(전공필수/선택)을 본교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편입자의 경우,  위에 총 23과목, 50학점(전공필수/선택)을 본교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의료인력양성 관련 학과를 이수하신 편입자의 경우,  위에 총 23과목, 50학점(전공필수/선택)을 본교에서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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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진로
1. 취득 자격 : 간호사, 간호/보건직 공무원, NCLEX-RN, 대학원 진학 후 전문간호사 (조산사, 정신, 
마취, 보건, 가정 간호사 등) 

2. 취업 및 진로 : 대학 및 종합병원, 병/의원, 대학연구소, 보건소,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호스피스병
원, 각종 요양시설, 산업체의무실,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기기관련회사, 사회복지관, 요양원 등에 
취업. NCLEX-RN응시를 통해 미국 등 해외간호사로 취업

교과목 설명

NU001 건강사정 및 실습(Health Assessment & Practicum)

   건강력과 신체 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양상별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knowledge and skills required to perform a systematic examination of a healthy adult, 
and to record findings appropriately. Class lecture/discussions, supervised laboratory, and readings and audiovisual 
materials are designed to acquire and maintain knowledge and skills. Guided lab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skills is necessary to perform systematic physical examination.

NU002 기본간호학 및 실습 I(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I)

   본 교과목은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과 대상자의 기본요구인 산소화, 영양, 배설, 
활동과 운동, 안위, 안전 요구 충족을 위한 간호과정 적용, 그리고 감염관리, 상처간호, 투약 등의 간호중재술기 등이다.

   This course is consisted of the meta-paradigm of nursing, the nursing process to meet the basic needs of 
human(oxygenation, nutrition, elimination, activity and movement, position and safety), and the nursing skills for 
infection control, wound care, medication.

NU003 병태생리학(Pathophysiology)

   질병발생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습득하고 질병발생 기전을 이해한다. 또한 질병의 증상, 증후, 합병증, 진단방법 및 
치료원칙 등에 관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a comprehensive theoretical foundation of phenomena that produce alterations 
in human physiologic functions, etiologies of disease, and mechanism of disease process.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will prepare students for clinical nursing courses related to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disease 
process.

NU004 영양과 식이(Nutrition and Diet)

   건강을 유지, 증진, 회복 시키는데 필요한 영양의 특성과 체내에서의 기능 및 대사과정을 이해한다. 또한 영양문제를 발견하고, 생의 
주기별 특성에 따른 영양요구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하며 질병에 따른 식이요법을 학습하여 이를 간호과정에 
적용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nature, function, and metabolic process of nutrition for the maintenance,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In addition, they will examine the nutritional problems of patients or clients and 
implement and teach prescribed diets to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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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05 기초통계학(Basic Statistics)

   본 과목은 통계학과 역학의 기본개념 과 간호학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통계기법의 계산방법과 분석한 
결과의 해석방법을 익히는데 있다.

   This course provides the basic concepts of introductory level biostatistics for nursing students. It also covers 
computations of basic statistical methods(SPSS).

NU006 기본간호학 및 실습 II(Fundamental Nursing & Practicum II) 

   본 교과목은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에 필요한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의 메타 패러다임과 대상자의 기본요구인 산소화, 영양, 배설, 
활동과 운동, 안위, 안전 요구 충족을 위한 간호과정 적용, 그리고 감염관리, 상처간호, 투약 등의 간호중재술기 등이다.

   This course is consisted of the meta-paradigm of nursing, the nursing process to meet the basic needs of 
human(oxygenation, nutrition, elimination, activity and movement, position and safety), and the nursing skills for 
infection control, wound care, medication.

NU007 간호과정과 비판적 사고(Nursing Process & Critical Thinking)

   본 교과목은 간호대상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간호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 체계적, 비판적 사고력을 제고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간호과
정과 근거중심간호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중심학습방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탐색하고 적용하며 실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 기술 등이다.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nursing process and using model cases, students will learn as well as practice the 
various types of nursing assessments, diagnoses, plans, and intervention processes. This course provides a practical 
opportunity to students to explore in greater depth the process of clinical teaching. Course work may involve 
development of a special teaching project for nursing students, for a particular group of patients/clients; it may involve 
working with clinical faculty in supervising students or groups of patients/clients.

NU008 임상실습I((Nursing Practice I)

   출생으로 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단계별 건강특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사정 및 
간호과정의 기본적 기술습득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obtain theoretical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and physical/
psychosocial aspect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Students explore the concepts of health and illness and can 
practice the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and perform a systematic nursing assessment to each developmental 
stage's client. 

NU009 건강증진과 보건교육(Health Promotion & Health Education) 

   건강, 건강증진, 질병예방의 개념을 비교하고 건강행위이론을 이해함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사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건강증진 프로그
램의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보건교육, 상담, 교육의 원리, 
교수법, 실제 보건교육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ompare the concepts of health,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various theories of health behaviors, assess each behavior, and prepare 
health promotion programs.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the students to teach and counsel patients, families and groups. This course is 
composed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health education, counseling, the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teaching methods, and the practicum of health education. 

NU010 성인간호학I(Adult Health and Illness I)

   이 교과목에서는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질병, 및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종양, 순환계, 피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전인적인 간호
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holistic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oncological, cardiovascular, dermatologic diseases are the main areas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e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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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12 아동간호학I(Child Health Nursing I)

   본 교과목은 아동 건강 및 간호의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급,만성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과정에 관한 지식의 개념화, 조직화 및 지식
을 통합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발달의 개념을 강조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conceptualizing, organizing, and integrating knowledge related to the nursing process of 
children and families in acute and ambulatory care settings. The application of concepts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the family will be emphasized.

NU013 임상실습II(Nursing Practice II)

   1) 성인환자 중 순환장애, 신경계 장애 및 종양문제를 가진 환자, 2)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 대상자, 3) 단기 건강간
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학병원의 내
과계병동, 여성병동, 소아병동이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습의 주내용이다.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1) adult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circulation, neurological system, or malignant neoplasm, 2) childbearing and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3) infants and children in short-term health care settings. The practicum will take 
place in the University Hospital and most student activities will focus on the application of the nursing process to 
actual inpatients.

NU014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간호연구에 대한 단계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문평가능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
기 위함이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process of writing basic nursing research proposals in the fields of their 
interest and critique studies for application to the nursing practice.

NU015 간호세미나(Nursing Seminar)

   간호연구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 간호연구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가 문헌상에서 얼마나 연구되었는지를 추적하며 그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과정을 학습하여 간호과학자의 기본자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and skills acquired in Introduction of Nursing Research, students will formulate 
research problems, search for related literature, and conduct research in groups in this course so as to train 
themselves as future nursing scientists.

NU016 정신간호학 I(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I) 

   정신간호학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
으로서, 정신간호의 기본 개념, 정신간호의 역사, 이론적 모형, 주요 정신장애에 대하여 정신간호 원리를 학습하고 간호과정을 수행한
다.

   Psychiatric Nursing deals with how to maintain and promote mental health and how to prevent and recover from the 
mental diseases at the levels of indi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nursing 
principles, such as the basic concepts, history, theoretical models, and major mental disorders, and perform the 
procedures of nursing care. 

NU017 아동간호학 II(Child Health Nursing II) 

   본 교과목에서는 초기 아동의 건강일탈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아동의 건강과 부모역할의 개념적 이해, 부모-자녀 상호
작용 및 양육환경조성, 그리고 건강 돌보기활동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을 강조한다.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지지할 교육 및 접근방법과 
급성․만성질병과 행동적․발달적 문제가 있는 아동간호에 대한 지식습득도 본 교과목에서 강조하는 내용이다.

   Emphasizing the protection and the enhancement of child health,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ncepts of parental 
roles, child health, parent-child interactions, growth fostering environments, and health-care activities. It also covers 
educational approaches to improving parents’ ability to raise their children and care of acute-chronic disease and 
developmental problem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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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18 성인간호학 II(Adult Health Nursing II) 

   이 교과목에서는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질병, 및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간호과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위장관계, 간담관계,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전
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risk factors, related diseases, and theoretical bases of adults’ health and 
nurs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holistic nursing ca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patients 
with gastrointestinal, endocrine diseases are the main areas of study. In addition, nursing diagnoses and nursing 
interventions in the nursing process will be emphasized.

NU020 임상실습 III(Nursing Practice III)

   1) 성인환자 중 영양장애, 배설장애를 가진 환자, 2) 고위험 임산부와 질환을 가진 여성, 3) 장기 건강간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 4) 지
역사회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학병원의 성인, 아동, 모성병
동 및 보건소 등이다.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1) adult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nutrition, and elimination, 2) a high risk pregnant women and patients 3) infants and 
children in long-term health care settings, 4) families, communities, and aggregates of high risk populations. The 
practicum will take place in the 1) adults’ or children’s or maternal's wards 2) community health clinics or centers.

NU022 지역사회간호학Ⅰ(Community Health Nursing I) 

   이 교과목은 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보건의료체계를 파악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건강문
제를 사정하고 보건사업기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emphasi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ommunity health nursing,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 
policies. Students will be able to formulate the community health program planning as the basis for nursing 
intervention to maintain and promote health, prevent diseases, and evaluate the community health care with 
community partnership.

NU023 성인간호학 III(Adult Health Nursing III) 

   본 교과목은 성인의 산소교환장애, 소변배설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함양
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목의 내용은 질병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질병예방, 질병회복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간호
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oxygenation and 
urinary elimination. The course consists of the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seases related to above-
mentioned health problems and the theories and practice of holistic nursing approache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NU024 정신간호학 II(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II) 

   정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 증진과 재활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문
제 있어서 정신역동, 치료적 관계, 행동장애 증상 등의 정신간호원리를 학습하며, 나아가 간호대상자의 이상행동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의 정신간호 과정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learn the nursing process for nursing subjects with emotional, psychological problems 
supporting their mental health and rehabilitation. The target knowledge and skills of the course cover psychiatric 
nursing concepts including mental dynamics,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recent treatment 
approaches to abnorm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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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25 임상실습Ⅳ(Nursing Practice IV)

   1) 성인환자 중 영양배설장애, 감각장애와 관련된 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 2) 정신,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동 및 성인, 3) 
지역사회를 하나의 간호대상으로 하여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
학병원의 외과계병동, 성인, 아동, 청소년 정신과병동 또는 낮병동,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이다.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1) adult 
patients who have  surgical problems with nutritional-eliminatory and sensory, 2) a psychiatric mental health problem 
patients 3) families, communities, and aggregates of high risk populations. The practicum will take place in the 1) 
gastrointestinal and neurosurgical station of a teaching hospital, 2) adults’ or children’s or adolescents’  psychiatric 
wards, and day hospitals, 3) community health clinics or centers.

NU026 노인간호학(Gerontological Nursing)

   노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간호사
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가족문제, 사회복지의 측면도 다루어 노인의 건강문제를 전인적으로 접근하
도록 강조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gerontological nursing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lectures, they will learn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nursing process needed to improve or 
maintain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course will address family and social welfare issues related to 
the elderly and emphasize a holistic nursing approach.

NU027 간호특론 I

   해외간호현장에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
도록 돕는다.

   Based on Fundamental nursing, Adult health nursing and Child health nursing, students will ha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or being international nurse.

NU028 지역사회간호학 II(Community Health Nursing II) 

   건강증진, 환경보건, 역학 등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이해하고 모성집단, 만성질환자, 학교인구, 산업장 인
구 등 특수집단의 건강사정을 통하여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
는 능력을 기른다.

   Utilizing the principles of health promotion, environmental health, and epidemiology,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comprehensive knowledge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come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various groups and settings including maternal and child groups, chronic disease groups, and school and 
industrial populations.

NU029 성인간호학Ⅳ(Adult Health Nursing IV) 

   본 교과목은 성인의 감각 및 신경조절장애, 활동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목의 내용은 질병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질병예방, 질병회복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인 
간호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o apply the nursing process to patients who have problems with sensory 
regulation, or locomotion. The course consists of the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diseases related to 
above-mentioned health problems and the theories and practice of holistic nursing approaches for the individual, 
family, and community.

NU030 간호관리학(Nursing Management) 

   본 과목은 간호관리 이론 및 관리기능에 관한 지식(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및  통제),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조직에 적
용하며,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리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In this course, student will study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nursing management, the management process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and controlling), and the role of the nurse manager. In addition, they will 
come to understand and develop the skills of the nurse manager in the health c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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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31 선택/통합실습(SU)(Elective Clinical Practice)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습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문직간호사로서 건강증진사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linical practicum is designed for the student who is interested in increasing practice skills in providing care to 
clients in selected unit. The student will choose an appropriate faculty mentor to be a guide in this practicum. Details 
of the practicum will be negotiated by the student, faculty mentor, and appropriate agency mentor.

NU032 임상실습Ⅴ((Nursing Practice V)

   1) 성인환자 중 감각 및 신경조절장애, 활동장애와 관련된 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
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며, 2) 노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
인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간호사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3)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내에서 간호과정과 간호관리과
정을 통하여 간호관리자(하위․중간․상위계층)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실습장소는 주로 외과병동 및 수술장, 노인병동 
및 요양시설,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등이다.

   In this practicum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 needed to take care of adult 
patients who have surgical problems with neuro-regulatory, or locomotive functions and 2) students will practic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nursing process needed to improve or 
maintain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3) Students will study and carry out he role of the nurse manager on the first, 
middle, and top levels in nursing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y will learn to implement the nursing process and the 
nursing management process in the health care system. The practicum will take place in the 1) orthopedic units and 
the operating room of a teaching hospital, 2) geriatrics hospital or nursing home, 3)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

NU034 보건의료법(Health Care Law)

   본 과목은 간호사로서 윤리적 자질을 갖추고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활한 
간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of the ethical qualities of the nurses and for 
learning the law is related department of the medical and public health.

NU035 간호특론 II

   해외간호현장에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을 종합적
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Based on Adult health nursing, Maternity health nursing,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and Nursing 
management, students will hav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or being international nurse.

NU036 성인간호학 V(Adult Health Nursing V)

   본 교과목은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호흡, 인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모할수 있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This course provides theories and skills needed in identifying nursing problems with critic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t includes timely interventions as well as skills to handle high-tech medical devices.

NU037 성인간호학 Ⅵ(Adult Health Nursing Ⅵ)

   본 교과목은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외상, 마취 후 및 아동)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모할수 있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This course provides theories and skills needed in identifying nursing problems with critical patients and their 
families. It includes timely interventions as well as skills to handle high-tech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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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40 시뮬레이션실습 I(Clinical Nursing Simulation I)

   간호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간호문제의 진단과 간호계획수립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모의상영을 통한 간호진단과정을 실습하
고, 간호실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간호중재의 종류와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리를 이
해하고 간호중재의 임상적 적용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실무작용 방향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nursing process and using model cases, students will learn as well as practice the 
various types of nursing assessments, diagnoses, plans, and intervention processes.

NU041 시뮬레이션실습 II(Clinical Nursing Simulation II)

   간호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간호문제의 진단과 간호계획수립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모의상영을 통한 간호진단과정을 실습하
고, 간호실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간호중재의 종류와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리를 이
해하고 간호중재의 임상적 적용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실무작용 방향과 발전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nursing process and using model cases, students will learn as well as practice the 
various types of nursing assessments, diagnoses, plans, and intervention processes.

GE551 간호학개론 (Introduction to Nursing Science) 

   본 과목은 간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간호에 관한 직업관과 철학적 자질을 갖추어 간호전문직관을 정
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professional nursing in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siders influential historical events to the nursing profession and the philosophy of nursing.

GE593 인간성장과발달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인간 발달의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인간의 정상 발달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여 생의 주기별로 인간을 이해하고 성장발달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students to obtain theoretical knowledge of human development, and physical/ 
psychosocial aspects of each developmental stage. Students explore the concepts of health and illness and strategies 
of health promotion for each developmental stage.

GE594 의사소통론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훈련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술을 적용하여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the basic concepts of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fundamental tools in nursing. The topics studied include: principles of self-understanding; therapeutic 
communication; and therapeu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GE626 약리학(Pharmacology)

   질환 및 환자의 특성에 따른 약물치료의 기전 및 원리를 이해하고 각 약물 투여 시 간호사의 책임을 습득한다. 약물에 따라 투여 경로, 
용량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hysiologic actions, expected therapeutic effects, 
major side effects, and implications of drugs used in nursing.

GE59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에 관한 기초지식과 감염관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병원감염과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이후 간호실
습 및 실무에 적합한 감염관리술을 적용하도록 한다. 

   In the course, students learn basic concepts on microbiology and treatment of infection. 

Its aim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and clinical aspects of microbiology so that they can 
put this knowledge to practical use in their hospital infection control of nursing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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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11 모성간호학Ⅰ(Women’s Health Nursing I)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상과 비정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고, 출산기 
가족중심으로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중재, 평가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the nursing care of women during preconception, conception, antenatal, and 
postnatal periods.

NU019 모성간호학 II(Women’s Health Nursing II)

   고위험 임산부와 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사정과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issues of a high risk pregnant women 
and the care of women with gynecological conditions.

NU032 다문화간호학(Transcultural Nursing) 

  동서양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이해하여 간호현장에서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간호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examine the dynamic nature of nursing as an academic and professional discipline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

GE592 미생물학 (Microbiology)

미생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임상에 종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study of the basic concepts and current knowledge of  microbiology. Its aim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and clinical aspects of microbiology so that they can put this 
knowledge to practical use in their professional lives.

GE613 해부학(Human Anatomy) 

   인체의 구조와 형태를 알고 이들 구조가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습득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general structure of human and organ systems along with  their's functions.

GE614 생리학(Physiology)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각 기관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여 각 기관들간의 
형태학적 연관성 및 기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acquire comprehensive knowledge of human structure and physiologic functions through 
lectures and laboratory experiments.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e course will prepare students for courses in 
pathophysiology, pharmacology, and clinical nursing.

 가정간호(Home Care Nursing)

   퇴원 환자의 회복을 돕고 만성질환자의 계속적인 치료, 간호가 필요할 때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integrating knowledge related to the nursing process of outpatients and chronic diseases 
patients with complex needs by home vis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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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개요
일반대학원은 신학전공 학위 과정으로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신앙적 인격과 학문성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첫째, 먼저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한 경건훈련과 신학을 통한 인격과 신앙함
양을 목표로 하고, 둘째, 전통적인 주요 신학노선들과 최근 신학동향들을 소개하고 연구함으로 전공분야
에서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복음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셋째, 기독교 복
음의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심오한 학문탐구를 함으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학위 과정

구분구분 수업연한 이수 학점 세부전공

학기제

석사과정(Th.M., M.A.) 2년 과정(4학기제) 27
· 구약학전공

· 신약학전공

· 조직신학전공

· 역사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 선교학전공

학기제 학기제박사학위과정(Ph.D.) 3년 과정(6학기제) 36

· 구약학전공

· 신약학전공

· 조직신학전공

· 역사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 선교학전공

학기제

석박사통합과정 4년 과정(8학기제) 60

· 구약학전공

· 신약학전공

· 조직신학전공

· 역사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 선교학전공

교육과정체계

학과 구 분 졸업 이수 학점 교과목구분 학점 비고

신학과

석사 학위 과정 27

  1. 공통필수과목

  2. 공통선택과목

  3. 전공과목

  4. 논문

  3학점

  9학점이상

 15학점이상

공통선택은 성서, 이론,  
실천 분야별로 선택

신학과 박사 학위 과정 36

  1. 공통필수과목

  2. 전공과목

  3.논문

  3학점

 33학점이상

  
신학과

석·박사통합과정 60

  1. 공통필수과목

  2. 공통선택과목

  3. 전공과목

  4.  논문

  3학점

  9학점이상

 48학점이상

공통선택은 성서, 이론,  
실천 분야별로 선택

공통사항(학부전공 변경  입학자)  공통사항(학부전공 변경  입학자)  공통사항(학부전공 변경  입학자)  필요한 경우 보충과목   
12학점 이내

성서, 이론, 실천분야 
각 1과목이상

교육과정 

페이지 215 / 276  



교육과정

1. 석사학위과정

구분 공통필수 공통선택공통선택 전공과목(종합시험과목)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구약과 신약
구약신학의최근동향
이스라엘역사
신약신학의 최근동향

성서히브리어구문론, 구약비평학세미나, 구약해석사세미나, 오경주해, 역사서주
해, 지혜서주해, 대선지서주해, 소선지서주해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구약과 신약
구약신학의최근동향
이스라엘역사
신약신학의 최근동향

신약배경사신약헬라어강독, 마태복음강해, 마가복음강해, 누가복음강해, 요한복
음강해, 사도행전강해, 신약해석학, 바울신학세미나, 로마서강해, 고린도전서강
해, 목회서신강해, 옥중서신강해, 히브리서강해, 야고보서강해, 요한계시록강해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이론

신학체계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복음주의 신학연구
역사방법론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성서론 이해, 인간론이해, 종말론이해, 구원론이해, 기독교교리이해, 후근대주의
신학,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윤리학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이론

신학체계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복음주의 신학연구
역사방법론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한국교회와사회역사신학총론, 초대교회사연구, 중세교회사연구, 종교개혁사연
구, 근현대교회사연구, 복음주의역사연구, 청교도연구, 한국교회사연구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실천

예배와성례
현대설교학
성서선교신학
기독교인간학
상담과신학

예배신학세미나, 설교신학세미나, 현대목회신학세미나, 강해설교세미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세미나, 목회지도력세미나, 현대선교신학, 복음주의선교신학연구, 
기독교선교역사, 타문화권선교연구,  선교신학의 최근동향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실천

예배와성례
현대설교학
성서선교신학
기독교인간학
상담과신학

목회상담과설교기독교상담 이론과 실제연구, 상담방법연구, 상담과 심리검사, 위
기상담 연구, 이상심리세미나, 상담연구방법, 청소년문제와 상담, 목회상담학세
미나, 가족치유와상담, 임상실습, 정신치료와 기독교 상담 

2. 박사학위과정

  구분  공통필수 전공과목(종합시헙과목)전공과목(종합시헙과목)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아람어연구, 고급히브리어 구문론, 내러티브론연구, 고대근동문학과 종교, 구약신학세미나, 오경세미나, 시편
세미나, 역사서 세미나, 호세아세미나, 지혜문학 세미나, 이사야서세미나, 예리미야서세미나, 아모스세미나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성서마태복음세미나, 마가복음세미나, 누가복음세미나, 요한복음세미나, 사
도행전세미나, 요한계시록세미나, 최신신약해석학, 바울신학세미나, 로마서세미나, 고린도전서세미나, 목회서
신세미나, 옥중서신세미나, 히브리서세미나, 야고보서세미나, 최근바울신학동향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이론

성경의 정경성연구, 신론연구, 기독론연구, 성서적 성령론연구, 교회론연구, 성서종말론연구, 신학적 인간론연
구, 현대신학과 신학자 연구, 후근대주의신학과 신학자 연구, 기독교 교리연구, 변증학 연구, 성서윤리연구, 신
학적인식론 연구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이론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이론기독교사관과방법론세미나. 초대 교회사 세미나, 중세교회사세미나, 종
교 개혁사 세미나, 근현대교회사세미나, 복음주의역사세미나, 미국교회사세미나, 청교도역사세미나, 한국교회
사세미나, 이단의 역사세미나,  신학사상사세미나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실천

예배신학세미나, 설교신학세미나, 현대목회신학세미나, 설교역사세미나, 강해설교세미나,  이야기식설교세미
나, 목회지도력세미나, 예배역사세미나,바울선교신학, 선교연구방법론, 선교신학세미나, 선교역사연구,  선교
와문화, 선교커뮤니케이션

박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실천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실천기독교상담 이론과 실제연구, 상담방법연구(Ⅰ), 상담과 심리검사, 위기
상담 연구, 

이상심리세미나, 상담연구방법(Ⅰ), 청소년문제와 상담, 목회상담학세미나(Ⅰ),

가족치유와상담(Ⅰ), 임상실습(Ⅰ), 정신치료와 기독교 상담 

교육과정	
 	


페이지 216 / 276	
 	




전공 상세 안내

1. 구약학(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성서언어와 고대 근동어를 연구하고 성경주석과 구약역사 
및 신학방법론, 구약과 관련된 고대근동문학에 대한 폭넓은 구약해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2. 신약학(New Testament)
신약성서의 기원, 원문, 배경, 사상을 연구하고 신약성서를 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지식을 탐구
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신약성서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기독교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학문으로 신학의 정수
에 해당한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 실제 목회와 성서탐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다.

4.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기독교 전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 그리고 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학술영역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배여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지하며, 현대 그리스
도인에게 필요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5.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신학적 성찰과 실천이라는 교회의 두영역의 연계를 통해 교회가 속한 현실 속에서 실제적 분야에 대
한 신학적,목양적 실제의 주제들에 대한 원리와 실제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6. 선교신학(Missiology)
선교의 성서적 이해, 신학적 이해, 역사적 이해 및 문화인류학적 이해를 추구한다. 교회의 선교적 사
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확고한 성서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선교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실천과 같은 
선교신학의 제 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7. 기독교상담학(Christian Counseling)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기독교사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밀알정신에 입각한 신앙과 전문이론,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독교상담자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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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 공통필수

․ GP039 /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교훈, 그
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다룬다.

Study of the Life and teaching of Christ; His Christ's pre-existence, Deity, Humanity, Ken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the reality of His resurrection will be studied. 

․ GG003 / 논문작성법 / Writing Skill

학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고서, 서평, 에세이, 소논문 등의 과제를 비롯하여 학위논문 등의 작성에 필요한 문법, 문예 및 작성 규
칙상의 기본 소양을 훈련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 student basic acquirements for the report, book review, essay, article in the 
degree program.

▷ 석사과정 구약학전공

 ․ GT139 / 성서 히브리어 구문론 / Biblical Hebrew Syntax

이 과정은 히브리어 문법과 구문론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약 본문을 바르게 번역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This class is an advanced study of Hebrew grammar and syntax. The major purpose in grammatical and syntactical 
analysis is to help readers to translate and interpret the Old Testament. 

․ GT140 / 본문비평 / Textual Criticism

본문비평은 구약해석의 초석이 되는 방법론이다. 이 과정은 본문비평의 정의와 방법을 연구한다. 특별히 이 과정은 BHS의 apparatus
을 읽는 법과 히브리어 역본과 번역본(헬라어, 라틴어, 탈굼)등을 비교 연구하는 방법을 익힌다.

Textual Criticism is a basic methodology of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This course focuses on studying the 
definition and method of textual criticism. Especially, this course will study reading methods for BHS apparatus, 
Hebrew codex and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LXX, Latin, Targum). 

․ GT141 / 구약해석학세미나 / Seminar on the Hermeneutics of the Old Testament

성경은 시, 산문, 예언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성경 장르들의 이해를 통해 올바른 해석학적 원리들을 익힌다. 이런 해
석학적 원리들을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한다. 

This course is to survey the particular principles and processes of biblical hermeneutics which is requisite for biblical 
interpretation. The focus is placed on definition of the term ‘hermeneutics,’ historical-cultural analysis, lexical-
syntactical analysis, theological analysis, literature analysis, and application of biblical hermeneutics. 

․ GT142 / 오경세미나 / Seminar on the Pentateuch

이 과정은 오경(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연구사, 문학적 구조, 신학을 연구한다. 특별히 이 과정은 최근 발표된 오경 
논문들을 집중 연구함으로 현재 오경 연구 방법론과 신학적 이슈를 알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research  history,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Pentateuch(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Especi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logical issue of Pentateuch through recent writings about Pentate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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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143 / 역사서세미나 / Seminar on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이 과정은 구약 역사서의 연구사, 문학적 구조, 신학을 연구한다. 특별히 이 과정은 최근 발표된 역사서 논문들을 집중 연구함으로 현재 
역사서 연구 방법론과 신학적 이슈를 알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research  history,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logical issue of the 
Historical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rough recent writings about the Historical Books.

․ GT144 / 지혜서세미나 / Seminar on the Wisdom Books of the Old Testament

이 과정은 구약 지혜서의 연구사, 문학적 구조, 신학을 연구한다. 특별히 이 과정은 최근 발표된 지혜서 논문들을 집중 연구함으로 현재 
역사서 연구 방법론과 신학적 이슈를 알도록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research  history,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y of the Wisdom Books of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theological issue of the 
Wisdom Books of the Old Testament through recent writings about the Wisdom Books.

․ GP043 / 선지서세미나 / Seminar on the Prophetic Literatures 

구약성서 선지서들의 문학적 특징, 역사적 배경, 신학적 주제 등을 연구하고 예언서 본문이 말하는 교훈들을 발견하고 실천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the student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ms, themes, content, and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from the conquest through the restoration of Judah after its captivity. 

▷ 석사과정 신약학전공

․ GT145 / 신약헬라어강독 / Reading the Greek New Testament

헬라어신약성경 중에서 선택된 본문을 강독한다.

Reading of selected passages of the Greek New Testament. 

․ GT146 / 마태복음강해 /Exegesis on the Gospel of Matthew

마태복음의 역사적 배경, 구조, 신학적 메시지등을 본문 주해를 통해 연구한다. 

An exposition of the Gospel of Matthew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41 / 요한문헌해석 / Interpreting the Johannine Literature

요한문헌의 본문 주해를 통해 요한문헌의 역사적 배경, 구조, 목적, 신학을 공부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the Johannine Literature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purpos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30 / 신약해석학 / New Testament Hermeneutics

신약해석의 역사와 원리 및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A study of history, principles and methods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 GT147 / 바울신학세미나 / Pauline Theology Seminar

사도바울의 삶과 신학에 대해 공부한다. 바울의 율법등과 같은 주요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A study of the life and theology of Paul Apostle. Attention will focus on primary theological themes of Paul (e.g. law, 
justification by faith,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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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148 / 누가행전 / Luke and Acts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 목적과 신학적 메시지를 공부한다.

An study of Luke and Acts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purpose and theological 
message. 

․ GT149 / 복음서신학 / Theology of the Gospels

하나님의 나라, 약속과 성취등과 같은 복음서의 주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 연구한다. 

A study of the theology of the Gospels. Attention will focus on primary theological themes of the Gospels (e.g. the 
kingdon of God, promise and fulfillment). 

▷ 석사과정 조직신학전공

․ GP023 / 신론 / Theology Proper

하나님의 존재 문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삼위일체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예정설 및 창조론) 과 같은 주제
를 다룬다.

A study of the Existence of God, His essence, attributes, personality(Trinity) and Work (predestination and 
creationism)

․ GP083 / 성서론 / Bibliology

성서론의 중요성, 계시와 자연. 역사. 인간의 본성. 특별계시, 영감의 의미, 조명과 성경해석, 성경의 생동성, 성경과 정경성문제 그리고 
성경의 사본상의 문제를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general Revelation in nature, history, essence of man, and Special Revelation in 
inspiration, illumination and interpretation, animation of Scripture, Canonization, and textural criticism. 

․ GP007 / 인간론 / Anthropology

인간의 기원과 진화론 상의 문제, 신적 진화론에 대한 고찰, 창조론과 인류의 연륜 문제, 인간의 구성요소, 영혼의 근원에 관한 이론, 육
체와 영과 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다룬다.

A study of the Origin of Man, Evolutional Theory and its problem, Theistic Evolution Creationism and Age of Mankind, 
Construction of Man, Origin of the soul and spirit, relationship between Body, Soul.

․ GP033 / 성령론 / Pneumatology

성령론의 현 상태, 성령론의 교회사적 고찰, 성령론의 품성. 속성에 관한 연구, 성령의 구원 이전 사역, 성령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 성령
의 구원 이후에 가능한 사역 그리고 성령의 미래사역을 다룬다.

A study of present state of pneumatology, a historical review of pneumatology, and an examination of the Holy Spirit's 
personality, attributes, His work prior to salvation, His work contemporary with salvation, His work subsequent to 
salvation and future ministries.

․ GP012 / 교회론 / Ecclesiology

교회의 출생,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성 및 조직, 교회의 기능 및 사역, 교회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다룬다.

A study of the origin of the Church, natur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church; its ministries and obligation 
toward the society as well as  the future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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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14 / 종말론 / Eschatalogy

종말론의 역사철학적 성격, 종말론의 성서론적 한계, 예언의 본질과 종말론의 성격, 이스라엘의 역사, 이방인의 시대, 교회시대, 7년 대
환란, 이스라엘의 미래, 1000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내용을 다룬다.

Eschatology in its essence is a philosophy of history. This study primarily will be biblical in its nature. Biblical 
prophesies are elements of Eschatology. Futhermore the history of Israel, the time of Gentiles church age, Seven 
Years of tribulation, future of people of Israel , the Coming of Christ as well as eternal future in Divine Destination.

․ GP024 / 현대신학동향 / Trend in Contemporary Theology

현대신학의 동향의 중요성, 자연주의 신학과 그 유형, 이상주의 신학과 그 유형, 실존주의 신학과 그 유형, 세속주의 신학과 그 유형 그
리고 사신신학 및 뉴에이지 운동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Contemporary Theology, Natural Theology and its Systematic Idealism, Existentialism, 
Secularism and varieties of it; the Death of God Theology and the New Age movement etc will be studied.

▷ 석사과정 역사신학전공

․ GT068 / 역사신학총론 / Introduction of Historical Theology

기독교회사는 단순한 교회 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의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역
사신학은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영지주의 논쟁, 삼위일체논쟁, 그리스도의 양성
론 논쟁, 정경논쟁, 도나티우스와 교회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성찬론, 그리스도의 구속론, 스콜라신학, 종교개혁자 사상, 근대 경건
주의와 부흥,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등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볼 것이다.

This course studies the history of the doctrines from the First Century to the modern church with a special 
concentration on the various topics such as Gnosticism, Trinity, Christology, Soteriology, Sacraments, Ecclesiology, 
Eschatology, Scholasticism, Reformer's Thoughts, Enlightenment,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 GT130 / 초중세교회사이해 / Understanding of the Early-Middle Ages of Christianity

기독교 초중세 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사도시대의 
교회, 교부시대의 교회, 변증가의 사상, 교부들의 신학,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의 형성과 발전, 수도원운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십자군운동, 스콜라철학, 교황권의 절정과 몰락, 중세교회 말기의 현상들 등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배우게 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verview of ecclesiastical, political, and theological issues affecting the forms of 
Christian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church to the Medieval period. Special emphasis on the major church fathers's 
life and thoughts, the Roman Church, the relation between empire, missions, monasticism, scholasticism, and the 
development of conciliarism. 

․ GT131 / 종교개혁사이해 / Understanding of  Reformation

종교개혁시기에 해당하는 1517-1648년 시기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주요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종교개혁의 내용을 연구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쯔빙글리
와 취리히, 칼빈과 제네바, 재세례파의 개혁운동,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운동, 스코트랜드와 영국의 개혁운동, 청교도 운동, 그리고 로
마교회의 반 종교개혁 운동 등을 배우게 된다.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history of  sixteenth-century Europ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settings of the Reformations. Topics covered include the Lutheran, Zwinglian, and 
Calvinist reformations; the rise of Anglicanism; the Anabaptists and other movements; and the Counter-Reformation.

교육과정 

페이지 221 / 276  



․ GP045 / 근현대교회사이해 / Understanding of The Modern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 근현대교회사(1648년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
다. 이성주의의 발흥, 18세기 신앙부흥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영국과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충돌, 종교다
원주의의 발전,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current movements  from the period of Reformations up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given to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a special emphasis on Protestant orthodoxy and subsequent rise of denominations; the rise 
of secularism and the “Enlightenment”; awakenings, revivals and missionary expansion; and theological trends. 

․ GT132 / 한국교회사이해 /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과목이다. 19세기 말 한국 개신교회의 태동이전
의 기독교 전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활동과 사상, 20세기 초 한국교회의 부흥,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상, 신사참배와 
성경관 논쟁, 해방이후 한국교회의 분열, 토착화 운동과 민중신학의 태동,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분석, 한국교회의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overview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Korean Church, with special emphasis on 
missionary works, revivals, majors church leaders, theological debates, divisions of the church, rapid growth of the 
church.

․ GT133 / 미국교회사이해 / Understanding of the Church History in the USA

미국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의로 강의가 진행된다. 미국교회의 태동, 미국청교도,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발전, 에드워즈와 대각성운동, 감리교회 운동, 1800년대 부흥운동, 남북전쟁이후의 미국교회, 현대주의와 근본
주의 논쟁, 20세기의 미국교회의 현황과 신학사조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the transition of European churches to America and their involvement with theological, liturg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nature of Puritanism;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wakenings and revivals; social concern; 
liberalism, fundamentalism, neo-orthodoxy, and contemporary evangelicalism.

․ GP032 / 현대복음주의이해 / Understanding of Modern Evangelicalism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친근함을 주고 있다.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와중에서 그리고 현대주의의 확산 가운데서 정
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대를 이루며 복음주의는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복음주의의 역사적 뿌리, 현대 복음주의의 출현, 복
음주의의 근본적 동의, 복음주의의 다양성, 복음주의의 전망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analyzes the history of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se movements. Emphasis is placed on the question of Evangelical self-identity and features.

▷ 석사과정 실천신학전공

․ GP089 / 예배신학세미나 / Worship Theology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행위인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각 진영 및 전통들, 그리고 여러 예배 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 비교 탐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central act of worship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on various 
perspectives of worship theology and a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roles of sacraments, traditions and rituals in a 
worship. 

․ GP090 / 설교신학세미나 / Preaching Theology

신학의 최종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설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설교, 설교자, 회중, 그리고 설교적 환경 등을 함께 연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preaching as the culminating act of theology by reviewing the role of a 
preaching event through a sermon, preacher, and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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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59 / 현대목회신학세미나 / Contemporary Pastoral Theology

목회학에 대한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현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의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 등을 이론과 실
제 면에서 모색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theology of contemporary ministry, understand the new 
approach and direction required by the modern society, and through practicum gain an awareness of the challenges 
presented in a contemporary pastoral ministry. 

․ GP054 / 강해설교세미나 / Expository Preaching

자의적이고 탈성경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진 설교에 대해 본문에 대한 올바르고 충실한 연구와 적용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탐구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expository preaching theory and skills, with an emphasis on the preparation of a 
textually derived proposition with accuracy and hermeneutically sound approaches. 

․ GP091 / 설교와커뮤니케이션세미나 / Preaching and Communication

설교의 내용 못지않게 전달 과정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영역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설교에 적절히 
채용 발전시키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and integrate the basic communication theory and preaching, and to develop an 
effective means of preach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sermon delivery. 

․ GP094 / 목회지도력세미나 / Pastoral Leadership

지도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교회목회에서 목회지도자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nalyze those qualities and practices of the effective pastoral leader based on 
principles in Scriptures and related literatures, with attention to developing those leadership skills to effectively 
demonstrate pastoral leadership. 

․ GP096 / 교회개척세미나 / Practical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교회개척에 대한 역사적, 방법적 원리들을 성서적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search church planting based on a historical review and various methodologies to 
develop practical principles and approaches applicable to the contemporary church. 

▷ 석사과정 선교신학전공

․ GT134 / 선교학이해 / Understanding of Missiology

본 강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학의 독립된 영역인 선교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다. 특별히 선교학의 시작, 주요선교신학자들, 선
교학의 특징, 선교학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들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the local church develop a global plan for world evangelization. Attention is given to 
foundational biblical principles that will drive mission in the local church.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gives attention 
to the key principles of personalization that will mobilize the entire church to do the missions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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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135 / 복음주의선교신학에대한이해 / Understanding of Evangelical Theology of Mission

복음주의신학틀안에서 신구약성경의 선교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다룬다. 선교의 성경신학적 이슈들 뿐 아니라 또한 현대선교에서 일
어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복음주의신학 관점에서 평가함으로 올바른 선교신학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many Old and New Testament texts that provide theological foundations for the global mission of the church are 
examined in the frame of evangelical theology. Basic issues that confront the missionary will be investigated, as well 
as the more complex and contemporary issues. The course provides the student with various perspectives and 
strategies for dealing with the Trinity, the Great Commission, the call and motivation for ministry, and the problems of 
dialogue, syncretism, universalism, and ecumenism.

․ GT136 / 기독교선교역사 /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본 강의는 사도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선교역사를 다룬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부터 각 시대마다 선교를 어떻게 진행해왔
는지 살펴봄으로 현대교회의 선교를 위한 교훈과 지혜 및 전략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An examination of the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and the reception of the Gospel among the peoples of the world 
from the Apostolic Age to the present time. Students will examine the development of God's mission to the nations 
through history with a view to the application of the insights which emerge to present-day strategies of missions and 
the student's own participation in what God is doing today.

․ GT103 / 타문화권 선교 / Communicating Christ Intercultural

문화가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복음전달의 원리를 제시한다. 복
음전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구조, 사고형태, 구어 및 비구어적인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등에 초점을 맞춘
다.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effectiv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with a focus on the special problems involved in 
communicating the Gospel across cultural boundaries. The course will facilitate an understanding of different 
worldviews, thought patterns, value systems,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s, social structure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differing cultural settings.

․ GT137 / 세계관이해 / Understanding of Worldview

본 강의는 학생들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세계관을 이해함으로 상황화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This course teaches various semantic-based analyse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an understanding of 
worldview. This understanding is then applied to developing a contextualized Christianity.

․ GT138 / 종교다원주의 / Religious Pluralism

본 강의는 종교다원주의 현상 및 신학을 복음주의관점으로 접근하며 비평하는데 목적이 있다. 타종교에 대한 최근의 비성경적 접근방식
에 대한 비평과 함께 종교에 대한 올바른 성경 신학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attempts to explore the evangelical theology of religions with its critical study of the theology of religious 
pluralism. A biblical theology of religions will be developed against the background of extensive study of current 
models of approaches to other religions.

․ GP029 / 선교신학의 최근동향 / Current Trends in Missions Theology

과학의 진보, 산업의 발전, 물질적 삶의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도덕적 혼란, 윤리적 부패, 가진 자의 정치적, 경제적 독재와 착취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선교신학이 다루고 있는 주요한 신
학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Current missiological developments, methodologies, strategies, and research will be analyzed and discussed with 
attention given to possibl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at a local or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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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기독교상담학전공

․ GT128 /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Counseling

심리학적인 상담의 기초이론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학의 삶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기독교 상담현장에서 부딪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한다. 

With basic theory of counseling based on psychology and life based on God's revelation, we face problematic 
situations of the people in the church. We need to reconcile the two to solve humanity's basic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how to live a God-centered life.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will be also used.

․ GP031 / 심리검사연구 / Psychological Test Study

본 교과목은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 검사 이론들을 살펴보고 심리검사 기법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심리
학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심리학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존의 측정 척도들의 구성과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척도를 제작하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troduce various theorie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to comprehend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psychological research. Students will be introduced knowledge about 
how psychological measure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It is expected for students to be able to develop new 
measures and apply them to their own researches after finishing this class.

․ GP042 / 위기상담세미나 / Seminar in Crisis Counseling

외상과상실,폭력과학대,재난등다양한위기상황에서심리적문제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입하는방안을다루며,위기개입과관련된법적,윤리적
이슈에대하여토론한다.

This course is are view of the effects of crime, violence, natural disasters, and other trauma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This course explores specialize detergency assessment proceed ures and psycho the rapeutic technique 
subtilized in crisis intervention and their application to situations encounter edinclinical practice. Empirical 
findings,professional issues, and ethical concerns are discussed.

․ GP047 / 상담방법연구 / Researchon Counseling Methodologies

상담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다양한연구방법에관하여탐색하고관련되는연구사례를검토분석한다.연구자의관심연구문제를설정하여이문제
에대한답을가장적절하게할수있는연구방법론을찾아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Research designs and methods are examined with an emphasison developing acri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research literature in counseling.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research questions, find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and write are search proposal.

․ GP108 / 목회상담학 세미나 / Seminar o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다양한목회상담이론들의기본철학과원리및접근방법을비교한다.또한최근발전경향을보이고있는통합적상담과문제해결목회상담기법의관
점에서각이론의적용가능성과통합가능성을모색해본다.

This course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Pastoral counseling. Topics include ethical principles of the 
Pastoral counseling profession, legal issues and licensing, counseling in adiverse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effectiveness of various forms of Pastoral counseling therapy including an eclectic-integrative and problem-solving 
approach.

․ GP027 / 가족치유와 상담 / Family Cure and Counseling 

본 교과목은 가족치유 및 상담의필요성,역사,다양한이론적기초를탐색하여가족상담의핵심적개념을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그리고이
개념을실제상담에적용할수있는기초역량을키운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eld of family counseling with specific focus on the precursors of the family 
therapy movement, the major model of family intervention, counseling skills and theoretical techniques, 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principle to the family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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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44 / 상담실습Ⅰ / Counseling Practicum

임상및상담현장에서개별사례분석및개념화,치료목표및계획수립,치료적개입과정을실습하고이에대한전문가의지도감독을받는다.

Supervised practice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emphasis on case conceptualization, treatment goal 
setting and planning, and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 Ethical issues in treatment are also covered.

▷ 박사과정 구약학전공

․ GP073 / 아람어연구 / Biblical Aramaic 

아람어 기초 문법을 습득하여 구약성서 중에서 아람어로 쓰여 진 다니엘서와 에스라서 등의 본문을 강독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Biblical Aramaic that is used in the books of Daniel Ezra and a few other places in 
the Hebrew Bible. 

․ GP111 / 히브리시 이론 연구 / A Study on Hebrew Poetry Theory 

이 과정은 구약 성경의 주요 장르인 시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읽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의 시의 구조와 평행법, 비유적 심상과 상징
을 연구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study research methodology of Hebrew Poetry. Especially, this course is to study the 
structure of poets and parallelism, figurative imagery and symbol of the Hebrew Poetry.

․ GP112 / 내러티브론연구 / A Study on Narratology in the Old Testament

이 과정은 구약의 주요 장르인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다. 특별이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내러티브에 대한 정의와 특
징, 즉 플롯과 배경, 인물과 관점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research Methodology for Narrative in the Old Testament. Especially, this course is 
to study the definition and literary feature of narrative-plot, setting, character, viewpoint.

․ GP071 / 고대근동문학과종교 / Ancient Near East Literature and Religion

구약성서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의 문학과 종교들을 연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성서연구 이
해의 폭을 넓힌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Egyptian, Mesopotamian, Syrian literature and religion to provide a broader comprehension 
of the Old Testament. This course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Old Testament and Ancient Near East Literatures.

․ GP113 / 구약신학세미나 / Seminar on the Old Testament Theology

이 과정은 통일성 있고 일관성이 있는 구약 전체의 신학을 공부한다. 특별히 구약신학 연구사를 통해서 그동한 학계의 신학적 동향을 파
악하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입장에서 구약 신학을 정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is to study a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the recent trend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and will train students to acquaint the methods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in the 
historical and grammatical view.  

․ GP114 / 오경신학 / Pentateuch Theology

이 과정은 오경의 신학적 주제를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 theological subject of Pentateuch. This course also will train students to study the subject in 
relation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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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115 / 시편신학 / Psalms Theology

이 과정은 시편의 신학적 주제를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 theological subject of Psalms. This course also will train students to study the subject in 
relation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 GP116 / 역사서신학 / The Theology of Historical Books

이 과정은 역사서의 신학적 주제를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 theological subject of Historical Books. This course also will train students to study the 
subject in relation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 GP117 / 소선지서신학 / Minor Prophets Theology

이 과정은 시편의 신학적 주제를 연구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속에서 심화 학습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a theological subject of Minor Prophets. This course also will train students to study the subject  
in relation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 박사과정 신약학전공

․ GP025 / 신약배경사 /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신약성경의 개관을 신구약 중간사의 배경과 관련해서 연구하고 신약시대의 역사와 기독교의 발생에 대해 공부한다. 

This class is a general survey of the history of the New Testament including the period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  

․ GP075 / 공관복음서세미나 / Seminar in the Synoptic Gospel

공관복음문제를 비롯한 공관복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연구한다. 특정한 본문에 대한 주해적 연구를 통해 주해 능력을 발전시킨다. 

A Study of the Synoptic Gospel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unique problems arising from the synoptic witness to 
Christ. Students sharpen their exegetical skills through the study of specific periscopes. 

․ GP056 / 바울신학최근동향 / Recent Studies on Pauline Theolog

바울신학 분야의 이슈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공부한다. 

An advanced study of recent trends and issues of Pauline Theology

․ GP061 / 고린도전서해석 / Interpreting First Corinthians

고린도전서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 서신구조를 분석하고 본문을 주해하며 주요 연구 주제와 핵심메시지를 파악하고 오늘날의 교
회와의 연관성도 연구한다. 

A study of the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and epistolary structure of 1 Corinthians, with an emphasis on the 
major themes and issues of this letter and its message for the churc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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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30 / 신약해석학 / New Testament Hermeneutics

신약해석의 역사와 원리 및 방법에 대해 공부한다. 

A study of the history, principles and methods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 GP076 / 신약신학의 최근동향 / Recent Studies on New Testament Theology

신약신학분야의 이슈와 최근 연구 동향을 공부한다. 

An advanced study of recent trend and issues of the New Testament. 

․ GP077 / 로마서해석 / Interpreting Romans

로마서의 역사적 배경, 서신적 구조, 신학적 메시지와 선교적 특징을 염두에 두고 본문 주해를 통해 로마서의 메시지를 연구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the letter to the Romans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theological 
message, and its missionary character. 

․ GP078 / 신약원전강독 / Reading the Greek New Testament

헬라어신약성경의 특정 본문을 강독한다.

Reading of selected passages of the Greek New Testament 

․ GP079 / 헬라어 / New Testament Greek

헬라어신약성경을 통해 문법을 복습하고 본문 비평적 관점에서 헬라어 성경본문을 연구한다.

A study of 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 involving both a review of Greek grammar and the practice of textual 
criticism. 

․ GP057 / 누가복음해석 / Interpreting Luke

누가복음의 본문 주해를 통해 누가복음의 역사적 배경, 구조, 목적, 신학을 사도행전과의 관련하여 공부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the Gospel of Luke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purpos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41 / 요한문헌해석 / Interpreting the Johannine Literature

요한문헌의 본문 주해를 통해 요한문헌의 역사적 배경, 구조, 목적, 신학을 공부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the Johannine Literature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purpos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52 / 사도행전해석 / Interpreting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의 본문 주해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 구조, 목적, 신학을 누가복음과 관련하여 공부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Acts of the Apostles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purpos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80 / 히브리서해석 / Interpreting Hebrews

히브리서의 서론적 문제들, 구조, 신학적 주제들을 본문 주해와 함께 연구한다.

An analysis of the introductory problems, the structure, and the theological motifs of the letter to the Hebr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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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81 / 야고보서해석 / Interpreting the Letter of James

야고보서의 역사적 배경, 서신적 구조, 신학적 메시지등을 본문 주해를 통해 연구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the letter of James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background, literary structure and theological 
message. 

․ GP082 / 요한계시록해석 / Interpreting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본문 주해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상황, 사회적 배경, 구조, 목적, 주요 주제와 메시지를 공부한다. 

An exegetical study of Revelation that examines its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literary structure, purpose, major 
themes and issues of Revelation.

▷ 박사과정 조직신학전공

․ GP051 / 조직신학개론 /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신학 및 조직신학의 협의,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적 불변성, 우주의 물질과 하나님, 신학의 학문성 그리고 계시론적인 실존의 내용을 다
룬다.

General understanding and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Systematic Theology, Divine Existence and 
Immutability,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universe, scientific aspect of theology, and existence and effect of divine 
revelation will be studied.

․ GP023 / 신론 / Theology Proper

하나님의 존재 문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삼위일체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예정설 및 창조론) 과 같은 주제
를 다룬다.

A study of the Existence of God, His essence, attributes, personality(Trinity) and Work (predestination and 
creationism)

․ GP083 / 성서론 / Bibliology

성서론의 중요성, 계시와 자연. 역사. 인간의 본성. 특별계시, 영감의 의미, 조명과 성경해석, 성경의 생동성, 성경과 정경성문제 그리고 
성경의 사본상의 문제를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general Revelation in nature, history, essence of man, and Special Revelation in 
inspiration, illumination and interpretation, animation of Scripture, Canonization, and textural criticism. 

․ GP007 / 인간론 / Anthropology

인간의 기원과 진화론 상의 문제, 신적 진화론에 대한 고찰, 창조론과 인류의 연륜 문제, 인간의 구성요소, 영혼의 근원에 관한 이론, 육
체와 영과 혼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다룬다.

A study of the Origin of Man, Evolutional Theory and its problem, Theistic Evolution Creationism and Age of Mankind, 
Construction of Man, Origin of the soul and spirit, relationship between Body, Soul.

․ GP039 / 기독론 / Christology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교훈, 그
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Life and teaching of Christ emphasizing of  Christ's pre-existence, His Deity, Humanity, Ken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His reality of resurrection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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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33 / 성령론 / Pneumatology

성령론의 현 상태, 성령론의 교회사적 고찰, 성령론의 품성. 속성에 관한 연구, 성령의 구원 이전 사역, 성령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 성령
의 구원 이후에 가능한 사역 그리고 성령의 미래사역을 다룬다.

A study of present state of pneumatology, a historical review of pneumatology, and an examination of the Holy Spirit's 
personality, attributes, His work prior to salvation, His work contemporary with salvation, His work subsequent to 
salvation and future ministries.

․ GP035 / 구원론 / Soteriology

구원론의 중요성, 구원의 필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 구원의 결과 그리고 구원론의 실태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Soteriology, the necessity of salvation, the biblical plan of salvation, the purposes of 
salvation, and reality of salvation.

․ GP012 / 교회론 / Ecclesiology

교회의 출생, 교회의 본질, 교회의 구성 및 조직, 교회의 기능 및 사역, 교회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다룬다.

A study of the origin of the Church, nature, organization and structure of the church; its ministries and obligation 
toward the society as well as  the future of the church.

․ GP014 / 종말론 / Eschatalogy

종말론의 역사철학적 성격, 종말론의 성서론적 한계, 예언의 본질과 종말론의 성격, 이스라엘의 역사, 이방인의 시대, 교회시대, 7년 대
환란, 이스라엘의 미래, 1000년 왕국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내용을 다룬다.

Eschatology in its essence is a philosophy of history. This study primarily will be biblical in its nature. Biblical 
prophesies are elements of Eschatology. Futhermore the history of Israel, the time of Gentiles church age, Seven 
Years of tribulation, future of people of Israel , the Coming of Christ as well as eternal future in Divine Destination.

․ GP040 / 기독교철학 / Philosophy of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신학과 종교철학, 기독교 철학과 변증론, 기독교 철학과 인식론, 기독교 철학과 존재론, 그리고 기독교 철학과 윤리론과 같은 내
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logy and the philosophy of religion, Christian philosophy and Apologetics, 
Epistemology, ontology, and morality and ethics.

․ GP015 / 성서윤리학 / Biblical Ethics

창조의 원리와 윤리학, 하나님의 섭리와 윤리학 (섭리와 윤리학. 보존과 자연주의 윤리학. 관여하심과 기독교 윤리학. 예정과 신앙생활 
원리), 상황윤리와 현대인들의 당면문제 ( 소외, 갈등, 정신질환. 외로움과 사회생활. 허무감과 소망) 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principles manifested in ethics by Divine Decree and human morality, Doctrine of preservation and 
natural morality, Divine providence and morality, elements of predestination and christian spiritual life. Furthermore 
Situation Ethics and spiritual problems of contemporary men (alienation, conflicts, despondency , mental problems, 
lonliness of social living, emptiness and future hope)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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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24 / 현대신학동향 / Trend in Contemporary Theology

현대신학의 동향의 중요성, 자연주의 신학과 그 유형, 이상주의 신학과 그 유형, 실존주의 신학과 그 유형, 세속주의 신학과 그 유형 그
리고 사신신학 및 뉴에이지 운동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Contemporary Theology, Natural Theology and its Systematic Idealism, Existentialism, 
Secularism and varieties of it; the Death of God Theology and the New Age movement etc will be studied.

․ GT026 / 변증론 / Apologetics

변증론의 발생 및 그 이유, 현대의 변증론, 기독교 철학, 변증론의 유형 그리고 변증론의 목적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A study of the rise of Apologetics and its immediate reasons,  its initial development, and modern development into 
Christian philosophy, its  objectives  and its various subjects.

․ GP084 / 현대미국신학 / Contemporary American Theology

미국신학의 중요성, 개신교신학 : 청교도신학, 개신교 신학 : 루터란 신학, 근대미국신관 (흑인신학. 여성신학), 로마가톨릭 신학, 과정주
의 신학, 그리고 해방신학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importance of American Theology, Protestant Theology, Puritanism, Covenant theology, Lutheran 
Theology, Contemporary American Theology such as Black Theology, Female Theology, will be studied. Furthermore, 
Romanism, Process Theology, and Liberalism Theology will be investigated.

․ GP085 / 신학사상사 /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헬라철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스토아철학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 중세 로마가톨릭의 발전과 신학사상, 종교개혁운동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개혁운동의 신학적 사상과 그 영향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effects of Greek philosophy on Christianity; Stoic philosophy and its Christian development; Roman 
catholicism, its theology and philosophy; Reformation movement and its historical, theological thought.

․ GT013 / 기독교리사 /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회의 발전, 기독교 발전과 이단사설, 삼위일체론의 확립, 기독론의 정립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품성성), 발진설논쟁, 지식과 
신앙의 문제 그리고 개혁운동과 교리를 다룬다.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doctrines, the effect of cultic movements on Christian development, the 
formation of trinitarianism, formation of Christology (Hypostatic Union, personality of Christ), the filioque controversy, 
knowledge and faith problems and its relationships and doctrinal development of Reformation movements.

․ GP086 / 신학적 인식론 / Theological Epistemology

인식론의 주제, 인식론의 유형, 신학적 인식론과 그 유형, 계시론적 인식론, 성서론과 인식론, 그리고 신학적 인식론과 교회생활을 다룬
다.

A study of epistemological subjects and their types, Theological Epistemology and its type, Revelational 
Epistemology, Bibliology and Epistemology, and Theological Epistemology in relation to the life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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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신학전공

․ GP087 / 역사신학세미나 / Seminar on Historical Theology

기독교회사는 단순한 교회 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의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역
사신학은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영지주의 논쟁, 삼위일체논쟁, 그리스도의 양성
론 논쟁, 정경논쟁, 도나티우스와 교회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성찬론, 그리스도의 구속론, 스콜라신학, 종교개혁자 사상, 근대 경건
주의와 부흥,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 등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볼 것이다.

This course studies the history of the doctrines from the First Century to the modern church with a special 
concentration on the various topics such as Gnosticism, Trinity, Christology, Soteriology, Sacraments, Ecclesiology, 
Eschatology, Scholasticism, Reformer's Thoughts, Enlightenment, Liberalism, and Fundamentalism.

․ GP032 / 현대복음주의 이해 / Understanding of Modern Evangelicalism

복음주의라는 용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친근함을 주고 있다.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와중에서 그리고 현대주의의 확산 가운데서 정
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대를 이루며 복음주의는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복음주의의 역사적 뿌리, 현대 복음주의의 출현, 복
음주의의 근본적 동의, 복음주의의 다양성, 복음주의의 전망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This course analyzes the history of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se movements. Emphasis is placed on the question of Evangelical self-identity and features.

․ GP034 / 초중세교회사 연구 / Studies on the Early-Middle Ages of Christianity

기독교 초중세 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사도시대의 
교회, 교부시대의 교회, 변증가의 사상, 교부들의 신학,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의 형성과 발전, 수도원운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십자군운동, 스콜라철학, 교황권의 절정과 몰락, 중세교회 말기의 현상들 등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배우게 된다.

The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verview of ecclesiastical, political, and theological issues affecting the forms of 
Christian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church to the Medieval period. Special emphasis on the major church fathers's 
life and thoughts, the Roman Church, the relation between empire, missions, monasticism, scholasticism, and the 
development of conciliarism. 

․ GP045 / 근현대교회사 이해 / Understanding of he Modern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 근현대교회사(1648년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
다. 이성주의의 발흥, 18세기 신앙부흥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영국과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충돌, 종교다
원주의의 발전,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current movements  from the period of Reformations up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given to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a special emphasis on Protestant orthodoxy and subsequent rise of denominations; the rise 
of secularism and the “Enlightenment”; awakenings, revivals and missionary expansion; and theological trends. 

․ GP063 / 종교개혁사와 사상 연구 / Studies on Reformation and Its Thought

종교개혁시기에 해당하는 1517-1648년 시기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주요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종교개혁의 내용을 연구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쯔빙글리
와 취리히, 칼빈과 제네바, 재세례파의 개혁운동,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운동, 스코트랜드와 영국의 개혁운동, 청교도 운동, 그리고 로
마교회의 반 종교개혁 운동 등을 배우게 된다.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overview of the changes in the history of  sixteenth-century Europ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settings of the Reformations. Topics covered include the Lutheran, Zwinglian, and 
Calvinist reformations; the rise of Anglicanism; the Anabaptists and other movements; and the Counter-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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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49 /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 A History of Theology in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에 대한 심화된 연구과목이다. 19세기 말 한국 개신교회의 태동이전
의 기독교 전래,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활동과 사상, 20세기 초 한국교회의 부흥,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상, 신사참배와 
성경관 논쟁, 해방이후 한국교회의 분열, 토착화 운동과 민중신학의 태동,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분석, 한국교회의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A historical and theological overview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Korean Church, with special emphasis on 
missionary works, revivals, majors church leaders, theological debates, divisions of the church, rapid growth of the 
church.

․ GP053 / 초대 교부신학 이해 / Understanding of Church Fathers' Theology

초대 교부들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연구와 토의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속사도, 영지주의와 교부들과
의 논쟁, 변증가, 동방 교부와 서방교부,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논쟁, 각종 종교회의, 어거스틴의 신학 등을 배우게 된다.

This course studies the life and thoughts of the church Fathers, including Ignatius, Origen, apologists, Western 
Fathers, Eastern Fathers, rise of monasticism, Trinitarian controversy, Athathasius, Creeds, and Augustin.

․ GP046 / 미국교회사 세미나 / Seminar on the Church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교회사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토의로 강의가 진행된다. 미국교회의 태동, 미국청교도,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발전, 에드워즈와 대각성운동, 감리교회 운동, 1800년대 부흥운동, 남북전쟁이후의 미국교회, 현대주의와 근본
주의 논쟁, 20세기의 미국교회의 현황과 신학사조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the transition of European churches to America and their involvement with theological, liturg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nature of Puritanism;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wakenings and revivals; social concern; 
liberalism, fundamentalism, neo-orthodoxy, and contemporary evangelicalism.

․ GP026 / 아시아교회사 연구 / Studies on the Church History of Asia

아시아 지역에 발전된 기독교회의 역사를 나라별과 사건별로 나누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토의로 강의가 진행된다. 초기 아시아 지역
의 복음화, 경교의 유입과 발전, 인도의 복음화, 중앙아시아의 복음화, 중국의 복음화, 일본의 복음화, 동남아시아의 복음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된다.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Church in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hrough Western missionaries and 
national lea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Asian Church in the Far East: China, Taiwan, Hong 
Kong, Japan, and Korea.

▷ 박사과정 실천신학전공

․ GP089 / 예배신학세미나 / Worship Theology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 행위인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각 진영 및 전통들, 그리고 여러 예배 신학자들의 입장을 살펴 비교 탐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central act of worship through a comparative research on various 
perspectives of worship theology and a review and assessment of the roles of sacraments, traditions and rituals in a 
worship. 

․ GP090 / 설교신학세미나 / Preaching Theology

신학의 최종적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설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설교, 설교자, 회중, 그리고 설교적 환경 등을 함께 연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preaching as the culminating act of theology by reviewing the role of a 
preaching event through a sermon, preacher, and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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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59 / 현대목회신학세미나 / Contemporary Pastoral Theology

목회학에 대한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현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의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 등을 이론과 실
제 면에서 모색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theology of contemporary ministry, understand the new 
approach and direction required by the modern society, and through practicum gain an awareness of the challenges 
presented in a contemporary pastoral ministry. 

․ GP018 / 설교역사세미나 / Preaching History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개 되어온 설교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각 탐구하여 그 본질과 원리들을 찾아 오늘의 설교 신학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urvey and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ose characteristics of preaching 
within their cultural and theological context to assess its implication on contemporary theology in preaching. 

․ GP054 / 강해설교세미나 / Expository Preaching

자의적이고 탈성경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진 설교에 대해 본문에 대한 올바르고 충실한 연구와 적용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탐구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expository preaching theory and skills, with an emphasis on the preparation of a 
textually derived proposition with accuracy and hermeneutically sound approaches. 

․ GP091 /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 Preaching and Communication

설교의 내용 못지않게 전달 과정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된 영역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설교에 적절히 
채용 발전시키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and integrate the basic communication theory and preaching, and to develop an 
effective means of preaching, especially in the area of sermon delivery. 

․ GP092 / 성서적설교 세미나 / Biblical Preaching

설교 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다양한 본문의 의도된 내용을 담아내는 설교 형식을 위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탐구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xplore various forms of preaching and understand its implied message through the 
form a sermon takes by studying preaching principles and participating in practicums. 

․ GP093 / 이야기식설교 세미나 / Narrative Preaching

신설교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경과 청중이 지닌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영역을 탐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storytelling in the Bible and to a contemporary congregation 
from the context of new homiletics. 

․ GP094 / 목회지도력세미나 / Pastoral Leadership

지도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교회목회에서 목회지도자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nalyze those qualities and practices of the effective pastoral leader based on 
principles in Scriptures and related literatures, with attention to developing those leadership skills to effectively 
demonstrate pastor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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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95 / 예배역사세미나 / History of Worship

예배 사역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한 실제적 이론을 탐구하는 데
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a biblical and theological basis of worship through lessons taught through a 
history of worship, and harvesting those principles applicable to contemporary worship leaders. 

․ GP096 / 교회개척세미나 / Practical Principles of Church Planting

교회개척에 대한 역사적, 방법적 원리들을 성서적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search church planting based on a historical review and various methodologies to 
develop practical principles and approaches applicable to the contemporary church. 

․ GP097 / 교회성장세미나 / Philosophy and Methodology of Church Growth

현대 교회성장의 역사, 신학, 원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교회성장 정의와 이론의 체계를 세우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stablish a definition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church growth based on church 
history, theological basis, and theory behind contemporary church growth to advance the growth and multiplication of 
local churches.

․ GP098 / 셀사역 세미나 / History and Theology of Cell Group Churches

현대 목회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에 대한 이론과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목회 철학을 세우
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various forms of small group ministry based on principles, philosophy, and a 
theology of small group ministry, and develop an applicable philosophy and principles for  contemporary ministry. 

▷ 박사과정 선교신학전공

․ GP038 / 선교성경신학 /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선교의 정의, 동기, 목표, 방법을 신구약성경을 통해 조명함으로 성경적 선교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한다. 또한 최근 선교신학의 
동향과 중요한 이슈들을 성경적 선교신학으로 조명하여 문제점 들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consists of an in-depth study of the mission of God as it is revealed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is course also examines current missiological issues and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biblical missiology to the 
contemporary missions context. 

․ GT025 / 바울선교신학 / Pauline Theology of Missions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들의 선교와 관련된 성경구절들에 대한 주경작업을 통해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파악함으로 현대교회
를 위한 선교적 교훈들을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is an in-depth study of the missional thought the Apostle Paul revealed in his letter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missionary mandate, call, methods, motives, etc.

․ GT041 / 상황화신학 / Theology of Contextualization

문화가 다른 대상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하는 자, 받는 자, 또한 말씀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들로 인해 의사소통에 장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고 적절하게 상황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거나 전달될 수 없게 
된다. 목회와 선교에서의 상황화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상황화의 성경신학적 접근의 중요성을 익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is a study of contextualization from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ncluding an examination of the 
meanings and methods of contextualization as proposed in recent literature, an analysis of the proposals of prominent 
contextualizers, and the development of limited contextualized materials for selected targe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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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29 / 선교신학의 최근동향 / Current Trends in Missions Theology

과학의 진보, 산업의 발전, 물질적 삶의 풍요를 누림과 동시에 도덕적 혼란, 윤리적 부패, 가진 자의 정치적, 경제적 독재와 착취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에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고 점점 비인간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선교신학이 다루고 있는 주요한 신
학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Current missiological developments, methodologies, strategies, and research will be analyzed and discussed with 
attention given to possibl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at a local or international level. 

․ GP099 / 복음주의와 WCC 선교운동사 (History of Evangelical and WCC Missions Movements)

현대개신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와 WCC 진영의 선교와 선교신학에서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진영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양 진영의 선교신학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The course will deal with the vision, history, and mission of the evangelical and ecumenical movements. The course 
examines the contemporary issues of ecumenism, syncretism, and universalism compared with evangelicalism. 

․ GP100 / 세계종교와 선교 / World Religions and Missions

현존하는 세계종교인 유대교, 이슬람, 불교, 유교, 그리고 힌두교의 기원, 주요교리들을 이해한 후 개신교복음주의관점에서 그 종교의 
신자들을 선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A survey of the world's major, non-Christian religions including origin and development, sacred writings, major motifs, 
belief patterns, ritual and worship, social patterns and ethics.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se and the Christian faith,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multi-religious communities of 21st 
century America.

․ GP101 / 선교연구방법론 / Research Methodology in Missions

선교와 관련된 학술논문을 포함한 각종 연구 조사 계획서(research proposal)를 작성하는 이론과 방법을 배운다. 선교학 연구의 다양
한 방법론들(descriptive, experimental, evaluative, missiological research 등) 을 숙지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위 논문 계획서 작
성, 연구 계획서들을 작성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missiological research. Attention will be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ological inquiry, socio-anthropological inquiry, and missions practice. Development of a research design, 
bibliography, and database for high-level missiological research will be emphasized. 

․ GP001 / 선교신학세미나 / Seminar on the Theology of Missions

선교신학연구의 고급과정으로 선교와 관련한 종합적인 이슈들을 토의하고 학생개개인의 확고한 (복음주의) 선교신학을 정립하는데 초
점을 둔다. 현존하고 있는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을 성경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
다.

The seminar will deal with various topics which are significant issues in missions and evangelism. Various 
missiological issues facing the church in light of the rapid changes of the world will be explored. 

․ GP102 / 국제정치학 / International Politics

현재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을 뿐 만 그들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구조를 이해할 때 그들과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유익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권역별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공산권 등)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issues and dilemmas in world affairs.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intellectual tools and 
framework necessary for critical investigation, thinking and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contemporary 
world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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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045 / 선교역사연구 / Study of the History of Missions

교회의 선교를 시대별로 연구함을 통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완성해 가셨는지를 살펴본다. 시대
별 선교의 특징과 선교적 교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선교역사연구를 통해 21 세기 교회의 선교적 지혜와 전략을 얻는데 초점을 맞
춘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develop insights regard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missions throughout history 
with an analysis of the Missions movement from apostolic times to the present.

․ GP103 / 포스트모더니즘과선교 / Postmodernism and Missions

진리의 상대성을 주장하며 기독신앙의 생명인 보편적 절대진리 (the universal and absolute truth) 를 부인하며 도전하고 있는 포스
트모더니즘은 교회 신앙과 선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포스트모던사상의 주요핵심내용을 파악하고 복음주의입장에서 어떻게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n introductory study of postmodernism and some of its cultur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implications. The working hypothesis of the course is that the postmodern thinking presents new cultural, 
social, moral and spiritual challenges for the Christian. This cours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postmodernism and 
its logical conclusions. This course will also examine the nature and the challenges of the emergent church movement 
which is heavily influenced by postmodern culture.

․ GP062 / 교회성장학 / Study on Church Growth

교회개척 및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과 실제를 연구한다. 교회성장학파의 교회성장이론과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그 이론과 방법
들을 성경적으로 평가한다. 교회개척과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회학적, 문화적으로 분석하여 교
훈을 얻고 사도행전에 계시된 교회개척 및 성장의 원리들과 종합하여 총체적인 교회개척과 성장의 지식을 얻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introduces church growth as a scientific field of study and as a philosophical framework for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We will look at the historical roots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and learn the terminology 
used by Church Growth scholars.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ological, sociological and cultural aspects 
affecting the rate and patterns of church expansion.

․ GP104 / 현대선교신학이슈연구 / Issues of Contemporary Christian Missions

오늘의 사회는 다원주의 (多元主義) 사회이다. 다원주의 사회란 사회의 가치와 규범뿐만 아니라 사회조직과 구조가 다가치, 다규범적 현
상 즉 다원화 (plur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선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The issues in missiology are many and varied. Regarding the broad picture, these include: understanding biblical 
perspectives; evaluating various theological paradigms; learning lessons from the wonderful and inglorious history of 
missions; understanding various strategies in mission; and having some familiarity with the plethora of current issues 
facing individuals, churches and mission agencies involved in the missionary task (these include secularism, 
pluralism, the challenge of other religions, globalization, ecumenism, justice issues, urbanization, the role of third 
world churches, holistic ministry, etc.).

․ GT124 / 선교와 문화 / Missions and Culture

선교에는 ‘신적 차원‘ 과 ’인적차원‘ 이 있다. 선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 그리고 인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하겠다. 인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  세계관, 가치체계, 삶의 양식에 대한 분석과 인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
해와 분석을 통해 선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문화인류학적 이론이 선교현장에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는 실제들을 제시
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student to cultural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nd to potential problem area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communicate properly. It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learning the target culture and 
language as a prerequisite for an effective ministry with a specific group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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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105 / 선교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on in Missions

설교자는 성경과 상황이란 두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부재된 설교는 설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또한 상황이 부재된 
설교 역시 전달과 수용에 있어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선교사) 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상황 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구비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교설교자로서 성경본문과 청중이 
처한 상황사이의 다리를 놓는 신학적 작업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익힘으로 유능한 복음전도자가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cross cultural line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ose involved in intercultural ministry, the course focuses attention on language and culture, culture 
shock, ethnocentrism, paternalism, nonverbal communication, contextualization, and dynamics of change. The focus 
will be on the communication of the gospel itself interculturally.

▷ 박사과정 기독교상담학전공

․ GT128 /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Counseling

심리학적인 상담의 기초이론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학의 삶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기독교 상담현장에서 부딪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한다. 

With basic theory of counseling based on psychology and life based on God's revelation, we face problematic 
situations of the people in the church. We need to reconcile the two to solve humanity's basic problems and try to find 
out how to live a God-centered life. The course will mainly focus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will be also used.

․ GP031 / 심리검사연구 / Psychological Test Study

본 교과목은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심리 검사 이론들을 살펴보고 심리검사 기법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심리
학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심리학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존의 측정 척도들의 구성과 결과 
분석 방법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새로운 척도를 제작하고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이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o introduce various theories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nd to comprehend them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psychological research. Students will be introduced knowledge about 
how psychological measures are constructed and analyzed. It is expected for students to be able to develop new 
measures and apply them to their own researches after finishing this class.

․ GP027 / 가족치유와 상담 / Family Cure and Counseling 

본 교과목은 가족치유 및 상담의필요성,역사,다양한이론적기초를탐색하여가족상담의핵심적개념을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그리고이
개념을실제상담에적용할수있는기초역량을키운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ield of family counseling with specific focus on the precursors of the family 
therapy movement, the major model of family intervention, counseling skills and theoretical techniques, 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principle to the family setting.

․ GP048 / 진로지도와 상담 / Career Guide and Counseling

진로발달과직업선택과정에대한이론들을고찰하고,진로및직업상담의실제에필요한상담의기법들을살펴본다.이와아울러본강좌에서는진
로및직업 상담에서사용되는다양한검사들의내용과구성,사용방법등에대해알아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link theory to practice in career counseling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skills for facilitating successful career development in schools, rehabilitation, and 
community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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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44 / 상담실습 / Counseling Practicum

임상및상담현장에서개별사례분석및개념화,치료목표및계획수립,치료적개입과정을실습하고이에대한전문가의지도감독을받는다.

Supervised practice in counseling and psycho therapy, with emphasison case conceptualization, treatment goal 
setting and planning, andempiricallysupportedtreatments.Ethicalissuesintreatmentarealsocovered.

․ GP047 / 상담방법연구 / Researchon Counseling Methodologies

상담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다양한연구방법에관하여탐색하고관련되는연구사례를검토분석한다.연구자의관심연구문제를설정하여이문제
에대한답을가장적절하게할수있는연구방법론을찾아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Research designs and methods are examined with an emphasison developing acri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research literature in counseling.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research questions, find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and write are search proposal.

․ GP028 / 청소년상담세미나 / Seminar in adolescence Counseling

청소년기에나타나는다양한문제들을이해하고그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상담의원리와과정을살펴본다.또한청소년상담의실제에적용될
수있는다양한기법들을알아본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adolescents. 
Avariety of modality orientations and the rapeutic techniques are explored with an emphasis on developmental, multi 
dimensional and multi disciplinary approaches.

․ GP042 / 위기상담세미나 / Seminar in Crisis Counseling

외상과상실,폭력과학대,재난등다양한위기상황에서심리적문제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입하는방안을다루며,위기개입과관련된법적,윤리적
이슈에대하여토론한다.

This course is are view of the effects of crime, violence, natural disasters, and other trauma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This course explores specialized emergency assessment procedures and psycho the rapeutic techniques 
utilized in crisis intervention and their application to situations encountered in clinical practice. Empirical findings, 
professional issues, and ethical concerns are discussed.

․ GP055 / 기독교 상담윤리 연구 / Christian Counseling Ethics 

기독교 상담 윤리학의기본개념들이무엇을의미하는가를분석하고,기독교 상담 윤리학의발전과정과 다양한 상담윤리적인문제를 다루, 상
담 윤리학과연관성을갖는학문등을연구한다.

A study of fundamental notions of counseling ethics; essence of Christian counseling ethics, historical development of 
that, types of ethics, issues of ethics, finally treat science which has relation with ethics.

․ GP106 / 임상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 Theories and Practice of Clinical Psychology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돕는 심리학의 전문 분야로서 이상행동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다루는 과목이다. 아동, 성인, 가족을 대상
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성격, 이상행동 그리고 임상적 기법의 평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임상실습을 포함한
다.

Clinical psychology attempts to understand common psychological problems in human life and helps solve them. It 
deals with assessment and diagnosis of abnormal behaviors. Students will learn theories of counsellin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for children, adults and family, and acquire basic knowledge and skills for assessing 
personality, abnormal behavior, and clinical techniques by being involved in an actual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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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107 / 정신분석학 세미나 / Seminar on Psychoanalysis

전통정신치료, 자아 심리학, 자기심리학, 대상관계 등 대표적인정신 분석가들의생애와그이론을살펴보고,증례를통해정신분석이론을치
료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토론한다.

Anoverviewofthetheoreticalfoundationandcriticalconceptsfromdifferentpsycho-dynamic perspectives such as psycho 
analysis, ego psychology, self psychology and object relations theory.The emphasis will be on the conceptualization 
and communication of psycho-analytically informed knowledge and process in a wide variety of practice situations.

․ GP108 / 목회상담학 세미나 / Seminar o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다양한목회상담이론들의기본철학과원리및접근방법을비교한다.또한최근발전경향을보이고있는통합적상담과문제해결목회상담기법의관
점에서각이론의적용가능성과통합가능성을모색해본다.

This course is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field of Pastoral counseling. Topics include ethical principles of the 
Pastoral counseling profession, legal issues and licensing, counseling in adiverse and multi cultural society, and 
effectiveness of various forms of Pastoral counseling therapy including an eclectic-integrative and problem-solving 
approach.

․ GP109 / 슈퍼비젼 이론과 실제 / Supervision Theory and Practice 

사례지도자로서개인상담의초심자를효과적으로지도하는방식과이론에대하여이해하며,실제초심상담자를대상으로이론을적용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Thiscourseexaminestheoriesandtechniquesofsupervisionincounseling.Studentswillhaveanopportunitytopracticeasuper
visoryrolethroughanactualsupervisionexperiencewithabeginningcounselor.

․ GP060 / 기독교 영성과 심리연구 /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pirituality 

본 과목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된다. 첫째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영성지도와 기독교 상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론들은 비판적으
로 분석하는데 있다. 둘째는 기존의 이론들이 안고 있는 한계들, 즉 환원주의와 자기애, 자기 개발 및 자기 초월에 대한 강조를 넘어서 
기독교 상담과 영적 지도의 통합을 개발하고 예증하는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subject is  twofold. First, it critically analyzes current theories underlying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Second, it develops and illustrates an integrative model for Christian counseling 
and  spiritual direction that overcomes the apparent deficits of previous theories, i.e., reductionism and narcissism, 
emphasis on self-development and self-transcendence. 

․ GP110 / 한국문화와 기독교상담 / Korean Culture & Christian Counseling

상담이문화와깊이연루되어있음을이해하고어떤한국 문화적 특성이기독교 상담에영향을미치며한국문화에맞는상담접근이나전략방법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습득한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wareness of Korean cultual issues which affect the Christian 
counselingprocess.Studentswilldevelopcounselingskillsandstrategiesreflectingthoseculturalissues.

교육과정	
 	


페이지 240 / 276	
 	




신학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개요

1. 교육 목적
지식의 전수와 함께 합리적인 지식의 창출 및 응용능력 함양을 통한 성서에 대한 명철한 분석 및 종
합능력과 창의적 적용능력을  갖춘 목회자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목표로 한다. 

2. 특성화 전략 
• 전략의 방향
성경강해(Bible Exposition)맟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능력  함양

• 전략의 구분 
- 성경 중심의 교과과정(Bible Centered Curriculum)구현

- 성서의 주석(exegesis)과 강해(exposition) 그리고 전달(preaching)  에 이르는 과정의 체계적인 교육

- 성서강해를 중심으로 한 설교 및 실습중심  교육

- 목회실습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강화

- 성서에 근거한 성령론의 원칙에 따른 영성함양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졸업학점체계

학과 졸업이수학점 기초필수 전공필수 심화필수 선택

신학과 102 9 42 1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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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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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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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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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훈련

연구방법론

일립생애와
사상

구약석의
방법론

신약석의
방법론

신론 초대교회사
헬라어1

14

경건훈련 모세오경 
주해 마태복음 기독론 종교개혁사 헬라어2 10

경건훈련 역사서   
주해

누가,사도
행전주해

로마서    
주해 

성령론 근현대교회사
목회실습1

강해설교1
히브리어1 14 

(1)

경건훈련 대선지서 
주해

고린도전
후서주해 교회론 한국교회사

목회실습2

강해설교2
히브리어2 12 

(1)

경건훈련 소선지서
주해

야고보서
주해

목회실습3

강해설교3

기독교교육
의 이론과 
실제 

목회학총론

10 
(1)

경건훈련 시가서   
주해

요한복음
주해

목회실습4

강해설교4

전도이론과
실제

선교학총론

10 
(1)

4 12 14 8 6 8(6) 8 8

구약총론

레위기 주해

에스겔, 다
니엘서 주해

신명기 주해

역대기 주해

아모스, 호
세아 주해

요나, 미가
서 주해

시편주해

신학총론

마가복음   
주해

요한계시록
주해

히브리서   
주해

목회서신   
주해

옥중서신   
주해

갈라디아서
와 데살로니
가전후서   
주해

해석학 총론

인간론

종말론

현대신학
의 이해,

기독교변
증학

기독교윤
리 사상

기독교사상사

복음주의연구

한국교회신학
사상사

어거스틴신학

청교도신학

중세교회사

예배학

목회상담학

목회리더쉽

비교종교학

선교커뮤니
케이션

선교신학

기독교교육
교수법

교회음악이
론과실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논문연구1

논문연구2

신구약     
배경사

고급         
헬라어1

고급         
히브리어1 

고급         
헬라어2

고급        
히브리어2

신구약     
배경사

여성신학

생태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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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 기초필수

․ GD025 / 그리스도론 / Christology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그가 삼위일체 중 제 2위의 하나님으로 선재
하신 사실, 인간으로 도성인신하신 사건, 그의 성장과 공생애에 대한 심층 연구, 그의 교훈에 대한 분석 작업, 그가 성취하신 대속의 역
사, 그리고 그의 승천의 의미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Christology  consists of a detailed study of Jesus Christ. In this course in depth study will be done on Christ's career 
and teachings; such as His pre-existence based upon the Trinity of God, incarnation and related matters. His growth 
and public life will be studied in detail. Detailed analysis of His teachings, the Work of atonement, and His ascension 
and its meaning will be studied so a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essence and nature of Christianity.

․ GD035 / 일립의 생애와 사상 / Studies on Dr. Tae-Kook Kang's Life and Theology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 일립 강태국은 특별한 신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켰다. 이 과목은 설립자의 생애와 사상
을 연구하여 설립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와 강태국의 출생, 강태국의 교육배경, 강태국과 
신학교육 배경, 강태국과 목회사역, 강태국과 저술, 강태국과 학교설립, 강태국의 밀알정신, 강태국의 신학사상 등을 배우게 된다.

A study of the life and thought of Dr. Kang Tae-kook, the founder of Korean Bible Univers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is works and writings. This study is designed to keep and develop the founding philosophy of the university.

․ GD144 / 성서해석학의 원리 / Principle of Biblical Hermeneutics

성서는 시, 이야기, 예언 등 다양한 문학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올바른 성서해석은 성서의 다양한 문학 장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고 다양한 해석학적 도구를 통해 각 장르에 맞게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석학적 원리를 익힘으로 바른 성서해석을 
추구한다. 

This course surveys particular principles and processes of biblical hermeneutics which is requisite for biblical 
interpretation. The focus is placed on definition of the term ‘hermeneutics,’ historical-cultural analysis, lexical-
syntactical analysis, theological analysis, literature analysis, and the application of biblical hermeneutics. 

▷ 구약학

․ GD139 / 구약개론 /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성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로 구약연구의 입문적 역할을 한다. 구약의 책들로 읽혀지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등을 순서적으로 읽고 
본문의 저작 연대, 본문의 구성 및 내용과 문학적 특징 등을 연구함으로 신학적인 주제 및 교훈 그리고 기록 목적 등을 찾아내낸다.  

This course is a survey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literature, and teachings of the Old Testament. This course is to 
gain knowledge of the contents and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the various books of the Old Testament. 

․ GD177 / 모세오경주해 / Exposition of the Pentateuch

모세오경은 구약성서의 율법서에 해당하는 책들로 창세기-신명기서까지를 말한다. 오경은 창조이야기를 시작으로 족장들의 삶, 애굽에
서의 탈출, 광야 이야기, 각종 제사법과 언약법전 등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책들이다. 율법을 지칭하는 토라는 교훈의 의미로 해
석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의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지시해주는 교훈서이기도 하다. 오경 주해는 오경 각 책들
의 역사 및 내용과 구조 및 사상, 문학적 특징 등을 연구고 신앙적 신학적 교훈들을 찾아낸다.  

The Pentateuch—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are the vital first books in the Bible.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the student to the historical, literary,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entateuch. 
This foundational course in the Bible explores the origin of key biblical themes such as creation and fall, judgment and 
grace, Israel and the nations, the exodus and wanderings, the law and cov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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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216 / 대선지서주해 / Exposition of the Major Prophets

구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등이다.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책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적 사상, 문체 및 문학
적 구조 등을 연구한다. 대선지서 주해는 이들 책들 중 한 책들을 선정해 보다 세밀한 본문 연구를 시도한다.  

This course will be a study of the books of Isaiah, Jeremiah, Lamentations, Ezekiel, and Daniel. It will cover 
authorship, date of writing, historical background, and critical questions concerning each book. There will also be an 
exegetical study of selected passages from each book.

․ GD187 / 역사서주해 / Exposition of the Historical Books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 에스라-느헤미야, 에스더서들이다. 역사서 주해
는 이 책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적 사상, 문체 및 문학적 구조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be a study of the Historical Books of Joshua, Judges, Ruth, Samuel, Kings, Deuteronomy, Ezra, and 
Nehemiah. It will cover authorship, date of writing, historical background, and critical questions concerning each book. 
There will also be an exegetical  study of selected passages from each book. 

․ GD191 / 소선지서주해 / Exposition of the Minor Prophets

소선지서는 기원전 7-8세기에 활동했던 12명의 소 선지자들이다. 소 선지서로 분류되는 책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
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갸랴, 말라기서들이다. 소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사상,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 및 단어, 
문체 및 문학구조 등을 살펴보고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에 나타난 중요 사상들을 발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twelve minor prophets (Hosea ~ Malachi) in light of historical, canonical,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Primary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exegetical study of  selected passages from each book. 

․ GD202 / 시편주해 / Exposition of the Psalms

시편은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학적 특징들 역시 다양하다. 다양한 문학적 특징과 더불어 신학적 혹은 해석학적 
특징들을 연구함으로 시편의 이해의 폭을 넓힌다.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탄원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다양한 장르들의 이해는 시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장르 연구를 통해 올바른 시편이해를 이끈다. 

This course will concentrate on reading and becoming familiar with the book of Psalms, especially in terms of the 
theological and spiritual resources it has offered in the past and continues to offer to communities of faith today. 
Topics to be addressed include: prayer and ritual in ancient Israel, biblical Hebrew poetry, the forms of the Psalms and 
structure of the Psalter, theologies of the Psalms, and the use of the Psalms in Jewish and Christian tradition. 

․ GD195 / 시가서주해 / Exposition of the Poetic Books

구약의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들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들이다. 시가서 주해는 이들 책들의 역사 및 신학적 사상, 문체 및 본
문의 구조 그리고 내용 등을 살펴본다. 

A study of the background to Hebrew Wisdom and the outlook of Wisdom Literature. The wisdom books in the 
Hebrew Canon that will be exhaustively studied include, Job, Proverbs, Song of Songs and Ecclesiastes. Primary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exegetical study of the Poetic books. 

․ GD211 / 구신약배경사 / Inter-Testamental History

신.구약 중간시대의 역사를 연구함과 동시에 이 시대에 유행했던 유대교 사상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사상 등을 중심으
로 하여 헬라사상과 비교하며, 이 사상의 뿌리가 되었던 히브리 묵시문학 운동 등을 연구한다. 

A course designed to provide an introductory orientation to the periods that climax the Old Testament and frame the 
New Testament. Attention is given to the history and literature of both the Jews and the early church during these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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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16 / 히브리어Ⅰ / Biblical Hebrew I

구약성서가 쓰여진 히브리어의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습득한다. 특별히 구약원전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 단어 및 문법 그
리고 구문론을 익힌다. 

This is a Biblical language course focusing on introducing the essentials of Hebrew grammar, syntax, and vocabulary 
preparatory to studying the Hebrew Old Testament.

․ GD117 / 히브리어 II / Biblical Hebrew II

구약성서가 쓰여진 히브리어의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습득한다. 특별히 구약원전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로 단어 및 문법 그
리고 구문론을 익힌다. 

This is a Biblical language course focusing on introducing the essentials of Hebrew grammar, syntax, and vocabulary 
preparatory to studying the Hebrew Old Testament.

․ GD193 / 고급히브리어Ⅰ / Advanced Biblical Hebrew I

기초적인 히브리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구문론을 익히고, 성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한다. 

An advanced study of Hebrew grammar and syntax as an essential phase of Old Testament exegesis. The major 
steps in grammatical and syntactical analysis are explored and then applied to specific passages.

․ GD209 / 고급히브리어II / Advanced Biblical Hebrew II

기초적인 히브리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구문론을 익히고, 성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접 읽고 해석한다. 

An advanced study of Hebrew grammar and syntax as an essential phase of Old Testament exegesis. The major 
steps in grammatical and syntactical analysis are explored and then applied to specific passages.

▷ 신약학

․ GD065 / 신약개론 /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 27권의 저자, 기록시기, 기록장소, 대상, 구조, 특징과 주요 내용, 역사적 배경 등을 공부한다.  

This course will provide students with a general knowledge of the entire New Testament. Topics covered include 
introductory matters that apply to the New Testament as a whole

․ GD215 / 공관복음주해 / Exposition of the Synoptic Gospels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구조와 배경, 저자, 기록시기, 대상 등 기초적 연구를 거쳐 본문을 주해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
결시키는 훈련을 한다. 

An expository study of Matthew, Mark and Luke known as the Synoptic Gospels, with an introduction to the unique 
problems arising from the synoptic witness to Christ.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179 / 바울서신주해 / Exposition of the Pauline Letters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수신자, 기록시기, 장소, 특징과 내용을 개관한 후 특정 본문에 대한 주해를 훈련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다. 

An expository study of Pauline Epistl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ocial setting, historical context, literary 
structure,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historical ministry of Paul, and its relevan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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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88 / 일반서신주해 / Exposition of the General Letters

바울서신을 제외한 일반서신에 대한 서론적 연구를 거쳐 주요 본문에 대한 주해를 훈련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다. 

A study of the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literary structure, major themes and issues of the General Epistles.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192 / 요한문헌주해 / Exposition of the Johannine Literature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약 문헌들의 배경, 구조, 기록시기와 장소, 주요 특징을 개관한 후 특정 본문에 대해 주해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한다. 

A study of the Johannine Literatur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ocial setting, historical context, literary structure, 
distinctive theological emphases, and its relevan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205 / 고린도전후서주해 / Exposition of Corinthian Letters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목적, 수신자, 기록시기와 장소를 개관한 후 서신구조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주해하여 고린도전후서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한다. 

A study of the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epistolary structure, major themes and issues of 1 and 2 Corinthians.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210 / 계시록주해 / Exposition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의 저자, 기록목적, 수신자, 기록시기와 장소를 개관하고 계시록 해석의 관점을 파악한 후 구조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주해
하여 계시록의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한다. 

A study of the author, the historical context, social setting, structure, major themes and issues of Revelation.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196 / 히브리서주해 / Exposition of Hebrews

히브리서의 저자, 기록목적, 수신자, 기록시기와 장소를 개관하고 구조를 분석한 후 세부 내용을 주해하여 히브리서의 신학적 의미를 발
견하고 이를 설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한다. 

A study of the author, purpose, social setting, structure, major themes and issues of Hebrews. Each class period 
concentrates on a section of the book and a particular passage within that context, providing students with a valuable 
approach to exegesi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 GD108 / 헬라어Ⅰ / Greek I

신약성서의 원어인 코이네 헬라어의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기초문법을 공부한다.

An introductory study of the basic elements of New Testament Greek, including elementary Greek grammar and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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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09 / 헬라어Ⅱ / Greek II

헬라어 I에서 다루지 못한 코이네 헬라어의 기초문법을 완성하여 신약원어 강독을 위한 기본준비를 갖추게 한다. 

A continuation of Greek I. This course completes the grammar and vocabulary study in the assigned textbook. 

․ GD193 / 고급헬라어Ⅰ / Advanced Greek I

신약성서 헬라어의 기초문법을 복습하고 헬라어 구문론 학습과 신약 본문 해석 연습을 통해 헬라어를 이용한 주해 훈련을 한다. 

Greek readings from the New Testament with a study of syntax and review of grammar.

․ GD197 / 고급헬라어Ⅱ / Advanced Greek II

헬라어 기초문법을 복습하며 고급 헬라어 I에서 다루지 못한 구문론 부분을 학습하고 신약 본문 해석 연습을 통해 헬라어를 이용한 주해 
훈련을 한다.  

A continuation of Advanced Greek I with selected readings from the Greek New Testament.

▷ 조직신학 

․ GD178 / 신론 / Doctrine of God

제 1위의 하나님에 관한 연구로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과목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문제, 그의 본질 및 속성 등에 관해 고
찰하며 그의 품성 즉 삼위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 등 예정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 하나님과 우
주 및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This is a study about God and is central elementary on Christian theology. The Existence, Essence, and Attributes are 
major areas of study. Also His personality in relation to Trinity is investigated. Additionally the doctrine of 
predestination will be studied through out these areas of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s universe as well 
as Humanity will be investigated.  

․ GD217 / 성령론 / Pneumatology

성령론이란 제 3위의 하나님 즉 성령에 관한 연구이다. 성령론은 개신교 신학에서는 사실상 무시되어 왔다. 구원론의 일부로 은혜의 수
단 중 하나를 다루어 온 과오를 범했고 현재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과목에서는 성령의 품
성, 사역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구원 이전에 실행되는 사역, 구원과 동시에 실현되는 사역 및 구원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구원 이후에 가능한 성령의 사역으로 은사 주심, 충만케 하심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third person of the Godhead the Holy Spirit. Pneumatology has been neglected within 
Protestant Theology. Erroneously it has been dealt with as a small part of Soteriology and as a means of Grace. 
Accordingly in this course the personality and work of the Holy Spirit will be in detail. Als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rior to Salvation contemporary with Salvation as well as His Work subsequent to Salvation, such as giving the gifts of 
Holy Spirit filling ministries and other works will be studied in detail. 

․ GD180 / 교회론 / Ecclesiolgy

교회론이란 기독교가 세계 문명과 접촉하는 최첨단 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론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놀라울 정
도로 다양하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교회의 기원, 역사, 성격, 조직, 의식(성례) 및 교회에 주어진 의무와 사명에 관해 연구하여 교회가 
당면한 21세기 문명에 대처하여 행해야 할 사역 등에 관해 구체적인 연구를 한다. 

Ecclesiology is a study about the church that is the foremost contact point of Christianity with the world. Nevertheless 
doctrinal differences about as details of the church are amazingly diverse. Accordingly this course investigation will 
focuses on Origin, History, Nature organizational Structure, Ordinances(Sacraments), and duty and responsibility 
toward culture of 21st century throughly investigated and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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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90 / 인간론 / Anthropology

조직신학의 한 분야로써의 인간론은 사회 과학으로써의 인간론과는 구분된다. 조직신학으로써의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창조 및 그 의미,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구성 요소, 영혼의 기원에 관한 이론 및 인간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 등을 연구한다. 특별히 인간의 지성, 감성 
및 의지의 문제를 현실 문명과의 관계에 비추어 분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This is a part of systematic theology that studies of Mankind. It is distinguishable from the Anthropology that has 
recently developed as a part of Sociologies.  Anthropology as a part of systematic theology is concerned with creation 
of Man its ramification, problem of sin, essence of Man, elements, origin of the soul and spirit as well as destiny of 
Humanity will be studied. Also problems related with human consciousness, intellect, emotion as well as volition will 
be studied relative to contemporary culture. 

․ GD098 / 종말론 / Eschatology

종말론이란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발견되는 미래사에 대한 예언 중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이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부분 등에 의거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연구한다. 특별히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으로 실현될 미래의 세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Eschatology is a study of a part of human history. It is biblical in that there are numerous prophesies found in the 
Scripture. Based upon literal and historical detailed study will be made about the prophesies whose get to be fulfilled 
biblical prophesy are looked about the details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Destiny of Humanity, and how the 
human culture come to the determinating points.

․ GD201 / 이단연구와 비판 / A Critical Study of Cultic Movements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학적 견해를 달리하는 무리들을 이단 잡교로 취급해왔다. 따라서 개신교 신학의 정통적 신앙 노선
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통해 전도에 임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연구 작업이다. 본 과목은 개신교 
신학의 보수 전통 노선으로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라는 원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원
리에 근거하여 신학 사상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한다. 

 Protestants Churches, following Roman Catholic Churches denounced as cultic to those who had different opinions 
on the matters doctrine. To utilize the difference from main line Orthodox Theolog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what 
are the Orthodox doctrines, and on what point and why and how cultic group came to believe their doctrine. This 
course will be based upon the conservative and orthodox line of theology and firm belief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the matters faith and practice and Histories-Grammatical Hermeneutics. 

․ GD207 / 현대신학의 이해 /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Theology

인류 문명 발전 중 기독교 신학은 다양한 철학 사상에 노출되어 상호간 교류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도 
자연주의 신학, 이상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 후근대주의 신학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학의 기원, 핵심적인 강조점, 그리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비판 및 평가를 함으로 신학 체
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다. 

With in cultural development, Christian Theology has been exposed to various philosophical thoughts and Theology 
has been developed through a mutual 'Give and Take' relationship. Accordingly within Christian Theology there are 
streams of Naturalism, Idealism, Existentialism, Post Modernism etc. These various philosophies have been co-
existential and mutual effects are obvious. Therefore from the protestant Orthodox Evangelical point of view the origin, 
main emphasis, short comings have to be discovered and evaluated to help students to be throughly grounded in a 
sound theological system. 

․ GD033 / 기독교윤리학개론 /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기독교윤리의 개론적 연구로서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윤리의 개념과 목적, 윤리적 삶의 방법, 윤리이론, 기
독교윤리의 특징과 과제, 성서윤리, 기독교윤리사상, 현대사회의 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
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일군들이 되게 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on Christian ethics, which studies basic elements of Christian ethics.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become effective workers of evangelism, by studying the basic contents of Christian 
ethics such as ethical theories, Christian ethical thought, contemporary ethical issues, and methods of applying them 
in actual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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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신학 

․ GD102 / 초중세교회사 / Church History of Early-Middle Ages

초중세사는 시기적으로 교회의 태동으로부터 종교개혁시기 전까지를 뜻한다. 이 기간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독
교회의 발전사를 살피는 목적을 지닌다. 주요 내용은 교회의 태동과 박해, 변증가와 교부들의 활동, 로마 가톨릭교회의 발전, 수도원 운
동, 십자군운동, 교황권의 강화, 스콜라신학, 교회 개혁의 여명 등으로 구성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give an overview of ecclesiastical, political, and theological issues affecting the forms of 
Christian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church to the Medieval period. Special emphasis on the major church fathers's 
lives and thoughts, the Roman Church, the relation between the empire, missions, monasticism, scholasticism, and 
the dawn of church reformations.

․ GD141 / 한국교회역사와 신학 / History and Theology of Korean Church

한국 개신교회사를 중심으로 그 태동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 전개되어온 역사적 정황과 주요 신학적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회의 흔적, 천주교의 전래와 발전, 초기 개신교 선교의 자취, 개신교회의 태동과 발전, 20세기 초 한국교회의 대부흥, 일제하의 
한국교회, 신사참배와 성경관 논쟁, 해방이후의 한국교회의 분열, 한국적 신학의 등장, 한국교회의 성장과 전망 등을 주요 교과 내용으
로 한다.

A study of the Korean Church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with special emphasis on Missionary 
works, Major church leaders, theological thoughts, and the growth of the Korean Church.

․ GD097 / 종교개혁사 / Reformation

종교개혁이란 시기적으로 1517년부터 1648년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황을 주요 종교개혁자
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목적을 지닌다. 종교개혁 발생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종교개혁, 쯔빙글리와 칼빈 그리고 스위스 
종교개혁, 재세례파 종교개혁, 네덜란드와 프랑스 종교개혁, 요한 낙스와 스코트랜드 종교개혁, 영국종교개혁, 청교도운동, 반종교개혁
운동 등으로 주요 교과내용이 구성된다.

A study of various reformations such as the Lutheran, Swiss, Anabaptist, English, and Catholic Reformations in 
sixteenth-century Europ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olitical, social, and religious settings of the Reformations.

․ GD150 / 근현대교회사 / Church History of Modern Ages

근현대교회사는 시기적으로 종교개혁(1648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발생한 교회의 역사적 정황을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신론의 등장, 경건주의, 감리교운동, 미국 대각성운동, 합리주의 철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미국교회의 발전과 역할, 세계대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 유럽과 세계교회의 정황 등이 주요 
교과 내용이 된다.

A study of current movements  from the period of Reformations up to the modern period, with a special emphasis 
given to their origin and development. A study of church history related to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after  the 
Reformations to the Modern Church, Special emphasis on Protestant orthodoxy and subsequent rise of 
denominations; the rise of secularism and the “Enlightenment”; awakenings, revivals and missionary expansion; and 
theological trends. 

․ GD212 / 복음주의운동 / Evangelical Movement

복음주의의 정의, 역사적 변천,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태동과 중요 이슈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의 특
징을 연구하여, 21세기 현대 교회에 미칠 복음주의 운동을 전망하고자 한다.

This course analyzes the history of Fundamentalism and Evangelicalis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se movements. Emphasis is placed on the question of Evangelical self-identity an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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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신학

․ GD154 / 실천신학개론 /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신학의 이론적 내용들을 다양한 시대 상황 속에 처한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 가는 구체적 학문으로서 특히 예배학, 설교학, 목회학 등 실
천신학의 주요 분야에 대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개괄적 방향제시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Practical theology is an application of theology in a context of the contemporary church in a practical manner.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present worship ministry, preaching, pastoral ministry, and other areas in the practical 
theology from an evangelical perspective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mporary church. 

․ GD153 / 예배와 목회 / Christian Worship and Ministry

목회의 중심적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들을 밝히고 예배 관련 각론들을 이해하며 그 실제적 인도 및 운
영자 등의 소양을 목회적 관련 속에서 갖도록 돕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Worship is considered as a heart of ministry.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to understand worship 
from biblical, theolog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nd its relation to ministry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 GD059 / 설교학 / Preaching

성경의 초월적 내용들을 신자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돕는, 신학의 최종적 작업인 설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이론과 실제
를 다루어 수강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올바른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assist students to effectively apply biblical concept to contemporary issues with an 
understanding of a preaching event as the culmination of theology. Attention is given to a definition of preaching, 
practical aspects of sermon preparation, various resources available for sermon development, and learning how to 
plan for regular preaching opportunities based on challenges related to a contemporary preaching. 

․ GD182 / 목회실습1 / Field Practice of Church Ministry I

신학적 인간학에 기초하여 전인 돌봄의 목표를 갖는 목회는 그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목
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
들을 배우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practical Christian ministry experience. The student will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a local church or institution under a qualified mentor. 

․ GD183 / 목회실습2 / Field Practice of Church Ministry II

신학적 인간학에 기초하여 전인 돌봄의 목표를 갖는 목회는 그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목
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
들을 배우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practical Christian ministry experience. The student will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a local church or institution under a qualified mentor. 

․ GD184 / 목회실습3 / Field Practice of Church Ministry III

신학적 인간학에 기초하여 전인 돌봄의 목표를 갖는 목회는 그 이론 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목
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
들을 배우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practical Christian ministry experience. The student will 
participate in the ministry of a local church or institution under a qualified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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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85 / 설교실습1 / Preaching Laboratory I

설교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 설교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교 준비의 실제와 설교 전달의 실제를 실행함으로써 유능한 설교자가 되
게 한다.

This class will allow a student to practice and experience a preaching event from sermon preparation to effective 
sermon delivery with an objective of equipping each student to become an effective preacher. 

․ GD186 / 설교실습2 / Preaching Laboratory II

설교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 신설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교 준비의 실제와 설교 전달의 실제를 실행함으로써 유능한 설교자가 
되게 한다. 

This class will allow a student to practice and experience preaching event from sermon preparation to effective 
sermon delivery with an objective of equipping each student to become an effective preacher. 

․ GD147 / 목회와 리더쉽 / Christian Ministry and Leadership

지도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여 교회목회에서 목회지도자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will explore the theology of Christian leadership and how to exercise effective leadership within a Church 
ministry. 

․ GD003 / 교회개척과 성장 / Church Planting and Growth

교회개척에 대한 역사적, 방법적 원리들을 성서적 접근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배워 실천하고, 현대 교회성장의 역사, 신학, 원리들에 대
한 배움을 통하여 교회성장 정의와 이론의 체계를 세우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church planting and growth based on current trends, biblical interpretation, and 
contemporary approaches to develop practical steps to advance the growth and multiplication of local churches.

․ GD215 / 교회행정과 재정 / Church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교회행정과 재정의 제반 원리들을 개관하여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행정과 재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함으로써 현대교회 목
회에 적합한 행정적 소양을 갖추고 자신의 목회에 대한 행정적 전망을 갖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church administr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principles to 
help students develop an appropriate church administration and a prospect for an effective church ministry. 

․ GD214 / 교회음악 이론과 실제 / Music Theory and Practice in the Church

목회에 있어서 음악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실제 사역에서 교회음악의 이론적 체계를 위한 성경적, 역사적 근거를 발전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stu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sic in church ministry. Attention is given 
to a development of the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of church music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mporary church. 

․ GD155 / 멀티미디어 사역 / Multimedia in Ministry

멀티미디어의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각종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적 이해와 기술적 능력을 배양하며, 각종 멀티
미디어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각종 도구의 사용에서부터 가공에 대한 기초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use of multimedia and digital technology in church ministry. Students 
will learn to design and complete multimedia projects using various digital tools, software, and other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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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25 / 청소년교육과지도 /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
그램의 작성 및 실제적 지도 방법을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learning physical, psychological, moral,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youth. It focuses on 
designing programs for youth in the church, home, and  society and using practical teaching methods.

․ GD200 / 주일학교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Sunday School

주일학교 주요 목표 영역들을 이해하고 각 영역별로 효과적인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교수이론들을 탐구하고, 교육 실제에 대한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그것들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student with a foundational understanding of Sunday school ministry as it 
relates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in the local church. Attention is given to developing an effective Sunday school 
curriculum, executing with effective teaching techniques, and applying such curriculum and teaching techniques at a 
local church. 

․ GD189 / 기독교상담학개론 / Introduction to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심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상담이론과 상담의 실제, 유형별 상담 방법들을 살펴본다. 또한 기독교 상담심리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초보적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상담수행자로서 상담 현장을 경험하도록 한다.

Introductory course of theories and practices of Christian Counseling Psychotherapy. Major Psychotherapy 
techniques that are pertinent for several psychological problems are taught in order for students to have a greater 
appreciation for counselling in Psychology as well as  explore the field of Psychotherapy.

․ GD198 / 성경공부 방법의 이론과 실제 / Theory & Practice of Bible Study Method

성경을 개인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연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론)과 실제를 소개한다. 성경
본문을 관찰(observation), 해석(interpretation), 그리고 적용(application)케 하는 실제적 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 설교 작성 시 도
움을 얻을 뿐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효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improve their individual Bible study skills and develop skills to teach the 
Bible effectively to others(laity). We do this through teaching students tools and skills to help observe the text, dig out 
the meaning(interpretation), and then apply it to Christian lives.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to prepare a more 
insightful sermon.

▷ 선교학

․ GD161 / 선교학 개론 / Introduction of Missiology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인간구원을 위한 복음의 유일성을 이해함으로 선교의 당위성과 필연
성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선교신학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돕
는다. 

An introductory study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Christian missions, examining 

the Old and New Testaments foundations. The course is designed to orient students to understand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the gospel) for  salvation in the context of current pluralism. Also students will be exposed  to various 
theological, cultural and social issues in contemporary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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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81 / 전도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Evangelism

전도의 성경적 기초, 전도신학, 복음에 대한 이해, 전도자의 자질과 영적생활, 다양한 전도 방법론 에 대해 소개한 한 후 제임스 케네디
(James Kennedy)목사에 의해 개발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프로그램의 복음개요를 익힘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실제
를 터득하게 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the theory(the biblical foundation of evangelism, theologies of evangelism, qualifications of 
an effective evangelist, various methods of evangelizing, etc) and practice of evangelism in light of the mission of 
God. The Evangelism Explosion program developed by James Kennedy will be introduced to student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memorize the E. E. Gospel Presentation Outline.

․ GD213 / 사도행전과 선교 / The Acts of the Apostles and Missions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한다. 선교적 접근방법(missiological approach)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목회적, 선교적 교훈을 찾으며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해 및 사도행전 강해를 위한 설교개요(expository sermon outlines)작성을 목표
로 한다.

The Acts of the Apostles is the only historical book of the New Testament; a narrative of the church's formative years. 
Throughout the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text's pastoral, theological, missiological insights for ministry today. Also 
students will learn the Apostle Paul's understanding of missions and will be required to make expository sermon 
outlines of the book.

․ GD199 / 선교커뮤니케이션 /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임무는 영원불변하며 초문화적 성격을 지닌 말씀을 다양한 상황가운데서 올바르게(accurately)전할 뿐 아니라 듣
는 자들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와 다르게 인
식(해석)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그러면서도 수용성 
높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터득하게 한다.

This course is a study of communication and culture. The main duty of the preacher is to present correctly and 
meaningfully the unchanged Word to the changing world. We will analyze the factors of worldview, how people think, 
verbal/non-verbal patterns, etc., that may affect the reception of the Gospel. Emphasis is given to special difficulties 
and unusual situations that arise when the Gospel is presented cross-culturally.

․ GD194 / 비교종교학 /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종교는 인간의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데 주요세계종교(힌두교,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기원과 교리, 세계관, 그들의 포교과정
들을 연구한다. 세계종교의 교리와 기독교(정통 개신교)교리를 비교분석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소개
한다.

This course seeks to educate students to understand major non-Christian religions(Hinduism, Buddhism, 
Confucianism, and Islam) and to mobilize them to reach peoples with the gospel of Christ.  Students will leave the 
class with a working knowledge of the  doctrines of major religions (compared with orthodox protestantism) and an 
understanding of how to reach them with the Gospel.

․ GD206 / 선교실습 / Mission Field Practicum 

교실수업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을 익힌 후 타 문화권에서 실습을 통하여 선교이론을 현장
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 미래 선교사로서의 적응력과 실력을 구비케 한다.

A cross-cultural short term missions experience is designed to assure maximum benefit to the student’s missions 
experience. Students will be exposed to history, culture, politics, economics, and religions of a particular country or 
tribe in the class and be engaged in a cross-cultural ministry for one or two weeks. Through this training, the students 
are equipped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that will enable them to develop their deeper commitment to foreign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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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후 진로
1.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안수 가능한 단체

• 성서선교회(http://biblemission.onmam.com)
• 2.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http://www/kaicam.org)

✴상위 학위과정(Th.M., Ph.D.) 진학가능

기타
1. 학기제 : 3년 과정(6학기제)
2. 강의일시 :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야간 
3. 장학제도

• 신학연구장학금 : 매학기 일정액(40만원) 지급
• 성적우수장학금 : 대학원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 동문장학금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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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개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
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실천 능
력과 기독교적 정신에 기반한 사회복지 학문적 연구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국 기독교계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세부 전공 및 영역
본 사회복지대학원은 일반사회복지 및 전문사회복지실천의 세부전공을 두고 있으며 전공별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회복지 전공
일반사회복지 전공은 학부 사회복지학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인성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전문지식 및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제반 실천 현장 및 실제를 이해하고 학문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증진토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학문 및 실천을 수행할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은 학부 사회복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는 제반 실무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
회복지 현장에서 제반 서비스 및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천 및 행정능력을 고양하고 변화
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섬김의 리더쉽을 갖춘 전문사회복지 실천가를 양성하
고자 한다. 

교육과정
1. 총이수학점

전공구분 수학연한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 기초필수 총이수학점

일반사회복지
4학기 3과목 (6학점)

5과목(15학점) 2과목(6학점) 2과목(6학점)
33학점

전문사회복지실천
4학기 3과목 (6학점)

9과목(27학점)9과목(27학점) -
33학점

✴일반사회복지 전공인 경우 전공기초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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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일반사회복지 전공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특성화필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2)  연구논문작성법(2) 기독교사회복지(2) -

전문화필수 사회복지정책분석(3)
사회복지실천세미나(3)

사회복지조사세미나(3)
사회복지행정세미나(3)

사회복지실천기술

세미나(3) 

기초필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사회복지현장실습(3)

전공선택
노인복지연구(3)

자원봉사관리론(3)

장애인복지연구(3)

학교사회복지세미나(3)

사회복지수퍼비전(3)

가족복지연구(3)

청소년복지연구(3)

논문세미나1(3)

사회복지법의 이해(3)

지역사회복지세미나(3)

사회복지자료분석(3)

사회복지세미나(3)

논문세미나2(3)

•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구 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특성화필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2)  연구논문작성법(2) 기독교사회복지(2) 

전공선택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3) 

다문화와 사회복지(3)

은퇴와 노후설계(3)

가족치료(3)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3)

사례관리의 실제(3)

사회자본과 네트워킹(3)

상담 및 심리검사(3) 

전공선택 사회복지정책분석(3)

인간행동과 사회환경(3)

노인복지연구(3)

자원봉사관리론(3)

사회복지실천세미나(3)

사회복지조사세미나(3)

장애인복지연구(3)

학교사회사업세미나(3)

사회복지 수퍼비전(3)

사회복지행정세미나(3)

사회복지현장실습(3)

가족복지연구(3)

청소년복지연구(3)

논문세미나1(3)

사회복지                         
실천기술세미나(3) 

사회복지법의 이해(3)

지역사회복지세미나(3)

사회복지자료분석(3)

사회복지세미나(3)

논문세미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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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 GS021 / 가족복지연구 / Seminar on Social Welfare with Families

 본 강좌는 가족복지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공하며, 본 강좌는 한국의 가족문제 실태 파악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
적 과제를 모색한다. 특히, 가족체계 개입에 있어서 가족이슈 관련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 및 개입을 강조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able the students to acquire an overview of the knowledge and skills that are needed to 
be able to deliver effective family welfare services. It also explores the realities of the family-related problems in South 
Korea and seeks practical solutions to such problems. Especi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in the 
family system and fosters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policies related with family issues.

․ GS046 / 가족치료 / Family Therapy

본 강좌는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실천기술로서 가족치료의  다양한 이론 및 모델에 대해 학습
하고, 실천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 뿐 아니라 사
례분석 및 역할연습 등을 통하여 가족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heories and models about family therapy. It also focuses on 
application of basic intervention skills to help and support families solve their problems through case studies and role 
play.

․ GS001 /기독교사회복지 / Christian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것과 교회 등 기독교 단체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적 방법론과 교회의 역
할에 대해 이해하고, 전문적인 실천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and principl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into churches with 
Christian perspectives. Students will develop helping skills and knowledg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and spiritual 
social work.

․ GS002 / 노인복지연구 / Study on Social Welfare with the Aged

본 강좌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과정에서의 노화 및 이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노인의 인구학적 측면 및 노년기 가
족관계 등을 명확히 살펴보고, 노인복지 관련 주요 사회적 이슈-  장수, 시설화, 경제, 정책,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고찰함으로써 노인복
지서비스의  전략 및 기법들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quip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sociologic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es of aging, with emphasis on the available relevant modes of social intervention.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demography of the aged are clarified, such as the elderly person's relationships with the members of his or her 
family. Social issues like the prolongation of life, institutionalization, economics, public policy, and community services 
will be examined in terms of their particular applications to the elderly and the aging process. The various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delivering social services to the elderly will also be presented.

․ GS042, GS043 / 논문세미나 1, 2 / Thesis Seminar I, Thesis Seminar II

본 강좌는 대학원생이 자신의 석사논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의 과정을 통해 학생은 논문 주제를 
도출하고 석사논문을 진척할 수 있다.

Thesis Seminar I and II are designed to help the students prepare their own Master's theses. In the course of their 
study,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develop the subject of their respective theses and to articulate the project that 
they want to undertake in relation to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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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38 / 다문화와 사회복지 / Multi - Culturalism  and Social Welfare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대상자들 즉 북한이탈자,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 한국 및 외국의 다문화 정책, 행정, 사회복지실천에 있
어서의 실제를 학습, 앞으로의 전문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문헌 및 자료를 통한 학습과 질문을 통한 토론, 다양한 미디어 자료
를 통한 관점 공유, 기관 방문 및 관심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방성 및 비심판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적 관점
을 증진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multicultural phenomena in Korea(including North Korean settlers, 
immigrant workers, ethnic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policies for the population, administration, 
and social work practice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ork. Students can improve cultural competence through 
investigating professional social work practice with this rapidly increasing population. Students study on existing 
literature, participate in discussions, share their different perspectives, watch video materials, case studies/
presentation, and field visits to increase  competence as multicultural social workers with openness and non-
judgmental attitude.

․ GS047 / 사례관리의 실제 / Case Management

본 강좌는 사회복지 임상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이론과 모델, 실천기법들은 학습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천현장
에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사례관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한
다.

This course engages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knowledge paradigm, practice models, and the requiring skills on 
social work case management. Students can learn case assessment, planning, facilitating and advocating to meet the 
complex needs and problems of the clients, through analyzing cases. The course will explore many cases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so in this class, we will examine a number of social problems and the various solutions.

․ GS022 / 사회복지법의 이해 / Understanding on Social Welfare and the Law

본 강좌는 주요 사회복지법의 구조와 역사, 사회복지법 영역에서의 현실 및 과제에 대한 실제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
장에서 사회복지법 활용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tructure and history of the major social welfare laws in South Korea, and of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on the realities and tasks in the field of social-welfare law. It also develops the students' 
ability to apply such laws in the real social welfare setting.

․ GS044 / 사회복지세미나 / Social Welfare Seminar

본 강좌는 사회복지의 특정 주제 또는 최근 이슈에 대해 심층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제 또는 이슈는 학생과 교수의 관심주제에 
따라 매해 다르다.

This 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n in-depth class exploration of special topics or contemporary issue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topics or issues to be discussed may vary from year to year, depending on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and the faculty.

․ GS040 / 사회복지 수퍼비전 / social work supervision

사회복지수퍼비전의 개념과 모델, 기능 및 내용을 살펴보며 수퍼비전의 일반적인 기법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직무와 역량을 학습한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로서의 행정, 교육, 지지, 평가능력을 향상시키며 수퍼비전 실천의 방법, 대상, 영역에 따른 지도감독
의 특성 등 수퍼비전의 실제를 익히고 수퍼비전 사례에 대해 분석, 평가해 본다. 

 This course is purposed to learn the concept, model, function, and content of social work supervision and also learn 
the general technique of supervision and supervisors’ work and competence. Especially, it improves the 
administration, education, support, and evaluation as the supervisor, train the essences of supervision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supervision followed by the method, objective, and area of supervision performance, and access 
and evaluate the examples of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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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06 /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 / 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모델 및 개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집단과 가족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단계별 실천기술, 기법, 지침 등을 배우며, 사례연구, 역할 
연습 등을 통하여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성의 기초를 갖추도
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understand the professionalism of social work practice and to learn models and skills for 
social work practice. It focuses on social work practice skills/techniques, which are necessary for helping groups and 
families. Practice learning through case studies and role play training can help students exercise the basics to be a 
professional social worker.

․ GS007 / 사회복지실천세미나 / Social Welfare Practice

본 강좌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이론을 이해
하고 사회복지실천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통합적 접근 및 사례관리 실천 방법을 이해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and principles in social welfare practice. It reviews previous study 
in values, relationships, social work interviewing techniques, practice processes, intervention techniques, and record 
keeping. Students will develop helping skills and knowledge of social welfare agencies.

․ GS008 / 사회복지자료분석 / Data Analysis for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이론의 개발 및 검증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조사와 분석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체계화된 자료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분
석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methods of analysis to understand a variety of aspects of research methodology in social 
work. At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will know how to analyze survey data.

․ GS009 / 사회복지정책분석 / Analysis on 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좌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에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형태들을 검토하며, 사
회복지 정책의 과정, 내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행 한국 사회복지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organizing social policy material into conceptual frames of reference applicable to a wide 
range of social welfare concerns. It provides the substantive program content required to connect the analytic 
framework with life.

․ GS010 / 사회복지조사세미나 /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강좌는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가 되는 과학적 이론과 지식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개발하고 검증하여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
제해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방법의 기본개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및 질문
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와 설문지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등 자료수집방
법을 다루며, 질적조사방법으로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search methodologies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It  is about how social workers 
know thing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prepare research plans according to a social research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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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39 / 사회복지현장실습 / Social Work Practicum

본 강좌는 각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사회복지 관련 제반 지식과 기술, 가치를 기초로 하여 실제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다
양한 기관, 단체, 시설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인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에서의 실습(방학중 4주 160시간 이상 / 학기중 16주 128시간 이상)과 학교에서의 수업(주3시간)을 
병행하여 진행하며, 사회복지 실제를 경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나눔으로써 이론을 실제에 접목,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This course provides opportunities to students for integrating the knowledge, skill, value gained in the classroom with 
supervised social work practice. Students have to complete the social work practice in real setting and take a school 
work. It focuses on professional growth through the field work experience in  various social welfare agencies.

․ GS011 / 사회복지행정세미나 / Seminar o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본 강좌는 사회복지조직에서의 효과적,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는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조직, 의사결정, 계획, 통제, 예산 등을 개관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인사관리,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재정관리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리더십, 프로그램관리, 서비스질, 사무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케 한다. 나아가 사회복지 행정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타 행정 분야와 비교 연구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조직관리 사례를 분석한다.

This course is purposed to learn the knowledge and skill for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is course designed to learn the concept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planning, controlling, and budgeting. Students can get knowledg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leadership, program, service quality, finance,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agencies. Furthermore, It 
provides the comparison betwee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other general administration in terms of their 
generality and specialty. It also analyses the case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agencies.

․ GS037 / 사회자본과 네트워킹 / Social Capital and Networking

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자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
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과 종사자, 자원 등의 네트워
크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네트워크 실제에 적용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organizing social capital. Students will develop organizing skills and knowledge of 
networking social workers, resources, and communities.

․ GS048 / 상담 및 심리검사 /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ing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측정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제를 학습하며, 심리검사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결과를 선택
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함으로써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basic knowledge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esting, testing interpretation and the use of 
other assessment strategies. It will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knowledge and skills of counseling 
psychology, including helping people manage difficult life events and working with mental health issues and disorders.

․ GS045 / 은퇴와 노후설계 / Retirement and Preparation in later Life

본 강좌는 은퇴 및 노후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은퇴 및 노후생활 적응 및 성공적 노화를 위한 제반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포괄적이고 체계적 노후설계에 대한 적용 능력을 고양함으로써 노년층 및 예비 노년층을 위한 노후의 예기적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quip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nges that take place in later life, particularly after retirement, and to provide them with 
general knowledge regarding adaptation in old age, or successful aging. By enhancing the students' ability to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tirement plan or to engage in later-life planning, the course can enable the 
students to help the elderly and pre-elderly engage in anticipatory socialization after their retirement or in their late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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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13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본 강좌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에 대
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이를 위해 인간발달, 인간성격, 사회체
계와 사회복지실천을 학습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직의 기초를 갖추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human behavior,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social 
environment. It will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knowledge about human development and behavior within 
social systems, and the application of the knowledge in social work practice. This course will provide the theories of 
human development and behavior and critically apply them to social work practice situations.

․ GS041 /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 Empowerment and Social Work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인 임파워먼트가 무엇인지, 어떠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임파워먼트 실천실제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본인, 개별, 집
단, 지역사회 및 조직 등의 체계별 임파워먼트, 또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양성애자, 노숙인, 가족 등 임파워먼트 욕구가 있는 대상자 
들에 대한 대상별 적용 및 개입에 대하여 심도 깊게 탐구한다. 이에 대한 학습과 사례 및 프로그램 고찰을 통한 발표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 본인 및 클라이언트 각 체계들에 대한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임파워먼트 방안 및 적용에 대하여 습득할 수 있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empowerment tradition in social work through its historical development. In 
specific, students can learn what is  empowerment, and how it has been developed in social work context, and how it 
is implemented in the real setting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get knowledge, skills and value of empowering 
all different systems, a variety of client populations, and their special needs. Along with texts and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program investigation are utilized as practical materials to improve students' competence in planning 
and intervention skills.

․ GS036 / 자원봉사관리론 / Volunteer Administration

자원봉사의 사상적 배경과 이념을 파악하고, 자원봉사관리자로서 자원봉사자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ㆍ훈
련, 배치, 프로그램 개발, 인정 및 보상 등 자원봉사관리과정을 학습하며, 자원봉사를 둘러싼 지원체계, 육성체계, 수요체계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특성 및 태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자원봉사영역에서 관리능력과 연구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the profession of volunteer 
administration. It promote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the leadership of volunteers. Students will 
develop advanced skills as volunteer coordinators including their task assignments, compensation, providing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 GS015 / 장애인복지연구 / Social Work with the Disabled

본 강좌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 실무를 개발하면서 현재 실시되고 있
는 장애인관련 복지제도 및 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present state of the disabled in South Korea, and of their most serious 
problems. It also addresses the diverse welfare systems and laws concerning the disabled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the country, thus helping equip the students with the practical knowledge that they need to become 
successful in the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 GS019 / 지역사회복지세미나 / Community Welfare & Practice

본 강좌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여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의 동원 및 조직 방법과 지역사회 내의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이론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원칙, 모형, 과정, 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에 대해 다루며 지역사
회문제와 욕구를 해결해야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대해 검토해 본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learn theories and skills in need assessment and finding community issues, connection/
organization all different levels of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intervening and solving the issues from the social 
work perspective. Also, Students learn the definition, rule, model, process, delivery system of community welfare 
practice. Furthermore, it provides analyzing the competence of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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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16 / 청소년복지연구 / Seminar on Social Welfare with Youth

본 과목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복지의 궁극적 전제 하에 청소년은 누구인가, 청
소년 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 청소년 복지의 실제와 주요활동,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대책, 청소년 관련법과 행
정체계에 대한 문헌검토, 고민된 질문, 각종 미디어 관련 자료를 통한 공유, 토론, 사례 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청소년 복지 전반에 대하
여 학습한다. 이후 관심 있는 이슈나 문제별 대상 집단에 대한 실제 탐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청소년대상 전문 사회
복지사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다.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learn general concepts of youth, welfare system development, social work practice 
with youth, understanding diverse issues on adolescents, related policies. Students are asked to prepare questions, 
participate in discussion, share perspectives through learning materials and do case presentations in terms of 
covering the whole picture of this client population. In addition, students present their projects based on their interest 
issues or problems in order to increase professional competence.

․ GS017 / 학교사회사업세미나 / Seminar on School Social Work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사회 환경의 하나인 학교생활에서의 바람직한 적응 및 자아 실현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능
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을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이론, 가치, 원리, 방법 및 개입 기술
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 체계들에 대한 학교사회복지사의 미시, 중간, 거시적 역할 및 개입방법
을 실제적 사례들과 전달체계에 대한 연결을 통하여 학습함으로써 전문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The school is th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environments in students' lives. This course introduces general concepts 
of school social work, and its purpose that school social work practice can develop students' coping between the 
individuals and the schools, and improve students' quality of life. Historical background, theories, values, principles, 
intervention skills are reviewed through the course to strengthen students' competence dealing with all different 
issues, related systems in school social work areas, based on ecosystem perspective.

․ GS025 /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본 강좌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평가방법 및 조사기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계획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능력
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문제해결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욕구분석, 프로그램 설계, 기획, 
실행, 모니터링, 평가 및 보급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improve survey skills for setting up plans and strategies in social work programming. 
Students learn need assessment, program design, program development,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survey methodology. Students can also get how to design,  apply, and evaluate the programs as 
problem solv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It provides analyzing social welfare program and try to write 
the program proposal.

․ GS027 /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교훈, 그
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Life and teaching of Christ emphasizing of  Christ's pre-existence, His Deity, Humanity, Ken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His reality of resurrection will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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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안내 및 졸업 후 진로

1. 일반사회복지 전공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
인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클라
이언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자격시험을 통해 동사무소나 구청 
등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일반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외 사회 복지
법인, 각종 협회 등 사회단체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졸업 후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이론 및 행정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영역 및 역할을 확대해갈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동향과 실천 현장에
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실제적 대안들을 제안·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실천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기타

구   분 내    용

학기제 2년 과정 (4학기제)

강의일시 매주 월, 목요일 야간

장학제도

1. 사회복지대학원동문장학금 : 매학기 일정액 지급

2. 선부장학금 : 매학기 일정액 지급

3. 성적우수장학금 : 성적 우수학생에게 지급

4. 입학금 면제 : 본교 출신 입학자 해당 

자격정보
1. 학위 취득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부여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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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학원

교육의 목적과 개요
보육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개신교의 정통성에 입각한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한국성서대학
교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보육의 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사
명을 감당할 지도자와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따른 전공별 교
육목표로 다음과 같다.

세부 전공 및 영역
1. 보육학전공

• 첫째, 희생과 봉사의 자질을 갖춘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보육의 현장에서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전한 인성과 보육에 대한 사명감 및 보육전문가로써의 윤리의식을 갖
추고 보육의 현장에서 교사 및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셋째, 반성적 사고와 냉철한 의식을 통하여 보육현장의 현상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를 모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보육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 넷째, 최선의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공 이론에 대한 심화된 전문지식을 연마하여 보육 전문가로서
의 학문적 수월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 다섯째, 보육프로그램 개발 능력, 학습자에 적합한 교수방법 적용능력,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능력 등을 겸비한 실천적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2. 장애아 통합전공
• 첫째, 장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을 개발, 시행하고,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을 수행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다.

• 둘째, 통합 상황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및 교수, 그 가족에 대한 지원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주도 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 증진한다. 

• 셋째, 장애아 통합 현장 및 실제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 및 학문전 자질과 능력을 개발, 증
진한다. 

• 넷째, 장애아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등의 개혁과 개선을 위한 질 높은 교육담화를 주도하고 봉
사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개발,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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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이수학점

수학연한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 논문 총 이수학점

2년

(4학기)

3과목(6학점)

경건훈련

밀알훈련

4과목(12학점) 4과목(12학점)
6학점

(또는 2과목이수)
36학점

2. 교육과정

학기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전공선택

학기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보육학전공 장애아통합전공

1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보육학 개론

아동복지 특수아진단 및 평가

1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보육학 개론
보육학 개론아동건강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아교육

1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보육학 개론
보육학 개론언어지도 학습장애아교육

1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보육학 개론

보육학 개론아동미술 특수아동지도

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아동문학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보육과정아동상담론 청각장애아교육

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보육과정아동생활지도 시각장애아교육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보육과정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특수아상담 및 가족지원

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보육과정보육교사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론

3 영유아기독교 교육 아동발달

정신건강론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3 영유아기독교 교육 아동발달
아동발달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특수아통합 및 보육세미나

3 영유아기독교 교육 아동발달
아동발달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정신지체아교육

3 영유아기독교 교육 아동발달

아동발달보육정책론 특수아행동지도

4 부모교육

놀이지도 지체부자유아교육

4 부모교육

아동수과학지도 언어장애아교육

4 부모교육 특수아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4 부모교육

아동안전관리 장애아보육연구론

4 부모교육

보육실습 장애통합보육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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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설명

· GC045 / 영유아기독교교육 /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기독교인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교육의 개념, 목적, 성경적 근거를 학습하고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영유아기독교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며 실제 영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함양한다.

As Christian teachers, we study the conc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ts goal, and the biblical basis for it. We also 
study the theoretical basis for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in terms of philosophical, developmental, and 
socio-cultural aspects. We try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apply what they learn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 GC049 / 연구논문작성법 / The Writing method of Thesis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원활한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교
수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참여 및 변화 양상, 물리적 환경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교
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This course designed to improve the graduate students thesis. After examining the new curriculum, effective teaching 
methods, new organization of environment, etc. for improving the leve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rough 
research, students write out research paper presenting educational implications.

· GC028 / 보육학개론 /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한국문화의 특수성으로 발전해 온 보육에 대한 독특한 철학, 목적, 내용, 방법, 평가 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를 고찰하여 타국의 관련이
론 및 실제와 비교 연구하며 나아가 보육의 발전적 기틀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readings and discussions regarding the philosophies, goals,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s 
of traditional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ories and practices of other nations/cultures are 
reviewed for comparison.

· GC020 / 보육과정 /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보육과정의 새로운 이론과 실제의 철학적, 사회적, 심리적 경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보육과정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의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접근을 이해한다. 보육과정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보육과정의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평가해 봄
으로써 현장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course provides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f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he development and planning of 
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course consistently interweaves theory and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curriculum areas and models. Through discussion, presentation, and observation of preschool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examine their own philosophical framework.

· GC022 / 아동발달 / Child Development

현대 발달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연구 경향에 중점을 두어 영,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 특성에 대
한 최신 연구를 강독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을 
탐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이론과 문화와의 관계성에 관해 모색해 봄으로써,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받는다. 아동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각 이론의 기본입장과 문제점을 발견한다. 유사한 
발달이론과의 비교분석 및 비판을 시도하고 논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아동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서의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social, moral, and language development 
of infants and preschoolers, and their implications, by reviewing recent researches. Organiz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early childhood programs proper to the needs of Korean society will be possible for students after 
lear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 in-depth study and discussion of research readings representing a broad 
range of areas in child development. Contrast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are critically evaluated. I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developing the ability to deal with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earch issues in chi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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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29 / 부모교육 / Parent Education

현대사회에서 영유아와 부모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 및 가족환경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관중심 부모교육 및 몇 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외국의 부모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부
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정립한다. 이와 함께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해 요구되는 부
모됨의 신념과 가치 및 역할에 근거해서, 앞으로 보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한다.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family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matura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This course also deals with the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parental beliefs, values, and roles. Examin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and discussion dealing with the development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proper to Korean 
society will be presented.

· GC002 / 아동복지/ Child Welfare

아동복지의 역사적 또는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문제와 그와 관련된 아동복지의 법률적, 행정적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모색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아동의 아동복지와 연계된 가정의 기능을 학습하며 그 외 학교나 사회와 같은 거시환경을 아동
의 복지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특히 사회발전 정도에 따른 아동복지기구의 설립과 기능의 변화 등을 고찰하고 아동
복지와 관련지어 복지행정정책의 효율성 정도를 검토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ical/ philosophical bases and legal/administrative issues of child welfare. 
Issues of child environments such as family, school, and society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welfare of children. 
Child welfare systems are compared among nations which are different culturally, ideologically and economically.

· GC030 / 아동건강교육 / Child health education and management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영양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영유아의 건강 및 영양 교육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경향을 조사한다. 유아
의 건강 및 영양 교육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건강 및 영양 관리의 실제를 파악한다. 현장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영양 및 건강관리의 실제에 근거하여 유아 영양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토
의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physical and chemical bases of different physiological conditions with an emphasis on young 
children’s nutritional determinants. It also explores the alternatives to add nutrition and health management practic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grams. By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health and 
nutrition programs in early childhood settings,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organize desirable models of health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young children.

· GC023 / 언어지도 /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교과는 크게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언어 학습이 주는 환경요인, 의사소통의 발달과 적용 등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생리발달이
론, 학습이론, 사회심리이론 및 실용론 등의 언어습득이론을 다루며, 언어발달에 미치는 또래, 가정 및 환경의 영향을 논의한다. 영유아
의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유아 언어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신 연구 자료 강독과 함께 유
아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자료 수집 및 평가 활동을 통해,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고 유아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examination of theories in language acquisition including biological-maturation, 
environmental-learning, social-psychology, and pragmatism.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peers, home and 
school)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n language development are discussed. Compares major theoretical issues in 
first-language acquisition of phonology, syntax, and semantics of young children. The function of language as a social 
interactive tool and adaptive behavior will be discussed. Ways of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in preschool, and 
effective training methods for language development will be explored.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improve 
teaching skills in the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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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40 / 아동미술 / Visual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아동미술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아동의 심미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또래, 가정과 기관)등의 환경적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아동미술교육의 내용, 방법, 재료, 환경과 평가의 방법을 검토하며, 또 하나의 학습언어로서의 미술의 역할을 토론한다.

This course addresses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art. The influence of environmental factors (peers, 
home, kindergarten and school) on aesthetic development are discussed. The course examines its teaching content, 
methods, material, and evaluation.

· GC042 / 아동문학/ Literatur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아동문학의 교육적, 심미적 가치와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문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도서영역
과 아동문학의 전달매체의 활용방식을 알아본다.  A study of Educational and aesthetic value of children's literature and its 
u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 The focus is on designing classroom library and the use of books and props 
for storytelling

· GC017 / 아동상담론 / Child Counseling

상담심리학의 이론에 기초한 아동의 성장, 발달, 적응 그리고 교육에서의 제반문제를 다루어 본다. 그리고 아동상담의 기본원리와 지침
을 기초로 하여 특수아의 문제를 조망해 보고, 교육효과와 복지적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영유아의 부적
응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교수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아동상담이론을 살펴보
며,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최신 연구 강독을 통해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주요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영유아 상담 및 지
도의 과정 및 구체적 상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문제의 진단과 해결, 상담 과정에 적용하
는 방안을 모색한다.

This is a course designed for the study of theories, issues, problems and new approaches in child counseling. Areas 
such as optimal child development and adaptation, counseling of special children, child education and child welfare 
are reviewed. Knowledge of theories, processes, and techniques of counseling are applied to the assessment of 
children’s developmental levels, and to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you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Along with reviewing recent researches of counseling, students acquire skills for communication with 
young children. Students will explore effective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counseling in early childhood through 
discussions.

· GC050 / 아동생활지도 / Practical Guidance for Young Children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 행동의 내용과 유형 및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문제 수준별 행동수정 접근방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
을 습득한다. 영유아문제행동과 관련된 최신 연구 자료 강독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한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 및 접근 방법
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 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현장 관찰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
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교수 및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ypes and contents of behavior problems in young children, and theories and practices of 
behavior modification and their effective use for behavior problem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observe various behavior problems in the natural setting of a preschool. Effective 
approaches for dealing with behavior problems in early childhood will be explored through discussions.

· GC024 / 아동관찰 및 행동 연구 / Observation &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유아 연구의 역사와 이론적 기
초, 연구 유형,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학적인 실용 학문으로서의 보육 연구를 위한 학제적 접근의 의미
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보육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한 것을 실제 논문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질적 연구방법 관련 reading을 통하여 질적 방법론의 한국 가족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특
히 생애과정 관점에서 가족 및 인간발달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데 어떤 주제 및 연구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주제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있는지 최근 연구방법론의 경향에 대한 세미나로 이루어질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various research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udents will actually apply the 
analysis procedure of research hypotheses,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al testing in order to enhanc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scientific inquiry and empirical research.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achieve competence as 
researchers. Also,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method in Korean family research. Recent research method trends in 
various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udies will be discussed, including the life cours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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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12 / 보육교사론 /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영유아 교사가 반드시 지녀야 할 지식의 본질과 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있어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과 이를 지
원할 교수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영유아교사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이슈에 대해 논하고, 교사교육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유아기 자녀간의 심리적 갈등 및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담기술을 획득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사상을 기
른다.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the acquisition of teaching methods, skills, and the proper attitude i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setting. Examinations and discussions dealing with major issues of teacher training will be explored. The 
course also provides parental counseling skills for controlling conflicts and disagreements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 GC026 / 정신건강론 / Mental Health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능숙하게 사정하고 진단하기 위해 정신건강사정, 정신병리, 심리검사, 정신 진단 분류 및 진단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이상발달의 전반적 개요를 살펴보고 각
종 발달장애의 원인, 특성, 진단, 처치 및 예방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정신병리의 발
달적 접근에 대한 주요이론을 살펴보고, 전형적인 발달과정 동안 나타나는 각종 발달장애의 특성, 병인론,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상발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도된 각종 중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재 방안을 모색한다.

This subject is learning the knowledge and technique of mental status exam, psychological evaluation, psychiatric 
diagnostic evaluation and  focusing on practicing use of it. This course deals with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hildhood and adolescents’ atypic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t will be explored that major theories of 
developmental psycho pathology and etiology, prevalence, characteristics, diagnoses and treatments of various 
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the evaluation about recent outcomes and trends of intervention efforts concerning 
childhood and adolescents’ atypical development, it will be covered  how to relate the knowledge to the children’s and 
adolescents’ welfare programs and policies.

· GC033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for Young 
Children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국내외 보육프로그램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영유아 및 현대 가정의 변화하는 보육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등장 배경, 역사, 이론적 배경, 주요 특징,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영유아 보육현장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합
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는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tudy of analysis of major educare programs to promote children’s developmental needs. 
For this purpose, it explores historical background, basic premises, main characteristics, curriculum, practice of 
educare programs, and evaluate the recent outcomes, major issues and trends. Through the evaluation, it will be 
covered that how to relate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to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hild educare 
programs.

· GC018 /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settings

보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 및 자질에 대하여 학습한다. 보육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전략 방법을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보육기관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유아학급운영의 
원리, 보육기관의 조직,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보육기관에서 실제로 장학한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해보고, 유아교
사에게 필요한 윤리강령에 대하여 논의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lanning,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principles/practices related to the founda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settings. In particular, it provides opportunities to think about 
principl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are, networks & organization of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mmunication 
skills in order to become an efficien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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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46 / 보육정책론 / The Theories of policy for Child care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ical bases and administrative issues of child care. Child care programs are 
compared among nations which are culturally different.

· GC039 / 놀이지도 / The Theories of play and Education

아동놀이의 연령별 발달과정과 관련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놀이가 아동의 사고방식과 행동양
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임을 인식한다. 주요 놀이이론 및 놀이유형별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놀이와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
달, 사회성 발달 및 인지발달의 관계를 학습한다. 놀이에서의 성차와 놀이의 치료적 기능 및 놀이의 문화적 기능을 살펴본다. 아동놀이 
지도의 실제를 습득하기 위해 놀이관찰 및 지도실습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놀이에 대한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힌다. 

Developmental theory suggests that play is a primary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personality, 
competencies, sense of self, and social awareness of children. This course examines origins of play as the roots of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and related aspects of development with implication for practice. Students should 
engage in guided observation and field experience. Through observations and experience, students are guided in 
methods of supporting children’s progress through play.

· GC036 / 아동수과학지도 / Mathematics and Science for Young Children

유아를 위한 수․과학 교육의 기존 이론을 살펴보고,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수․과학의 원리를 탐구,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교수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또한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아 수․과학교육 평가
방법을 모색해본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 수․과학교육의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지향적 수․과학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theories, teaching strategie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for the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Ideas for classroom implementation will be included as well as ways in which 
mathematics and science programs can be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ew technology and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ll be explored through 
discussions.

· GC025 / 특수아동지도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각 장애 영역 별 특성,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학습한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아동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 아
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Examines issues and trends in special education and ov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ssential issues and theories relating to th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early child-finding, early intervention, 
developmental delay, etc) and the development of exceptional children with special attention to normal and atypical 
human development are investigated. The effective instruction methods in inclusive settings are also addressed.

· GC056 / 아동안전관리 / The Safety management for young child

영유아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구성 및 관리 유지
에 초점을 두며, 특히 영아와 걸음마기의 과 어린연령의 질병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다룬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
경의 구성 및 안전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0전략에 등을 구체적으로 습득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basic safety management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Emphasis is placed on setting up and 
maintaining a safe, healthy environment for young children, including specific procedures for infants and toddlers and 
procedures regarding childhood illnesses and communicable diseases. Upon completion, students should be able to 
prepare a healthy, safe environment; plan and teaching skills and interac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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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57 / 보육실습 / Teaching Pract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이론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실제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습교과이다. 대상아동의 연령별 발달수준에 따라서 반을 
별개로 편성한다. 영아는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으로 
나누고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 6세에서 7세까지를 별개의 반으로 구성해서 각각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보호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따
라서 보육실습을 행한다. 보육실습은 주로 온종일 영유아의 신체적으로 안전한 활동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돌보기와 언어와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된다.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장실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생의 자세, 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문제행동과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성공적인 보육교사의 자질을 함양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for the practice of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fant educare programs. Opportunities are 
given to students to teach and care for infants in various levels of classes (1-6 months, 7-11 months, 12-17 months, 
3-5 years, and 6-7 years). There will be practices on providing children with optimal care,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lessons for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We study student-teachers' attitude, planning and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gram, devious 
actions, and everyday life guidance. We try to improve students' qualities as successful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 GC031 / 특수아진단 및 평가 / Assessments and Evalu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특수아동의 이해에 근거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표준화검사, 관찰과 면접, 대안적인 평가, 교육과정 중심 측정의 이
해와 적용 등 진단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수집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하는 방
법을 다루고, 전문가 및 부모들과 평가 자료를 종합해서 나누는 방법이 제시된다. 

In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discuss the following topics in the assessment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ndardized test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alternative tests;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curriculum-based measurements; and evaluation and assessment. Interpretation and incorporation of curriculum-
based assessment methodology for the development of instructional programs is required. Synthesis of assessment 
data for dissemination to professionals and parents is demonstrated.

· GC047 / 지체부자유아교육/ Education for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지체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학적 손상과 감각 손상 등을 포함하는 지체장애의 원인, 처치,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학적 목록에 의거하여 독립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수정과 직접 교수 방법 등도 연구한다. 교육 상
황에서 지체장애 아동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및 의학적 정보들을 탐구한다. 

Overview of the causes, treatments, education, and management of individuals with physical disabilities; including 
neurological impairments resulting in physical disabilities, sensory impairments,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Emphasis is placed on environmental adaptations and direct training needed to maximize independence as 
determines through systematic ecological inventories for individual students. Information is provided on physical and 
medical management of these students in education settings.

· GC048 / 학습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특수교육의 영역 중, 학습장애아에 관한 제반 이론을 검토한다. 다양한 학문적인 시각(교육학, 심리학, 병리학 등)을 통해서 학습장애아
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강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실제적 사례와 교육서
비스에 대한 현황은 수강자의 조사 연구 및 발표, 토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학습장애아동 교육의 모델을 구안하여 제출한다.

In this course, various theories on learning disabilities will be covered. Students will study about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from diverse educational viewpoints (education, psychology and path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behind the instruc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will made through lectures. Actual case stud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ervices will be covered through the investigation, study, presentation and discussion 
by students. Students will design their own models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  /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 Instructional Metho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특수아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장애영역별 교육과정의 수정 및 적용에 대한 교수방법을 논의한다. 통합 상황 중심의 교육과정
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이해와 적용, 교과교재개발, 교수방법을 연구한다. 각 장애영역별 특수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
계획에 대한 교수방법 강의를 하고 실제적인 사례와 적용 예는 수강생이 조사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curricula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discuss the mod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instructional method for each disorder being discussed. Topics will include the following: the focus of 
the curricula of inclusive education; the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the individualized educational plan;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texts and teach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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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35 / 정신지체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개념, 특성, 수준별 교육과정, 원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교육적 조치 및 교육 방법을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장애정도별로 모색한다.

Provides information on surrou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definition, etiology, psych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Emphasis is placed on strategies for the acquisition and generalized use of age 
appropriate functional skills in natural community-based settings. Method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ized programming across specialized curricular areas such as communicative, cognitive, functional 
academic, motor, domestic living/self-help, recreation/leisure, vocational and general community living skills are 
presented. Current research evidence to support effective practices is stressed.

· GC051 / 청각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청각 장애의 정의와 원인을 살펴보고, 청각장애의 특성, 운동발달 및 인지발달, 교수보조 도구의 선택과 수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청각장애 아동교육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강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실제적 사례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현황은 수강자의 조사 연구 및 발
표, 토론을 중심으로 정리하며 감각장애아동 교육의 모델을 구안하여 제출한다.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discussed in this course: definition and cause of hearing impairment;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ment; physical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lection of assistant devices; and 
modification. The theoretical introduction to instruc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will be made through 
lectures. Case studies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ervices will be the focus of investigation, study, 
presentation and discussion by students. Students will develop their own models of education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 GC052 / 시각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시각 장애의 정의와 원인을 살펴보고, 감각장애의 특성, 운동발달 및 인지발달, 교수보조 도구의 선택과 수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각장애아동의 지도 원칙과 프로그램, 실제와 현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교육과정 및 방법적인 수정을 
다룬다.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discussed in this course: definition and cause of visual impairment; characteristics of 
sensory disorders; physical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selection of assistant devices; and modification. 
Principles, programs, practices, and problems in the field will be presented. Administration, curricular, and 
methodological adaptations for various education programs will be explored.

· GC053 / 장애아보육연구론 / Studi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Disabilities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취학 전 아동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요구되는 정책적인 과제들과 해결 방안들을 
살펴본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도 동시적으로 모색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urrent political issues and problem solving strategies in the field of child care and education 
of disabilities in micro-view, for supporting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ed and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An emphasis on examination of the research bases of effective classroom management for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ed and disabilities in macro-view also will be covered. Students are expected to synthesize and 
analyze research on effective teaching and management practices.

· GC038 /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정서 및 행동장애 일반에 대한 정의, 원인, 판별 등 관련 개관을 살펴보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인자인 부모, 일반 및 특수교사 
등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행동적, 심리역동적, 사회적, 생태학적 모델 등의 접근을 통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인에 대한 수
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습한다.

This course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etiology, and identification of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A major focus of the course will be working successfully with children 
with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in the school and classroom. A collaborative, multimodal model 
that involved parents,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chool psychologists, and other professionals as 
appropriate will be emphasized. Integration of multiple forms of intervention will be explored, including affective, 
behavioral, cognitive, social, ecological and medical approaches; discovering what works for children with children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is an ongoing process that requires experience, persistence, and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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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054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장애아동의 교육적 진단 결과에 따른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의 계획과 작성 그리고 실행과 이에 따른 평가와 수정의 IEP 전 순환 과정을 
살펴본다. 통합 교육기관의 일반교육과정 내에서 IEP 각 단계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실행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An overview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that should be used with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introduced. 
Emphases are placed on educational assessment, planning and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and 
adaptation of IEP. Educational methods of IEP planning and implementation in inclusive settings that have empirical 
support for their effectiveness, facilitate continuous monitoring of student progress, and are amenable to the use of 
technology are explored.

· GC043 / 자폐스펙트럼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사회적 결손과 의사소통적 결함, 행동문제를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아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전반적 발달장애의 다른 장애들과의 관계성과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근거로 부모, 일반 및 특수교사, 학교 심리학자, 기타 전
문가들과의 협력적 다영역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will first address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definition, etiology, and identification of 
autistic spectrum disorders(ASD). Potential relationships or related issues involving other child characteristics or 
difficulties in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PDD) will be explored. A major focus of the course will be working 
successfully with children with ASD in the school and classroom. A collaborative, multimodal model that involved 
parents,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school psychologists, and other professionals as appropriate will be 
emphasized.

·   특수아행동지도 / Behavior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과 문제 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지원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고전적 행동 수정과 최근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는 이론적 바탕 하에, 실제 학급 상황에
서의 행동지도의 실제를 재조명해본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manage classroom behavior using behavioral principles.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behavior, reinforcement strategies, systematic program development, basic formats for classroom instruction, and 
techniques for monitoring student progress are presented. Emphasizes procedures for increasing academic and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through classroom activities with positive behavior support. Students with disabilities 
apply their skill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 GC041 / 언어장애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다양한 문헌과 실제를 바탕으로 언어 발달 기능의 형성과 언어장애 및 의사소통 장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최근의 
의사소통 중재 방법에 의거해서,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및 다른 장애와의 연계성 하에서 교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research on methods of teaching communication skill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history, principles, programs, practices, and problems in the field will be covered. 
Methods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individualized programming are presented, with the methodological 
adaptations for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the education of individuals with other accompanying disabilities.

/ 특수아 통합 및 보육세미나/ Seminar on Inclusive Education &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통합교육의 정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통합교육의 이론적 근거, 통합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관, 통합교육 
프로그램 작성, 통합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 초등학교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강의와 현장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실행
가능한 통합교육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작성해 본다.

The definition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inclusive education will be examined. The theoretical bases, the present 
condition, problems, and the future of inclusive education will be discussed. Students will develop an outline of a 
possible inclusive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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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Counseling and Family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특수아동 가족과 함께 일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특수아동이 그들의 가족 및 지
역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 특성들을 알아본다. 이를 근거로 장애아동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계획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담과 가족지원 전략 등을 모색한다.

An overview of different approaches,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volved in working with and supporting families 
will be addressed. Emphasis is placed on how a child with disabilities affects and is affected by parents, siblings, the 
extended family, and the community. Strategi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family support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sharing, collaborativ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with families are provided.

GC059 / 장애통합보육실습 / Practicum in Inclusive Care and Education Field

개별화교육계획안 작성과 학급 내에서의 시행 등의 장애아동 교수 관련 실제 과정들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서 실습함으로써, 장애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함양한다.

The field experiences will be focused on explicit teaching procedures, direct instruc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with IEP in inclusive settings. Proficiency in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profiles, instructional lessons, 
monitoring of progress through general curriculum-based measures and data-based decision making is emphasized. 
Students taken practicum will apply their skills in inclusive classroom settings as special education-care teachers.

GC060 / 논문세미나1 / Seminar in Thesis 1 : Research Method

영유아 관련 변인을 대상으로 실험 및 관찰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과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간단한 실험 및 관찰을 실
시한다. 구체적으로, 보육 및 가족 대상 실험연구를 위한 실험설계이론과 실험적 연구방법의 절차와 기술을 소개하며, 자료 분석에 필요
한 통계기법을 학습하여 그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와 함께 관찰을 통한 연구방법의 이해와 적용에 중점
을 두어, 보육 및 가족 대상 관찰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찰 실습의 기회를 갖는다.

The basic principles of experimental design and the statistical concepts and methods for experimental research in 
child and family studies are examined. Theoretical considerations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observation as an 
important technique for studying and assessing children and family are also examined.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the basic idea of scientific research practically as well as theoretically.

GC061 / 논문세미나2 / Seminar in Thesis 2 : Research Implementation

영유아와 관련된 제 문제 및 현상을 올바르게 기술, 설명, 예측하기 위해 통계학의 지식 및 연산을 통한 자료처리기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각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적 연구절차를 거쳐 개별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The basic concepts and tools of statistics employed in child studies are examined. An overview of basic statistical 
concepts, models, and methods using computer software to calculate statistics for the analysis which is needed in 
practical research will be performed.

GC027 /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교훈, 그
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을 다룬다.

A study of the Life and teaching of Christ emphasizing of  Christ's pre-existence, His Deity, Humanity, Ken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His reality of resurrection will be 
studied. 

교육과정	
 	


페이지 274 / 276	
 	




전공상세안내
보육대학원은 보육학과 장애통합의 2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필수 과목으로 공통(월요일)으로 개설되나 전공 선택 과목은 각 전공별로 개설된다(보육학 전공은 화요
일, 장애통합전공은 목요일).
보육학전공은 보육의 기초 이론과 실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최근 동향과 현장의 개선을 위한 담론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장애통합전공은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을 위한 특수교육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장애통합보육의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현장의 적용대안들을 논의한다.  

졸업 후 진로
한 알의 밀알로서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섬김의 일꾼이 되어 영유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전문가
로서 일할 수 있다. 보육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보육현장에서 리더로서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교회학교 영유치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가 될 것이다.  

• 어린이집 시설장/ 통합보육시설 및 전담보육시설 시설장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전담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 방과후 교실 교사/ 장애방과후 교사 
• 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육 전문요원
• 교회학교 영유치부 사역자/ 장애인부 사역자

기타
•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는 아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간의 경력을 쌓고서 승급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1급 자격이 부
여된다.

• 특수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아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통합보육교사와 
치료사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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