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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이념과 목적

‣ 건학이념

� �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겨레의 속죄구원과 민족교화와 복지국가를 이룩하며 전 인류의 행복을 증진함에 이

바지 하고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1조)

‣ 교육목적

� � 성서가 가르치는 인류의 구원에 필요한 심오한 진리와 그 광범위한 응용 방법을 교수 · 연구하여 그리스도

를 닮은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사상을 심어주어 국가 사회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선구자로 즉 “땅에 떨어져 썩어 새로운 싹을 내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복음전도자를 양성하는 것”(헌장 제1

조)이다.

‣ 교육목표

� � 우리 대학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을 추구하여 신앙의 빛으로 모든 인간지식에 담긴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깨닫게 하고,�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을 함양하여 복음적 가치를 삶 속에 구

현함으로써 영성에 의한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토대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통한 지성의 탁월성 추구

·� 「신앙과 생활의 통합」을 통한 덕성함양

·� 「영성에 의한 지성과 덕성의 통합」을 통한 전인교육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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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특성

‣ 비전선언

·�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생들을 학문적이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시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서를 근본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고 각자

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으로 인식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탁월한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 학문분야의 토대가 성서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습자 중심교육 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학문의 탁월성 추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잘 대응 할 수 있도록 각 전공분야에서 기

초역량교육을 강화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느 경우라도 청렴,� 정의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섬김의 리더

를 양육함으로써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한다.

‣ 행동서약

·� 잉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구별된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치를 지킨다.

·� 복음의 충실한 증인이 되고 착한 일을 행하며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산다.

·� 매일 채플에 참석하고,� 전도훈련,� 신앙훈련,� 노동훈련(밀알훈련)에 참여한다.

·� 담배와 술을 금한다.� 이는 술이나 담배의 소비 뿐 아니라 소지도 금하는 것을 의미하여,� 학교 내뿐 아니라

학교 외에 전부 해당된다.

·� 교내에서 춤과 오락은 학교의 공식적인 인정 하에서 이루어지며,� 무질서하고 폭력이 포함된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 남녀간의 결혼 이외의 모든 다른 성관계(혼전관계,� 동성애,� 동거)와 성적 부도덕을 금한다.

·�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부한다.�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 위조,� 변조하지 않으며,� 무감독 시험에 바르게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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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날짜 내용

2000s

2014.� 11.� 20 2014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최우수 대학 선정

2013.� 12.� 27�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3.� 08.� 09 일립관 증축 (3710.47㎡)� 총면적 7783.55㎡�

2013.� 07.� 11 2013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6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 05.� 09 2012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2.� 04.� 04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10대 이사장 한영수 장로 연임

2012.�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5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11.� 04.� 18 2011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4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10.� 03.� 17 2010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3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12.� 09
교육과학기술부 선정『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사례공모전』교육프로그램 부문

최우수대학

2009.� 09.� 29 간호학전공 신설

2009.� 04.� 20 2009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연속 선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03.� 19 2008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실적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2009.� 03.� 04 2008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최우수 대학 선정

2008.� 08.� 30 2008년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2008.� 07.� 15 노원구청으로부터 '노원구보육정보센터'� 수탁 운영

2008.� 03.� 0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9대 이사장 한영수 장로 연임

2008.�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4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7.� 08.� 24 밀알관 8,311평방미터 신축

2006.� 02.� 01 2005년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조사 우수대학 선정

2004.� 11.� 16 노원구청으로부터 ‘공릉방과후교실’� 수탁 운영

2004.� 11.� 16 교육인적자원부 평가 '2004년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4.� 09.� 17 2004년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우수대학 선정

2004.�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3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04.� 03.� 01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보육대학원'� 인가

2003.� 05.� 1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8대 이사장 한영수 장로 취임

2002.� 01.� 04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7대 이사장 차치우 장로 취임

2002.� 01.� 04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보과학부 정보통신학 전공'� 인가

2001.� 07.� 26 노원구청으로부터 '꿈빛어린이집'� 수탁 운영

2001.� 01.� 15 한국성서대학교 어린이집 개원

2001.� 01.� 15 서울시로부터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2000.� 03.� 0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6대 이사장 이용남 장로 취임

2000.�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2대 총장 강우정 박사 취임

1990s

1999.� 11.� 02 일반대학원(M.A,� 및 Ph.D.)� 및 신학대학원 인가

1998.� 03.� 24 사회교육원 개원

1997.� 12.� 12 교육부로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승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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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날짜 내용

1997.� 03.� 18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5대 이사장 강우정 박사 취임

1997.�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초대 총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6.� 12.� 11 한국성서대학교 개편 교육부 인가

1996.� 12.� 11 4년제 종합대학으로 체제 개편

1995.� 06.� 10 제 3대 학장 김호식 박사 취임

1995.� 03.� 0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4대 이사장 차치우 장로 취임

1992.� 05.� 13 강태국 박사 명예학장 추대

1992.� 03.� 01 제 2대 학장 강희정 박사 취임

1980s

1989.� 12.� 05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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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학교명 ‘한국성서신학교’로 변경

1982.� 12.� 16 ‘종교음악과’� 인가

1981.� 01.� 15 ‘외국어학과’� 인가

1970s

1978.� 06.� 10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2대 이사장 김봉학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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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06.� 15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205번지 대지 6,000평과 700여평 교사 매입

1960s
1963.� 12.� 16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설립 초대 이사장 신석호 박사 취임

1963.� 01.� 29 기독교교육과 인가

1950s

1957.� 05.� 01 은평구 불광동 산66번지로 교사 이전

1955.� 02.� 25
4년제 각종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명을 ‘한국성서학교’라 개칭하고

성서과,� 기독교사회사업과 두고 초대 교장 강태국 박사 취임

1953.� 03.� 01 종로구 삼청동으로 교사 이전

1952.� 05.� 13
한국성서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성서학원’� 설립

초대원장 강태국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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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구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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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장직속

1)� 기획평가실� :� 총장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과 대학의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통

제,� 평가 및 감사를 담당한다.

2)� 대외협력실� :� 기부금 모금 및 동문회 관리,�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일립(신앙)교육부

1)� 교목실� :� 각종 예배 및 예배관련 학사 ․행정,� 학생 및 교직원 목양,� 불신학우 및 가정 전도 등의 업무 수행

한다.

2)� 신앙훈련과�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체계 구축,� 신앙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3)� 성서적세계관교육과� :� 성서적세계관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교육교재 연구 및 출판 등 성서에 기초

한 세계관 교육을 담당한다.

4)� 학생생활상담센터� :� 학생들의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연구,�교육활동을 담당한다.

5)� 밀알사회봉사단� :� 국내 및 해외봉사,� 사회봉사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봉사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전공교육부

1)� 교학팀�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교무․학적․수업관리,� 재적생 정원관리 및 학사통계,� 학위수여 등의

학사업무와 교원임용 및 연수,� 업적평가,� 연구년제 운영 등의 교원지원,� 학생활동 지원 및 지도,� 총

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외국인학생 대학생활 지원,� 장학금 업무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영어교육센터� :�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어교재 및 매뉴얼 개발,� 원어민 강사 채용 등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수학습센터� :� 학생학습역량 및 교수의 교수역량 향상 업무를 담당한다.

4.� 행정본부

1)� 입학취업처

� � � -� 입학관리팀� :� 입학전형,� 입학 상담 및 홍보,� 입학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학생 입학 관리업무를 담

당한다.

� � � -� 취업지원팀� :� 취업 및 창업지원,� 각종 검사 및 진로상담,� 학과별 취업활동 지원,� 취업통계조사 및

통계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 � -� 국제교류팀� :�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사무정보처

� � � -� 사무관리팀� :� 교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 � -� 시설관리팀� :� 교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 � -� 전산지원팀� :� 교내 정보처리 및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5.� 대학원

1)� 대학원 교학팀 :� 대학원 학사․학생․입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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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1.� 도서관� :� 교내외 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수집 및 보존하여 본교 교직원 및 학생에게 학업

및 연구자료로 제공하고 관장한다.

2.� 일립생활관� :� 기숙사 입주생 선발 및 퇴관,� 기숙사 생활지도 및 상․벌점 관리,� 편의시설 관리 등의 업

무를 담당한다.�

3.� 출판부� :� 교내 각종 서적 및 연구자료,� 논문 등을 출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 활동 및 진로지도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성폭력상담실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접수,�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성

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예비군중대� :�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병무,� 민방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부속교육기관
1.� 밀알훈련센터� :� 밀알훈련센터는 고 강태국 박사가 본교 학생들과 함께 1969년부터 가꿔 밀알조림센

터로 명명되어 세워졌으며,� 현재 150만평의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

2.� 평생교육원� :�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과정을 운

영한다.

3.� 대학어린이집� :�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으로 쓰이는 동시에

영유아보육학과 전공교수와 대학원,� 학부생들의 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육사업

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현장적용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 발전적인 보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

적과 밀알정신을 실천하며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영유아와 그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부설연구기관
1.� 일립신학연구소� :� 일립신학연구소는 우리대학의 설립자 고(故)� 일립(⼀粒)� 강태국 박사의 신앙과 신학

적 공헌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1992년 일립사상연구소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1년 일립신학연구소로 명

칭을 변경하면서 2002년부터 매년 일립신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립신학이론 정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 사회복지연구소� :�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증진을 추구하며,� 사회복지 현장 실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사회복지사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한다.

3.� 영유아보육연구소� :� 영·유아교육분야에 대한 이론 및 당면과제를 연구하여 해당분야의 적합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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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신기술연구소 :� 정보통신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차세

대 IT전문인력 양성 및 인터넷 첨단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인터넷 신기술 동향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

하고 있다.

위탁기관
1.� 성서대학교회� :� 한국성서대학교의 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교회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2.�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월계지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연

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저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꿈빛어린이집� :�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

에 기여하고자 본교 영·유아보육학과와 사회복지학과의 연구 및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

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4.� 백병원어린이집� :�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으로 쓰이는 동시

에 영유아보육학과 전공교수와 대학원,� 학부생들의 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

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현장적용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 발전적인 보육 모델을 제시하

기 위한 목적과 밀알정신을 실천하며 영유아의 전인발달을 돕고 영유아와 그들의 가정에 복음을 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5.� 꿈나무방과후교실� :� 방과 후에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학령기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6.�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제공과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

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조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

모하고 있습니다.

7.�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 야간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휴일

과 저녁에도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지정한 열린 어린이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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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직위 학위

성서학과

김은호 교수 구약신학 박사

이원옥 부교수 신약신학 박사

이민규 교수 신약학 박사

김정원 부교수 구약학 박사

김승호 부교수 철학 박사

강규성 부교수 구약학 박사

최영태 부교수 신학 박사

박태수 부교수 조직신학 박사

김중식 조교수 선교학 박사

정성영 조교수 설교학 박사

김현광 조교수 신약학 박사

유정선 조교수 조직신학 박사

김웅기 조교수 기독교교육 박사

조현진 조교수 역사신학 박사

김현수 조교수 교회사 박사수료

사회복지학과

원영희 교수 사회학 박사

최선희 교수 가족복지 박사

김성경 부교수 임상사회복지학 박사

김희수 부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안정선 조교수 사회복지행정 박사

배진형 조교수 사회사업 박사

김성호 조교수 사회복지학 박사

영유아보육학과

조혜경 부교수 유아교육학 박사

김정원 부교수 유아교육학 박사

강정원 부교수 유아교육학 박사

조윤경 부교수 특수교육학 박사

김형미 조교수 유아특수교육 박사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현우석 부교수 전자계산학 박사

임지영 부교수 응용컴퓨터학 박사

정해덕 부교수 컴퓨터과학 박사

유일선 부교수 전산학 박사

교직원 현황
1.� 교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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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직위 성명

법인사무국
국장 정휘진

직원 안미란

기획평가실

실장 정해덕

팀장 김인화

대리 이강동

직원 신재윤

대외협력실

팀장 강혜민

편집주간 이강동

계장 이은광

부장 강규성

일립교육부

교목실
교목 오명규

주임 박민수

신앙훈련과

과장 김승호

교목 이광삼

직원 이기훈

협력교수 배진형

협력교수 김웅기

협력교수 이창관

성서적세계관교육과 과장 김중식

소속 성명 직위 학위

간호학

김조자 초빙교수 간호학 박사

장인순 조교수 간호학 박사

최은희 조교수 간호학 박사

유하나 조교수 간호학 박사

김정숙 조교수 간호학 박사

안현미 조교수 간호학 박사

고미숙 조교수 간호학 석사

이경숙 조교수 간호학 박사

이창관 조교수 간호학 박사

기초교양

김태규 교수 철학 박사

오윤선 교수 청소년교육 박사

이한영 부교수 교회음악 석사

이성아 조교수 교수학습공학 박사

한진호 조교수 정보보호학 박사

성정혜 조교수 영어영문학 박사

2.�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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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직위 성명

협력교수 조헤경

협력교수 박태수

협력교수 조현진

대리 신금주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오윤선

대리 신금주

밀알봉사단
단장 이광삼

주임 박민수

부장 최선희

전공교육부

성서학과
조교 조아라

조교 이상경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성결

영유아보육학과 조교 김선영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실습조교 한은혜

조교 구희우

간호학과

실습조교 김신혜

실습조교 문영리

조교 김예영

기초교양교육원
원장 한진호

조교 이혜진

교학팀 / 장애학생지원센터

처장 임지영

팀장 장성희

대리 유미나

계장 권순범

주임 김병수

직원 장원아

영어교육센터 센터장 성정혜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이성아

주임 진달래

직원 김희

본부장 최육열

행정본부

입

학

취

업

처

입학관리팀/

국제교류팀

팀장 이윤희

계장 신지수

직원 김은실

취업지원팀/

산학협력단

팀장 권경만

주임 박성범

직원 김의군

처장 김중완

사 사무관리팀 팀장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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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직위 성명

무

정

보

처

계장 양희정

주임 이소연

직원 정영은

시설관리팀/

예비군중대

팀장 곽규상

과장 이복남

주임 이상일

직원 최수연

직원 강신애

직원 정순애

전산지원팀
팀장 임환석

직원 김덕원

도서관 / 출판부

관장 이한영

팀장 최지은

계장 김덕현

직원 고성산

일립생활관
관장 최영태

간사 마혜미

평생교육원

원장 최육열

직원 김현동

직원 추연진

밀알훈련센터
센터장 김중완

직원 김선식

대학원

원장 김태규

처장 김현광

팀장 박인혁

직원 채시연

부설연구기관

일립신학연구소 소장 정성영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안정선

영유아보육연구소 소장 강정원

인터넷신기술연구소 소장 유일선

부속기관

성서대학교회 담임목사 김은호

대학어린이집 원장 안미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영자

꿈빛어린이집 원장 김신덕

백병원어린이집 원장 박명희

꿈나무방과후교실 원장 이인경

노원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김승옥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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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M.A, Th.M)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석사

(문학, 신학)
5

박사과정

신학과(Ph.D)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기독교상담학
철학박사 5석․박사

통합과정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M.Div) 목회학
목회학 

석사
40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M.SW)

일반사회복지

전문사회복지실천전공

사회복지 

석사
11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보육학과

(M.CE)

보육학

장애아통합보육학

보육학

석사
20

총계 81

주요 규정

한국성서대학교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교육정신에입각하여설립이념인밀알정신을구

현하기 위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있는신앙을 갖춘 초 교파적

전문지도자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그리스도적인 인격을도야하고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지역사회와국가및세계인류의평화와발전에기여하는교육을한다.�

제2조(학부)�①�본 대학교에는신학부와사회과학부및정보과학부,�간호학부를 둔다.(개정09.11.20)

②�본 대학원에 다음과같은 대학원을 둔다.�

1.�일반대학원

2.�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보육대학원

제3조(전공,�학위 및정원)�①�각 학부의전공분야편성학위및입학정원은다음과같다.�(개정04.12.1)(개정09.05.08)(개정

09.07.01)(개정09.11.20)(개정2010.11.09)(개정2014.04.04)�

학부별모집단위,�학위 및 인원

계열 모집단위 학과명 학위 입학정원

인문

사회계열

성서학과 성서학과 문학사 70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45

영유아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과 문학사 45

공학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공학사 35

자연계열 간호학과 간호학과 간호학사 45

총 계 240

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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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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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 및 재학연한)�①�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2.�06.�08)

1.�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단,�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

은이미지난재학연한을합산한다.(개정2012.�06.�08)

2.�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산입하지않는다.(개정2012.�06.�08)

3.�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 자는학적을상실한다.(개정2012.�06.�08)

②�대학원의 수업및재학연한은다음과같다.�

1.�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문학․신학)은 4학기,�박사과정은 6학기,�석•박사 통합과정의기독교 상담학전공

은 8학기,�신학전공은 6학기로 한다.�다만,�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의 경우 6학기,�사회복지대학원은 4학기,�보육대

학원은 4학기로 한다.(개정06.12.5)�(개정07.09.14)�(개정09.7.8)

2.�각 대학원 석사과정의 재학 연한은 6년으로 하며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으로 한다.��단,�학위과정 재

학연한에 대한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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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말까지로한다.�

②�학년은 다음과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단,�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둘 수 있으며,�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또한 제2학기의 시작

은 2주를 초과하지않는범위 내에서학기개시일전에개강할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으로학기별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한다.

제7조(휴업일)�정기 휴업 일은다음과 같다.�

1.�여름방학

2.�겨울방학

3.�일요일(주일)�

4.�국정공휴일

제7조의2(휴업일 변경)�①�임시 휴업 및 임시휴업기간의변경은총장이정한다.�

②�휴업일 이라도필요한경우에는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있다.�

③�천재지변 기타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감축할수있다.�

제8조(교원의 교수시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경우다르게시간을정할수 있다.�(개정04.12.1)�

제4장 입학 (전.�편입학.�재입학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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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입학의 허가)�입학(전․편입학및재입학포함)의 허가는 총장이행한다.

�

제10조(입학의 시기)�①�입학을 허가하는시기는 매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②�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전․편입학을포함한모든전․편입학은매학기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①�제1학년에 입학할수 있는자격은다음 각호에 해당한자라야한다.�

1.�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기타 법령에 의하여앞의제1항과 동등한자격이있다고 인정된자.�

3.�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졸업또는수료한 자.�

4.�기독교 대학의특성에의하여세례받은자.�

②�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다음과같다.�

1.�기독교인으로세례 받은자.�

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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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통합과정 중 신학전

공자는M.Div.�학위 소지자 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3.�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자 또는법령에의하여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4.�(삭제07.09.14)

제12조(입학지원서류)�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

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또는 자격을 증명하는서류

2.�출신학교 성적증명서

3.�기타 필요한 서류

이미제출한서류와 납부한금액은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격 상실)�제1학년 입학 예정자가졸업예정자일경우예정일에졸업을 못하면그입학자격이상실된다.�

제14조(입학사정)�신입생의 선발은 출신학교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필답고사,�면접 및 신체검사 등을 헤아

려사정하되시일및방법등은따로 공고한다.�

제15조(입시관리위원회)�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두며,�이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

로 설치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단,�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관리한다.)�

제16조(입학절차)�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기

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제17조(보증인)�서약서에 연서 하는 보호자는 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 및 기타 신분에 관

계되는일체의사항에대하여 책임을질만한 능력이있는자에 한하여인정한다.�

제18조(편입학 자격)�①�편입학은 정원의여석이 있을때에한하여 허가할수있다.�

②�본 대학교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이있다고인정된 자라야한다.�

③�본 대학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해당 학기 이하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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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 자라야한다.�

제18조의2(학사편입학)�①�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제 3학년에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이를

허가할수 있다.�

②�학사 편입학은 3학년 입학정원의 5%이내와 해당학부입학정원의 10%이내에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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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받은 자는재입학을허가하지아니한다.�

②�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단,�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이상 재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09.11.20)

제20조(시행세칙)�신입생 모집에관한세칙은모집시마다 정하여발표한다.�

제5장 등 록

제21조(등록)�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등록은 소정의 납입금 납입

과수강신청을필함으로완료된다.�

제22조(제적)�소정 기일 내에등록을완료하지아니한자는제적함을원칙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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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원서

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총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진

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5조(휴학기간)�①�휴학자는 휴학기간 중학적을보유하며휴학기간은재학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②�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대학은 재학기간 중 3회를,�대학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회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04.12.1,06.12.5)

�

제26조(직권 휴학 및 퇴학)�총장이 지정한의료기관또는의사가건강상수학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한학생에 대하여

는총장이 휴학또는자진퇴학을명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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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28조(복학)�①�휴학자의 복학은 해당학기등록기간중에한하여 허가된다.�

②�전역한 학생이복학할때에는전역증서사본을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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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학자는 소정기일내에복학원서를제출한자에한하여면접을거쳐 복학을허가한다.�

제29조(자퇴)�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있다.�

제30조(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다만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

국인및제외국인은제적을 유보할수있다.(개정04.12.1)�

1.�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휴학허가없이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자.�

2.�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아니한 자.(단,�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자는 제대일로부

터 1년 이내로한다)�

3.�등록을 필하고휴학허가없이 1개월 이상결석한자.�

4.�이중학적을 가진자로판명된자.�

5.�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통산하여 3회를 받은자.�

6.�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학업수행에지장이 있다고인정된자.�

제31조(학사경고)�매 학기 학업성적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또는 3과목 이상낙제한자에대하여학사경고한다.�

제32조(유급)�①�학년별 중도 수료 대상자 중 학업 성취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

학기간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시킬수있다.�

②�연속 2회 유급 시 제적한다.

제7장 전공,�복수전공,�부전공,�및 전부및 교직과정�

제33조(전공,�복수전공,�부전공)�복수전공이란소속 전공을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이수하는것을말하며,�

부전공이란 일정학점이상소정의 타전공과목을체계적으로이수하는것을말한다.�전공분야 신청과 승인은 다음과

같다.(개정04.12.1)�

1.�본 대학교 전학생은 본인이 소속한 계열의 학부 내에서 반드시 하나의 전공분야를 1학년 2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복수전공,�부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소속학부 내또는 타학부의전공분야를소정기간중에신청할수있다.�

3.�전공분야의 승인은 1학년 2학기말에 행하고복수전공,�부전공에 대한 승인은매학기말에행한다.�

4.�전공,�복수전공,�부전공 신청 및승인에관한세칙은총장이따로 정한다.�

제34조(전공,�복수전공,�부전공)�전공,�복수전공,�부전공 이수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1.�전공의 이수는 본인 소속 학부 단위의 기초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소요 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2.�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기초 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소

요학점을충족하여야한다.�

3.�전공,�복수전공,�부전공 이수에관한교육과정은 총장이따로정한다.�

제35조(전부)�본 대학교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본인이 소속한 모집 단위로부터 타 모집 단위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인은 해당 학기소정기일내에보호자연서로 전부원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36조(전부,�전공변경 승인)�①�전부 승인에 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1.�학기 당 평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서 신청 학기까지 소정의 교양필수,�공

통 기초필수및전공과목을모두이수한자에게허가할 수있다.

단,�위의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공별 인원 배정을 고려하여 모집정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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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원양성관련모집단위에한하여입학정원의학부입학정원의 20%�범위내에서전부를허가할수있다.�

3.�전부는 전 재학기간을통하여 1회에 한한다.�

4.�소속 전공 주임교수,�전입희망 전공주임교수의 예비승인을거쳐총장의허가를얻어야한다.�

5.�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전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06.1.4)�

②�대학원 석사과정의전과는 동일대학원내에서정원에여석이있는경우에한하여허가할수있다.�

제36조의 2(교직과정)�①교직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교직과목20학점과 관련 학부(전공)의 기본이수과목 14학

점이 포함된전공과목 42학점을이수해야한다.

②교직과정에서취득한학점은졸업에필요한 학점이수에산입한다.

제8장 교과와 이수�

제37조(교과목구분)�본 대학교의 학생이 이수하는 과목은일반교양과목및공통기초과목,�전공과목으로하고이를

다시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분한다.�

제38조(교과 이수단위 및특별시험)�①�교과이수의 단위및특별시험에관한 사항은다음과같다.�

1.�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학점은 주당 45~50분 강의를 15주 이상 실시하여 1학점을 부여한다.�단,�실습

등 특별한 경우 100분 또는 그 이상을 15주 이상 실시하여 1학점을 부여한다.�

2.�일부 초급과목(영어1,2,�컴퓨터1,2�등)은 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한학기에 9학점까지로제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위의 방법으로취득하는학점은 2학기 수강학점수에포함시키지 않으나졸업학점에는산입한다.�

4.�특별 시험에 관한 세칙은따로정한다.�

②�대학원 특별시험에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1.�본교 출신의 신학전공자들은 성서 언어(헬라어,�히브리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있다.�

2.�위의 방법으로취득하는학점은당해 학기학점수에포함시키지는않으나졸업학점에는산입한다.�

3.�특별시험 합격시 중급과정에수강신청할수 있다.�

제39조(졸업)�①�본 대학교를 졸업하기위해서는 다음과정을모두 이수하고 졸업심사에합격하여야한다.�

1.�14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그 성적 평점 평균이1.5�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공통기초과목,�전공과목을

이수하고졸업시험에 통과하여야한다.�

2.�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②�제1항 제2호의 신앙훈련과정의세부사항은따로 정한다.�

③�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4조 및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중 학

위논문을제출하여심사에합격한자로대학원시행세칙에따른다.�(특수대학원 부분적용)(개정06.12.5)�

1.�삭제(06.12.5)�

2.�삭제(06.12.5)�

제40조(졸업자격시험)�①�졸업자격시험에 관한사항은다음과같다.�

1.�졸업자격시험은 모든 학년 1,2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졸업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에서제외된다.�

(개정05.11.2)�

2.�졸업자격시험은성경,�컴퓨터,�영어로 하며 세부 사항은따로정한다.�

②�본 대학원의 졸업자격시험에관한세부사항은대학원시행세칙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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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업시간표)�수업시간표는매학기수업이 개시되기 전에정한다.�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 학점 산입에 밀알

훈련 및 전도훈련 학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기 당 평균 17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5학점까지 수강신청할수있다.�(개정2011.�08.�05)

②�계절 수업의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할수있다.�

③�본 대학원의 수강신청에관한사항은아래와같다.(단,�대학원장 허가시 초과취득 가능)�

1.�일반대학원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한다.�

2.�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한다.(개정06.12.5)�

3.�특수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한다.(개정06.12.5)(개정09.7.8)�

4.�특수대학원(보육대학원)�:�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한다.(개정06.12.5)�

제43조(수료)�①�각 학년의 수료를인정함에필요한학점은다음과 같다.�

1.�제1학년 :�35학점이상

2.�제2학년 :�70학점이상

3.�제3학년 :�105학점이상

4.�제4학년 :�140학점이상

②�본 대학원과정의 수료에필요한이수학점은다음과 같다.�(개정06.12.5)�

대학원 :�석사(M.A)과정 30학점,�석사(Th.M)과정 30학점,�박사과정 36학점이상,�

석․박사통합과정기독교상담학전공 60학점 이상,�신학전공 45학점 이상 (개정 07.09.14)�

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102학점 이상(개정 2010.04.12)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과정 33학점 이상(개정 2010.04.12)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36학점이상

제44조(학점인정)�①�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

를인정할 수있다.�

②�전․편입학생에 대하여는입학 후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대학교에서요구하는 교

과목및학점만을학점으로인정할수있다.�

③�국내외 현장실습과정(인턴쉽)을 이수한 자에게는소정의학점을인정할수있다.(개정05.11.2)�

④�(삭제09.03.31)

⑤�군 복무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

며,�학기당 3학점,�연간 6학점 이내로한다.�(신설09.03.31)

⑥�위 학점 인정에 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신설09.03.31)�

제44조의2(석사과정 학점취득)�①�학부재학생이 7,8학기말에 성적우수자 혹은 필수이수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자

는 총장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에서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단,�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석사과

정에서학점을취득하려는경우대학원시행세칙에따른다.�(개정04.12.1,�05.11.2)�

②�세부 시행세칙은 총장이따로정한다.�

제45조(학위)�①�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표1에 정한 학위(별지서식1)를 수여한다.�

(대학원은 별지서식2~5)�

②�졸업이 인정된자에게는다음각호와같은 학위를수여한다.�

1.�학사과정 :�학사학위

2.�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특수대학원 :�석사학위(전문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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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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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다만,�학위논문이 학

위수여전에공표되었거나공표함이 적당치않다고총장이인정할때에는 예외로한다.�

④�(명예박사학위)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또는 국내 혹은국외에서 기독교 및 본 대학 발전에 특별한공헌을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총장은 명예박사학위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심의한다.�

2.�명예박사 학위수여의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명예박사학위수여의결사항을총장에게보고하여수여 의결을확정한다.�

⑤(박사학위 등 수여의 취소)�총장은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

정04.12.1)�

⑥�제2항에 불구하고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석사학위를 수여할수있다.(신설06.12.5)�

제45조의2(부설 평생교육원 학위)�(신설09.11.2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법률 제8916

호]�제7조(학점인정 <개정 2007.12.21>)에 의하여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별도의

평생교육원 규정에의하여제요건을 갖춘자에게총장 명의의학위증을수여할수 있다.

제46조(조기졸업)�6,�7학기말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수있다.�

제9장 시험과 성적

제47조(시험)�각 과목에 대하여는 중간시험,�학기말 시험 및그외의시험을 실시한다.�

제48조(출석)�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과목의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과목별결석일수가 3주를 초과할 때에는해

당과목의학점을취득할수없다.�

제49조(성적평가)�①�학업성적은 각교과별로시험성적,�과제평가,�출석상황,�학습태도 등을종합하여

결정하되그등급과 평점은다음과같이분류하여표시한다.

※�평점 평균은 총 성적평점을학점수로나누어계산한다.�

②�본 대학원은 학점관리상 편의및 정확성을 기하기위해다음과같은제도를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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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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0 C- 1.70 

70 -0 F 0.00

IC (Incomplete) 성적보류 (미완성)

*�IC(Incomplete=미 완결):�과제물 기타 교수가 성적을 평가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미완결(IC)을 교학처에 학기말 성적

으로 보고한다.�IC�를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말 시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성적이 교학처에 보고되지 않는경우F�로 자동처리된

다.�

③�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성적증명서에교과목과함께 ‘NA'(Not�Applicable)로 표기한다.�(2014.�08.�01�신설)

제50조(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재이수)�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미 이수한 과목 중 일부를 재이수 할 수 있

다.�단,�재이수 이전의성적은 취소된다.�

제51조(성적미달 제적)�이미 이수한 전 교과 성적의 총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학생은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학업능력이 있다고인정되는자에게는학칙제4조에 의해서제한없이 재이수를 허용할수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활동)�학생활동과 관련된사항은다음과같다.�

1.�학생은 학생회등 학생단체를구성할 수있다.�

2.�학생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장학및학생복지‧지도위원회를 둔다.�

3.�학생회 등 학생단체의조직과운영에 관한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제53조(학생지도)�①�학생의 학업 및대학생활을 돕기위하여지도교수를둘 수있다.�

②�대학원 과정 학생의학사 및연구와논문지도를위하여지도교수를둔다.�

제54조(학생활동 금지)�학생은 수업,�연구 및 공식예배 등의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개인 또는 집단적 행

위로교육목적에위배되는종교단체 가입또는일체의 정치활동을할수 없다.�

제55조(간행물)�학생 간행물의 발간및배포에관한사항은총장이 따로정한다.�

제56조(징계)�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

할수있다.�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의기능과구성에대해서는총장이 별도로정한다.�

제57조(재입학,�편․입학 불허)�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로 제적된 자 또는 타교에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전․편입학을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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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시행세칙)�학생활동에 관한시행 세칙은총장이따로정한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9조(포상)�총장은 품행이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또는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만한자에 대하

여서는포상할수 있다.�

제60조(징계)�①�총장은 학생이다음각호에해당 될때에는징계처분한다.�

1.�기독교 정신에위반되며품행이불량하여개전의가망이 없다고인정되는자.�

2.�학력이 열등하여수학의희망이없다고인정되는자.�

3.�정당한 이유 없이 3주 이상 결석하는 자.�

4.�기타 학칙을 비롯한제규정을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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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납입금

제61조(납입금)�학생은 소정의등록기일 내에수업료및실험실습비 등제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제62조(결석 또는 정학자 납입금)�입학금,�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은 결석,�출석정지,�정학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감

면되지않는다.�

제63조(납입금 반환)�이미 납입한 납입금은과 오납으로인한것 외에는반환하지 아니한다.�단,�법령에 의하거나질

병,�사망,�천재지변 등 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업을계속할수없는경우에는관계법령이정하는대로반환한다.�

제64조(납입금 공시)�총 납입금의 금액및 납입기일은매학기시작 전에이를공시한다.�

제64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①�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

는등록금을납부하도록한다.�(개정04.12.1)�

②�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학사내규로따로 정한다.�

제13장 장학금

제65조(장학금)�본 대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

하여장학금을지급 할수있다.�단,�장학금 지급 규정은 총장이별도로정한다.�

제66조(지급중지)�장학금을 받을학생이 휴학,�자진 퇴학,�제적 또는 징계될때에는지급되지아니한다.�

제14장 직제

제67조(직제)�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 따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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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장 교수 회�

제68조(교수회)�①�본 대학교에 교수회를두고전임교원이상으로구성하며의장은총장이된다.�

②�교수회는총장이소집하고그재적인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최하고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69조(심의사항)�교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교수 및 연구에관한사항.�

2.�입학(전․편․재입학포함),�졸업 또는 수료에관한사항.�

3.�학생지도 및 상벌에관한사항.�

4.�공개강좌 운영에관한사항.�

5.�기타 총장이 부의하는사항.�

제16장 교무위원회

제70조(교무위원회)�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중요한사항을종합심의하기위하여교무위원회를둔다.�

제71조(구성)�교무위원회는 총장,�부총장,�처(실)장으로 조직한다.�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교원

중에서교무위원을추가위촉 할수있다.�

제72조(의장)�교무위원회는총장이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제17장 대학원 위원회

제72조의2(대학원위원회)�본 대학원의 원만하고효과적인운영을 위해교수및 교직원중에서 총장이지명하는 7인

으로 대학원위원회를둔다.�대학원장은 위원회의의장이 된다(개정2003.2.1).�

제72조의3(기능)�대학원위원회는 다음각 호의사항을심의한다.(개정04.12.1)�

1.�입학․수료및학위수여에관한 사항

2.�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관한사항

3.�교육과정에 관한사항

4.�대학원에 관한규정의제․개정에관한사항

5.�기타 대학원의운영에관한 중요사항

제72조의4조(회의)�①�대학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한국성서대학교의 총장 또

는교무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판단하여원장에게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을요청했을때원장은이를 소집한다.�

②�대학원위원회가결의에의해소집을요청했을때대학원장은 이를소집한다.�

③�대학원위원회의의사정족수는과반수이며의결은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한다.�

제18장 특별학생(삭제04.12.1)�

제73조(특별학생)�①�(삭제04.12.1)�

②�(삭제04.12.1)�

제74조 (삭제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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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장 공개강좌및 연구과정

제75조(공개강좌)�①�본 대학교에 직무,�교양,�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지도하기위하여공개강좌를둘수있다.�

②�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①�시간제 등록생은매개시일 21일 이내에 소정의심사를거쳐허가할 수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은 당해연도입학정원의 10%�범위 안에서선발한다.�

③�시간제등록생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은따로정한다.�

제75조의3(연구과정)�①�본대학원강의에청강또는연구과정생으로수학을희망하는자는소정의심사를거쳐 1년이

내과정으로수강을허가할수있으며,�이에관한세부사항은대학원시행세칙에따른다.�(개정04.12.1)�

②�소정의 과정을이수한자에게는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 6)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장 부속기관및 부설연구기관

제76조�①�본 대학교의 부속기관,�부속교육기관및 부속연구기관을다음과같이둔다.�

1.�부속기관 :�도서관,�박물관,�정보통신지원센터,�출판부,�일립생활관,�종합인력개발센터,�사회복지관,���대학교회

(개정06.6.20)�

2.�부설연구기관 :�일립신학연구소,�사회과학 연구소,�인터넷신기술연구소(개정05.11.2)�

3.�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어린이집,�신학원,�음악원,�어학원(개정09.11.20)�

②�부속기관,�부설연구기관및 부속교육기관운영에필요한세칙은따로정한다.�

제76조의2(산학협력단)�①�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04.6.2)�

②�산학협력단 운영에대하여는따로정한다.�

제21장 학칙 개정

제77조(학칙 개정)�이 학칙을 개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절차를 따른다.�(개정04.12.1)�

1.�개정사유가 발생하면학내외 의견을수렴하여개정안을만든다.�

2.�대학발전위원회의심의를거친다.�

3.�개정안을 일정기간 공고한다.�

4.�접수된 의견을대학발전위원회가검토하여교무위원회에상정한다.�

5.�교무위원회에서는개정안을심의한다.�

6.�총장은 이를 확정 하여공포한다.�

제22장 계약학과�(신설06.1.4)�

제78조(명칭 및 입학정원)�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

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개설되는 학부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말

한다.�계약학과의 정원은학부 24명,�대학원8명으로 한다.�(개정07.3.16)(개정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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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교육과정)�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동일 학부 및 특수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으로 하며 교과과정은 개

설되어있는교과과정을활용하되,�필요한 경우 위탁단체와협의하여변경할수있다.�

제80조(지원자격 및 선발)�①�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본 학칙과 제 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자로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경우

2.�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

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

②�계약학과의입학 또는편입학절차는학칙제11조 및 제18조를 따르되,�특별전형에 의해선발한다.�

제81조(운영경비 및 납입금)�①�계약학과의 운영에필요한 경비에대한부담은계약에 의한다.�

②�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총액은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2조(학기 및 수업일수)�계약학과의 학기및수업일수에 대한사항은학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다.�

제83조(설치ㆍ운영기간)�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위탁단체 간에 체결된「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

서」에 따른다.�

제84조(학사제도 적용 예외)�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전과,�재입학,�복수전공,�부전공,�학점교류,�유

급 등의 적용을받지않는다.�다만,�총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이를변경할수있다.�

제85조(폐지에 따른 경과조치)�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은 위 설치 및

운영기간의 만료시까지재학할수있다.�이때 재학생은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23장 자체평가(신설09.05.01)

제86조(자체평가)�①�대학의 교육여건개선및교육ㆍ연구 등의질적향상을 위하여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총장이따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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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직 위원

이 된다.

②� 위원은 교직원(당연직 위원,�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법인인사 포함)� 3인,� 학생 1인,� 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

성하고,�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들 위원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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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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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규정)�본 학칙 시행 상필요한세칙은 총장이정한다.�

제3조 (학칙개정)�본 학칙개정은교무회의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199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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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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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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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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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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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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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야간 정보과학부 휴학생을고려하여 2007년 2월까지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야간에개설할수 있

다.�야간 정보과학부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경우 주간재입학정원 내에서가능하도록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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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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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학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제49조 ③항은 2015년 신입생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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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학사내규

제1장 등 록

제1조(등록)�학교에서 제시하는일정기간내에수강신청및등록금이완납된 상태를말한다.

제2장 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절차)�학부(전공)주임교수의 지도아래해당학년의 기초공통필수,�교양필수,�전공필수,�전공선택,�교

양 선택 순으로신청한다.(개정06.12.4)

제3조(수강신청)�①�학생은 매 학기 15학점 이상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다만,�학기 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

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7이상인 학생은 학부(전공)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23학점까지,�4.0이상

인 학생은 25학점까지 수강신청할수 있다.�(개정2011.�08.�05)

②�수강신청은 주․야간 교차신청이 가능하나,�학적은 입학 시의 학적을 유지한다.�수강신청은 수강인원,�강의실 등을

고려하여제한할수있다.

③�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수강할수없으며이수하여도그성적은무효로한다.

④�전공자에게 있어서전공필수인경우에도타전공자에게는선택으로처리한다.

⑤�삭제(03.9)

⑥�장애를 가진 학생은우선적으로수강신청 할수있도록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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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절차에 의한다.

②�전 대학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이수과목인정서(교

학처비치)를 교학처에제출하도록하여 다른과목을들을수있게 한다.

③�본교에서 요구시전공필수외에도 특정교과목을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신청변경)�수강신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잘못 기재한 사항(특별히 강좌코드)은 학생이 책임지며 이

로인한수정은수강신청변경 기간외에는허락하지않는다.

제6조(주․야변경신청)�삭제(03.9)

제7조(수강신청과목철회)�①�학기 개시 4주 이내에담당교수,�주임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얻어철회할수있다.

②�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 후 이수신청학점이 최소 15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다만 졸업 학기에는제한을두지 않는다.

③�철회한 과목은성적평가에서제외된다.

제8조�삭제(06.12.4)

제9조�삭제(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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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강)�이미 개설한 강좌라도수강인원이미달될때에는폐강할수있다.

1.�교양선택과목 :�10명 미만

2.�전공선택과목 :�7명 미만

3.�성서원어 및 제2외국어의경우예외를 적용할수있다.

제3장 이수과목취소

제11조(삭제)�

제4장 재수강

제12조(재수강)�①�1.�현재 학기 이전에수강신청했던과목중다시수강신청하여듣는 것을말한다.

2.�삭제

②�재수강은 동일교과목동일학점에서만허용한다.

③�필수과목에 대한 재수강중동일명,�동일 학점의 교과목이없는 경우유사과목을선정하여신청케 한다.

④�동일명의 교과목은있으되 동일학점이아닌경우학점의인정은현재의학점으로인정되어성적부에기재된다.

⑤�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학기에기재된다.

⑥�재수강 신청과목은수강신청시포함하여신청한다.�다만 신청 허용학점을초과할수없다.

⑦�재수강 과목의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기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하고반

영된교과목을성적증명서에재수강 과목(R)을 표기한다.

제5장 학 점

제13조(편입생 학점)�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이상으로 3학년 편입생들의학점인정은 2학년 수료 70학점

으로 한다.

②�편입학 학생의학점이수에 있어서시간표는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제14조(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수강하지 아니하고취득한 과목의학점은일체인정하지아니한다.

제15조(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

로 처리한다.

제16조(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학기 부정행위 과목 및 당해 학기 경건훈련 과

목의 점수를 몰수한다.

제17조(성적평가방법)� 성적평가는 각 과목별로 평점 4.3만점으로 하며 출석 및 학습태도 20%,� 중간고사 성적

40%,� 기말고사 성적 40%의 비율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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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없이 정상적 등

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휴학 (개정 2013.� 11.� 8)

제20조(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보증

인 연서로 휴학원에 사유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서관,� 예비군중대(남자인 경우),� 담당자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미 제출자는 제적된다.

제21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및 육아(임신,� 출산)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한다.�육아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휴학기간 중에 군복무로 입대할 경우에는 군 입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영즉시 소속부대장의 복무확

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입(편입)생에게는 해당 첫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 1회 휴학연장은 추가 1회 휴학에 해당한다.

제7장 복 학

제22조(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

한다.

②�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한 자는 면접을 통과해야 복학 할 수 있다.

③�복학이 결정된 자는 사무관리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입한 후 교학처에서 수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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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여야 한다.� 제

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⑥� 군 입대 휴학자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역할 수 있는 자로서 복학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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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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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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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2.� 매 학기당 3과목 이상 F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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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학년의 취득 학점이 25학점 미만인 자

2.� 당해 학년의 평점 평균이 1.5미만인 자

②�유급 조치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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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

다.

②� (결석인정범위)�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일수는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병관

계 2주(이상 의사진단서에 의함)까지를 인정하며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각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

출하여 재가를 받아야 한다.(단,� 공적인 결석은 예외로 한다.)

③� 위 2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각 결석계를 출석부와 더불어 보

관 후 매 학기말 교학처에 출석부와 더불어 제출한다.

④� 수강 신청하지 아니한 과목의 수강을 불허하며 일단 취득한 학점이라도 무효로 하며 수강신청을 했을지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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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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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12장 교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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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과과정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학부기초선택,�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으로 구분

한다.(개정06.12.4)

제13장 재입학과 편입학

제32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

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 허가)� 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원적과 동일학년 이하 1회에 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장

의 허가를 얻어 1회 이상 재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09.11.20)

③� (절차)� 일반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와 성적증명서,� 재학 또는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추천서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33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입학 및 일반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

3.� 편입학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 개강 전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4.� 외교관자녀,� 상사주재원,�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등 소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 학생은 학년 또는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

5.�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 귀국한 자비 유학생들의 일반편입학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하다.

②(시기)�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 초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기를 뛰어서는 허락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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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처분한다.

②�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36조(학점인정)� 편입학생들에게 70학점을 인정하며 학교에서 필요하다 싶은 경우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장 전 부

제37조(전부)� ①� 전부 및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며 전부 및 전공변경을 신청한 학기까지의 소정의 교양필수,�

기초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②� (강등전부)� 3학년에서 2학년으로 강등하여 전부할 때에는 이미 취득한 2학년 성적 중 동일한 과목이 있으

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전부허가)�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으로서 신청 학기까지의 소

정의 교양필수,� 기초공통필수 및 전공필수교과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교원양성관련 모집단

위에 한하여는 입학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가 많은 경우 학교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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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부절차)� 전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 출입 전공주임의 승인을 얻

는다.

⑤� (과정이수)� 전부가 허가된 자는 전공주임에 의하여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 전입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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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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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재학증명서 ②�재적증명서 ③�수료증명서

④�졸업증명서 ⑤�성적증명서 ⑥�휴학증명서

위 제 증명서는 당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서학교 및 성서신학교 학생의 경우 2일 이내 신청케 한

다.� 증명료는 한글 1,000원,� 영문 2,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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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삭제(2014.� 02.� 20개정)

2.� 전공필수 실습교과

3.� 삭제(2014.� 02.� 20개정)

4.�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2014.� 02.� 20개정)

제41조(평점평균)� 평균평점은 총 성적 평점을 총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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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성적보류처리)� 성적평가가 보류(Incomplete)된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에 과제물 또는 추

가시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I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처리된다.

제43조(성적정정)�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나 교학처에 문의 할 수 있으며,� � � 성적

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일

이 경과되면 일체 수정할 수 없다.(신설06.12.4)

제44조(추가시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 허가원을 담

당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고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 한다.� 추가

시험은 당해 학기 종강 전으로 한다.

1.�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병역관계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3.�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학 중 군 입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로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매 과목당 3분지 2�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입대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들을 학기말 시험으로 치루

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 입대가 보류되었을 때는 즉시 복교하여 계속 수강하여야 한다.

제46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

2.� 출석미달과목의 성적

3.�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과목의 성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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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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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부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여 복수 전공자의 수를 해당학부의 10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50조(복수전공 이수의 절차)� ①�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복수

전공 희망 학부 전공 주임의 승인과 제1전공주임을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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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복수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은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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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제2

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제18장 수업관리

제55조(강의계획서 작성배부)� ①� 각 교과목 담당교수,� 강사는 매 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강의 계획서를 작

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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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하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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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동일과목의 담당교수,� 강사는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휴․결강)� ①� 교수,� 강사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원과 보강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

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때에는 교학 처장은 즉시 총장 명의로 보강 통지서를 발송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제59조(보강)� ①�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와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

며,� 보강 후 보강 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학부,�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부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서를 교학처장 경유 총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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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월

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 일단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 오납의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63조(납입금 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09.05.12)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삭제 09.05.12)

6.� 예치 후 수업시작 전 자퇴할 경우 원금에서 10%를 감한다.

7.�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신설09.05.12)

②�제1항의 반환금액에 대한 사항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따른다.� (신설 09.05.1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수업 경과일 반환(예치) 금 액 납입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수업료의 1/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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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단,� 군 입대의 경우 학기 중에 휴학할지라도 수업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65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납입금)�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제63조의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예치)기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

다.(개정09.5.12)

제65조의2(학점등록)� ①� 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학점 등록에 따르는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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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삭제(02.12)

③�석사학위 이상은 다음과 같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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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

4.�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2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5.�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5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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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교과목을 포함한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2학년 2학기말에서 3학년 1학기말에 조기 졸업 신청원을 학부(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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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초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제68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제 1학년 수료 35학점 이상

2.� 제 2학년 수료 70학점 이상

3.� 제 3학년 수료 105학점 이상

4.� 제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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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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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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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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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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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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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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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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결재일인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교무회의 결의일인 2014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안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11조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2조는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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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고사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 학칙제40조 2의 규정에 따라 졸업고사에필요한 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분야)�①�졸업시험분야는성경,�영어,�컴퓨터로 한다.

②�학생은 3개 분야에서졸업자격을인정받아야졸업이 가능하다.�단,�장애인,�외국인,�귀순동포(새터민)

등의 졸업자격은총장의결재를맡아따로정할 수있다.(개정07.06.11)

제3조(학사관리위원회)�①�본 시험 실시에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해학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8명으로 하고,�위원장은 총장이따로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시험분야별로세부시행계획 등을수립,�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운영위원회를둔다.

1.�성경분야 운영위원회

2.�영어분야 운영위원회

3.�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

②�운영위원회는각 분야별로 위원장을포함한 5인 이내로한다.

③�운영위원회는위원장은성경분야는교목실장,�영어분야는 교양학부영어담당주임교수컴퓨터분야는

정보통신학 전공주임교수로하고위원(단,�성경분야는 신학부주임교수를 당연직에 포함함)은 분야별

운영위원장의추천에 의해총장이위촉한다.(개정06.4.11)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조(시행 주관부서)�①�각 분야별 시행주관부서는다음각호와같다.

1.�성 경 :�교목실(개정06.4.11)

2.�영 어 :�교양학부(영어전공)

3.�컴퓨터 :�정보과학부(정보통신학전공)

②�시행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운영위원회운영지원,�시행계획 공고,�시험실시 등에 관한사항을관장

하여실시한다.

제6조(합격기준)�(개정09.11.20)

시험분야 성경 영어 컴퓨터

합

격

기

준

1. 성서학과는 90점(110점 만

점)이상 취득해야 하며, 사회

복지학전공, 영유아보육학전

공,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간호학전공은 70점 이상(100

점 만점)

1.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가. TOEIC - 550점 이상

나. TEPS - 430점 이상

다. TOEFL CBT(PBT)

- 170점 이상 (495점/60점)

라.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

타 공인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

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1.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처리

기능사

1,2급등과 같은 국내․외 공인 자격

증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제7조(성경분야 시험)�①�성경시험 분야는학사관리위원회의심의와 총장의승인에의한다.

②�성경분야 운영위원회는매 학년도초성경시험분야의범위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③�시험횟수는 매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삭제(0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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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영어분야 외부 공인시험)�①�영어분야 운영위원회는 매학년도초제6조에 의해 TOEIC,�TEPS,�

CBT(TOEFL)외에 인증 가능한외부공인시험의종류 및기준 점수를결정하여공고한다.

②�제6조에 의한 합격기준중하나이상의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제9조(컴퓨터분야외부공인자격증및시험)�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매학년도초제6조에 의해인증가능한

국내외공인자격증의종류및등급,�외부 공인평가시험의종류 및기준점수등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학  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을 

제외한 모든 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전공

인

정

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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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사 : MCSE, MCDBA, MCSD, MCSA

SUM사 : 삭제

ORACLE사 : OCJP, OCJD, 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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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지정한이외의컴퓨터관련 자격증을취득하였을경우 “컴퓨터분야 인정심의신청서"를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에제출하여심의를거쳐야한다.

제10조(교내시험)�①�학사관리위원회의심의․결의에따라영어 및컴퓨터분야에 교내시험을실시할수있다.

②�교내시험이 실시될경우영어및컴퓨터분야운영위원회가공인기관에 의뢰하거나혹은운영위원회에서자체

출제하여실시한다.

③�교내 시험에 응시하는경우일정액의전형료를납부해야한다.�단,�총장은 시험에충실히 응한자에게전형료를

면제할수 있다.�(신설06.4.11)

제11조(시험합격처리절차)�①�학생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갖춘경우에는증빙서류를 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교학처에제출한다.�(개정06.4.11)

②�교내시험의 경우 학사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합격자를결정한후이를교학처에통보한다.

제12조(기타)�위의 내용에 포함되지않은세부사항은학사관리위원회에서심의하여결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001,�2002학년도 입학자는영어,�컴퓨터에 한하여 해당교양교과과목의시험으로졸업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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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행일)�이 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rean� Bible� University

Page52/202

한국성서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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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07.09.14)

1.� 신학과(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Ph.D)

가.� 구약학전공 나.� 신약학전공 다.� 조직신학전공 라.� 역사신학전공 마.� 실천신학전공

바.� 선교신학전공 사.� 기독교상담학전공

2.� 신학과(석사과정 Th.M,� M.A)

가.� 구약학전공 나.� 신약학전공 다.� 조직신학전공 라.� 역사신학전공 마.� 실천신학전공

바.� 선교신학전공 사.� 기독교상담학전공

3.� 삭제(개정07.09.14)

②�특수대학원의 과정별 학과 및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신학대학원 신학과(석사과정 M.Div)

2.�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사과정 M.SW)

가.� 일반사회복지학전공 나.� 전문사회복지실천전공

3.� 보육대학원 보육학과(석사과정 M.CE)

가.� 일반보육학전공 나.� 장애아통합보육학전공

제2장 학사행정

제1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3조(입학 시기)� 본 대학원은 연중 수시로 입학원서를 접수한다.�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학생은 해당 학기 전에 실시되는 입학시험 및 편입학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①� 각 과정별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박사학위과정(Ph.D)

가.�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소지자.� 다만,� M.Div는 학업성적이 총 평균평점 3.5이상인 자(4.0점제 기준)�

2.�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14)

가.� 신학석사과정(Th.M),� 석․박사통합과정 신학전공 :� 신학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나.� 문학석사과정(M.A)� 석․박사통합과정 기독교상담학전공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

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학사학위 소지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삭제07.09.14)

제5조(입학지원서류)�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



Korean� Bible� University

Page53/202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출신대학원 지도교수 추천서 1부

마.�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2.� 석사학위과정�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6.12.1)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다.�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마.� 담임목사추천서(M.Div과정에 한함)� 1부

제6조(입학전형)�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07)

가.� 필답고사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시험한다.

영어 :� 기본적인 영어 독해력 및 전공 분야 영어 독해력 등을 시험한다.

나.� 면접고사

2.� 석사학위과정 (개정10.04.28)

가.� 일반,� 사회복지,� 보육대학원 :� 서류전형과 면접고사에 의하여 전형한다.

나.� 신학대학원 :� 성경고사와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에 의하여 전형한다.

제7조(입학전형 면제)� ①� 영어과목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자는 영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토플(TOEFL)� 550점(PBT)� 또는 213점(CBT)이상 취득자

2.� 토익(TOEIC)� 700점 이상 취득자

3.� 텝스(TEPS)� 700점 이상 취득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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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한 최저 점수는 각 과목당(면접의 경우엔 각 면접위원 당)�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개정07.09.07)(개정10.04.28)

가.� 전공 :� 25점

나.� 영어 :� 25점

다.� 면접 :� 30점

라.� 서류전형 :� 20점

2.� 석사학위과정 (개정06.12.1)(개정10.04.28)

가.� 일반,� 사회복지,� 보육대학원

-� 면접 :� 50점,� 서류전형 :� 50점

나.� 신학대학원

-� 성경고사 :� 50점,� � 면접 :� 30점,� 서류전형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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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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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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학처에 제출하고 등록횟수와 기취득 학점수에 의한 학기조정과 재입학 허가를 받은 다음 소정의 등록금(재입

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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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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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1.� 휴학원서(소정 서식)� 1통

2.� 증빙서류(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질병으로 휴학하는 경우 :� 개강일로부터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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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로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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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학원서와 병역의무부과통보서 사본을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영기일 연기,� 귀향조치 등으로 인하여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

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대휴학은 취소되며 학적은 입대휴학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재학 중이었던

자는 학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일반휴학 중이었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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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하는 경우 그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 교학처에 입대휴학자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점인정 신청과목의 담당교수는 입대휴학전의 출석,� 과제,� 시험성적 및 평소의 학습 등을 감안하여 성적

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일반휴학자의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서(소정 서식)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적된다.� 다만,� 학칙 제25조 제2항에 정한 휴학

기간 내에서 계속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휴학연장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17조(입대휴학자의 복학)� ①� 입대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기 초 소정 기간에 복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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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대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일반 휴학할 경우에는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재학생으로서 학기말시험 종료일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는 복학할 때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점 인정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일반휴학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된다.

제18조(등록금의 반환)� ①� 제13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일반휴학 무료복학대상자 및 제17조 제4항에 의한 입

대휴학 무료복학대상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수업료 또는 입

학금 반환기준표에 의한 휴학허가일 또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②�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일자에 따라 아래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기준표

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되지 않는다.(개정09.5.29)�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표>

수업 경과일 반환금액 납입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수업료의 1/6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2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전액

제19조(전과)� ①� 전과는 동일대학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생으로서 전과(전공변경을 포함한다)를 하

고자 하는 자는 2학기 초 소정기간 이내에 전과(전공변경)� 신청서(소정서식)를 제출하여 소속 전공주임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과(전공변경)한 자는 변경된 학과(전공)의 주임교수로부터 학점심사(학점인정)를 거쳐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절 수강신청 및 등록

제20조(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학칙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 안에서 다음 학기에 수강

할 교과목을 소정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

학생 및 복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06.12.1)

②� 수강 신청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하

여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06.12.1)

③� 지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학기 교과목의 수강과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임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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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과목 인정서를 교학처에 제출함으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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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Korean� Bible� University

Page56/202

제23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강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24조(연구등록)�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가 논문연구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생의 신분

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제4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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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훈련

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1.� 채플(경건훈련)

가.� 신학대학원 :� 주 2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32회)의 75%(2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신대원

생의 경우 목요기도회 참석도 경건훈련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 주 1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16회)의 75%(12회)� 이

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 학부 채플참석은 주 1회만 인정한다.

라.� 직장인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지각(채플시작 후 10분경과)을 허용하되,� 10분경과 후에는 지각으

로 간주한다.

마.� 지각 3회는 1회 결석처리 한다.

바.� 경건훈련 미이수자는 방학 중 미 참석횟수의 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경건훈련을 Pass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해당학생이 부담한다.(07.08.30개정)

2.� 개강수련회(F.T)� :� 봄 학기에 실시되는 개강수련회 전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출결은 해당 주간과목

에 반영한다.

3.� 밀알훈련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하여 참석하여 이수해야 한다.� 다만,� 본교출신으로 밀

알훈련을 이수한 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제1절 교과과정,� 취득학점 및 수업연한 단축

제25조(교과과정 편성)� 각 대학원 교과과정은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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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점이 학칙 제43조에 규정한 학점을 초과하여도 전공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정수료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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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제28조(학위과정연계)� ①�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개설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취득 학점을 석사과정 학점으로 신청한 경우,� 주임교수는 취득과목 중 성적이 B� 이상이고,� 학사과정 졸업학점

(140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다음 각 항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9학점 이내

2.� 신학대학원 :� 18학점 이내

3.� 사회복지대학원 :� 9학점 이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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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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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학점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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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원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심사와 대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

대학원                        학기 2 3 4

일반대학원 9 학점 18 학점 27학점

특수대학원

신학대학원 18 학점 36 학점

사회복지대학원 9 학점 18 학점

보육대학원 9 학점 18 학점

� � ※� 4학기 :� 석․박사통합과정만 해당(개정06.12.1)

제31조(전과․전공변경 학생의 학점인정)� 전과 또는 전공을 변경한 자의 변경 전 학과(전공)� 성적은 과목성격

을 고려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된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2조(수업연한 단축)� ①� 재학 중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일반대학원 9학점,�

신학대학원 18학점,� 사회복지대학원 9학점,� 보육대학원 9학점 단위로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②�제28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1학기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이수자가 당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대학원장은 연구과정의 이수 학점을 일반대학원 9학점,� 신

학대학원 18학점,� 사회복지대학원 9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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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이수학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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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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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추가이수과목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절 시험과 성적

제34조(시험)� 본 대학원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학기말시험 이외에 연구논문,�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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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이상에 언급한 증빙서류는 다

음과 같다.

1.� 입원치료 증명서 및 의사의 진단서

2.� 직계 가족의 관혼상제 확인서

3.� 병역관계 입영 및 훈련 통지서

4.�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인 경우 담당 조사관의 확인서

5.� 법원 및 공공기관의 출두 명령서

*� 추가시험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

평가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

에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2.� 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3.� 수강신청서 미 제출자의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5.�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38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담당교수가 성적이의

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성적이의신청)� ①� 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성적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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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

2.� 외국어시험은 한 학기 1회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3.�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원서(소정서식)를 소정기한 내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

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4.� 석․박사통합과정은 평균성적이 A-� 이상인 자여야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06.12.1)

②�각 대학원 외국어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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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 지원자 :� 전공분야 영어시험

나.� 박사학위 지원자 및 석․박사통합과정 :� 전공분야 영어시험.� 다만,� 학문의 특성상 성문학 분야의 구약학전

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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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사학위과정 :�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 이상인 자,� 단 신학대학원은 2년 이상 이수하고 70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자로 평균성적이 B이상인자

2.� 박사학위과정 :�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 3년 이상 이수하고 5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로,� 평균성적이 A-� 이상

인 자(개정07.09.14)(개정13.03.05)

4.� 기독교상담학전공은 아래와 같이 상담실습을 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개정06.11.29)(개정

08.7.23)

가.� 석사과정 :� 200시간 이상

나.� 석․박사 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 400시간 이상

②�종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종합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 전공분야의 논술문제 3과목

2.� 사회복지대학원 :� 전공분야의 논문문제 3과목

3.� 보육대학원 :� 전공분야 2과목,� 필수 1과목

③�종합시험에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개정09.12.9)

제5장 학위논문

제1절 학위논문계획서 및 논문지도

제42조(논문제목허가)� ①� 각 과정에 1학기 이상 수강한 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이 B-� 이상인 학생(박사과정의

경우 B이상)은 논문제목,� 논문지도교수 등을 요청하는 논문제목허가신청서(소정양식)를 소정의 기간 내에 교

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목허가서가 통과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소정양식)를 소정의 기간 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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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철학박사(Ph.D.)

가.� 4학기 차 재학 중이며,�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이상인 자.

나.�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다.�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라.� 종합시험 합격한 자.

2.� 신학,� 문학석사(Th.M.� M.A.)

가.� 3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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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다.�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

3.� 사회복지학석사(M.Sw)

가.� 4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이상인 자.

나.�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4.� 보육학석사(M.Ce)

가.� 3학기 차 재학 중이며,�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이상인 자.

나.�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5.� 목회학석사(M.Div)

가.� 4학기 차 재학 중이며,� 68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이상인 자.

나.� 논문작성 방법론을 이수한 자.�

제44조(학위논문계획서)� ①� 제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계획서(Proposal)’

(소정양식)을 소정의 기간 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계획서에는 1.� 논문작성 예정 일정표 2.� 논문의 개요(제목,� 목적 및 필요성,� 목차,� 서론)� 3.� 참고문헌

목록-석사 30권,� 박사 50권 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5매 이상(표지 제외)�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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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은 3인으로 하고 지도교수가 위촉한다.

제45조(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소속 학과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는 초빙교수 중에서 학생의 의사와 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하

여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07.9.14)

②� 일단 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로부터 계속 논문지

도를 받을 수 없게 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

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되며,� 예외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6조(논문작성기간의 연장)� ①� 논문작성기간을 연장할 경우,�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연

기원’(소정양식)을 논문제출마감일 15일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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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학기 유지비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49조(학위청구논문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고 소정서

식의 논문심사 신청서와논문지도교수 동의서를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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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

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학위논문제출의 면제)� (삭제 10.04.28)

제3절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제51조(논문심사위원)�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1.�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 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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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주심 1명,� 부심 4명)으로 한다.� (개정07.05.01)

제53조(심사위원장)� 논문심사위원장(주심)은 해당논문의 지도교수가 되며,�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

를 취합하여 교학처에 통보한다.

제54조(논문 심사)� ①� 논문심사는 매년 6월과 12월 소정의 기간에 실시하며,� 논문내용심사와 구두심사로 나

누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②�논문내용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논문내용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모임을 갖지 아니하되,� 논문심사위원장은 교학처에서 논문을 인수받아 각

심사 위원에게 전달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제출한 논문을 검토하여 논문 주제,� 논문 내용의 논리성과 독창성 그리고 학문성 등을 면

밀히 심사한다.

3.� 학위 논문 심사상 필요할 때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모형,� 표본 기타 자료

를 제출케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학위논문심사위원의견서’를 취합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심사위원

은 심사의 소견과 점수를 기록해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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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내용심사에 합격했을 경우,� 심사위원장이 소정의 구두심사기간 내에 구두심사 일시와 장소를 학생과 심사

위원 그리고 교학처에 통보한다.

③�논문구두심사는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 구두심사

가.� 해당논문 심사위원들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논문구두심사 진행은 논문심사위원장이 맡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ㄱ.� 위원장의 학생소개

ㄴ.� 학생의 논문요지 발표(15분 이내)

ㄷ.� 질문 및 학생의 답변

다.�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요지와 최종 심사결과보고서에 “가”,� “부”로 합격여부

를 명시한 다음에 학생에게 통보하고,�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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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사학위 구두심사

가.� 해당논문 심사위원(외부심사위원은 제외할 수 있음)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본 대학원 원장 및 교수

들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나.� 논문구두심사 진행은 심사위원장이 맡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ㄱ.� 위원장의 학생소개

ㄴ.� 학생의 논문요지 발표(20분 이내)

ㄷ.� 질문 및 학생의 답변

다.� 모든 질문이 끝나면,� 학생에게 퇴장을 명한 후,� 그 자리에 참석한 교수들의 소견을 물은 후에,� 구두심사

합격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다.� 합격은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라.� 학생을 재입장 시킨 후 합격여부를 학생에게 전달한다.

제55조(논문내용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연구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불법적으로 인용하여 본인의 연구내용처

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위논문 작성 시에 표절은 절대 허용을 하지 않으며,� 논문 내용심사가 불합격

처리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표절 서약서’� 소정양식 작성).

제56조(논문재심사)� ①�학위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논문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 후,� 다음 학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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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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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항을 수정 보완하여 해당 심사위원장의 최종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 논문심사에 통과된 학생은 학위논문 작성안내(소정양식)에 따라 제본

된 논문을 석사 5부,� 박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8월과 2월의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형편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도 있다.

③�제출하는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④�논문 제출시 논문 CD� 3부,� ‘논문이용동의서’,� ‘윤리서약서’(소정양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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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조 종합시험에 의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②� 비논문자 :� 사회복지대학원 및 보육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한 학점

의 평균평점이 B� 이상인 자가 제 41조에 의한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제50조에 따라 2과목을 추가 취득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학위를 총장이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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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제60조(학위수여의 취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위를 받은 자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과정,� 공개강좌

제61조(연구과정)� ①� 직무교육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할 목적으

로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 강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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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연구과정의 수강신청요령,�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 석사과정의 규정에 준한다.

제62조(공개강좌)� ①� 대학원의 정상적인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상 필요한 학술적 이론

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이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공개강좌의 개설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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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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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학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수료(예정)증명서

4.� 졸업(예정)증명서

5.� 재적증명서

6.� 휴학증명서

②�제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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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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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학칙 제39조 졸업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생이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학위과

정 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석사 3학기를 마치고 4학기에 진입하는 자

2.� 27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평균평점이 3.5/4.0� 이상인 자

4.� 석사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

제66조(학점인정)� 석사과정에서 통합과정으로 변경된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수료한 학점 중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학점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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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Korean� Bible� University

Page65/202

Korean� Bible� University

Page66/202

2015� 요람

대학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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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사일정
2015학년도 1학기 2015학년도 2학기

월 일 내용 월 일 내용

3

2(월)

3(화)� ~� 5(목)

9(월)� ~� 11(수)

23(월)� ~� 4.10(금)

28(토)

개강예배 및 장학수여식

수강신청 정정

F.T.(Faith� Training)

신편입생 신앙상담

영어졸업고사

9

9(수)� ~� 15(화)

14(월)� ~� 18(금)

19(토)

2016� 수시모집 원서접수

졸업예정자 총장리셉션

영어졸업고사

4

2(목)� ~� 3(금)

20(월)� ~� 24(금)

27(월)� ~� 29(수)

부활절 방학

중간고사

이수과목취소

10

12(월)� ~� 16(금)

19(월)� ~� 21(수)

19(월)� ~� 20(화)

26(월)� ~� 11.6(금)

29(목)

중간고사

이수과목 취소 및 전과,� 복수

전공,� 조기졸업,� 교직 신청

2016� 수시모집 면접

4학년 졸업상담

크리스쳔데이

5

13(수)

13(수)� ~� 14(목)

23(토)

개교기념일

밀알축게

성경졸업고사

11

7(토)

24(화)� ~� 26(목)

30(금)� ~� 12.2(수)

성경졸업고사

동계 계걸강좌 수강신청 및 등록

장학신청

6

1(월)� ~� 3(수)

8(월)� ~� 26(금)

15(월)� ~� 19(금)

15(월)

23(화)�~� � 7.13(월)

23(화)�~� 26(금)

하계계절강좌 수강신청 및 등록

2학기 장학신청

기말고사

종강예배

하계계절강좌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12

7(월)� ~� 11(금)

7(월)

15(화)� ~� 1.5(화)

15(화)� ~� 24(목)

23(수)� ~� 29(화)

24(목)� ~� 30(수)

기말고사

종강예배

동계계절강좌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2016� 전기편입 원서접수

2016� 정시모집 원서접수

7
13(월)� ~� 15(수)

21(화)� ~� 23(목)

성적수정 및 이의신청

2학기 수강신청
1

4(월)� ~� 6(수)

7(목)

12(화)� ~� 14(목)

20(수)� ~� 21(목)

29(금)� ~� 2.2(화)

성적수정 및 이의신청

2016� 전기편입 면접

1학기 수강신청

2016� 정시모집 면접

2016� 신입학(수시/정시)� 합격자

등록

8

3(월)� ~� 7(금)

17(월)� ~� 21(금)

24(월)

25(화)� ~� 28(금)

25(화)� ~� 27(목)

31(월)� ~� 9.4(금)

2학기 분납신청

신편입생 밀알훈련

개강예배 및 장학수여식

부흥사경회

수강신청 정정

편입생 신앙상담

2

1(월)� ~� 5(금)

16(화)

27(토)

29(월)� ~� 3.4(금)

1학기 분납신청

학위수여식

신입생학부모초청간담회

1학기 등록 및 학자금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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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프로그램

‣ 경건훈련(채플)

1.� 개요 :�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교육하고 훈련함을 목표로 한다.

2.� 채플시간 :� 주간 12시,� 야간 18시

3.� 장소 :� 밀알관 지하 1층 로고스홀

4.� 이수기준

�•� 5일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75%�이상 참석

�•� 4일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85%�이상 참석

�•� 3일 이내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100%�이상 참석

5.� 유의사항

�•� 경건훈련을 매 학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 불가능

�•� 채플 출석 확인은 매주 단위로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경건훈련 미이수자는 재교육을 받아야 함

� � -�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은 4년(8학기)� 동안 2회만 가능

� � -�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 25시간 교육실시

6.� 문의 :� 교목실(복음관 1층 /� Tel� :� 02)950-5540)

‣ 밀알훈련

1.� 개요 :� 신 ·� 편입생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밀알정신을 함양하고 상호간 협력하는 사회성을 키우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2.� 일정 :� 매년 8월(방학 9주)� 1차 월 ~�수 /� 2차 수 ~� 금

3.� 장소 :� 밀알훈련센터 (경기도 포천)

4.� 행사내용 :� 성경읽기,� 기도회,� 노동 등

5.� 유의사항 :� 입학 후 2년 안에 의무적으로 1회 참석해야 하며 미 참석 시 졸업 불가

‣ 전도훈련

1.� 개요 :� 전도훈련을 통해 전도방법을 익히고 인내하고 용기있는 복음전도자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체득함을 목표로 한다.

2.� 교육일정

�•� 1주 ~� 15주 각 그룹별로 노방 전도

�•� 1주 ~� 15주 중 1주간 전도심화교육(4그룹씩)

3.�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3:30� ~� 15:30(120분)

4.� 유의사항

�•� 매 학기 1학점씩 총 6학점 필수이며,� 4학년(2학기)에는 P/NP이다.

� •� 전도훈련 미이수자는 계절강좌를 통해 재수강해야 함

�•� 계절강좌 운영 :� 2시간 15일 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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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훈련(Faith� Training)

1.� 개요 :� 공동체 훈련을 통해 밀알정신을 함양하고 상호간 협력하는 사회성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일정 :� 매월 3월(개강 2주)� 월 ~� 수

3.� 내용 :� 외부강사 특강,� 집회,� 총학 소개,� 전도훈련반 및 학회별 모임

4.� 유의사항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출결은 해당 요일 강좌에 반영

‣ 방학중신앙생활보고서

1.� 제출기간 :� 매년 3월,� 8월 [홈페이지 공지]

2.� 내 용 :� 성경묵상지,� 독서보고서 1편,� 교회생활 확인

3.� 유의사항

�•� 경건훈련 과목에 포함되어 다음 학기에 반영

�•� 방학중신앙생활보고서 미제출자는 채플과 상관없이 “경건훈련”� 과목 F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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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7월,� 1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학점

�•� 매학기 21학점까지 수강신청가능(전도훈련,� 밀알훈련 미포함)

� •� 전 학기 17학점 이상,�평점평균이 3.7�이상인 자는 교학처의 승인을 얻어 23학점까지 신청가능

�•� 전 학기 17학점 이상,�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교학처의 승인을 얻어 25학점까지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개설강좌 및 강의계획서 조회 →� 학과별 개설교육과정 확인 →� 수강

강좌 선택 후 수강신청 →�강의시간표 확인

4.� 유의사항

�•� 장애를 가진 학생과 외국인 학생은 우선적으로 사전수강신청

�•� 21학점 초과 수강신청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초과학점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 수강인원제한 :� 전공강좌 40명,� 교양강좌 60명,� 교양컴퓨터 25명~30명

� •� 필수강좌는 제한된 수강인원보다 초과될 경우 분반가능

‣ 재수강

1.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 내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재수강 강좌 선택 →�수강신청

3.� 유의사항

�•� 재수강 강좌는 동일명,� 동일학점에서 허용

�•� 동일명의 필수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과장교수와 상담하여 학과사무실에 대치과목인정서 제출

�•� 재수강한 과목은 재수강한 학기에 기재되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에 포함

�•� 재수강 과목의성적은재수강하여취득한성적과기취득한성적을비교하여높은성적을평점평균에반영하고

반영된과목을성적증명서에재수강과목(R)을 표기함 (학사내규 제 4장)

‣ 수강신청취소

1.� 신청기간 :� 매년 개강 후 4주 이내

2.� 신청방법 :� 수강신청취소원 작성 →�담당교수 확인 →�학과사무실 제출 →�학사인트라넷 수강신청 확인

3.� 유의사항 :� 수강신청취소로 인하여 페강되는 강좌는 취소불가

‣ 편입생이수과목인정

1.� 신청기간 :� 매년 2월

2.� 신청자격 :� 3학년 편입생으로 전 대학에서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서 편입생이수과목인정서 및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수령 →� 학과장교수 경유 →� �

학과사무실 제출

4.� 유의사항 :� 편입생이수과목인정서 제출 후 수정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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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강좌

1.� 신청기간 :� 6월,� 11월 [홈페이지공지]

2.� 신청방법 :� 개설교과목 확인 →�수강신청서(학과사무실 비치)� 작성 →� 수강료고지서 발급 및 계좌납부 →�

계절학기 강좌수강

3.� 수업일정 :� 매년 하계 방학기간 3주,� 동계 방학기간 3주

4.� 유의사항

�•�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수강 취소시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수업료 반환

�•� 확정강좌 외에 요청하거나 개설 논의되는 강좌도 추가 개설되어질 수 있음

�•�강좌개설은 매 학기말 강좌설치 공고 후 수강신청인원 20명 이상 시 개설(상황에 따라 20명 미만도 개설가능)

‣ 학점교류

1.� 신청기간 :� 매년 2월,� 7월,� 계절학기 [홈페이지공지]

2.� 신청자격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총 평점평균 2.7이상인 자

�•�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과장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학과장교수 경유 →�학과사무실 제출 →�승인확인

4.� 유의사항

�•� 최대 6학점(2과목)까지 가능,� 신청과목 변경불가(취소가능)

� •� 각 대학별 수강일정 및 안내사항 참고

�•� 유사교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유고결석계

1.� 신청자격 :� 공결로 인한 수업결석자

2.� 인정범위

�•�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3주까지 인정

3.� 신청방법 :� 증빙서류 준비 →�유고결석계(학과사무실 비치)� 작성 →� 학과사무실 제출 →� 1주 후 유고결석계

사본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 →�결석한 강좌 담당교수에게 사본 제출

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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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고결석계 제출 시 점수는 삭감되지 않으나,� 결석일수에는 포함됨

�•� 질병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함(그 외 서류는 근거자료로 판명하지 않음)

� •� 학사내규 제 10장 제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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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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평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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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성적보류(Incomplete)

*성적 등급이 F인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과목과 함께 ‘NA'(Not�Applicable)로 표기한다.

4.� 유의사항 :� 전공필수 실습교과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음

‣ 성적이의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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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확인

3.� 유의사항 :� 성적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성적이 수정되지 않음

‣ 학사경고

1.� 경고대상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2.� 유의사항

�•�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며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 학사경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 학과장교수와 상담을 해야 함

�•� 학사경고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인 경우 제적

�

‣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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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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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독시험

1.� 대상강좌

�•� 수강인원 40명 이하 강좌

�•� 수강인원 40명 초과 강좌는 담당교수가 학과사무실에 신청 후 실시

2.� 유의사항

�•�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 모든 소지품은 강단 앞에 보관

�•� 손바닥과 책상 위를 깨끗하게 정리

�•� 부정행위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견한 본인의 답안지에 부정행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교학팀

(kyomu@bible.ac.kr)으로 E-mail� 발송

� •� 답안지 상단 ‘약속문구’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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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휴학

1.� 신청방법 :� 휴학원(홈페이지>>학사안내>>휴학/복학 메뉴에서 다운로드)� 작성 →�보호자 확인 및 사유서

첨부 →�학과장교수 경유 →�도서관 경유 →�예비군중대(군필 남자의 경우만)� 경유 →� 교학팀 제출

2.� 유의사항

�•�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군입대 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함

�•� 일반휴학 중 군복무로 입대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 불가능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장원을 교학팀에 제출

�•� 1회 휴학연장은 1회 휴학에 해당됨

�•� 휴학 중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정

‣ 복학

1.� 신청방법 :� 발송된 복학 안내문 확인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복학 신청 →�등록금 납부 →�복학 완료

2.� 유의사항

�•� 복학신청은 개강 후 3주까지 가능하나 개강 후 출석하지 않은 수업은 결석처리 됨

�•� 학사인트라넷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이 완료됨

‣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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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2회 받거나 통산하여 3회를 받은 자

�•� 2회 연속 유급인 자

�•�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재학연한 초과자

2.� 유의사항 :� 제적통고문 우편 발송

‣ 복수전공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3.0이상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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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학과변경)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3.0이상

� •� 1학년 2학기 수료자 ~� 3학년 1학기 수료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4.� 유의사항 :� 재학기간 동안 1회만 가능

‣ 교직

1.� 신청기간 :� 매년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학과 2학년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작성 →�영유아보육학과사무실 제출 →�승인 확인

4.� 유의사항

�•�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총 성적으로 심사

�•�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교직부에서 지정한 과목은 모두 이수해야 함

‣ 조기졸업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총 평점평균 4.0이상

� •�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조기졸업 희망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조기졸업신청서 작성 →�학과장교수 경유 →�학과사무실 제출

4.� 유의사항 :� 조기졸업은 졸업자격을 갖춘 자로 총 평점평균 4.0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졸업 여부를 결정함

‣ 재입학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제적 후 학교에 다시 입학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재입학원서 작성(성적 및 재적증명서 첨부)� →� 학과장교수 경유 →�

교학팀 제출 →�입학허가 개별 연락 →�등록금 수납 →� � 재입학 완료

4.� 유의사항

�•�입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며,�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 5년 이내 재입학시 입학금 면제

Korean� Bible� University

Page76/202

등록 및 장학

‣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공지]

2.� 납부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학생메뉴 등록금납입현황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 신용카드 납부 희망자는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안내’배너 클릭

�•� 분납 또는 장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액 조정이 있는 학생은 금액 확인 후 납부

‣ 등록금 분할 납부

1.� 신청기간 :�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등록금분납 신청 →�승인 확인

3.� 유의사항

�•�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 해당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 장학금 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별도의 선발규정이 없는 경우)

� •� 직전학기 경건훈련을 Pass한 자

� •� 정규 8학기 이내 등록한 자(학업 연장학기 제외)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장학금 신청 →� 제출서류 준비 →�교학팀 제출

→�승인확인 →�장학증서 수령(학과사무실 방문)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부,� 모 각 1부

� •� 추가서류

� � �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 �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동사무소)

� � � -� 본인 및 직계가족 장애증명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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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성적장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교학팀에서 일괄 처리

�•� 가족장학 신규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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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학생도우미 장학금

1.� 신청기간 :�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장애학생 도우미로 활동이 가능한 자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신청(예정)→승인확인→도우미활동→장학금 지급

‣ 국가장학금 1·2유형

1.�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에서 공지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80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거래은행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

가입 →�장학금신청서작성 →�증빙서류제출 →�승인확인 →�장학금지급

4.�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함

�•�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든든 학자금대출 및 일반학자금대출

1.� 신청 기간 :� 매년 1~2월,� 7~8월 [홈페이지 공지]

2.� 대출 실행 기간 :� 매학기등록금납부기간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 든든학자금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1~8분위 대학생

�•� 일반학자금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55세 이하인 9~10분위 대학생

4.� 대출이자

�•� 대출금리 :� 2.9%(교육부 고시)

� •� 든든학자금(변동),� 일반학자금(고정)

5.� 신청방법 :� 거래은행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

가입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증빙서류제출 →�대출승인 →�대출실행

6.� 유의사항 :�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여야 대출 약정이 가능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

1.� 신청기간 :� 매년 1~2월,� 7~8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거래은행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 �

회원가입→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증빙서류제출→심사→학자금지급

4.� 유의사항 :� 매학기 대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매년 1학기는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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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지급

1.� 지급대상

�•� 졸업고사 우수자(성경)

� •� 채플 개근자

�•� 전도훈련 우수자

�•� 경건훈련 봉사자

�•� 기타 학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여기는 자

2.� 사용범위

�•� 교내 카페테리아,� 북카페,� 복사실,� 매점,� 식권,� 체력단련실,� 증명서 발급,� 주차장

� •� 다른 재학생에게 양도 가능

�•�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에 위임하여 장학금으로 사용 가능

3.� 유의사항 :� 분실시 교학팀 방문 후 재발급 가능



Korean� Bible� University

Page79/202

신 입 생 편 입 생 (2017학번)

①� 140학점 이상 이수,�평점평균 1.5�이상

②�경건훈련 8학기 이수

③�전도훈련 8학기 이수

④�밀알훈련 1회 이수

⑤�졸업고사 Pass� (성경,�영어,�컴퓨터 Excel+1개)

⑥�일립교육 기초공통필수 전과목 이수

⑦�기초교양교육 교양필수 전 과목 이수

⑧�기초교양교육 핵심교양 4개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씩 최소 15학점 이수

⑨�영어교육 교양필수 전 과목 이수

⑩�전공교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전 과목 이수

①�70학점 이상 이수,�평점평균 1.5�이상

②�경건훈련 4학기 이수

③�전도훈련 4학기 이수

④�밀알훈련 1회 이수

⑤�졸업고사 Pass� (성경,�영어,�컴퓨터 Excel+1개)

⑥�일립교육 기초공통필수 해당과목 이수

⑦�전공교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전 과목 이수

인증과목 합격기준

성 경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단,� 신학부 90점 이상(110점만점)]�

영 어

1.�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 TOEIC� 550점 이상,� TEPS� 430점 이상,� � TEFL�

CBT(PBT)� 160점(485점)� 이상

2.�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공인 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

한 자

컴퓨터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처리기능사 1,� 2급 등과 같은 국내․
외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졸업

‣ 총이수학점 및 필수 교육과정

‣ 졸업인증제

1.� 인증과목 :� 성경,� 영어,� 컴퓨터(Excel� +� α)

2.� 합격기준

3.� 유의사항

�•� 홈페이지 >>� 대학소개 >>� 규정 >>� 졸업고사시행세칙 참고

�•�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는 영어3과 영어4� 과목 면제

‣ 졸업고사(영어)

1.�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영어교육 교양필수 3강좌 이수자(토익550점 이상자는 면제)

� •�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3번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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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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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고사(성경)

1.�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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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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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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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교육과정 구조

학과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

교직

교육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성서학과 8 6 15 (6) 12 3 17 46 33 -

사회복지학과 13 6 15 (6) 12 3 27 36 28 -

영유아보육학과 13 6 15 (6) 12 6 18 42 28 23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13 6 15 (6) 12 6 15 45 28 -

간호학과 13 6 15 (6) 12 23 65 6 - -

‣ 교육과정의 적용

1.� 입학 후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입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편(재)입학생은 편(재)입학한 학년과 같은 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

3.� 재학 중 전과를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해당학생의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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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립교육부

‣ 교육목적

� �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함양하고 교육목적인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서를 기반으로

한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 복음전도자의 정체성과 성서적 세계관을 확립하여 복음전도자로서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 1)�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교육하고 훈련함

� 2)�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밀알정신을 생활화하여 사회성을 함양함

� 3)�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성서적 세계관 확립

� 4)� 전도훈련을 통해 인내와 용기있는 전도자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 체득

� 5)� 사회봉사를 통해 실천적 봉사 능력을 습득하고 배양

� 6)� 학생들의 영적 건강 도모

‣ 일립교육 필수 이수학점

학과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간호학과

이수학점 8 13 13 13 13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영역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비고
학년 학기

신앙

영역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 P 전학년 - P/NP

세계문명과자아Ⅰ 1 1 1 �

세계문명과자아Ⅱ 1 1 2 성서학과 제외,�편입생 제외

선택
일립생애와사상 1 1 1 �

기독교신앙입문 1 1 2

세계관
영역

기초
공통
필수

세계문명과성경Ⅰ 1 2 1 성서학과 제외,�편입생 제외

세계문명과성경Ⅱ 1 2 2 성서학과 제외,�편입생 제외

세계문명과기독교Ⅰ 1 3 1 성서학과 제외�

세계문명과기독교Ⅱ 1 3 2 성서학과 제외�

선택 학문과신앙 1 1 2 �

인성

및

리더십

영역

기초
공통
필수

밀알훈련 1 입학 후 2년이내 P/NP

전도훈련Ⅰ 1 1 1 �

전도훈련Ⅱ 1 1 2

전도훈련Ⅲ 1 2 1

전도훈련Ⅳ 1 2 2

전도훈련Ⅴ 1 3 1

전도훈련Ⅵ 1 3 2

전도훈련Ⅶ P 4 1 P/NP

전도훈련Ⅷ� P 4 2 P/NP

선택
사회봉사Ⅰ 1 - - P/NP

사회봉사Ⅱ 1 - - P/NP

※� 성서학과 복수전공자는 세계문명시리즈 중 세계문명과자아Ⅰ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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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 P 0 0 경건훈련 P 0 0

세계문명과자아Ⅰ 1 1.5 0 세계문명과자아Ⅱ 1 1.5 0

전도훈련Ⅰ 1 0 2 전도훈련Ⅱ 1 0 2

- - - - 밀알훈련 1 0 0

선택
일립생애와사상 1 1.5 0 기독교신앙입문 1 1.5 0

- - - - 학문과신앙 1 1.5 0

2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 P 0 0 경건훈련 P 0 0

세계문명과성경Ⅰ 1 1.5 0 세계문명과성경Ⅱ 1 1.5 0

전도훈련Ⅲ 1 0 2 전도훈련Ⅳ 1 0 2

선택 사회봉사Ⅰ 1 0 2 사회봉사Ⅱ 1 0 2

3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 P 0 0 경건훈련 P 0 0

세계문명과기독교Ⅰ 1 1.5 0 세계문명과기독교Ⅱ 1 1.5 0

전도훈련Ⅴ 1 0 2 전도훈련Ⅵ 1 0 2

4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 P 0 0 경건훈련 P 0 0

전도훈련Ⅶ P 0 2 전도훈련Ⅷ P 0 2

‣ 사회봉사

1.� 수강자격

� 1)� 사회봉사 Ⅰ� :� 사회봉사과목을 처음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 2)� 사회봉사 Ⅱ� :� 사회봉사Ⅰ과목을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수강가능

2.� 성적부여� :� 성적평가방식 P(합격)� /� NP(불합격)

� 1)� 재이수 여부 :� 재이수 가능

� 2)� NP(불합격)� 처리의 경우

� � � -� 기본소양교육(소양교육+강좌기본교육)에 불참한 경우

� � � -�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및 기말평가회에 불참한 경우

3.� 수업시수

� 1)� 기본소양교육 2시간 +�봉사활동 26시간 이상 +�중간보고회 2시간 +� 기말평가회 2시간

� 2)� 기본교육은 소양교육 1시간 +� 강좌기본교육 1시간

� 3)� 1일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기타 유의사항

� 1)� 헌혈증서 1매 기증 시 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한 학기당 2매까지 인정한다.(단,� 본인이 헌혈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2)�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평가회 시간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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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264� 경건훈련(Ⅰ-Ⅷ)�

기독교의 본질적인 행위인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적 인성을 함양하고,�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적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기 위

한 기초과정이다.

GE656� 기독교신앙입문 :� 이론과목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으로써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적인 신앙 상식에 관한 내용

을 다룬다.� 신·구약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배,� 그리고 기도 등 기독교에 관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내용

을 알기 쉽도록 소개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은 세계문명과자아II를 대체할 수 있다.�

GE497� 세계문명과자아Ⅰ� :� 이론과목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한국성서대학교의 이념과 밀알정신,� 중생의 교리,� 복음전도의 필요성과 자격에

대하여 학문한다.

GE498� 세계문명과자아Ⅱ� :� 이론과목

신앙의 성장을 돕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성장의 비결에 강조점을 두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사역에 가치관

을 확립하는 데 있다.

TH159� 일립생애와사상 :� 이론과목

한국성서대학교 설립자 일립 강태국은 특별한 신앙과 교육목적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켰다.� 이 과목은 설립자

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여 설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초기 한국교회와 강태국의출생,� 교

육배경,� 신학교육 배경,� 목회사역,� 저술,� 학교설립과 그의 밀알정신과 신학사상 등을 배우게 된다.�

GE499� 세계문명과성경Ⅰ� :� 이론과목

구약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편,� 지혜서,� 선지서의 내용을 연구하여 구약의 세계

관을 배우게 된다.

GE500� 세계문명과성경Ⅱ� :� 이론과목

신약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연구하는 과목으로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및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연구하여

신약의 세계관을 배우게 된다.

GE501� 세계문명과기독교Ⅰ� :� 이론과목

기독교 교리를 연구하는 것으로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하여 공부한다.

GE502� 세계문명과기독교Ⅱ� :� 이론과목

복음전도자의 삶과 자세에 관해 연구하는 과목으로 세상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전도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배우게 된다.

� 3)� 학점등급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수강제한 학점 및 졸업학점에는 포함됨

� 4)� 수강취소는 허용되지 않음.� 단,�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수강취소를 허용

� 5)� 기타 세부사항은 수업 진행시 교과목 안내에 따른다.�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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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503� 학문과신앙 :� 이론과목

학문의 본질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로서 학문의 역사,� 학문의 분류 등을 다루면서 일반보편학문과 기독교 신앙과의 관

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GE361� 밀알훈련 :� 실습과목

대학의 설립이념에 따라 본교만이 고유하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입학 후 본대학의 밀알훈련센터에 입

소하여 실시하는 노동 및 섬김의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2박3일으로 여름 방학중 진행된다.

GE489� 전도훈련Ⅰ� ~� Ⅷ� :� 실습과목

기독교 복음을 통한 성서적 기독정신의 세계화를 그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복음전도의 이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적 삶의 방식으로 기독교 정신을 증거하는 방법을 익힌다.

GE504� 사회봉사Ⅰ� :� 실습과목

학생들이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독교적인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학교의 이념인 밀알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

GE505� 사회봉사Ⅱ� :� 실습과목

사회봉사Ⅰ과 동일하며 사회봉사Ⅰ을 수강한 학생이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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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분야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양
필수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글쓰기Ⅰ(PWRⅠ) 3 1 1 3 0

학술적글쓰기Ⅱ(PWRⅡ) 3 1 2 3 0

교양
선택

컴퓨터

PC활용I(엑셀) 1 1 1 1.5 0

PC활용Ⅱ(프리젠테이션) 1 1 2 1.5 0

PC활용Ⅲ(멀티미디어) 1 1 2 1.5 0

PC활용Ⅳ(PC조립) 1 1 1 1.5 0

PC활용Ⅴ(프로그래밍기초) 1 1 1 1.5 0

제2
외국어

중국어Ⅰ 2 1 1 2 0

중국어Ⅱ 2 1 2 2 0

일본어Ⅰ 2 1 1 2 0

일본어Ⅱ 2 1 2 2 0

불어Ⅰ 2 1 1 2 0

불어Ⅱ 2 1 2 2 0

스페인어Ⅰ 2 1 1 2 0

스페인어Ⅱ 2 1 2 2 0

기초교양교육

‣ 교육목적

� �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소유하고 창의적

전문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비판적 사유능력과 종합적 분석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 즉 학문적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1)� 밀알정신에 기반을 둔 학문기초교육을 통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 2)�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교육을 통한 다양한 지식 습득

� 3)� 자유전공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진로를 모색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4)� 자율적 교과 선택과 지도교수의 도움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

‣ 기초교양교육 필수 이수학점

구분 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성서학과 6 15 (6)

사회복지학과 6 15 (6)

영유아보육학과 6 15 (6)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6 15 (6)

간호학과 6 15 (6)

‣ 교육과정

�
1.� 학문의 기초

� � 대학에서 학문 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내용의 교육을 위하여 필수 1분야 선택

3분야의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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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제1영역 인간의이해

철학적사유의이해 3 1 1 3 0

사고와논리 3 1 2 3 0

윤리학의이해 3 1 1 3 0

인간의이해 3 1 2 3 0

인간과교육 3 1 1 3 0

제2영역 자연과과학

과학적사고의이해 3 1 1 3 0

컴퓨터정보학의이해 3 1 2 3 0

생명과학의이해 3 1 1 3 0

디지털사회의소통 3 1 2 3 0

제3영역 사회의이해

힐링과행복코칭 3 1 1 3 0

� 사회학의 이해 3 1 2 3 0

경제학의이해 3 1 2 3 0

심리학의이해 3 1 1 3 0

정치학의이해 3 1 2 3 0

제4영역 역사와문화

역사와인간 3 1 1 3 0

한국역사와문화 3 1 2 3 0

인문학과문화콘텐츠 3 1 1 3 0

아동및청소년문화 3 1 2 3 0

인간과종교 3 1 2 3 0

제5영역 예술과체육

음악사및감상 3 1 1 3 0

그리스사유와예술 3 1 2 3 0

� 영화속그림읽기 3 1 1 3 0

이수
구분 분야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라틴어I 2 1 1 2 0

라틴어Ⅱ 2 1 2 2 0

한국어
과정

한국어I 2 1 1 4 0
유학생
수강
과목

한국어Ⅱ 2 1 2 4 0

한국어Ⅲ 2 2 1 2 0

한국어Ⅳ 2 2 2 2 0

1)� 졸업인증제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컴퓨터 Excel� +�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컴퓨터 Excel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외 다른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PC활용Ⅱ(프리젠테이션),� PC활

용Ⅲ(멀티미디어),� PC활용Ⅳ(PC조립),� PC활용Ⅴ(프로그래밍기초)� 과목 중 한 과목을 이수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학술적 글쓰기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배양하는 글쓰기 교육프로그램(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이다.� 이 글쓰기 프로그램을 그 약자인

PWR이라고 부르고 2단계로 운영한다.�

3)� 한국어과정은 외국인학생이거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대학수학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춰주고자 개설된 수업으로,� 한국어의 문장과 단어,� 단락에 대한 기초적

인 지식을 습득하여 한국어 글쓰기의 기초를 배운다.�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입학생 중 공인 한국어능력시

험에서 4급 이상을 (2013년까지 취득자는 4급 이하)� �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 -� 한국어과정은 해당학생에 한하여 교양학점으로 산정한다.

2.� 핵심교양

� �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으로서 공유해야 할 지식의 기본적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5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전에 4개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

별로 1개 이상씩 최소 1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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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회음악 3 1 2 3 0

현대사회와스포츠 3 1 1 3 0

구분 내용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학년 학기 이론 실습

제1영역 인간의이해

�서양철학의이해Ⅰ 3 1 1 3 0

서양철학의이해Ⅱ 3 1 2 3 0

삶과교육 3 1 1 3 0

문학의이해 3 1 2 3 0

현대상담이론과실제 3 1 1 3 0

청소년지도와상담 3 1 2 3 0

제2영역 자연과과학

자연과학의 이해 3 1 1 3 0

과학사와 세계관 3 1 2 3 0

인터넷활용과개인정보보호 3 1 1 3 0

인간과환경 3 1 2 3 0

제3영역 사회의이해

갈등해결과인간관계기술 3 1 1 3 0

문화와학습공학 3 1 2 3 0

아동과가족 3 1 1 3 0

글로벌현대사회이해 3 1 2 3 0

제4영역 역사와문화

헬레니즘과헤브라이즘 3 1 1 3 0

세계역사와문화 3 1 2 3 0

디지털사회의문화 3 1 1 3 0

기독교세계관과현대문화 3 1 2 3 0

성과문화 3 1 2 3 0

제5영역 예술과체육

현대디자인의이해 3 1 1 3 0

발성과가창 3 1 2 3 0

기초실용음악 3 1 1 3 0

스포츠와여가활동 3 1 2 3 0

지휘법Ⅰ 3 1 1 3 0

지휘법Ⅱ 3 1 2 3 0

3.� 일반교양

� � 개론과목 등 강의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 성격의 과목,� 과목의 성격상 ‘학문의 기초’나 “핵심교양”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로 5개 분야의 교과목들로 구성한다.�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4.� 대학생활설계와 자기계발

� �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스타일 검사 및 학습전략 검사 등을 비롯한 학습 활동지원,� � 신입

생으로서 학교 생활지원,� 전공과 취업 등을 연계한 진로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다.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양필수 대학생활설계와 자기계발 P 1 1 0.5 1 P� /� NP

5.� 상담심리과정



Korean� Bible� University

Page91/202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필수

상담심리치료의기초이해 3 1 2 3 0

2과목 선택이수
이상심리 3 1 2 3 0

심리검사 3 1 2 3 0

상담치료방법과기술 3 1 2 3 0

인지행동치료 3 2 1 3 0
1과목 선택이수

가족상담 3 2 1 3 0

상담과사회학 3 2 2 3 0
1과목 선택이수

상담이론의기초 3 2 2 3 0

위기상담 3 3 1 3 0
1과목 선택이수

상담과현대사상 3 3 1 3 0

성격심리학 3 3 2 3 0
1과목 선택이수

집단상담 3 3 2 3 0

행복심리학 3 4 1 3 0
1과목 선택이수

중독상담 3 4 1 3 0

1.� 학문의 기초

GE657� 학술적글쓰기Ⅰ� :� 이론과목

고전 및 양서에 대한 비판적 읽기 및 글쓰기를 통해 분석력,� 비판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초 교양 과목이며,�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GE658� 학술적글쓰기Ⅱ� :� 이론과목

PWR� I의 기반위에서 말하기 구술발표 능력의 배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기

초교양과목이며,�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GE659� PC활용Ⅰ(엑셀)� :� 이론과목

엑셀의 장표(Spread� Sheet)� 원리와 장표 조작 및 작성법을 익힌다.� 장표에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차

트를 만드는 법과 엑셀 함수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능력을 익힌다.

GE660� PC활용Ⅱ(프리젠테이션)� :� 이론과목

컴퓨터를 이용한 프리젠테이션 기법을 연습하고 익힌다.� 프리젠테이션을 좀 더 효과 있게 하기위한 여러 가지 애니메

이션 기능을 학습하고 이미지,� 동영상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GE661� PC활용III(멀티미디어)� :� 이론과목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 영상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컴퓨터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요건 -� 1급은 7과목(21학점)� 이수,� 2급은 5과목(15학점)� 이상 이수

※�핵심교양 제3영역 심리학의이해를 수강하는 학생은 1과목 추가인정 가능

6.� 학생주도 교육프로그램

�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세미나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해주실 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초교양교육원의 심

의와 교학처의 승인을 통하여 선발되고,� 한 학기동안 세미나를 수행함으로써 일반교양 및 전공에서 학점을 취

득하는 교과목이다.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양선택 Pro-Seminar 2 - - 30 0 일반교양 및 전공심화과목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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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맞아 다양해지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어를 조작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의 의사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GE662� PC활용IV(PC조립)� :� 이론과목

PC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품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분해와 조립방법 및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실습한

다.� 수강자는 PC� 하드웨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능력과 PC가 고장이 났을 때 스스로 자신의 PC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GE663� PC활용V(프로그래밍의기초)� :� 이론과목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초지식을 배우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PC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는 고급 PC�활용자가 된다.

GE530� 중국어Ⅰ� :� 이론과목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을 위하여 제공되는 초급과정의 강의로서,� 중국어 발음법을 완전히 습득한 후 구문을 토대

로 한 초급문법의 학습으로 회화 및 독해와 작문의 기초를 확립하는 과정이다.�

GE531� 중국어Ⅱ�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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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해

력 및 작문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GE532� 일본어Ⅰ�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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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533� 일본어Ⅱ�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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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534� 불어Ⅰ�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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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535� 불어Ⅱ�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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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538� 스페인어Ⅰ� :� 이론과목

초급 스페인어 입문과정의 첫 파트로 스페인과 스페인어 권 국가와 그 문화를 소개함과 동시에 스페인어의 알파벳과

발음을 정확히 익히고 기본적인 동사의 변화를 익히고,� 인사와 기본적인 표현을 학습한다.

GE539� 스페인어Ⅱ� :� 이론과목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스페인어 문법과 어휘 및 일상회화 표현을 습득하게 하고,� 동시에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활

용하여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540� 라틴어I� :� 이론과목

라틴어 I은 그리스어와 더불어 서구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전어이다.� 이 과정에서는 고대 라틴어의 초급

문법지식을 습득하여 초보적인 라틴 고전문헌의 독해능력을 함양하는 훈련을 한다.�

GE541� 라틴어Ⅱ� :� 이론과목

라틴어 I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보다 진전된 라틴어 과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카이사르와 키케로 카

툴루스와 리비우스 등 문학자,� 역사가,� 철학자들의 문헌에 직접 접하여 라틴어의 해독 능력을 배양시키고 이를 통해

라틴 문화에의 보다 심화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표이다.

GE588� 한국어Ⅰ�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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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589� 한국어Ⅱ� :� 이론과목

1학기에 한국어 I을 수강한 학생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역을 골고루 향상시켜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GE590� 한국어Ⅲ�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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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를 수강한 학생과 TOPIK(한국어능력시험)� 1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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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하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GE591� 한국어Ⅳ� :� 이론과목

한국어 3을 수강한 학생과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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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2.� 핵심교양

GE664� 철학적사유의이해 :� 이론과목

철학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포괄적 조망을 꾀하는 과목,� 위대한 철학자가 논의한 중요 문제를 소개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논의했으며 어떤 방식의 해결을 시도했는가를 살핀다.�

GE665� 사고와논리 :� 이론과목

사고와 논리는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 학문적 연구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논증을 정확하고 논리정연하

게 구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단계들은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인간은 타당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해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타당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인간의 사고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통해 자신을 보다 깊이 있게 이

해하고,� 타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GE401� 윤리학의이해 :� 이론과목

‘해야만 한다',� '의무',� '도덕규칙',� '옳음',� '그름',� '의무'� 및 '책임'� 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의

성격을 탐구한다.� 어떤 사물과 어떤 인성이 좋거나 칭송될만하며,� 어떤 종류가 나쁘거나 비난받을 만한가를 논의한다.�

GE666� 인간의이해 :� 이론과목

인간이 이룩한 문화적 유산을 연구하여,� 인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행동방식,� 관습,� 예술,� 사회적 구조 등을 이해하

기 위한 학문이다.�

GE711� 인간과교육 :� 이론과목

인류의 발달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사회속의 교육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온 교육관에 변화들을 살펴보며,� 교육이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학습하여,�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초를 다진다.�

GE667� 과학적사고의이해 :� 이론과목

우리가 자연만물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정량화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

학적 사고는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수업에서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 다양성 등을 다루면서 과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제공한다.�

GE668� 컴퓨터정보학의이해 :� 이론과목

현대는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입력된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드는 기구로써의 컴

퓨터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의 시대적 발전내용과 기본 구성품의 각각의 기능 그리고 컴퓨터의 미래의 모습에 대

하여 학습한다.

GE555� 생명과학의이해 :� 이론과목

생명과학 시대에 생명에 대한 관점은 가치관 정립에 대단히 중요하다.� 본 교과목은 생물체의 구조,� 생리,� 발생,� 생명의

기원,� 유전,� 분류,� 생태 등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생물

학의 기초적 지식을 교양으로서 몸에 익힐 뿐만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한 기초를 확립한다.

GE669� 디지털사회의소통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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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람들 간의 사고와 아이디어,� 지식 등이 모여 새로운 문

화,� 지식,� 예술 등이 하나로 집약되어 가는 집단 지성의 과정을 학습하며,� 또한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

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학생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311� 경제학의이해 :� 이론과목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경제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는 수업이다.�

GE403� 사회학의이해 :� 이론과목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사회학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학은 사회구조적인 측

면에서 또는 사회적 세력,� 그리고 집단 관계의 측면에서 사회,� 정치,�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본 수업을 통

해 사회화,� 문화,� 불평등,� 인종문제,� 빈곤,� 정치 사회학 등과 같은 사회학의 핵심적인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살

아가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제공한다.

GE310� 심리학의이해 :� 이론과목

심리학의 전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심리학의 종합적 개론이다.�

GE321� 정치학의이해 :� 이론과목

대학생들에게 정치현상에 대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다.

GE670� 역사와인간:� 이론과목

역사의 변화와 발전은 점진적이었지만,� 이는 시대를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본 수업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지점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의 삶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의 역사적 지식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민했던 가치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을 수 있다.

GE671� 한국역사와문화 :� 이론과목

한국의 역사는 외래문화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외래문

화 주체적 수용을 통해 이룩될 수 있었다.� 본 강의는 최근 역사학 연구의 시각에 발맞추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

계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살필 수 있다.

GE672� 인문학과문화콘텐츠 :� 이론과목

인문학과 문화콘텐츠는 문화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문

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목이다.� 현대 문화는 지나치게

대규모 자본에 의해서 상업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소

비자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현대인들이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

들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발견하는지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GE673� 아동및청소년문화 :� 이론과목

아동 및 청소년은 급변하는 사화환경과 학업위주의 학교생활 등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현

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의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이 요구된다.� 본 강좌는 아동 및 청소년의 특징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정서 및 행

동 문제를 고려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건전한 문화를 익히고 개

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GE560� 인간과종교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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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162� 음악사및감상 :� 이론과목

문화와 예술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또한 종교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음악의 생성 및 기원,� 발전의 역사를 고대

시대의 음악으로 부터 중세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는 음악의 흐름을 통해서 학습한다.� 음악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

름다운 음악의 발달 역사이다.� � 음악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들에 대하여 학습하여 음악가들의 인

간적인 삶과 그들의 음악세계 및 남겨 놓은 작품들에 대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며,� 감상을 통한 감동을 체험하며,� 음악

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어 음악을 즐길 줄 아는 교양을 갖추게 하는 수업이다.

GE561� 그리스사유와예술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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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문화의 시작점인 그리스인들의 사유와 예술을 이해하는 과목이다.� 그리스인들이 남긴 중요한 작품들을 분석함으로

써 그리스인들의 삶과 예술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

GE674� 영화속그림읽기 :� 이론과목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특히 영화를 통해 새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본 강좌는 영화 속에 숨어있는 예술작품들을 찾아서 그 장면들을 새롭게 감상하고 해석하여

진정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GE705� 힐링과행복코칭� :� 이론과목

행복,� 힐링,� 코칭,� 창의성,� 사회지능,� 비전,� 정열과 같은 긍정심리의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발달하는 가를 살펴보고,� 학

생 스스로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적용해 본다.

ME001� 교회음악 :� 이론과목

성서에 입각한 이론 강의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실습을 통하여 교회음악에 대하여 넓고 깊게 또한 많

은 지식을 갖도록 학습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음악의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고,� 교회음악의 발달 역사 및

성서에서 배우는 예배음악에 대한 지식,� 성가대론과 찬송가학,� 지휘 및 발성에 관한 확실한 이론을 숙지하며,� 실습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실제로 신앙생활 및 예배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지식을 실

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수업이다.

GE675� 현대사회와스포츠 :� 이론과목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순한 신체활동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강좌는 스포츠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스포츠의 미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3.� 일반교양

GE676� 서양철학의이해Ⅰ� :� 이론과목

그리스의 탈레스에서부터 시작되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서양 고대 사상에 대하여 탐

구하며,� 또한 고대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발전시킨 중세 사상에 대하여 연구하게 된다.� 고대와 중세의 깊이 있는 성

찰들은 현대문명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나간 사상가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

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GE677� 서양철학의이해Ⅱ� :� 이론과목

서양 근대 철학자들의 사상들을 흐름에 따라서 고찰하는 수업이다.� 근대의 주체 철학이 데까르트에 의해서 어떻게 시

작되었는지,� 또한 칸트에 의해서 경험론과 합리론이 어떻게 종합되었는지와 같은 근․현대의 깊이 있는 성찰들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본 과목은 현재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근현대철학의 핵심쟁점이 무엇인지,� 서양 사상

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제공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게 되며,� 기

독 지성인으로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GE678� 삶과교육 :� 이론과목

인간의 역사와 삶속에서의 교육 개념과 목적 등을 이해하고,� 또한 교육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검토하고,� 제도교육의

실상에 대해 파악함으로,� 미래의 세대와 교육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안목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370� 문학의이해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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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679� 현대상담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상담학의 형성배경과 상담의 개념,� 원리 등을 익히고 현존하는 상담이론들의 인간관,� 상담목표,� 상담기법과 과정,� 상담

자 역할과 내담자 역할 및 적용상의 장.단점 등을 이해한다.� 또한 상담연구방법,� 상담자의 자격과 역할 및 상담의 여러

종류에 대해 이해하며 실제 상담 장면에서 상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반원리를 익히고 상담의 조직과 운

영 및 평가와 관련된 제반 기술을 함께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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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680� 청소년지도와상담 :� 이론과목

청소년 심리의 이해와 발달특성에 따른 상담이론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한 교과목이다.�

GE404� 인간과환경 :� 이론과목

인류 사회의 발전과정과 그 과정에서 작용한 변화요인을 알아보고 현재 및 미래의 인류생존을 위하여 자연환경이 존재

하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 필요성과 의의는 토지윤리의 개념으로 요약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의식과 또한 인간 활동의 결과 자연에 주어진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상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탐구한다.�

GE552� 자연과학의이해 :� 이론과목

자연과학의 방법론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우주과학,� 수학 등의 기본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성서의 과학

성과 역사성을 조명해 볼 것이다.� 순수자연과학은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너무나 귀한 도구이

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담대히 우리의 회복된 이성으로 선포하고 세상에 전하고자 한다.�

GE570� 과학사와세계관 :� 이론과목

과학 발전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분별하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GE683� 인터넷활용과개인정보보호 :� 이론과목

인터넷의 역사,� 실생활을 위한 인터넷 활용방법,�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흐름을 학습한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학습한다.

GE684� 갈등해결과인간관계기술 :� 이론과목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과 협상법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갈등의 원인,�

형성과정과 아울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이르는 실질적인 협상기술을 습득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GE685� 문화와학습공학 :� 이론과목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문화,� 예술,� 과학,� 사회적 정보들을 가공하고 재창조하여 자신만의 지식 및

역량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학습 공학적 측면인 객관주의적 측면,� 구성주의적 측면을 학습하고,� 학습 공학적 관점을 토

대로 사고하고 학습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GE686� 글로벌현대사회의이해 :� 이론과목

한국 사회 안팎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분석적 시각을 증진하고 다체계적

인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이나 영역별 사회 이슈 현황을 다채로운 자료와

매체를 중심으로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학생 주도적 토론,� PBL에 기반한 조별 활동을 통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처방

안을 찾아 제시하는 과정을 주 내용으로 한다.�

GE426� 아동과가족 :� 이론과목

부모됨의 기회와 선택,� 부모 역할의 의의와 가치,�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에 관한 다양한 학설 및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장차 부모세대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사회에서 보다 의미있는 생활인이 되도록 한다.

GE373� 헬레니즘과헤브라이즘 :� 이론과목

서양문화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희랍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

서 서양문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학문의 기초분야이다.�

GE687� 세계역사와문화 :� 이론과목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문화와 학문,�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생활방식 전체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통찰하는 안목을 지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688� 디지털사회의문화 :� 이론과목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형태들을 연구하게 된

다.� 현대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 형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세기 문화 현상을 대변하는 것은 디지털과 접목된 ‘디지털 문화’라는 장르이다.� 따라서 본 과목은 현대인의 삶과 디

지털 문화의 연결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문화들을 유추하여,� 이와 같은 문화들을 비평하고 새롭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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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689� 기독교세계관과현대문화 :� 이론과목

세계와 한국의 현대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의 존재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현대문화 자체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GE578� 성과문화 :� 이론과목

성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여성과 남성을 지칭하는 성(gender)과 성과 사랑을 논할 때 사용하는 성

(sexuality)의 두 가지이다.� 이 과목에서는 위의 두 가지 주제를 겨냥하여 비교문화적인 자료들을 동원함으로써 인간사

회의 성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일상적이고도 민감한 주제로서 학

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성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그 역사와 다양한 입장들을 비교․분석하고,� 둘째,� 인류학내에서 이루어진 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고,�

셋째,� 특히 문화적인 요소와의 연관 속에서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함으로써 성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GE579� 현대디자인의이해 :� 이론과목

디자인은 그 시대의 정서와 사고,� 또한 전반적인 문화를 반영한다.� 현대디자인은 더 이상 어렵거나 낯선 분야의 예술

이 아니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대중)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디자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디자인의 전반적인 역사,� 사회적,� 문화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론적 시점에

서 시작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디자인 적인 요소를 찾고 논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디자인의 문화적 소통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GE690� 발성과가창 :� 이론과목

발성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편안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노래할 수 있기 위함이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음으로 말 할 수 있으려면 발성법의 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강좌는 하나님께서 우

리 몸 안에 만들어 주신 성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좋은 호흡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횡격막의 작용이 주를 이루는 복식호흡의 메커니즘,� 편안하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의 구조 및 특성과 성대에

서 만들어진 소리에 공명을 입혀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발성과 가창에 관한 정확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학습

한 이론을 기초로 발성실습과 가창훈련이 이루어진다.�

GE691� 기초실용음악 :� 이론과목

음악기초이론의 학습을 통하여 예배자로서 회중찬송을 정확히 부르기 원하는 이들로부터 실력 있는 찬양 사역을 감당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이들까지 기초음악이론 학습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수업이다.� 음악의 어느 분야

에서 활동하든지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음악기초이론인 음정,� 음계 및 화음의 원리인 기초화성의 학습,� 악보를 정확하

고 빠르게 읽는 독보의 능력인 시창(sight� singing)과 청음(ear� training)의 학습,� � 기초적인 화성분석의 이론과 실습

을 통하여 화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화성분석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연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간단한 멜로디의 편곡

(arrangement)� 및 간단한 악구의 작곡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다면적인 실용음악 이행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학

습의 목표를 둔다.

GE692� 지휘법Ⅰ� :� 이론과목

합창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과 대인관계 역량을 더욱 활발히 나타내며 또한 찬양을 함으로 서로의 사랑을 함께 교류

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과목이다.� 교회의 성가곡들과 지휘법의 기초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교

회에서 성가 지휘자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GE693� 지휘법Ⅱ� :� 이론과목

지휘의 이론 (지휘법 1)과정에서 배운 기초 기능을 총 복습하고 지휘의 실제 (지휘법 2)에서 지휘의 기능을 좀 더 심

화 학습하여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서 봉사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는데 목적을 둔다.

GE694� 스포츠와여가활동 :� 이론과목� �

현대인들은 스포츠와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개발과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은 우

리의 삶을 여유 있고 윤택하게 하는 유익한 장치이기도 하다.� 본 강좌는 스포츠의 의의,� 역할과 필요성,� 여가의 본질

및 기능에 관하여 이해하고 건전한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기본적 태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GE598� 상담심리치료의기초이해 :� 이론과목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들과 실제적인 기법들이 소개될 것이다.� 상담에 대한 기초 이론,� 상담기법,� 그리고 사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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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비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론적인 기반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ME049� 이상심리 :� 이론과목

인간의 이상행동 혹은 정신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상

행동을 다루기 위해 첫째 이상행동의 본질과 이론적 모형,� 둘째 이상행동의 평가방법,� 셋째 정신장애 분류체계에 의한

장애별 원인,� 증상,� 이론 및 치료적 개입,� 그리고 넷째 사례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ME039� 심리검사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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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를 선택,� 실시,� 채점 및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기른다.�

GE600� 상담치료방법과기술 :� 이론과목

상담치료의 기본 틀과 상담기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내담자와 소통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상담치료자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그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치료 및 기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GE701� 인지행동치료 :� 이론과목�

인지행동치료는 효율성과 과학적 가치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사고를 바로

잡아감으로써 부정적 사고를 교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강의는 인지행동치료의 개념

을 이해하고 치료의 과정을 익히며,� 나아가 치료의 적용을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604� 가족상담 :� 이론과목

가족상담의 역사와 주요 이론,� 치료 기법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가족문제에 응용하여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익

히게 한다.� 주요 이론가들의 문헌과 사례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통합을 도모하고 치료자에게 적합한 진단과 치료 모

델을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GE601� 상담과사회학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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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GE702� 상담이론의기초 :� 이론과목

상담은 전문적이고 목적이 있는 대화이며,� 당면한 문제해결,� 잠재능력의 개발로 내담자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심

리적인 일련의 과정이다.� 본 강좌는 상담이론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상담에서의 기초이론과 필수요소를 이해하

고 습득하여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ME052� 위기상담 :� 이론과목

현대인들의 다양한위기상황에서 주어진 심리적문제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입하는방안을다루며, 위기개입과관련된법

적, 윤리적이슈에대하여심도 있게 토론하여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한다.

GE703� 상담과현대사상 :� 이론과목

현대 사상가들의 인간 이해가 상담 영역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인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감,� 불안감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실존주의와 같은 현대 사상은 오래전부터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현대 사상가들의 인간에 대한 분석은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의 인간 이해를 거쳐 상담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

다.� 따라서 상담과 현대사상에서는 인간 내면의 가장 근원적 문제들에 대한 현대 사상가들의 날카로운 분석들을 연구

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상담방법을 찾는 훈련을 한다.

ME041� 성격심리학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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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해지는

데 따라 성격이해의 초석은 공고해진다.

ME045� 집단상담 :� 이론과목�

집단상담은 훈련된 상담자가 소집단을 대상으로 개인,�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며 나아가 성장의 기회

를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는 집단상담의 주요이론을 고찰하고,� 다양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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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GE606� 행복심리학 :� 이론과목

개인들과 공동체들이 생존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단순히 정신

적인 병을 치유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행복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소개한다.�

GE704� 중독상담 :� 이론과목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과잉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을 맞게 된다.� 물질의 풍요와 과학문명의 이기도

이러한 현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중독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본 강의는 중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다양한 중독의 종류를 고찰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를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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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설

학과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직

과목

기초

교양

교육

개설

교직

이론

(12학점)

교육학개론 2 2 1 2 0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2 2 0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3 1 2 0

교육사회 2 3 1 2 0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4 1 2 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4 2 2 0
교직

소양

(7학점)

특수교육학개론 3 2 2 3 0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2 4 2 2 0

교직실무 2 4 1 2 0

교직

실습

(4학점)

학교현장실습 2 3 2 0 2

교육봉사활동 2 3 2 0 2

영유아보육

학과

개설

교과

교육

(9학점)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2 2 1 2

유아교육세미나 3 3 2 3 0

유아교과교육론 3 4 1 1.5 1.5

기본

이수

과목

21학점

이상

선택

이수

유아발달 3 1 1 3 0

유아교육과정 3 2 1 3 0

아동복지 3 2 1 3 0

놀이지도 3 2 1 2 1

유아관찰및실습 3 2 1 1 2

언어지도 3 2 2 2 1

아동미술 3 3 1 1.5 1.5

부모교육 3 3 2 3 0

아동건강교육 3 3 2 2 1

유아사회교육 3 3 2 3 0

아동동작 3 3 2 1.5 1.5

유아음악교육 3 4 1 1.5 1.5

아동과학지도 3 4 1 2 1

유아수학교육 3 4 2 2 1

교직부

‣ 교육목적

� �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교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1.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직윤리를 갖추어 교사로서의 전인적 인성을 함양한다.�

2.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교직이론,� 교직소양 및 교과교육 등의 교직 실천 역량을 강화한다.

3.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봉사를 통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한다.�

‣ 교육과정

1.�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요건 :� 기초교양교육에 개설된 교직과목(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7학점,� 교직실습 4

학점,� 교과교육 9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 영유아보육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을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포

함)� 이상 이수해야 함

2.� 개설 학년은 수강인원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교직부 안내에 따라 수강신청 요함

‣ 교과목 설명



Korean� Bible� University

Page101/202

TE006� 교육학개론 :� 이론과목

교육학은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현상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대상으로 하

여 여러 가지 행동양식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교육현상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보

편적인 지식체계 즉,� 법칙,� 원리,� 이론들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TE010� 교육철학및교육사 :� 이론과목

교육이론의 성격,�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교육의 과정,� 교육의 윤리 및 현대 교육사조에 관한 철학적 분석과 이론

적 체계화,� 그리고 아동교육문제에 관한 철학적 탐구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E00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이론과목

평가의 개념과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교육과정 평가 개념의 이론적 의의를 고찰한다.� 또한 교육과정 평가가 교육과정

의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TE009� 교육사회 :� 이론과목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내용은 교육과 사회학,� 교육과 문화,�

교육과 사회,� 교육과 불평등,� 교육과정 사회학,� 학교조직,�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구성된다.�

TE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이론과목

교육행정 및 경영에 관한 관점과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교육현장에서 행정 및 경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GE00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이론과목

교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찰하고,� 교육공학의 개념,�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체제 접근

의 원리를 토대로 교수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계획안을 개발하고 교수 내체의 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실습한다.

TE020� � 특수교육학개론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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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CC091� 교직실무 :� 이론과목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직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함으로써 예비교

사들에게 교직관의 확립과 교직의 수행능력의 효율성 및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있게 한다.�

TE018�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 이론과목

‘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학교 폭력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CC102� 학교현장실습 :� 실습과목

학교현장(유치원)에서 주교사로서의 실제를 훈련하기 위한 4주간의 본 실습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교재교

구 연구 및 제작,� 흥미영역의 운영,� 부모와의 협력의 실천과 평가를 수행한다.�

CC090� 교육봉사활동 :� 실습과목

영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보조교사로서 30시간 이상 봉사하는 경험을 한다.� 0~5세 학급에서의 영유

아들과 놀이,� 수업,�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자원봉사자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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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센터

‣ 교육목적

� �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배양,� 타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글로벌 비전 함양,� 합리적,� 논리적 사고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능력의 향상

� � •� 이전의 교양영어에서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독해와 강독 위주의 교육방식을 벗어나 국제화 시대에 요구

되는 말하기와 쓰기능력을 함께 학습

� � •�그룹활동과 파트너와의 대화 연습을 통한 말하기의 즐거움 발견

2.� 맞춤식 수업을 통한 동기부여와 학습 효과 제고

� � •� TOEIC점수를 기준으로 매학기 4개의 레벨로 구분,� 4학기 진행

� �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

� �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자극을 주는 학습 분위기 형성

3.� 영어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 감소

� � •�다양하고 흥미로운 텍스트의 활용으로 타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과 상황으로 언어와의 밀착감 확대

� � •�원어 수업 진행으로 영어 듣기에 대한 전반적 자신감 향상

‣ 영어교육 필수 이수학점

학과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간호학과

이수학점 12 12 12 12 12

‣ 교육과정

이수
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양

필수

영어1 3 1 1 3 0

영어2 3 1 2 3 0

영어3 3 2 1 3 0

영어4 3 2 2 3 0

‣ 교과목 설명

� � 영어의 각 과목은 수강 학생의 수준에 따라 레벨1부터 레벨4로 나뉜다.� 각 과목은 4개의 다른 수준의 반

이 개설되며,� 각 레벨의 목표가 있다.� 각 과목마다 레벨의 목표는 동일하다.� 학생의 레벨은 입학 전 실시하는

토익(2015년 현재)으로 결정하고,� 매 학기 수업성적과 토익시험의 결과에 따라 레벨이 변경될 수 있다.

� � 아래의 과목 설명은 편의상 레벨 설명으로 대신한다.� 따라서,� 영어 1이 쉬운 수준이고 영어 4가 어려운 수

준이 아니라 각 과목에 아래와 같이 4개의 다른 수준의 반이 개설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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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344� 영어1� � :� 이론과목

영어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며 기본적인 영어어휘 및 문장구조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일상적인 수준의 글

읽기와 연계된 글쓰기를 실시한다.� 음성인식 등 기초적인 영어소리 듣기 및 말하기를 실시하고,� 기본적인 생활영어 를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345� 영어2� :� 이론과목

중등영어 이상의 수준으로 학생들이 대학 기초영어능력 수준 이상의 영어 어휘 및 문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문단 단위

이상의 글 읽기 및 문장단위 글쓰기를 통해 문어체 영어를 익히게 된다.� 간단한 영어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일상적인 대화를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GE346� 영어3� :� 이론과목

고급영어에서 요구되는 어휘와 문법을 습득한다.� 에세이 수준의 독해실력을 갖추고,� 한 문단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다.�

익숙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

GE347� 영어4� :� 이론과목

표준화 평가 등에서 요구되는 수준이상의 고급어휘 및 문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여러 종류의 자료들을 통해 읽기를 배

우고,� 5문단 이상의 에세이를 쓸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내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표준화영어 시험이나 특별한 목적의 시험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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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기초
1

바이블리딩 I 바이블리딩II�

- 신학개론

2 초급헬라어 중급헬라어

전공필수

1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2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초급히브리어 중급히브리어

모세오경I 구약역사서I

공관복음서 바울서신I

3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선지서I -

4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성서학과

‣ 교육목적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기반으로 성서를 바

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및 선교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1)� 성서 연구와 실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 추구

� 2)� 바른 성서 해석과 활용 능력을 소유한 전문 지식 확립

� 3)� 신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 함양

� 4)� 복음 전도와 선교의 원리 및 실천적 방법론 숙지와 훈련

‣ 세부전공영역

성서신학 /� 역사신학 /� 조직신학 /� 선교학 /� 실천신학

‣ 졸업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8 6 15 (6) 12 3 17 46 33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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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공기초

바이블리딩Ⅰ P 0 5 바이블리딩Ⅱ P 0 5

- - - - 신학개론 1 1 0

전공필수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2

전공기초 초급헬라어 1 1.5 0 중급헬라어 1 1.5 0

전공필수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초급히브리어 1 1.5 0 중급히브리어 1 1.5 0

모세오경Ⅰ 3 3 0 구약역사서Ⅰ 3 3 0

공관복음서 3 3 0 바울서신Ⅰ 3 3 0

전공선택
교회사Ⅰ 3 3 0 모세오경Ⅱ 3 3 0

사도행전 3 3 0 선교학개론 3 3 0

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선택

2
교회사I 모세오경II

사도행전 선교학개론

3

고급헬라어 신약헬라어강독

고급히브리어 구약히브리어강독

구약역사서II 선지서II

바울서신II 요한문헌

조직신학I -

4

선지서III 시편

일반서신 목회서신

설교이론과실제 -

자유선택

2

성경공부방법 한국교회사

성서지리학 기독교사상사

주일학교교수법 기독교윤리학개론

전도학 히브리서

기독교실용음악 선교와음악

3

예배학개론 성서해석학

선교역사 교회사II

선교와문화 바울서신III

선교실습 구약역사서III

기독교교육개론 조직신학II

4

기독교사회윤리 정통과이단

이슬람연구 지혜서

요한계시록 선교전략

현대신학 기독교상담학개론

2.� 학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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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헬라어

중급헬라어 초급헬라어
신약

바울서신 II 바울서신 I

고급헬라어 중급헬라어 바울서신 III 바울서신 II

신약원어강독 고급헬라어 조직신학 조직신학 II 조직신학 I

히브리어

중급히브리어 초급히브리어 교회사 교회사 II 교회사 I

고급히브리어 중급히브리어

선교학

선교역사

선교학개론
구약원어강독 고급히브리어 선교실습

구약
모세오경 II 모세오경 I 선교전략

구약역사서 II 구약역사서 I 선교와 문화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자유선택

성경공부방법 3 1.5 1.5 한국교회사 3 3 0

성서지리학 3 3 0 기독교사상사 3 3 0

주일학교교수법 3 1.5 1.5 기독교윤리학개론 3 3 0

전도학 3 3 0 히브리서 3 3 0

기독교실용음악 3 1.5 1.5 선교와음악 3 1.5 1.5

3

전공필수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선지서Ⅰ 3 3 0 - - - -

전공선택

고급헬라어 1 1 0 신약헬라어강독 1 1 0

고급히브리어 1 1 0 구약히브리어강독 1 1 0

구약역사서Ⅱ 3 3 0 선지서Ⅱ 3 3 0

바울서신Ⅱ 3 3 0 요한문헌 3 3 0

조직신학Ⅰ 3 3 0 - - - -

자유선택

예배학개론 3 3 0 성서해석학 3 1.5 1.5

선교역사 3 3 0 교회사Ⅱ 3 3 0

선교와문화 3 3 0 바울서신Ⅲ 3 3 0

선교실습 3 1 2 구약역사서Ⅲ 3 3 0

기독교교육개론 3 3 0 조직신학Ⅱ 3 3 0

4

전공필수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전공선택

선지서Ⅲ 3 3 0 시편 3 3 0

일반서신 3 3 0 목회서신 3 3 0

설교이론과실제 3 1.5 1.5 - - - -

자유선택

기독교사회윤리 3 3 0 정통과이단 3 3 0

이슬람연구 3 3 0 지혜서 3 3 0

요한계시록 3 3 0 선교전략 3 3 0

현대신학 3 3 0 기독교상담학개론 3 3 0

‣ 행정사항

1.� 바이블리딩 I.� II�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8시 50분

2.� 선교실습은 격년제로 운영함

3.� 진로세미나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 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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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구약역사서 III 구약역사서 II

선지서 II 선지서 I

선지서 III 선지서 II

TH177� 바이블리딩I� :� 실습과목

성서학과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읽는다.

TH178� 바이블리딩II� :� 실습과목

성서학과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잠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TH204� 진로세미나 :� 이론과목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진로방향설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 수업은 수업형식뿐 아니라 개별상담형식으로도 진행된다.�

GE549� 신학개론 :� 이론과목

신학입문 학생들에게 신학의 4� 분야,� 즉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을 소개함으로 신학 전반에 걸

친 큰 그림을 얻게 한다.

TH276� 성서지리학 :� 이론과목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당시의 지리적 상황,� 기후 경제와 이동 등을 제공한다.�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고대사회 배경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수업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리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공한다.

TH196� 성경공부방법 :� 이론 및 실습과목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포함한 귀납법적 성경공부 방법을 소개하며 이 단계들의 원리들을 여러 성경구절에 실제적

으로 적용하여 스스로의 성경연구의 원리를 터득하게 한다.� 이 과목은 신,� 구약 성경공부의 선수과목이다.

TH054� 성서해석학 :� 이론 및 실습과목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역사-문법적 해석

과 신학적 해석의 원리들과 본문의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본문 분석과 해석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TH179� 모세오경Ⅰ:� 이론과목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연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의 구조

와 내용을 파악함으로 창조,� 족장사,�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 그리고 성소의 건축과 제사법과 거룩한 삶에 대해 연구

한다.�

TH180� 모세오경Ⅱ:� 이론과목

민수기와 신명기를 연구함으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과 심판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의 출애굽 2세대 그리고

모세의 네 편의 설교를 공부한다.� ●�선수과목 :� 모세오경 I

TH181� 구약역사서 Ⅰ:� 이론과목

여호수아서에서 룻기를 연구함으로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사사시대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삶과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 졸업 후 진로

1.� 신학대학원진학 :� 목회자,� 선교사,� 해외유학

2.� 본교 성서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은 단체를 포함하여 기독교 언론사,� 방송국,� 선교단체 등 각종 기독교

기관에 취업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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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182� 구약역사서 Ⅱ� :� 이론과목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연구함으로 통일왕국의 출현과 사울,�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분열왕국,� 왕국의 멸망,� 그

리고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한다.� ●�선수과목 :� 구약역사서 I

TH183� 구약역사서 Ⅲ� � :� 이론과목

역대기에서 에스더까지 연구함으로 바벨론 포로 후의 관점에서 기록된 유다왕국의 역사와 포로귀환 이야기,� 성전과 예

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한다.� ●� 선수과목:� 구약

역사서 II

TH192� 시편 :� 이론과목

히브리 시,� 비유,� 구약의 예배,� 성경 신학 그리고 해석방법에 중점을 두고,� 문학으로서 시를 연구한다.� 실질적인 사용

과 교회의 가르침을 위하여 전 시편의 목적,� 메시지 그리고 해석방법을 탐구한다.

TH193� 지혜서 :� � 이론과목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지혜를 조사함으로써 구약의 지혜문학을 소개한다.� 각 책의 목적과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과 각 책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현실적인 지혜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TH189� 선지서 Ⅰ� :� 이론과목

가깝게 연관된 두 선지자의 책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애가서를 연구한다.� 역사적인 배경과 그 내용의 세부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책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 상황을 고찰한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 예언서가 갖는 신학적 목적과

뜻을 중점적으로 본다.�

TH190� 선지서 Ⅱ� :� � 이론과목

에스겔과 다니엘을 조사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다.� 주로 체계적인 본문해

석에 초점을 둔다.� 익숙한 신탁의 유형과 결과로 생겨진 메시지와 그리고 발생하는 신학을 강조한다.� � ●� 선수과

목:� 선지서 I

TH191� 선지서 Ⅲ� � :� 이론과목

선지자들의 기능과 그들 문서의 특별한 해석학을 연구하면서 12권의 소선지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메시지를 분

석한다.� 각 책들의 실질적인 사용과 가르침을 위하여 각 책의 문학적 주장과 신학적 내용에 주점을 둔다.� � ●� 선수과

목:� 선지서 II

TH104� 초급히브리어 :� 이론과목

히브리어 알파벳,� 모음,� 어형,� 그리고 필수적 히브리어 문법을 소개한다.� 기초적 어휘력과 번역에 대한 친숙함을 길러

서 구약성경 해석을 위한 다음단계 과목을 준비한다.�

TH097� 중급히브리어 :� 이론과목

초급 히브리어 과목의 연속이다.�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다.� 주해를 위

해 히브리 문장의 상세한 고찰과 선택된 본문의 독해를 한다.� � ●� 선수과목 :� 초급히브리어

TH003� 고급히브리어 :� 이론과목

중급히브리어의 연속으로 히브리어 문법의 완성이다.� 구문과 어휘단어를 가르치지만 어휘 발전 및 해석에 필수적인 형

태학에 중심을 둔다.� 구약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귀납적 분석을 통하여 문법과 구문론을 다듬는다.� � ●� 선수과목 :� 중

급히브리어

TH202� 구약히브리어강독 :� 이론과목

구약 성서의 내러티브 본문 주해를 위하여 요나서와 룻기를 자세히 독해하면서 해석의 도구와 방법 및 해석학

등을 가르친다.� ●�선수과목 :� 고급히브리어

TH278� 공관복음서 :� 이론과목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공부한다.� 공관복음의 독특한 문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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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론적으로 다루고 공관복음의 특정 본문을 문맥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147� 요한문헌 :� 이론과목

요한문헌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요한문헌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문학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예수의

사역 등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요한문헌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

한다.

TH040� 사도행전 :� 이론과목

사도행전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사도행전의 구조,� 목적,� 배경과 신학을 공부하며 사도행전의 주요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184� 바울서신Ⅰ� :� 이론과목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적 구조,� 주

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

며 적용한다.�

TH185� 바울서신Ⅱ� :� 이론과목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몬서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이 서신들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

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 선수과목:� 바울서신I

TH186� 바울서신Ⅲ� :� 이론과목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이 서신들의 사회적 배경,� 역사

적 정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 선수과목:� 바울서신II

TH034� 목회서신 :� 이론과목

목회서신(딤전,� 딤후,� 딛)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목회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

적 주제,� 바울의 사역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목회서신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

석하며 적용한다.�

TH286� 일반서신 :� 이론과목

일반서신의 한 부분인 야고보서,� 베드로서신,� 유다서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각 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

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등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각 서신의 주요 본문을 문맥 속에

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195� 히브리서 :� 이론과목

히브리서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히브리서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구약

사용 등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히브리서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194� 요한계시록 :� 이론과목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해적 연구과목이다.� 요한계시록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문학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등

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요한계시록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103� 초급헬라어 :� 이론과목

신약성서 헬라어의 기초과정으로 알파벳,� 읽기,� 쓰기를 공부하고 기초문장을 익히기 위해 명사변화,� 정관사 변화,� 형용

사 변화 및 기본적인 규칙동사 변화를 공부한다.

TH096� 중급헬라어 :� 이론과목

신약성서 헬라어의 중급과정으로 규칙동사 및 불규칙동사의 변화 및 대명사 변화 그리고 발전된 문장의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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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다.� ●�선수과목 :� 초급헬라어

TH002� 고급헬라어 :� 이론과목

신약성서 헬라어의 고급과정으로 분사 및 명령법,� 부정사,� 가정법 등을 공부하여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해석하

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선수과목 :� 중급헬라어

TH201� 신약헬라어강독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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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론(syntax),� 본문비평 및 사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한다.� � ●� 선수과목 :�

고급히브리어

TH199� 조직신학Ⅰ� :이론과목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논하며 신학의 개념과 성격,� 신학의 필요성과 분야들,� 신학의 역사,� 신

학의 방법,� 종교와 계시,� 특별계시와 성경,� 성경의 정경성,� 성경의 해석 원리들을 다룬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

일체,�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운다.

TH200� 조직신학Ⅱ� :� 이론과목

기독교 신학의 개론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운다.� 또한,�

핵심교리에 관한 성경 구절을 숙지하여 성경의 진리를 현장에 적용하게 한다.� � � ●� 선수과목:� 조직신학I

ME015� 현대신학 :이론과목

본 과목은 현대신학의 중요한 신학 사상과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강좌로서 특별히 19세기에 일어난 현대신학의 신학적

배경과 20세기의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의 신학을 연구하고,� 성서적 입장에서 비평하며 바른 신학적 방향을 정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TH164� 정통과이단 :� 이론과목

정통 기독교의 측면에서 본 이단의 정의,� 이단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이단들의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독교인

으로 하여금 미혹됨을 방지케 하고자 개설된 과목으로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종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

고 한국에서 발흥한 이단들의 교리들을 기독교 주요 교리적 측면에서 비평함으로써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

키며,�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284� 기독교윤리학개론 :� 이론과목

기독교윤리의 개론적 연구로서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윤리 이론들과 현실에의 적용 방법

등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함으로써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법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법을 알게 한다.

TH288� 기독교사회윤리 :� 이론과목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

에서 이를 이해하고,� 또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제반 윤리적 문제들을 검토하며,� 이에는 가정,� 교회,� 경제와 사회,� 국가와 정치,� 문화,� 환경,� 국제관

계,� 남북문제 등이 있다.�

TH187� 교회사Ⅰ� :� 이론과목

기독교 역사 전반을 다루는 과목으로 세부적으로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을 거쳐 현대교회에 이

르기까지 중요한 사건들과 주요 인물들,� 그들의 사상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과목은 역사를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TH188� 교회사Ⅱ�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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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사의 심화과정으로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내용으로는 청교도운동과 경건주의 운동을 통한 복음주의 운

동의 기원과 발전,� 대각성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영향,� 근본주의논쟁과 신복음주의운동 등을 다룬다.� 복음주의 운동의

주요 인물들과 사상,� 중요한 사건 등을 역사적 흐름 가운데 살펴봄으로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함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선수과목:� 교회사I

TH108� 한국교회사 :� 이론과목

19세기 말 한국에 전래된 개신교회사를 선교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공부한다.� 특히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활동,�

주요인물,� 신학사상,� 교회성장 등을 집중 탐구한다.

TH176� 기독교사상사 :� 이론과목

교회역사를 통해 형성된 기독교 교리 및 사상의 시작과 발전,� 그 영향들을 탐구한다.� 특히 중요한 신학자들의 신학적

공헌을 함께 연구한다.�

TH203� 설교 이론과 실제 :� 이론과목

성경의 초월적 내용들을 신자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돕는,� 신학의 최종적 작업인 설교의 역할을 중시하

고 그 이론과 실제를 다루어 수강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올바른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과목의 목적

이 있다.

TH198� 예배학개론 :� 이론과목

목회의 중심적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들을 밝히고 예배 관련 각론들을 이해하며 그

실제적 인도 및 운영자 등의 소양을 목회적 관련 속에서 갖도록 돕는 데에 과목의 목적이 있다.�

ME008� 선교학개론 :� 이론과목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하며 인간구원을 위한 복음의 유일성을 이해함으로 선교

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선교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이고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ME056� 선교와문화 :� 이론과목

인간문화이해와 그 중요성을 이해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문화가 무의식속에 내면화 되면

타문화를 접하게 될 때 긴장,� 오해,� 충격,�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삶의 법칙인 인간의 문화가 선교현장에서 어

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케 함으로 유능한 복음전도자가 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 선수과목:� 선교학개론

ME006� 선교역사 :� 이론과목

사도행전에서 현재까지 교회확장의 역사를 선교전략의 역사적 발전과 인물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과목의 목적은 21

세기를 향한 선교의 로드 맵을 얻게 하는데 있다.� � ●�선수과목:� 선교학개론

ME029� 선교실습 :� 이론 및 실습과목

선교적 명령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배우고 선교현장에 나가 다른 문화권을 이해의 역량을

높이고 선교사의 삶을 체험하며 사역을 실습함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사역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

도록 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 선수과목:� 선교학개론

ME055� 선교전략 :� 이론과목

문화가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제시 한다.� 복음 전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구조,� 사고형태,� 구어 및 비구어적인 의

사소통,� 의사결정과정 등에 초점을 맞춘다.� ●� 선수과목:� 선교학개론

ME053� 이슬람연구 :� 이론과목

무슬림선교의 주요 장애물들-역사적,� 신학적,� 문화적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며 세계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의 주요핵심

교리를 분석하고 개신교 복음주의신학관점에서 비평한다.� 또한 교회역사를 통해 사용되어온 무슬림 선교모델들을 이해

하며 무슬림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ME012� 전도학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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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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047� 기독교교육개론 :� 이론과목

기독교교육의 목적,� 목적 실현 방법,� 목적 실현의 장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또한 기독교 교육의

역사와 기독교 교육의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정립한다.�

TH197� 주일학교교수법 :� 이론 및 실습과목

주일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 이해를 다룬다.� 또한 다양한 교수법들의 장단점

들을 소개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TH154� 기독교상담학개론 :� 이론과목

심리학적인 상담의 기초이론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 신학의 삶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교회현장에서 부딪치는 인

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한다.�

TH152� 기독교실용음악 :� 이론 및 실습과목

교회의 성도들과 대인관계 역량을 더욱 활발히 나타내며 교류할 수 있고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과목이

다.� 교육전도사로 또는 교회학교 교사와 유치원,� 복지관 복지사로 활동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곧바로 나가서 활용되

어질 수 있도록 짜여진 교육과정이다.

ME043� 선교와음악 :� 이론 및 실습과목

교회의 선교를 목표로 하는 학문으로 교회의 놀이와 선교를 종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종합 음악학으로써 복

음주의 신학과 선교음악을 정립하여 바른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목표로 하며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표현되고 활용할

수 있는 선교음악학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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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기초 1 사회복지개론 -

전공필수

1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 사회복지현장실습

- 사회복지정책론

4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 교육목적

� �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

회복지 전문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1)� 성서적 진리에 기초한 사회복지 전문 지식 습득

� 2)� 섬기는 리더십을 지향하는 사회복지 실천능력 향상

� 3)� 성서적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복지사 태도 및 윤리 함양

‣ 세부전공영역

노인 ․ 장애인 /� 청소년 ․ 아동 /� 의료 ․ 정신보건 /� 가족(건강가정사)�

‣ 졸업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13 6 15 (6) 12 3 27 36 28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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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수

과목명 학점
시간 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공기초 사회복지개론 3 3 0 - - - -

전공필수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2

전공
필수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사회복지실천론 3 3 0 사회복지조사론 3 3 0

지역사회복지론 3 3 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3 0

전공
선택

가족복지론 3 3 0 장애인복지론 3 3 0

사회문제론 3 3 0 노인복지론 3 3 0

기독교사회복지 3 3 0 학교사회복지론 3 3 0

- - - - 의료사회복지론 3 3 0

3

전공
필수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 - - 사회복지현장실습 3 0.5 2.5

- - - - 사회복지정책론 3 3 0

전공
선택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청소년복지론 3 3 0

사례관리론 3 3 0 건강가정론 3 3 0

가족상담및치료 3 3 0 자원개발및관리 3 3 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0 - - - -

4

전공필수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 - - 사회복지행정론 3 3 0

- - - - 사회복지법제론 3 3 0

전공선택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3 0 사회복지세미나2 3 3 0

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선택

2

가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문제론 노인복지론

기독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3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복지론

사례관리론 건강가정론

가족상담및치료 자원개발및관리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4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세미나2

가족정책론 위기개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노인․장애인복지의실제

사회복지심화실습 -

사회복지세미나1 -

전공취업역량강화 -

2.� 학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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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수

과목명 학점
시간 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가족정책론 3 3 0 위기개입론 3 3 0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0 노인장애인복지의실제 3 3 0

사회복지심화실습 3 3 0 - - - -

사회복지세미나1 3 0.5 2.5 - - - -

전공취업역량강화 3 3 0 - - - -

‣ 행정사항

1.�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례관리론은 선택이지만,� 사회복지현장 진로희망자의 경우 반드

시 수강하여야 함.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선택과목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

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영유아보육학과 2학

년 1학기 과목에서 수강)

3.� 사회복지학과의 전공기초(3학점),� 전공필수과목(27학점),� 법정선택과목 중 4과목(12학점)을 포함한 총 42

학점을 이수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자

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

4.� 사회복지학과의 전공기초(3학점)� 및 전공필수과목(27학점)� 이수를 기본으로 한 후,� 전공세부영역 공통이수

과목(9학점)� 및 가족영역의 과목(18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전공세부영역 이수증을 발급 받는 동시에,� 건강가정

기본법 상의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건강가정사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중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 과목은 두 과목 중 한 개만 인정됨.

6.� 세부전공영역별 이수과목 -�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30학점)를 이수하고,� 공통 이수과목을 포함하여 각 영역

별 과목을 이수할 경우 졸업시 세부전공영역 이수증 발급

세부전공영역 이수과목

공통이수 사례관리론,� 위기개입론,� 자원개발및관리

노인․장애인 영역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노인․ 장애인복지의실제

청소년․아동 영역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영유아보육학과 개설과목 수강)

의료․정신보건 영역 의료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치료

가족(건강가정사)�영역

가족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족정책론,�

가족상담및치료 모두 이수 중 2개

이수
18학점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론,�

청소년(아동)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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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비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선수과목을

� � 이수하지 않은

� � 경우 해당과목을

� � 수강할 수 없음

*�단,� 동일학기에

� � 수강하는 경우

� � 선수과목으로

� � 인정함.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 노인 분야 실습인 경우 -�노인복지론

*� 장애인 분야 실습인 경우 -�장애인복지론

*� 청소년 분야 실습인 경우 -�청소년복지론

*� 학교사회복지분야 실습인 경우 -�학교사회복지론

*� 의료 분야 실습인 경우 -�의료사회복지론

*� 정신보건 분야 실습인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심화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조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건강가정론 �가족복지론

‣ 졸업 후 진로

� � 졸업 후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1급 국가고시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진로분야

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

나 병원,�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NGO,� 각

종 상담소와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를 대상

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주

민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외 사회복지법인,� � 각종 협회,� 기업체 사회 공헌

팀 등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원 업무,� 또한 학계나 연구기관에

서의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실습 관련 과목에 대한 안내

1.� 사회복지현장실습(전공필수)�

� � 3학년 2학기 수강과목으로 3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기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실습

하는 과목이다.� 3학년 1학기 중에 실습할 기관을 선정하고 학교를 통해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 실습을 준비하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홈페이지 >>� 이포트폴리오 >>�

전공자료실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현장실습 게시판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심화실습(전공선택)�

� � 4학년 1학기 수강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후,� 새로운 분야에서 실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보

다 깊이 있는 실습 경험을 원하는 경우에 이수하기에 적절한 과목으로,� 3학년 겨울방학이나 4학년 1학기 중

에 실습을 진행하고,� 4학년 1학기에 실습 수업을 이수하게 된다.�

‣ 관련 자격증 정보

1.� 건강가정사

� �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 가정학 ․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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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이어야 하며,� 이는 졸업연도에 상관없이 모

든 졸업생에 적용된다.� 즉 전공학문과 졸업연도에 상관없이「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

이수 요건을 갖춘 경우 건강가정사로 인정된다.

•� 건강가정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서“2010년 건강가정

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 및 인정신청서 양식”,�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amilynet.or.kr)�

“건강가정사 상세안내”� 참고.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쳤을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정신보건전

문요원제도 운영안내”� 내용 참고.

3.� 의료사회복지사

� � 의료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수련지정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한다.� 2008년부

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 협회 회원이 되어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 � 홈페이지(http://www.kamsw.or.kr)에서 “자격관리”� 참고.

4.� 학교사회복지사

� �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복지론을 필수 이수하고,� 아동(청

소년)복지론,� 교육학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혹은 현장

관련 근무 경력 소지자에 한 해 매년 실시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합격 후 20시간의 자격연수

를 받은 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자격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 � (http://www.kassw.or.kr)� 내 공지사항 참고.

5.� 요양보호사

�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정

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총 50시간(이론․실기(42시간),� 실습(8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6.�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 22조 1항에 의거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

이다.� 자격 요건에 따라 시험은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며,� 청소년상담사 검정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 � (http://www.youthcounselor.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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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017� 사회복지개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과 동기,� 사회복지의 가치 및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먼저 이해한 후에,� 사회복지의 방법,� 사회

복지의 다양한 실천분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에 대해 알아본다.

SW03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이론과목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행동 및 인간 발달,� 사회환경 체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

을 학습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을 세 차원 -� 사

회복지 실천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 생태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개인,� 가족,� 사

회,�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생애 주기 이론에 입각해서 본 발달단계와 발달과제 -� 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각각의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SW225� 사회복지조사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조사방법론을 학습한다.� 조사방법의 기초 지식으로 조사방법의 기

본개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 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설문지(질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

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와 설문지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평가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을 다루며,�

질적 조사방법으로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한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사 설계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조사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SW226� 가족복지론 :� 이론과목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 접근 방법,� 구체적 분야에 대한 소개를 통해 다양화되는 가족을 보는 관점을 정립한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가족복지 방법론 및 가족복지서비스와 가족중심의 실천방법들을 소개하여 일반주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능력을 키운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가족들이 당면하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사정과 개입 방안을

탐색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가족문제 실태파악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모색한다.�

SW004� 사회문제론 :� 이론과목

사회문제의 개념,�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먼저 이론적인 제 견해들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그 실태와 원인

을 분석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SW032� 기독교사회복지 :� 이론과목

기독교적 관점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서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모색하여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SW011� 사회복지실천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실천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개인과 가족,�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철학과 가치,�통합적 시각,�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및 과정론,�사회복지

실천대상별 실천모델,�사례관리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SW227� 지역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의 동원 및 조직 방법과 지역사회 내 문제와 욕구의 해결을

위한 방법 및 제반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문제와 욕구의 해결에 관여하는 사회

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개념,� 조직화 개념 인식,� 자원의

분류,� 조직화 활용능력 배양,� 사례소개 및 현장학습으로 조직화 실천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학습을 본 과목의 주요 내

용으로 한다.�

SW224� 장애인복지론 :� 이론과목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의 특성,�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아울러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고찰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하여,�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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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관련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도와 방법론 등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228� 청소년복지론 :� 이론과목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복지욕구와 청소년 문제를 학습하여,� 청소년

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을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청소년기에 대

한 발달상의 특징과 욕구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 정책/제도,� 실천 방법,� 실천현장

과 서비스 등을 학습하고,�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습득한다.

SW229� 학교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 개념,� 국내외 학교사회복지 역사,�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학교 및 학교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학교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실천 관점 및 체계적 실천과정,� 사례관리,� 학교사회복지 관련 영역 및 실제 서

비스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학생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숙

지하고 실제 현장 방문 및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와의 교류를 통한 실질 지식과 마인드를 함양한다.�

SW230� 의료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윤리적 태도를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생리․심리․사회적 관점으로 개인,� 가

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적 개입과 기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수준의 개입을 모두 포괄한다.� 아

울러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의료사회복지실천의 나아갈 방향과 그 전략을 탐색한다.

SW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이론과목

개인과 가족,�집단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모델과 주요 개입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 등을 통해 실천기술을 실제에 활용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선수과목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

SW02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이론과목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

제해결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의 일련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사회문제 해결의 적절한 도구로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

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SW231� 노인복지론 :� 이론과목

노인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본 교과목은 고령화 되어 가

는 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제 문제를 살펴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과 사회정책적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한다.�

SW232�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정신보건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정신장애 예방,� 치료,� 재활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한

지식과 다학제간 팀워크 활동,� 지역사회정신보건 전달체계와 관련 서비스,� 다양한 개입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SW233� 사례관리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관리의 이론과 모델,�실천기법,�단계별 실천과정,�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학습한다.� 그리고 임상적 실천방법과 행정적 방법 및 기술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울러 다

양한 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야별로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208� 사회복지현장실습 :� 이론과목,� 실습과목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훈련하는 것을 기본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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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실습 기관 지도자의 교육훈련과 수퍼비전을 받으며 대학교수의 실습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

다.

●� 선수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실습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론 과목(노인분야

-노인복지론,� 장애인분야-장애인복지론,� 청소년분야-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분야-학교사회복지론,� 의료분야-의료사

회복지론,� 정신보건분야-정신보건사회복지론)

SW205� 건강가정론 :� 이론과목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인 개입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가족지원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건강가족에 대한 실천적 관점에 기독교적 관점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적으로도 건강한

가족을 추구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가족복지론

SW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학습한 이론과 원리를 실제 조사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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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료의 처리 및 해석에 대한 폭넓

은 실무능력을 갖도록 한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본적 통계이론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적자료를 실제로 분석해보게 함으로써 통계적 자료 분석 방법을 익히게 한다.

●�선수과목 :� 사회복지조사론

SW219� 노인․장애인복지의 실제 :� 이론과목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영역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 및 장애인복지 제도와

현행법에 초점을 두어 학습하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204� 가족상담및치료 :� 이론과목

가족상담․가족치료의 개념,�발전과정,�다양한 이론 및 모델에 대해 학습하고,�실천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입기술에

대해 습득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諸)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과목에서는

개인 및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실천기술로서 가족치료의 주요 모델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이를 위하여 가족치료가 기반하고 있는 가족체계이론의 주요개념을 이해하고,�주요 가족치료 모델을 학습,�사례

분석과 역할연습을 통하여 가족치료의 과정 및 기법을 훈련한다.

SW23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목

복지 사회 건설을 지향하여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와 시책들을 통칭한

다.�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원리,� 가치,� 역사 및 형성과정과 주요 쟁점을 다루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현재

국내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사업실천론과 사회복지정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SW012�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이론과목

사회복지의 규범적 토대로서 요구되는 가치,� 윤리이론 및 철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

천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을 목적으

로 한다.� 학생들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윤리적 정향을 파악하는 것을 기초로,� 다양한 윤리이론과 전문직 윤리

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개별,� 가족 및 집단,�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인식

과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적절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토론과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서의 직접적 실천영역과 행정이나 정책 등 간접적 실천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파악,� 해결하기 위한 전문

성을 증진한다.

SW223� 사회복지심화실습 :� 이론과목,� 실습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실천 경험,� 혹은 관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천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폭넓

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며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선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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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18� 자원개발및관리 :� 이론과목

인간봉사조직인 사회복지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및 후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원봉사자 교

육․훈련 및 활용과 관리에 대한 내용,� 후원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SW069� 사회복지세미나1� :� 이론과목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대비,� 합격을 목표로 하여 필수 8과목 중 4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기출문

제를 기반으로 한 실전 대비 문제 풀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가고시 합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진출할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역량 증진을 위한 주요 과목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고,� 시험 실전에 대비하여 자신의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며,� 각 과목들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한다.�

SW235� 사회복지행정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구조와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

요한 이론과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과 구조 및 조직문화와 관련

한 이론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과 현 실태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획

과 의사 결정,�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 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활

용해 본다.� 또한 프로그램의 설계와 평가방법에 관한 지식과 기법을 습득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제로 응용해 보도록

한다.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SW236� 사회복지법제론 :� 이론과목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법의 체계,� 출현 배경과 과정,� 사회복지 법제영역에서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실제적 함의를

제시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 활용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선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

SW211� 가족정책론 :� 이론과목

한국 가족 변화의 특성과 가족정책의 개념 및 범주를 파악하며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모색하면서 건강가

정기본법의 주요쟁점을 통해 가족복지정책을 전망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

족정책의 형성,� 결정,� 실행,� 평가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SW102� 사회복지세미나2� :� 이론과목

졸업 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대비,� 합격을 목표로 하여 필수 8과목 중 4과목(사회복지세미나1에서 다룬 시험

과목 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실전 대비 문제 풀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국가고시 합격

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진출할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역량 증진을 위한 주요 과목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고,� 시험 실전에 대비하여 자신의 미비한 영역을 보완하며,�

각 과목들에 대한 통합적 사고력을 증진한다.�

SW220� 위기개입론 :� 이론과목

현대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학습하

는 과목으로,� 위기이론 및 개입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천재지변,� 죽음과 상실,� 정

신건강,� 사회사업가 소진 등 다양한 위기상황 별 개입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 실습과목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교수와의 상담,� 대학생활 설계,� 진로탐색,�

집단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SW238� 전공취업역량강화 :� 이론과목

예비사회복지사인 3,4학년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 및 전공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이해,� 실무기반 실습과 교

육,� 실질적인 취업 준비 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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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기초 1 유아발달 보육학개론

전공필수

1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2
유아교육과정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3
정신건강 부모교육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4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육세미나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전공선택 2

영아발달 언어지도

아동복지 아동상담

놀이지도 영유아기독교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피아노2

피아노1 -

영유아보육학과

‣ 교육목적

� �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소유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창의적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영유아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유능하게 기능하도록 가치 있는

존재로 교육하는 기독교영유아교사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기독교적 진리에 근거한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지식 함양

2)�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통한 기독교인 영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태도 확립

3)�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영유아교수학습방법 실천가로서의 역량 강화

‣ 세부전공영역

영유아보육(보육교사2급)� /� 장애아통합보육(장애영유아보육교사)� /� 교직(유치원정교사2급)

‣ 졸업 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

교직

교육학문기초 핵심교양 일반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13 6 15 (6) 12 6 18 42 28 22

�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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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3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아동문학 아동건강교육

아동미술 유아사회교육

영유아미디어교육 아동동작

특수아행동지도 특수아진단및평가

피아노3 피아노4

4

보육실습 아동생활지도

아동과학지도 유아수학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기악교육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장애아보육실습

유초연계와방과후지도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 수

과목명 학점
시간 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공기초 유아발달 3 3 0 � 보육학개론 3 3 0

전공필수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2

전공필수
유아교육과정 3 3 0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1 2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전공선택

영아발달 3 3 0 언어지도 3 2 1

아동복지 3 3 0 아동상담 3 3 0

놀이지도 3 2 1 영유아기독교교육 2 1 1

유아관찰및실습 3 1 2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3 2 1

정신지체아교육 3 3 0 피아노2 2 0 2

피아노1 2 0 2 - - - -

3

전공필수
정신건강 3 3 0 부모교육 3 3 0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전공선택

보육과정 3 3 0 보육교사론 3 2 1

아동문학 3 2 1 아동건강교육 3 2 1

아동미술 3 1.5 1.5 유아사회교육 3 3 0

영유아미디어교육 3 1 2 아동동작 3 1.5 1.5

특수아행동지도 3 2 1 특수아진단및평가 3 2 1

피아노3 2 0 2 피아노4 2 0 2

4

전공필수
유아교과교육론 3 1.5 1.5 유아교육세미나 3 3 0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전공선택

보육실습 3 1 2 아동생활지도 3 3 0

아동과학지도 3 2 1 유아수학교육 3 2 1

유아음악교육 3 1.5 1.5 유아기악교육 3 1 2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3 0 장애아보육실습 3 1 2

유초연계와방과후지도 3 2 1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3 2 1

개별화교육프로그램 3 2 1 - - - -

2.� 학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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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

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관찰및행동연구,� 아동생활지

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

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

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운영과관리
1과목(3학점)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교과목 명

본교 개설 및

대체 인정 교과목

개설

학기
학점수 비고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발달 1-1 3 대체인정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2-1 3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2-1 3 대체인정

아동복지 아동복지 2-1 3

유아관찰 및 실습 유아관찰 및 실습 2-1 3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 2-2 3 대체인정

유아사회교육 유아사회교육 3-2 3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3-1 3 대체인정

유아동작교육 아동동작 3-2 3 대체인정

유아건강교육 아동건강교육 3-2 3

부모교육 부모교육 3-2 3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4-2 3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4-1 3

유아과학교육 아동과학지도 4-1 3 대체인정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사론

‣ 행정사항

1.� 보육교사2급자격증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1조

2.�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 :�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2)� 교직과목 23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7학점,� 교육실습 4학점)을 이수

� 3)�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5)� 현장실습 4주 이상

� 6)� 본교 총장 및 교원양성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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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1학기 2학기

2 정신지체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특수교육학개론(교직부 개설)

3 특수아 행동지도 특수아진단및평가

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장애아보육실습,�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전체 8과목 (24학점)� 이상

CC042� 유아교육과정 :� 이론과목

유아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경험을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

를 학습한다.� 다양한 교육과정이론과 현대사회의 변화경향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의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

CC105� 유아발달 :� 이론과목

현대 발달 심리학의 주요 이론과 연구 경향에 중점을 두어 영,� 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

덕적 발달 특성에 대한 최신 연구를 강독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을 탐색한다.� 이와 함께 유아 발달이론과 문화와의 관계성에 관해 모색해 봄으로

써,� 한국사회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는다.� 아동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심

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각 이론의 기본입장과 문제점을 발견한다.� 유사한 발달이론과의 비교분석 및 비판을 시도하고

논쟁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아동을 이해하고 돕는 데 있어서의 공헌에 대해 논의한다.

CC008� 아동복지 :� 이론과목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 면과 이들이 속해있는 사회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아동가족문제와 복지정책의 실태를 통해 아

동가족복지의 필요성 및 쟁점을 이해한다.� 또한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고찰한 후 분야별 국내외의 아동가 족

복지사업과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교해본다.

CC068� 놀이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기 놀이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놀이를 통한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과 환경구성에 관

하여 학습함으로써 놀이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통찰을 획득한다.

CC101� 유아관찰및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목

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찰’� 기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본 과목을 통해 객관적인 행동 연구를

위한 총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다.

3.�장애영유아보육교사(특수보육교사)�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인정을 위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함.

‣ 졸업 후 진로

1.� 영유아 교사 :�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유치원

2.� 장애영유아보육교사 :�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

3.� 영유아관련 기업체 취업 및 유아교육,� 보육,� 아동학,� 아동심리전공 대학원 진학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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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087� 정신지체아교육 :� 이론과목

정신지체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개념,� 특성,�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 원인에 따른 심리적 특성

과 의사소통,� 인지,� 기능적 학업,� 운동성,� 가정 생활,� 자조기술,� 여가,� 직업 및 일반 지역사회 기술 등의 영역에서 학습

자 중심의 교수 방법을 알아본다.� 더 나아가 최근의 효과적인 교육적 조치 및 교육 방법을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장애

정도별로 모색한다.

CC103�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이론과 실습과목

예비 교사들이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들을 살펴보며,� 교재 교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작,�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영유아교육 및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연령과 주제,�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를 제작,� 활용,� 평가한다.�

CC106� 영아발달 :� 이론과목

영아의 발달과 관련된 전반적인 최근 영아 이론과 영아 대상 연구의 방법과 상호작용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정

상발달과 이상발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영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영아의 발달적 개인

차와 발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족과 영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 것에 초점

을 맞춘다.�

GE398� 보육학개론 :� 이론과목

보육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와 동서양 보육사업의 변천사,� 보육유

형,� 보육프로그램,� 영유아 건강 및 영양,� 안전지도,� 보육 방법 및 평가,� 보육환경구성,�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

관리,� 보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CC069� 언어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기 언어발달의 특징을 최근 연구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언어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C066� 아동상담 :� 이론과목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모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및 아동 상담

자로서의 자질과 기술,� 능력을 기른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의 심리적 접근으로서 상담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CC012� 영유아기독교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기독교인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교육의 개념,� 목적,� 성경적 근거를 학습하고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서 영유아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며 실제 영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함양한다.

CC086�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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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습한다.

CC077� 정신건강 :� 이론과목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들의 정신건강 이상과 관련된 행동 및 정신 병리적 증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

득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팀 접근의 기초를 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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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급 현장에서의 대처 방안의 실제를 습득한다.

CC076� 보육과정 :� 이론과목

보육과정의 최근 변화경향을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다양한 보육과정의 유형을 탐색한 후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한다.

CC037� 아동문학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를 위한 문학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를 탐색함으로써 영유아의 삶에 미치는 문학의 영향력에 관한 심도

깊은 통찰을 획득한다.� 영유아교육현장에서 질 높은 아동문학을 활용한 문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심미적

발달과 정서적 능력의 발달을 도모한다.

CC075� 아동미술 :� 이론과 실습과목

유아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인 유아미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 증진을 위

한 창의적인 미술교육 활동을 배우게 될 것이다.� 특히,� 발달적으로 적합한 미술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

여 다룬다.� 미술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과정을 다루는 동시에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CC114� 영유아미디어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다양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영유아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리 사회

와 영유아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탐색하여,� 교수학습을 위한 적용점을 모색할 것이다.�

예비유아교사로서 교수법과 미디어 제작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기술을 학습할 것이다.� � 영유아기의 미디어 과몰입 및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이룬다.

CC089� 특수아행동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과 문제 행동의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

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수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고전적 행동 수정과 최근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는

이론적 바탕 하에,� 실제 학급 상황에서의 행동지도의 실제를 재조명해본다.

CC071� 부모교육 :� 이론과목

영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부모 및 가족관련 요인들에 관하여 탐색하고 현대사회 영유아교육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최선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C095� 보육교사론 :� 이론과 실습과목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영유아 교원교육과정에 관하여 탐색하고 자질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정체

성 확립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사고과정과 지식형성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CC070� 아동건강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교육 현장에서의 건강,� 영양,� 안전과 관련된 이론을 기초로 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

로서의 역할을 다룬다.�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보건 및 위생학에 관한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영유아의 건강,� 영양,� 안

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C083� 유아사회교육 :� 이론과목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 경향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문화,� 환경,� 역사,� 지리,� 시민교육 등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학습하고 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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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개발한다.

CC107� 아동동작 :� 이론과 실습과목

유아를 위한 동작교육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유아동작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 후에 적절한 교재교구를 활

용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기른다.

CC108� 특수아진단및평가 :� 이론과 실습과목

특수아동의 이해에 근거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표준화검사,� 관찰과 면접,� 대안적인 평가,� 교육과정

중심 측정의 이해와 적용 등 진단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수집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다루고,� 전문가 및 부모들과 평가 자료를 종합해서 나누는 방법이 제시된다.�

TE015� 유아교과교육론 :� 이론과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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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

한다.�

CC041� 보육실습 :� 실습과목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장실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생의 자세,� 보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

영,� 문제행동과 생활지도 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성공적인 보육교사의 자질을 함양한다.

CC109� 아동과학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유아 과학 교육 과정 분야에 관련된 발달 이론과 연구를 다룬다.� 유아 과학교육에 대한 기초 개념과 기술을 학습하며,�

체험에 기초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교수 실제를 경험한다.

CC024� 유아음악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통합적인 음악교육에 기초한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음악 감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키

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

CC074�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이론과목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한 이론을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탐색하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의 발달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CC115� 유초연계와방과후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학령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질 높은 유초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방과후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과 실천적 측면을 학습한다.�

CC09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 이론과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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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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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019� 유아교육세미나 :� 이론과목

영유아교육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최근 이슈들을 이론적 측면과 현장적용 측면에서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영

유아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능력을 기른다.

CC072� 아동생활지도 :� 이론과목

영유아 학급에서의 긍정적 생활 지도에 필요한 이론 및 전략을 학습하고 실제 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례를 수집․분
석함으로써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한다.� 개별 영유아와 집단의 일원으로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생활지도 전략을 탐색한다.� 긍정적인 생활지도의 원리,� 기술 및 가족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CC110� 유아수학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수학교육의 이론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수학적 지식,� 인식,� 태도를 익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학교육 활동

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수학습능력을 습득한다.

CC111� 유아기악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유아들은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고,� 많은 소리들에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악기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접 치고 두드리고 불어보고 소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며,� 합주가

가능한 리듬악기를 유아들이 함께 합주함으로 어울림의 즐거움 및 협동심을 증진 시키고 타 학습활동과 연계된 다양

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음악연주를 위한 기초 음악이론의 학습,� 각종 리듬(타)악기로 리듬치기,� 선율악기의 동

요 멜로디 연주 및 피아노로 배우는 동요반주를 학습한다.

CC088� 장애아보육실습 :� 실습과목

개별화교육프로그램안 작성과 학급 내에서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장애아동 교수 관련 실제 과정들을 장애아 통합보

육시설에서 실습함으로써,� 장애아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함양한다.�

CC112�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이론과 실습과목

특수아동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

보고,� 특수아동이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특성들을 알아본다.� 이를 근거로 장애아동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계획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담과 가족지원 전략 등을 모색한다.

CC032� 피아노 1� ~� 4� :� 실습과목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열 손가락을 훈련하여 피아노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이다.� 피아노 연주를 잘하기 위해

서는 긴장되지 않고 이완된 상태로 어깨와 팔,� 손목을 바르게 사용하는 posture,� 레가토 및 스타카토 등의 적절한

아티큘레이션 실행을 위한 touch,� 열 손가락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fingering,� 아름답고 정확한 피아노 연주를 위한

music� theory의 학습이 포함된다.� 피아노1은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손가락 사용을 위한 기초연습곡의 학습,� 피아노2

는 악보를 피아노로 연주하기 위한 독보 능력 및 fingering에 중점을 둔 연습곡의 학습,� 피아노3은 기본 연습곡 과정

을 마치고 왼손과 오른손의 균형을 잡아 멜로디와 화성의 구조를 갖는 중급 연습곡의 학습,� 피아노4는 명곡 작곡가들

의 초기 소나타 및 소품들을 연주하며 감정의 표현을 음악적으로 연주하는 학습이 각각 이루어진다.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영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이해

하고,� 다양한 진로에 따른 직무와 역할을 살펴본다.�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진로 탐색,� 진로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 주

도적 진로개발을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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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기초 1 창의설계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전공필수

1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2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3
소프트웨어공학 운영체제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4
종합설계1 종합설계2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전공선택
/

자유선택
2

자료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알고리즘설계및분석

웹프로그래밍 컴퓨터구조

인터넷보안 데이터베이스

이산수학 공학윤리

- 컴퓨터네트워크설계

- 공업수학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교육목적

� �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기반으로 컴퓨터

와 소프트웨어 이론과 활용에 있어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추어 급변하는 21세기 IT�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 아니라 IT� 기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IT�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1)�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과 실무 능력 배양

� 2)� 기독교 진리 탐구를 통한 윤리의식 함양

� 3)� 국제공인 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능력 배양

‣ 세부전공영역

소프트웨어개발 기술 /� 정보처리 기술 /� 웹기반 기술 /� 컴퓨터네트워킹 /� 정보화 교양

‣ 졸업 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13 6 15 (6) 12 6 15 45 28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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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험 설계 이론

실습/
실험 설계

1

교양MSC 생명과학의이해 3 3 0 0 - - - - -

전공기초 창의설계 3 0 0 3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3 1.5 1.5 0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P 0 1 0 미래설계상담 P 0 1 0

2

전공MSC 이산수학 3 2 1 0 확률과 통계 3 2 1 0

전공필수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3 2 1 0 - - - - -

미래설계상담 P 0 1 0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선택

자료구조 3 2 1 0 공업수학 3 3 0 0

인터넷보안 3 2 1 0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3 1.5 1.5 0

웹프로그래밍 3 1.5 1.5 0 데이터베이스 3 1 1 1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3 1.5 1.5 0 컴퓨터구조 3 3 0 0

- - - - 컴퓨터네트워크설계 3 1 2 0

- - - - - 알고리즘설계및분석 2 1 1 0

- - - - - 공학윤리 3 3 0 0

3

전공MSC 기초물리학 3 3 0 0 기초물리학실험 3 1 2 0

전공필수
소프트웨어공학 3 2 1 0 운영체제 3 2 1 0

미래설계상담 P 0 1 0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선택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 2 0 1 객체지향분석및설계 3 1 1 1

멀티미디어응용 3 2 1 0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3 1 1 1

모바일 프로그래밍 3 1.5 1.5 0 XML응용 3 1.5 1.5 0

컴파일러 3 2 1 0 차세대 S/W기술 3 3 0 0

데이터베이스설계 및 실습 3 1 1 1 웹시스템설계및개발 3 1 1 1

4

전공필수
종합설계1 3 0 0 3 종합설계2 3 0 0 3

미래설계상담 P 0 1 0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선택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3 2 1 0 인턴쉽1 3 0 3 0

컴퓨터소프트웨어고급세미나 3 2 1 0 인턴쉽2 3 0 3 0

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 확률과통계

3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 설계 및 개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멀티미디어응용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모바일프로그래밍 차세대 S/W기술

컴파일러 XML응용

기초물리학 기초물리학실험

4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인턴쉽1

컴퓨터소프트웨어고급세미나 인턴쉽2

컴퓨터시뮬레이션 인턴쉽3

프로젝트관리론1 인턴쉽4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임베디드시스템

인공지능 HCI

- 프로젝트관리론2

- 디지털영상처리

2.� 학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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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과목 선수과목

1학년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창의설계

2학년

자료구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컴퓨터네트워크 설계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이산수학 공업수학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험

설계 이론 실습/
실험

설계

컴퓨터시뮬레이션 3 2 1 0 인턴쉽3 3 0 3 0

프로젝트관리론1 3 3 0 0 인턴쉽4 3 0 3 0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1 2 0 임베디드시스템 3 2 1 0

인공지능 3 2 1 0 HCI 3 2 1 0

- - - - - 프로젝트관리론2 3 2 1 0

- - - - - 디지털영상처리 3 1 2 0

구분 교과목

전공

주제

조건 설계과목 12학점 이상 포함하여 단일전공에서 66학점 이상 이수

설계과목
창의설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 객체지향

분석및설계,�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종합설계1,� 종합설계2

MSC

조건 MSC과목(수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

MSC과목 생명과학의이해,� 공업수학,� 이산수학,� 확률과통계,� 기초물리학,� 기초물리학실험

*� 생명과학의이해는 기초교양교육에 개설된 과목임

‣ 행정사항

1.�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단일전공만 해당)

2.� 국제공인자격증 취득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분야 관련 자격증

프로그래밍 OCJP,� OCBCD,� OCWCD,� MCSD,� MCPD-WD,� MCPD-EAD�등

네트워크 CCNA,� CCNP,� CCIE� 등

데이타베이스 OCA,� OCP,� OCM�등

보안 CISA� 등

서버 MCSE,� MCTS,� MCITP-SA,� MCITP-EA,� RHCE,� OCSA,� OCNA� 등

관리자 OCSA,� OCNA�등

�

3.�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 -� � 3학년 수료 후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 취득 자격이 주어지며,� 졸업 전

취득 가능

‣ 선수과목

�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는 전공과목에 따라 선수과목제도를 운영한다.� 전공과목 수강 신청 시 선수과목 이수

여부를 담당교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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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과목 선수과목

컴퓨터구조 자료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알고리즘설계및분석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이산수학

확률과통계 이산수학,� 자료구조

3학년

소프트웨어 공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멀티미디어응용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모바일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컴퓨터네트워크설계

컴파일러 확률과 통계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웹시스템설계및개발 소프트웨어공학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소프트웨어공학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차세대S/W기술 소프트웨어공학,� 모바일프로그래밍,� 인터넷보안

XML응용 웹프로그래밍

기초물리학실험 기초물리학

4학년

종합설계1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종합설계2 종합설계1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컴퓨터소프트웨어고급세미나 차세대S/W기술

컴퓨터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공학,� 확률과통계

프로젝트관리론1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 객체지향분석및설계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인공지능 생명과학의이해,� 기초물리학실험,� 멀티미디어응용,� 객체지향분석및설계

인턴쉽1,� 2,� 3,� 4� 종합설계1

임베디드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HCI� 인공지능

프로젝트 관리론2 프로젝트 관리론1

디지털영상처리 멀티미디어 응용

IC097� 창의설계 :� 설계과목

공학의 기본 설계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컴퓨터공학과 접목된 설계 지식을 배운다.� 또한 풀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나누고 플로우 차트와 수도코드를 작성하여 공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이 과목을 통하여 공학 지식을 기반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창조적인 공학설계 능력을 함양하고 차

‣ 졸업 후 진로

� � IT� 기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IT�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

과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 분야도 매우 다양하다.� LG� 일렉트로닉스,� LG� CNS,�

KT� 등 대기업,� NHN� 등의 IT� 기업,� 농협 IT본부 등 금융계 기업,� 네오위즈 게임즈,� 무브게임즈 등 게임기업,�

한국기아대책기구 등 NGO� 등에서 R&D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계속적인 학문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회사 창업 등

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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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IT� 복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IC106�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 이론과목,� 실습과목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향 개념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Java와 c언어 등을 이용한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인 캡슐화,� 다형성,� 상

속에 대해 배우고,� 클래스 계층,� 제어문,� 메시지 전달,� 오버로딩,� 동적 바인딩 및 추상적 자료형 등을 포함한다.� 본 학

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Java와 C� 언어와 같은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

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

표를 둔다.� � ●�선수과목:� 창의설계

MS001� 공업수학 :� 이론과목

공학의 기초 과목이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미분방정식,� �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 Fourier� 변환,� 편미분,� 복소

수 등을 포함한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수학적 이론을 공부하여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기초가 잘 정립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차세대 IT� 전문가가 될

것이다.

IC098� 미래설계상담

한국공학인증원에서 규정한 “공학인증”� 획득과 관련된 필수과목으로서,� 공학도의 향후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취업,�

교양,�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수강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목표로 한다.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이론과목,� 실습과목

현재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 기술 중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이터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TCP/IP� 프로토콜과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학습하며 UTP� 케이블을 이용한 스트레이트/크로

스 케이블을 만들고 IP� 주소를 규모에 맞게 할당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실제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라우터를 설정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통신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실제로

LAN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산업 현장이나 IT� 선교를 낙후 지역으로 갈 때에 네

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IC059� 자료구조 :� 이론과목,� 실습과목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결합시킨 것을 프로그램이라 말하는데,� 원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구

성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의 성능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본 과목을 통

하여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연마하여 차세대 IT전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 ●�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

밍기초

IC107�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 이론과목,�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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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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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되

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 ●� 선수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

IC020� 인터넷보안 :� 이론과목,�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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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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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를 이용하여 암호화 관련 실습을 한다.� 또한 사용자 인증,� 전자 메일 보안,� IP� 보안,� 웹 보안 등의 네트워크 보안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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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악성 소프트웨어,� 침입자단,� 침입탐지 등과 같은 시스템보안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이다.

IC015� 웹프로그래밍 :� 이론과목,� 실습과목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 정보 검색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

초적인 HTML�뿐만 아니라 Javascript� 등을 학습하여 web�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MS002� 이산수학 :� 이론과목,�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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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IT� 전

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 선수과목 :� 공업수학

IC109� 컴퓨터네트워크설계 :� 이론과목,� 실습과목

TCP/IP� 프로토콜과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학습하며 UTP� 케이블을 이용한 스트레이트/크로

스 케이블을 만들고 IP� 주소를 규모에 맞게 할당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실제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

크를 구축하고 라우터를 설정하고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통신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해 실제로

LAN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산업 현장이나 IT� 선교를 낙후 지역으로 갈 때에 네

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 선수과목 :�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MS001� 공업수학 :� 이론과목

공학의 기초 과목이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미분방정식,� � Laplace� 변환,� Fourier� 급수,� Fourier� 변환,� 편미분,� 복소

수 등을 포함한다.� 본 교과목을 통하여 수학적 이론을 공부하여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기초가 잘 정립되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차세대 IT� 전문가가 될

것이다.

IC040� 컴퓨터구조 :� 이론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의 구조를 주

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확장/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구조의 기본 이론과 성능 평가 방법을 습득한다.� � ●� 선수과목 :� 자료구조

IC108�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 이론과목,� 실습과목

JAVA� 와 C#� 프로그래밍 언어는 단순한 콘솔 응용 프로그램부터 인터넷 및 분산 환경 시스템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서 객체지향적인 특성을 지원하며 다양

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고 폼

과 컨트롤,� 대화상자,� 메뉴 등에 대하여 학습하여,� 다양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선

수과목:� 객체지향프로그래밍1

IC1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 이론과목,� 실습과목

일반적 알고리즘,� 알고리즘 패러다임,� 자료구조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 또한 알고리즘 의 성능분석 기법과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룬다.

●� 선수과목:� 자료구조

IC067� 데이터베이스 :� 이론과목,� 실습과목,� 설계과목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이론,� 특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베

이스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요구분석 및 설계과정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현업에서 사용

하는 MS� SQL등의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이용하여 실제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봄으로써 현장

감각을 익히게 되며,� 데이터베이스 영어 강좌를 통한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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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자료구조,� 이산수학

IC078� 공학윤리 :� 이론과목

유.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사회에서는 익명성,� 빠른 전달 속도,� 대량 복제의 용이성 등의 인터넷 특성 때문

에 산업사회에 비해 보다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

분배,� 유통,� 이용하는데 있어 좀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강좌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세계와 인터넷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개념인 정보사회에서 공학윤리에 대해 학습하여 건

전한 윤리의식이 형성되도록 한다.

MS003� 확률과통계 :� 이론과목,� 실습과목

기본적인 확률개념을 랜덤 변수 및 랜덤 프로세스로 확장하여 이를 응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컴퓨터 분

야에서 적용되는 확률적 접근 방법을 학습한다.� ●� 선수과목:� 이산수학,� 자료구조

IC072� 소프트웨어공학 :� 이론과목,� 실습과목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시스템 개발자가 자신의 비전을 구축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표준적이고 이해

하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는 메

카니즘을 제공해 준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후,�

UML의 줄기를 이해하고,� 다이어그램의 작성 능력과 객체지향분석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 선수과목:� 객체지향프로

그래밍2

MS004� 기초물리학 :� 이론과목

자연 현상을 관찰,� 이해하고 응용하기 위해 물리학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과학지식과 개념 및 방법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 소개한다.� 본 강의는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탈피하고,� 생활 과학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며 실용성

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기초가 단

단한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될 것이다.�

IC056�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 이론과목,� 실습과목,� 설계과목

DB� 시스템의 개념,� 데이터 모델,� DB� 설계,� 무결성,� 제약조건,� SQL질의 등의 전반적인 DB� 이론과 이러한 이론들을 구

현해 볼 수 있는 DB� 활용 기법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SQL기반 고급 질의 기법,� DB와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통합 기

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현업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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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도자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 ●� 선수과목 :� 데이터베이스

IC11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 이론과목,� 설계과목

TCP와 UDP의 개념과 .Net� 환경에서 소켓,� 네트워크 스트림,� 다중 쓰레드 관리 기법와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을 기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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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

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 선수과목:�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IC112� 멀티미디어응용 :� 이론과목,� 실습과목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을 복습하고,� 이를 음성 신호 처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동작 구현을 통하여 동작 원리를 이해

하고 간단한 음성 인식기를 구현한다.� 강의 주제는 음성 신호의 특성 분석,� 음성 신호의 특징 추출 방법,� 음성 인식

기술,� 음성인식 시스템의 구현 방법 등을 포함한다.� ●�선수과목 :� 웹프로그래밍,� 자료구조

IC075� 모바일프로그래밍 :� 이론과목,� 실습과목

Windows� CE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Win32� 모바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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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오디오와 비디오 플레이어 개발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선수과목:� 객체지향프로그래밍2,� 컴퓨터네트워크 설계

IC113� 컴파일러 :� 이론과목,� 실습과목

컴파일러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각 단계인,� 어휘분석,� 구문분석,� 코드생성 등의 이론을 학습한다.� 아울러,� 이론적 내

용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 구축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실습할 예정이다.� � ●� 선수과목:� 확률과통

계

MS005� 기초물리학 실험 :� 이론과목,� 실험과목

저학년 학생들에게 기초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실험을 수행하게 한다.� 실험은 측정,� 운동,� 진동,�

그리고 열적현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본 과목을 통해 수강생들은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IT�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 선수과목 :� 기초물리학

IC114� 웹시스템설계및개발 :� 이론과목,� 실습과목,� 설계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웹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웹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웹시스템의

기본 개요와 웹 개발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웹시스템 개발 기술 (JSP)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말 프로

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 ●�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IC066� 운영체제 :� 이론과목,� 실습과목

컴퓨터의 중요 구성요소인 프로세서,� 메모리,� 파일 관리 등의 운영체제의 전반에 걸친 이론을 소개하고 이론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한 실습을 한다.� 프로세스 및 쓰레드와 CPU� 스케쥴링,� 프로세스 동기화,� 교착상태,� 주기억장치와 가상

메모리,� 파일 시스템과 입출력 시스템 등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리눅스 운영체제상에서 대용량

데이터(big� data)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Java기반의 오프소스 프레임워크인 Hadoop을 이용하여 정상 트래픽과 비

정상 트래픽을 수집하고 측정 및 분석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 ●� 선수과목:� 컴퓨터 구조

IC115� 객체지향분석및설계 :� 이론과목,� 실습과목,� 설계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UML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객체지향

분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본 학습을 통하여 UML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객체지향 분석하고 설

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IC116�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 이론과목,� 실습과목,� 설계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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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네트워크프로그래밍

IC117� 차세대 S/W기술 :� 이론과목

차세대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로 주목받는 1)�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2)� 온라인 3D� 게임엔진,� 3)� 컴포넌트 기

반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위의 기술들에 대한 기본 개요를 공부한 후,� 한가지 주제를 정해 세미

나를 진행하고 소논문을 작성할 것이다.

●�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모바일프로그래밍,� 인터넷보안

IC022� XML응용 :� 이론과목,�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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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작동하는가,� XML과 관련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단순한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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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부터 웹 페이지에 XML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는 여러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XML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XML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선수과목 :� 웹프로그래밍

IC118� 종합설계1� :� 설계과목

6학기동안 IT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터득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분석 및 설계를 한다.�

●� 선수과목 :�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 객체지향분석및설계

IC119� 종합설계2� :� 설계과목

각종 시스템 해석,� 설계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계프로젝트를 정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직접 적용하여 보도록 한다.� � ●� 선수과목 :� 종합설계1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 이론과목,� 실습과목

시스템 프로그램을 주제로 유닉스 시스템 기반의 파일,� 입출력,� 프로세스,� 통신 등에 관련된 프로그래밍기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프로그래밍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

스템 프로그래머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매우 부족하고 산업체에서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 강좌는 IT� 업계의 영향

력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수강해야 할 의미 있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 ●� 선수과목 :고급윈도우프

로그래밍

IC120� 컴퓨터소프트웨어고급세미나 :� 이론과목,� 실습과목

유비쿼터스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 인터넷과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mobile환경으로 빠르게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 모바

일 영역과 멀티미디어 영역의 핵심기술,� 개발환경,� 표준화,� 발전전망 및 활용분야등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복음전도자로서의 IT전문인 양성을 하기 위한 본 강좌의 주요내용은 무선인터넷과 유비쿼터스 환경,� 이동 통신

기술과 모바일 정보기기,� 무선인터넷 프로그래밍,� 모바일 플랫폼 프로그래밍,� 모바일 컨텐츠와 디지털 미디어 기술,� 사

운드 및 비디오 처리기술,� 모바일 2D/3D� 그래픽스 기술,� 멀티미디어 메세징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 및 미래의 모바일 멀티미디어에 관하여 학습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

근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 동향에 관련한 세미나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감각을 넓혀서 차세대 IT� 전문 사역인으로서

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함에 목표를 둔다.� � ●� 선수과목:� 차세대S/W기술

IC121� 컴퓨터시뮬레이션 :� 이론과목,� 실습과목

이산형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초적인 이론 및 지식을 가르치며,� 이를 바탕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언어를 이용한 응

용 모델링 방법과 교육/연구용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방법 및 사례를 교육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선수과목:� 소프트웨어공학,� 확률과통

계

IC087� 프로젝트관리론1�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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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에서 IT�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닦는 과정이다.

●� 선수과목:�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 객체지향분석및설계

IC088� 프로젝트관리론2� :� 이론과목,�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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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에도 요구사항 관리,� 범위 관리,� 위험관리,� 형상 관리,� 변화관리 등에 대해서 실습하고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IT� Service�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심화과정이다.� � ●� 선수과목:� 프로젝트

관리론1

IC122�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 이론과목,� 실습과목

"소프트웨어 공학"과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교과목에서 학습한 객체지향 방법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분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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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현을 실습한다.� � ●�선수과목:� 객체지향분석및설계

IC123� 인공지능 :� 이론과목,� 실습과목

인공지능의 개요와 다양한 응용영역을 학습한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지식 표현,� 지식구성 및 조작,� 인식 및 전달,�

지식 습득,�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 등을 포함한다.� 본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인공 지능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선수과목:� 생명과학의이해,� 기초물리학실험,� 객체지향분석및설계,� 멀티미디어응용

IC063� 인턴쉽1� :� 실습과목

소프트웨어공학론에 입각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수

강생들은 인턴사원으로 기업에 파견되어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실무 프로젝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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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설계1

IC064� 인턴쉽2� :�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초로 하여 기업에서 인턴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 지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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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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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설계1

IC083� 인턴쉽3�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초로 하여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기업에서의 향후 진행될

인턴쉽을 보다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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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설계1

IC084� 인턴쉽4� :�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초로 기업에서의 향후 진행될 인턴쉽을 연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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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설계1

IC124� 임베디드시스템 :� 이론과목,� 실습과목

임베디드시스템의 기본 개요 및 관련 기술을 학습한다.� 특히,� 임베디드시스템의 핵심요소인 운영체제로서 리눅스 시스

템을 활용할 것이며 학생들은 리눅스 개발 환경 설정,� 리눅스 커널 프로그램과 장치 드라이버,� 네트워크 드라이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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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학습할 것이다.

●� 선수과목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래밍

IC125� HCI� :� 이론과목,� 실습과목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법들을 학습하며 이를 GUI(Graphic� User� Interface)� 프

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선수과목:� 인공지능

IC126� 디지털영상처리 :� 이론과목,� 실습과목

디지털 영상신호의 생성원리와 영상정보를 조작,� 처리,� 향상,� 보정,� 해석 및 인식하는 기술의 원리를 배운다.� 이를 기

반으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최신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에 대한 개념,� 영상압축,� 영상인식 및 영상 해석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인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 선수과목:� 멀티미디어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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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전공기초

1

인간과건강 간호학개론

- 기초간호과학I

- 의사소통론

2

인간성장과발달 영양과식이

기초간호과학II 약리학

기초통계학 건강증진과보건교육

전공필수

1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2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건강사정및실습 기본간호학및실습Ⅱ

기본간호학및실습I 임상실습I

3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성인간호학I 성인간호학III

성인간호학II 성인간호학IV

간호학과

‣ 교육목적

� �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 양성이라는 본교 교육 목적 아래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 및 회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인성과 영성을 기반으로 간호과학 및 인접 학문에 근거한 창의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간

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 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 2)� 다양한 교양지식,� 전공지식과 간호술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 3)�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자 및 타 전문분야 간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 4)� 대상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분야와 협력한다.

� 5)� 간호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시 다양한 사고기술을 적용한다.�

� 6)� 전문직 간호직업관을 확립한다.

� 7)�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8)� 근거기반 간호실무 수행을 위해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한다.

� 9)�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응한다.

10)�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졸업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영어

교육

전공교육
자유

선택학문

기초

핵심

교양

일반

교양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13 6 15 (6) 12 23 65 6 0

‣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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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공
기초

인간과건강 2 2 0 간호학개론 3 3 0

- - - - 기초간호과학Ⅰ 3 3 0

- - - - 의사소통론 2 2 0

전공
필수 간호진로설계 P 0 1 간호진로설계 P 0 1

2

전공
기초

인간성장과발달 2 2 0 영양과식이 2 2 0

기초간호과학Ⅱ 3 3 0 약리학 2 2 0

기초통계학 2 2 0 건강증진과보건교육 2 2 0

전공
�필수

간호진로설계 P 0 1 간호진로설계 P 0 1

건강사정및실습 3 2 2 기본간호학및실습Ⅱ 3 2 2

기본간호학및실습Ⅰ 3 2 2 임상실습Ⅰ 1 0 3

전공
선택

병태생리학 3 3 0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2 2 0

이수구분 학년 1학기 과목명 2학기 과목명

여성건강간호학I 여성건강간호학II

아동간호학I 아동간호학II

임상실습II 지역사회간호학I

- 정신간호학I

- 임상실습III

4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성인간호학V 임상실습V

성인간호학VI 보건의료법

지역사회간호학II -

정신간호학II -

간호관리학 -

임상실습IV -

전공선택

2 병태생리학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3

간호학연구 간호세미나

근거기반간호 -

국제간호의이해 -

보완대체요법 -

간호상담심리 -

4

시뮬레이션실습I 선택실습

- 시뮬레이션실습II

- 노인간호학

- 영적간호

- 간호리더십

- 중환자관리

- 응급및재해간호

- 만성질환자관리

- 재활간호

- 호스피스간호

2.� 학년별 교육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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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교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3

전공
필수

간호진로설계 P 0 1 간호진로설계 P 0 1

성인간호학Ⅰ 2 2 0 성인간호학Ⅲ 2 2 0

성인간호학Ⅱ 2 2 0 성인간호학Ⅳ 2 2 0

여성건강간호학Ⅰ 2 2 0 여성건강간호학Ⅱ 3 3 0

아동간호학Ⅰ 3 3 0 아동간호학Ⅱ 2 2 0

임상실습Ⅱ 4 0 12 지역사회간호학Ⅰ 2 2 0

- - - - 정신간호학Ⅰ 2 2 0

- - - - 임상실습Ⅲ 6 0 18

전공
선택

간호학연구 2 2 0 간호세미나 2 2 0

근거기반간호 2 2 0 - - - -

국제간호의이해 2 2 0 - - - -

간호상담심리 2 2 0 - - - -

보완대체요법 2 2 0 - - - -

4

전공
필수

간호진로설계 P 0 1 간호진로설계 P 0 1

성인간호학Ⅴ 2 2 0 임상실습Ⅴ 2 0 6

성인간호학Ⅵ 2 2 0 보건의료법 2 2 0

지역사회간호학Ⅱ 3 3 0 - - - -

정신간호학Ⅱ 3 3 0 - - - -

간호관리학 3 3 0 - - - -

임상실습Ⅳ 6 0 18 - - - -

전공
선택

시뮬레이션실습I 1 0 2 선택실습 3 0 9

- - - - 시뮬레이션실습Ⅱ 1 0 2

- - - - 노인간호학 2 2 0

영적간호 2 2 0

- - - - 간호리더십 2 2 0

- - - - 중환자관리 2 2 0

- - - - 만성질환자관리 2 2 0

- - - - 재활간호 2 2 0

응급및재해간호 2 2 0

- - - - 호스피스간호 2 2 0

NU001� 건강사정및실습 :� 이론 및 실습 과목

‣ 졸업 후 진로

1.�취득 자격 :�간호사,� NCLEX-RN,�보건교육사,�대학원 진학 후 전문간호사(조산사ž정신ž마취ž보건ž가정간호사 등)�

2.� 취업 및 진로 :� 대학 및 종합병원,� 병ž의원 간호사,� 대학연구소 연구원,� 보건소 간호사(공무원),� � 대학 교

수,� 국공립 보건의료기관 간호사,�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창업,� 방문간호센터 창업,� 산업체 보건실 산업간호사,�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기기 관련회사,� 사회복지관,� 119구급센터 간호사(소방공무원),� 보육시설 간호사,�

NCLEX-RN� 시험응시를 통해 미국 등 해외간호사 등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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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력과 신체 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양상별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정상과 비정상 상

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NU002� 기본간호학및실습 I� :� 이론 및 실습 과목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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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003� 병태생리학 :� 이론 과목

질병발생의 원인 및 발생과정에 관한 기본개념을 습득하고 질병발생 기전을 이해한다.� 또한 질병의 증상,� 증후,� 합병

증,� 진단방법 및 치료원칙 등에 관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NU004� 영양과식이:� 이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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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요

법을 학습하여 이를 간호과정에 적용한다.

GE596� 기초통계학 :� 이론 및 실습 과목

통계학과 역학의 기본개념 과 간호학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통계기법의 계산방법과 분

석한 결과의 해석방법을 익히는데 있다.

NU006� 기본간호학및실습 II� :� 이론 및 실습 과목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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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007�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 이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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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으로는 간호과정과 근거중심간호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중심학습방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탐색하고 적용

하며 실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 기술 등이다.

NU008� 임상실습I� :� 실습 과목

출생으로 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단계별 건강특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

로 건강사정 및 간호과정의 기본적 기술습득을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선수과목:� 건강사정 및 실습

NU009� 건강증진과보건교육 :� 이론 과목

건강,� 건강증진,� 질병예방의 개념을 비교하고 건강행위이론을 이해함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사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건

강증진 프로그램의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보건교육,� 상담,� 교육의 원리,� 교수법,� 실제 보건교육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한다.

NU010� 성인간호학I� :� 이론 과목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질병,� 및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간호과정을 학

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종양,� 순환계,� 피부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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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12� 아동간호학I� :� 이론 과목

아동 건강 및 간호의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급,만성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과정에 관한 지식의 개념화,� 조직화 및 지

식을 통합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발달의 개념을 강조한다.

NU013� 임상실습II� :� 실습 과목

1)� 성인환자 중 순환장애,� 신경계 장애 및 종양문제를 가진 환자,� 2)�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 대상

자,� 3)� 단기 건강간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

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학병원의 내과계병동,� 여성병동,� 소아병동이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 실습의 주내용이다.

●�선수과목:� 기본간호학 및 실습 1,� 기본간호학 및 실습 2,� 임상실습 1

NU014� 간호학연구:� 이론 과목

간호연구에 대한 단계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문평가능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NU015� 간호세미나 :� 이론 과목

간호연구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실제 간호연구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가 문헌상에서 얼마나 연구되었는지를 추

적하며 그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과정을 학습하여 간호과학자의 기본자세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16� 정신간호학 I� :� 이론 과목

정신간호학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회복할 수 있도

록 돕는 학문으로서,� 정신간호의 기본 개념,� 정신간호의 역사,� 이론적 모형,� 주요 정신장애에 대하여 정신간호 원리를

학습하고 간호과정을 수행한다.

NU017� 아동간호학 II:� 이론 과목

초기 아동의 건강일탈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아동의 건강과 부모역할의 개념적 이해,� 부모-자녀 상호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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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이다.

NU018� 성인간호학 II� :� 이론 과목

성인의 건강유지 및 질병회복과 관련된 간호문제의 위험요인,� 관련질병,� 및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간호과정을 학

습한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하여 위장관계,� 간담관계,�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

을 파악하여 전인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학습한다.

NU020� 임상실습 III� :� 실습 과목

1)� 성인환자 중 영양장애,� 배설장애를 가진 환자,� 2)� 고위험 임산부와 질환을 가진 여성,� 3)� 장기 건강간호환경 속에

있는 아동,� 4)� 지역사회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

로 대학병원의 성인,� 아동,� 모성병동 및 보건소 등이다.

NU022� 지역사회간호학Ⅰ� :� 이론 과목

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보건의료체계를 파악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건강

문제를 사정하고 보건사업기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NU023� 성인간호학 III� :� 이론 과목

성인의 산소교환장애,� 소변배설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함

양하기 위한 것이다.� 본 교과목의 내용은 질병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질병예방,� 질병회복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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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인적인 간호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NU024� 정신간호학 II� :� 이론 과목

정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 증진과 재활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구체적으

로 정신건강문제 있어서 정신역동,� 치료적 관계,� 행동장애 증상 등의 정신간호원리를 학습하며,� 나아가 간호대상자의

이상행동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의 정신간호 과정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한다.

NU025� 임상실습Ⅳ� :� 실습 과목

1)� 성인환자 중 영양배설장애,� 감각장애와 관련된 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 2)� 정신,� 정서적으로 결함이 있는 아

동 및 성인,� 3)� 지역사회를 하나의 간호대상으로 하여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

목의 목적이다.� 실습장소는 주로 대학병원의 외과계병동,� 성인,� 아동,� 청소년 정신과병동 또는 낮병동,� 보건소,� 보건진

료소 등이다.

NU026� 노인간호학 :� 이론 과목

노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

하기 위한 간호사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가족문제,� 사회복지의 측면도 다루어 노

인의 건강문제를 전인적으로 접근하도록 강조된다.

NU028� 지역사회간호학 II� :� 이론 과목

건강증진,� 환경보건,� 역학 등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이해하고 모성집단,� 만성질환자,� 학교인

구,� 산업장 인구 등 특수집단의 건강사정을 통하여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

그램을 계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NU029� 성인간호학Ⅳ� :� 이론 과목

성인의 감각 및 신경조절장애,� 활동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과목은 질병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질병예방,� 질병회복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전인적인 간호접근의 이론과 실제를 다루고 있다.

NU030� 간호관리학 :� 이론 과목

간호관리 이론 및 관리기능에 관한 지식(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및 통제),�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조

직에 적용하며,�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리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31� 선택실습 :� 실습 과목

학생들이 관심분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습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전문직간호사로서 건강증진사업의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NU032� 임상실습Ⅴ� :� 실습 과목

1)� 성인환자 중 감각 및 신경조절장애,� 활동장애와 관련된 외과적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목적이며,� 2)� 노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간호사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3)� 우

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내에서 간호과정과 간호관리과정을 통하여 간호관리자(하위 ․ 중간 ․ 상위계층)로서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실습장소는 주로 외과병동 및 수술장,� 노인병동 및 요양시설,� 대학병원 및 중소병원 등이다.

NU034� 보건의료법 :� 이론 과목

간호사로서 윤리적 자질을 갖추고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

활한 간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36� 성인간호학V� :� 이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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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급한 중환자(호흡,� 인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모할수 있는 지식,� 태

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NU037� 성인간호학Ⅵ� :� 이론 과목

생명이 위급한 중환자(외상,� 마취 후 및 아동)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발견하여 신속한 중재를 도모할수 있

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다.

NU040� 시뮬레이션실습I� :� 실습 과목

간호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간호문제의 진단과 간호계획수립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모의상영을 통한 간호진단

과정을 실습하고,� 간호실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간호중재의 종류와 분류체

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간호중재의 임상적 적용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실무작용 방향과 발

전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선수과목:� 임상실습 II,� 임상실습 III

NU041� 시뮬레이션실습II� :� 실습 과목

간호과정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간호문제의 진단과 간호계획수립을 위한 지식의 습득과 모의상영을 통한 간호진단

과정을 실습하고,� 간호실무의 근간이 되는 간호중재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검토하며 간호중재의 종류와 분류체

계에 대하여 기본적인 논리를 이해하고 간호중재의 임상적 적용단계를 파악함으로써 간호중재의 실무작용 방향과 발

전전망에 대하여 학습한다.

●�선수과목:� 임상실습 II,� 임상실습 III

NU043� 영적간호 :� 이론 과목

성서에 기초한 전인격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건강,� 영성,� 삶과 죽음,� 생명윤리,� 용서와 희망 등 주요개념 등에 관한 전

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GE551� 간호학개론 :� 이론 과목

간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간호에 관한 직업관과 철학적 자질을 갖추어 간호전문직관

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GE593� 인간성장과발달 :� 이론 과목

인간 발달의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고 인간의 정상 발달 단계별 특성을 파악하여 생의 주기별로 인간을 이해하고 성장

발달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한다.�

GE594� 의사소통론 :� 이론 과목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훈련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술을 적용하여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GE624� 인간과건강 :� 이론 과목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단계별 건강특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하여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각 발달단계별 신체적,� 사회심리적 특성,� 건강과 질병의 개념변화,�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간호과정 적용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GE626� 약리학 :� 이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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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046� 여성건강간호학Ⅰ� :� 이론 과목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상과 비정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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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출산기 가족중심으로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중재,� 평가한다.

NU047� 여성건강간호학 II� :� 이론 과목

고위험 임산부와 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사정과 간호과정을 적

용하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NU044� 기초간호과학 I� :� 이론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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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045� 기초간호과학 II� :� 이론 과목

인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 기능 및 미생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각 기관 고유의 생리적 기능을

이해하여 각 기관들간의 형태학적 연관성 및 기능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을 습득하여 임상에 종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 �

NU050� 호스피스간호 :� 이론 과목

호스피스의 개념과 철학을 이해하고,� 말기 환자의 육체적·심리적·영적 돌봄을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으로 죽

음의 이해,� 말기 환자 및 가족의 간호,�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NU049� 간호상담심리 :� 이론 과목

내담자나 환자 중심의 치료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건강을 심신심리치료(body-mind�

psychotherapy)에서의 면접기법등을 통합하여 다루어봄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건강과학 연구에서 인간 이해를 위한 심

리적 기초를 다루는 기회를 제공한다.

NU053� 재활간호 :� 이론 과목

재활을 요하는 건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장애인을 이해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교과목 내용은 재활의 이론적 배경과 재활대상자 현황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재활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간호중재의 적용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NU054� 보완대체요법 :� 이론 과목

보완대체의학의 개념을 이해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분류 및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여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NU052� 만성질환자관리 :� 이론 과목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특성 및 간호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기반 간호실무

제공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본 과목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및 임상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만성 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해야 할 직접 간호 내용 및 지역 사회 유용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

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중재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

NU057� 간호리더십 :� 이론 과목

리더십이론 및 실무적용 능력을 습득하여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경력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

NU042� 국제간호의이해 :� 이론 과목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직면한 국제건강문제와 국제보건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리

더쉽을 키운다.�

NU055� 응급및재해간호 :� 이론 과목

내ㆍ외과적 응급상황 및 재해 상황에서의 대상자 건강요구를 파악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 증진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절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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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56� 근거기반간호 :� 이론 과목

임상 실무 현장에서 근거기반 실무 수행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학적 근거의 생산 및 가공,� 그

리고 이의 실무 전환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임상 현장에서의 근거기반 간호

실무적용을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NU051� 중환자관리 :� 이론 과목

집중적 간호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특성 및 간호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기반 간호실무 제공을 위

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본 과목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및 임상적 추론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중

환자 관리를 위하여 간호사로서 해결해야 할 직접 간호 내용 및 지역 사회 유용 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 회복

및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중재 전략을 학습하게 된다.

NU058� 간호진로설계 :� 실습과목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진행하

며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학교적응 및 전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맞춤형 학

생지도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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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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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업연한 이수 학점 세부전공

학기

제

석사과정(Th.M.,� M.A.) 2년 과정(4학기제) 27 ․  구약학전공

․  신약학전공

․  조직신학전공

․  역사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  선교학전공

박사학위과정(Ph.D.) 3년 과정(6학기제) 36

석박사통합과정 4년 과정(8학기제) 60

일반대학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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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분야에

서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복음주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며,� 셋째,� 기독교 복음의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심오한 학문탐구를 함으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발전에 효율적으

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2.� 학위과정(Degree� Programs)

�

3.�교육과정체계

학과 구 분
졸업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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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학위
과정

36

� � 1.� 공통필수과목
� � 2.� 전공과목
� � 3.� 논문

� 3학점
33학점이상 � -

석․박사통
합과정

60

� � 1.� 공통필수과목
� � 2.� 공통선택과목
� � 3.� 전공과목
� � 4.� 논문

� � 3학점
� � 9학점이상
� 48학점이상

�공통선택은 성서,� 이론,� 실천

분야별로 선택

공통사항(학부전공 변경 입학자) �
필요한 경우 보충과목
12학점 이내

�성서,� 이론,� 실천분야 각

1과목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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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육과정

�가.�석사학위과정

구분 공통필수 공통선택 전공과목(종합시험과목)

석사

학위

과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구약과 신약

구약신학의최근동향

이스라엘역사

신약신학의 최근동향

성서히브리어구문론,�구약비평학세미나,�구약해석사세미나,�오경주

해,�역사서주해,�지혜서주해,�대선지서주해,�소선지서주해

신약헬라어강독,� 마태복음강해,� 마가복음강해,� 누가복음강해,� 요한

복음강해,�사도행전강해,�신약해석학,�바울신학세미나,�로마서강해,�

고린도전서강해,� 목회서신강해,� 옥중서신강해,� 히브리서강해,� 야고

보서강해,�요한계시록강해

이론

신학체계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복음주의 신학연구

역사방법론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성서론 이해,� 인간론이해,� 종말론이해,� 구원론이해,� 기독교교리이

해,�후근대주의신학,�기독교 변증학,�기독교윤리학

역사신학총론,� 초대교회사연구,� 중세교회사연구,� 종교개혁사연구,�

근현대교회사연구,�복음주의역사연구,�청교도연구,�한국교회사연구

실천

예배와성례

현대설교학

성서선교신학

기독교인간학

상담과신학

예배신학세미나,� 설교신학세미나,� 현대목회신학세미나,� 강해설교세

미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세미나,� 목회지도력세미나,� 현대선교신

학,� 복음주의선교신학연구,� 기독교선교역사,� 타문화권선교연구,� �

선교신학의 최근동향

기독교상담 이론과 실제연구,� 상담방법연구,� 상담과 심리검사,� 위

기상담 연구,� 이상심리세미나,� 상담연구방법,� 청소년문제와 상담,�

목회상담학세미나,� 가족치유와상담,� 임상실습,� 정신치료와 기독교

상담

� 나.� 박사학위과정

� �

구

분

�공통필수 전공과목(종합시험과목)

박

사

학

위

과

정

�졸업논문

논문작성법(

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아람어연구,�고급히브리어 구문론,�내러티브론연구,�고대근동문학과 종교,�구약신학세미나,�오경세

미나,�시편세미나,�역사서 세미나,�호세아세미나,�지혜문학 세미나,�이사야서세미나,�예리미야서세

미나,�아모스세미나

마태복음세미나,� 마가복음세미나,� 누가복음세미나,� 요한복음세미나,� 사도행전세미나,� 요한계시록세

미나,� 최신신약해석학,� 바울신학세미나,� 로마서세미나,� 고린도전서세미나,� 목회서신세미나,� 옥중서

신세미나,�히브리서세미나,�야고보서세미나,�최근바울신학동향

이론

성경의 정경성연구,�신론연구,� 기독론연구,� 성서적 성령론연구,� 교회론연구,� 성서종말론연구,�신학

적 인간론연구,� 현대신학과 신학자 연구,� 후근대주의신학과 신학자 연구,� 기독교 교리연구,� 변증

학 연구,�성서윤리연구,�신학적인식론 연구

기독교사관과방법론세미나.� 초대 교회사 세미나,� 중세교회사세미나,� 종교 개혁사 세미나,� 근현대

교회사세미나,�복음주의역사세미나,�미국교회사세미나,� 청교도역사세미나,� 한국교회사세미나,�이단

의 역사세미나,� �신학사상사세미나

실천

예배신학세미나,� 설교신학세미나,� 현대목회신학세미나,� 설교역사세미나,� 강해설교세미나,� � 이야기

식설교세미나,� 목회지도력세미나,� 예배역사세미나,바울선교신학,� 선교연구방법론,� 선교신학세미나,�

선교역사연구,� �선교와문화,�선교커뮤니케이션

기독교상담 이론과 실제연구,�상담방법연구(Ⅰ),�상담과 심리검사,�위기상담 연구,�

이상심리세미나,�상담연구방법(Ⅰ),�청소년문제와 상담,�목회상담학세미나(Ⅰ),

가족치유와상담(Ⅰ),�임상실습(Ⅰ),�정신치료와 기독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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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 GP039� /�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

상사역과 교훈,�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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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법,� 문예 및 작성 규칙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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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하도

5.� 전공상세안내

구약학(Old� Testament)

� � 구약성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성서언어와 고대 근동어를 연구하고 성경주석과 구약역사 및 신

학방법론,� 구약과 관련된 고대근동문학에 대한 폭넓은 구약해석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약학(New� Testament)

� � 신약성서의 기원,� 원문,� 배경,� 사상을 연구하고 신약성서를 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지식을 탐구하며 적

용할 수 있는 신약성서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 � 기독교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학문으로 신학의 정수에 해당

한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 실제 목회와 성서탐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다.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 � 기독교 전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 그리고 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

는 학술영역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배여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지하며,�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 � 신학적 성찰과 실천이라는 교회의 두 영역의 연계를 통해 교회가 속한 현실 속에서 실제적 분야에 대한 신

학적,� 목양적 실제의 주제들에 대한 원리와 실제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교신학(Missiology)

� � 선교의 성서적 이해,� 신학적 이해,� 역사적 이해 및 문화인류학적 이해를 추구한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확고한 성서적 기초에서 출발하여 선교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실천과 같은 선교신학의

제 분야에 대해 연구한다.�

기독교상담학(Christian� Counseling)

� �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기독교사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기법을 연구하

고,� 밀알정신에 입각한 신앙과 전문이론,�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독교상담자를 육성한다.

6.�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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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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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aratus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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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들

을 익힌다.� 이런 해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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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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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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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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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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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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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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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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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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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조론)� 과 같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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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원에 관한 이론,� 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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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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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33� /� 성령론 /� Pneumatology

성령론의 현 상태,� 성령론의 교회사적 고찰,� 성령론의 품성.� 속성에 관한 연구,� 성령의 구원 이전 사역,� 성령의 구원

과 관련된 사역,�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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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14� /� 종말론 /� Eschatalogy

종말론의 역사철학적 성격,� 종말론의 성서론적 한계,� 예언의 본질과 종말론의 성격,� 이스라엘의 역사,� 이방인의 시대,�

교회시대,� 7년 대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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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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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쟁

이 이어져 왔다.� 역사신학은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영지주의

논쟁,� 삼위일체논쟁,� 그리스도의 양성론 논쟁,� 정경논쟁,� 도나티우스와 교회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성찬론,� 그리

스도의 구속론,� 스콜라신학,� 종교개혁자 사상,� 근대 경건주의와 부흥,�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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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이다.� 사도시대의 교회,� 교부시대의 교회,� 변증가의 사상,� 교부들의 신학,�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의 형성과 발전,� 수

도원운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십자군운동,� 스콜라철학,� 교황권의 절정과 몰락,� 중세교회 말기의 현상들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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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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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시기에 해당하는 1517-1648년 시기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

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주요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종교개혁의 내용을 연구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쯔빙글리와 취리히,� 칼빈과 제네바,� 재세례파의 개혁운동,�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운동,� 스

코트랜드와 영국의 개혁운동,� 청교도 운동,� 그리고 로마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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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45� /� 근현대교회사이해 /� Understanding� of� The� Modern� History� of� Christianity

기독교 근현대교회사(1648년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사조들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연구하

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이성주의의 발흥,� 18세기 신앙부흥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영국과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충돌,� 종교다원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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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신교회의 태동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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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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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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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전

쟁이후의 미국교회,�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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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대를 이루며 복음주의는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복음주의의 역사

적 뿌리,� 현대 복음주의의 출현,� 복음주의의 근본적 동의,� 복음주의의 다양성,� 복음주의의 전망 등을 배우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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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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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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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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59� /� 현대목회신학세미나 /� Contemporary� Pastoral� Theology

목회학에 대한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현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의 새로운 전략이나 방

향 등을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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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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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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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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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선교신학자들,� 선교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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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복음주의신학 관점에서 평가함으로 올바른 선교신학을 정립하는데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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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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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culturally

문화가 다른 대상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효과적인 복음전달의

원리를 제시한다.� 복음전달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구조,� 사고형태,� 구어 및 비구어적인의

사소통,� 의사결정과정등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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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황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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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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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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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

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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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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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개

입과관련된법적, 윤리적이슈에대하여토론한다.

This� course� is� a review of the effects of crime, violence, natural disasters, and other trauma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This course explores specialized emergency assessment procedures and psychotherapeutic

techniques utilized in crisis intervention and their application to situations encountered in clinical practice.

Empirical findings, professional issues, and ethical concerns are discussed.

․ GP047� /� 상담방법연구 /� Research on� Counseling� Methodologies

상담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다양한연구방법에관하여탐색하고관련되는연구사례를검토분석한다. 연구자의관심연구문

제를설정하여이문제에대한답을가장적절하게할수있는연구방법론을찾아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Research designs and methods are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developing a cri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research literature in counseling.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research questions, find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and write a research proposal.

․ GP108� /� 목회상담학 세미나 /� Seminar� on�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다양한목회상담이론들의기본철학과원리및접근방법을비교한다. 또한최근발전경향을보이고있는 통합적상담과문제

해결목회상담기법의관점에서각이론의적용가능성과통합가능성을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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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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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이개념을실제상담에적용할수있는기초역량을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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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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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pplication of counseling principle to the family setting.

․ GP044� /� 상담실습Ⅰ� /� Counseling� Practicum

임상 및상담 현장에서개별사례분석및개념화, 치료목표및계획수립, 치료적개입과정을실습하고이에 대한전문가의

지도감독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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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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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러티

브에 대한 정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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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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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의 신학적 동향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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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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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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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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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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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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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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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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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ible� University

Page16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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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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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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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조론)� 과 같은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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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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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원과 진화론 상의 문제,� 신적 진화론에 대한 고찰,� 창조론과 인류의 연륜 문제,� 인간의 구성요소,� 영혼의 근

원에 관한 이론,� 육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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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상사역과 교훈,�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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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33� /� 성령론 /� Pneumatology

성령론의 현 상태,� 성령론의 교회사적 고찰,� 성령론의 품성.� 속성에 관한 연구,� 성령의 구원 이전 사역,� 성령의 구원

과 관련된 사역,�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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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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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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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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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ation,� conflicts,� despondency� ,� mental� problems,� lonliness� of� social� living,� emptiness� and� future�

hope)� will� be� stud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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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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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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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가

톨릭 신학,� 과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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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운

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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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론

과 교회생활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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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신학전공

․ GP087� /� 역사신학세미나 /� Seminar� on� Historical� Theology

기독교회사는 단순한 교회 발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수많은 신학적 논의와 논쟁

이 이어져 왔다.� 역사신학은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점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영지주의

논쟁,� 삼위일체논쟁,� 그리스도의 양성론 논쟁,� 정경논쟁,� 도나티우스와 교회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성찬론,� 그리

스도의 구속론,� 스콜라신학,� 종교개혁자 사상,� 근대 경건주의와 부흥,� 이성주의,� 자유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복음

주의 신학 등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볼 것이다.



Korean� Bible� University

Page16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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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연대를 이루며 복음주의는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복음주의의 역사

적 뿌리,� 현대 복음주의의 출현,� 복음주의의 근본적 동의,� 복음주의의 다양성,� 복음주의의 전망 등을 배우게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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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목이다.� 사도시대의 교회,� 교부시대의 교회,� 변증가의 사상,� 교부들의 신학,�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의 형성과 발전,� 수

도원운동,�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열,� 십자군운동,� 스콜라철학,� 교황권의 절정과 몰락,� 중세교회 말기의 현상들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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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하

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이성주의의 발흥,� 18세기 신앙부흥운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영국과 미국의 신앙 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의 충돌,� 종교다원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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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계적으로 연구하며 토의하는 과목이다.� 주요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탐독하며 종교개혁의 내용을 연구한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쯔빙글리와 취리히,� 칼빈과 제네바,� 재세례파의 개혁운동,� 프랑스와 네덜란드 개혁운동,� 스

코트랜드와 영국의 개혁운동,� 청교도 운동,� 그리고 로마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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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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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신교회의 태동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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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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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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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53� /� 초대 교부신학 이해 /� Understanding� of� Church� Fathers'� Theology

초대 교부들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연구와 토의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속사도,� 영

지주의와 교부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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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전

쟁이후의 미국교회,�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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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다.� 초기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 경교의 유입과 발전,� 인도의 복음화,� 중앙아시아의 복음화,� 중국의 복음화,� 일본의 복

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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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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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59� /� 현대목회신학세미나 /� Contemporary� Pastoral� Theology

목회학에 대한 신학적 배경에 기초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현대 사회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회의 새로운 전략이나 방

향 등을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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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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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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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aching.�

․ GP054� /� 강해설교세미나 /� Expository� Preaching

자의적이고 탈성경적인 해석 가능성을 가진 설교에 대해 본문에 대한 올바르고 충실한 연구와 적용을 위한 이론적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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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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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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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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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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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95� /� 예배역사세미나 /� History� of� Worship

예배 사역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예배 인도자를 위한 실제적 이

론을 탐구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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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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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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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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는 목회 철학을 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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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악함으로 현대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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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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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경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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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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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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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복음주의관

점에서 그 종교의 신자들을 선교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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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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교학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들(descriptive,� experimental,� evaluative,� missiological� research� 등)� 을 숙지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위 논문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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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신학

을 정립하는데 초점을 둔다.� 현존하고 있는 선교의 성경적,�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을 성경적으로 분석,� 평가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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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

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 사회,� 문화구조를 이해할 때 그들과 더 발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도 큰 유익을 맺을 수 있다.� 따라서 권역별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공산권 등)� 정치,�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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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045� /� 선교역사연구 /� Study� of� the� History� of� Missions

교회의 선교를 시대별로 연구함을 통해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어떻게 당신의 선교를 완성해 가셨는지

를 살펴본다.� 시대별 선교의 특징과 선교적 교훈을 찾는데 주안점을 둔다.� 선교역사연구를 통해 21� 세기 교회의 선교

적 지혜와 전략을 얻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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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교회 신앙과 선교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포스트모던사상의 주요핵심내용을 파악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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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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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062� /� 교회성장학 /� Study� on� Church� Growth

교회개척 및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과 실제를 연구한다.� 교회성장학파의 교회성장이론과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

며 그 이론과 방법들을 성경적으로 평가한다.� 교회개척과 성장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을 사회학적,� 문화적으로 분석하여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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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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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간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 � 세계관,� 가치체계,� 삶의 양식에 대한 분석과 인간

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와 분석을 통해 선교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문화인류학적 이론

이 선교현장에서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는 실제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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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105� /� 선교커뮤니케이션 /� Communication� in� Missions

설교자는 성경과 상황이란 두 영역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이 부재된 설교는 설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또

한 상황이 부재된 설교 역시 전달과 수용에 있어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선교

사)� 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상황 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구비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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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

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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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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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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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이개념을실제상담에적용할수있는기초역량을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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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아

울러본강좌에서는진로및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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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44� /� 상담실습 /� Counseling� Practicum

임상 및상담 현장에서개별사례분석및개념화, 치료목표및계획수립, 치료적개입과정을실습하고이에 대한전문가의

지도감독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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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047� /� 상담방법연구 /� Research on� Counseling� Methodologies

상담분야에서활용되고있는다양한연구방법에관하여탐색하고관련되는연구사례를검토분석한다. 연구자의관심연구문

제를설정하여이문제에대한답을가장적절하게할수있는연구방법론을찾아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Research designs and methods are examined with an emphasis on developing a critical approach to examining

the research literature in counseling. Students will be able to develop research questions, find appropriate

research methods, and write a research proposal.

․ GP028� /� 청소년상담세미나 /� Seminar� in� adolescence� Counseling

청소년기에나타나는다양한문제들을 이해하고그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 위한상담의원리와과정을살펴본다. 또한청소

년상담의실제에적용될수있는다양한기법들을알아본다.

This� is� an� advanced course 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for adolescents. A

variety of modality orientations and therapeutic techniques are explored with� an� emphasis on develop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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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 GP042� /� 위기상담세미나 /� Seminar� in� Crisis� Counseling

외상과상실, 폭력과학대, 재난등다양한위기상황에서심리적문제를적절하게평가하고개입하는방안을다루며, 위기개

입과관련된법적, 윤리적이슈에대하여토론한다.

This� course� is� a review of the effects of crime, violence, natural disasters, and other traumas on psychological

functioning. This course explores specialized emergency assessment procedures and psychotherapeu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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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윤리

적인문제를 다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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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성격,� 이상행동 그리고 임상적 기법의 평가 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와 임상실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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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107� /� 정신분석학 세미나 /� Seminar� on� Psychoanalysis

전통정신치료,�자아 심리학,�자기심리학,�대상관계 등 대표적인정신 분석가들의생애와그이론을살펴보고, 증례를통해

정신분석이론을치료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토론한다.

An overview of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critical concepts from different psycho-dynamic perspectives such

as psycho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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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최근발전경향을보이고있는통합적상담과문제

해결목회상담기법의관점에서각이론의적용가능성과통합가능성을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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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verse and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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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초심상담자를대상으로이

론을적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ories and techniques of supervision in counseling. Stude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a supervisory role through an actual supervision experience with a beginning counse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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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둘째는 기존의 이론들이 안고 있는 한계들,� 즉 환원주의와 자기애,� 자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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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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영향을미치며한국문화에맞는상

담접근이나전략 방법이무엇인지 탐색하고습득한다.

This course enhances students' awareness of Korean� cultual issues which affect the� Christian� counseling

process. Students will develop counseling skills and strategies reflecting those cultural issues.

6.� 졸업 후 진로

�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선교사 ․ 교회 등의 목회기관 사역

7.� 기타

� ‣ 학기제 :� M.A.,� Th.M.� 2년 과정(4학기제)

� Ph.D.� 통합과정(신학전공)� 3년 과정(6학기제)

� 통합과정(기독교상담학전공)� 4년과정(8학기제)

� ‣ 강의일시 :� 매주 월요일(1일 수업)

� ‣ 장학제도

� 1.� 신학연구장학금 :� 매학기 일정액(석사 40만원,� 박사50만원)� 지급

� 2.� 성적우수장학금 :� 석사과정 원우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 3.� 동문장학금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면제

Korean� Bible� University

Page176/202

구분

학

년

/

학

기

기초

� � � � � � � Bible� Exposition� � �성서강해
Expository� preaching�

강해설교

선택필수
소계성서주석 이론신학

목회와설

교
실천신학

구약 신약
성

서
조직 역사

필수

1/1

경건훈련

연구방법론

일립생애

와사상

구약석의방

법론

신약석의방

법론
신론

초대교회

사 헬라어1
14

1/2 경건훈련
모세오경주

해
마태복음 기독론

종교개혁

사
헬라어2 10

2/1 경건훈련 역사서주해

누가,사도행

전주해

로마서주해

성령론
근현대교

회사

목회실습1

강해설교1
히브리어1 14(1)

2/2 경건훈련
대선지서주

해

고린도전후

서주해
교회론

한국교회

사

목회실습2

강해설교2
히브리어2 12(1)

3/1 경건훈련
소선지서주

해

야고보서주

해

목회실습3

강해설교3

기독교교

육의 이

론과 실

제

목회학총

론

10(1)

3/2 경건훈련 시가서주해 요한복음주 목회실습4 전도이론 10(1)

신학대학원

1.� 교육의 목적과 개요

1)� 교육 목적 :� 지식의 전수와 함께 합리적인 지식의 창출 및 응용능력 함양을 통한 성서에 대한 명철한

분석 및 종합능력과 창의적 적용능력을 갖춘 목회자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목표로 한다.�

� 2).� 특성화 전략

� � 가.� 전략의 방향 :� 성경강해(Bible� Exposition)맟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능력 함양

� � 나.� 전략의 구분

� � � ①� 성경 중심의 교과과정(Bible� Centered� Curriculum)구현

� � � ②� 성서의 주석(exegesis)과 강해(exposition)� 그리고 전달(preaching)� � 에 이르는 과정의 체계적인 교육

� � � ③� 성서강해를 중심으로 한 설교 및 실습중심 교육

� � � ④� 목회실습강화를 통한 실무능력 강화

� � � ⑤� 성서에 근거한 성령론의 원칙에 따른 영성함양

2.� 교육과정

1)교육과정 졸업학점체계

학과 졸업 이수 학점 기초필수 전공필수 심화필수 선택

신학과 102 9 42 12 39

�

� 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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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강해설교4

과실제

선교학총

론

소

계
� � 4 12 14 8 6 8(6) 8 8

선택

구약총론

레위기주해

에스겔,다니

엘서 주해

신명기주해

역대기주해

아모스,호세

아주해

요나,미가서

주해

시편주해

신학총론

마가복음주

해

요한계시록

주해

히브리서주

해

목회서신주

해

옥중서신주

해

갈라디아서

와데살로니

가전후서주

해

해석학총론

인간론

종말론

현대신학

의이해,

기독교변

증학

기독교윤

리사상

기독교사

상사

복음주의

연구

한국교회

신학사상

사

어거스틴

신학

청교도신

학

중세교회

사

예배학

목회상담

학

목회리더

쉽

비교종교

학

선교커뮤

니케이션

선교신학

기독교교

육교수법

교회음악

이론과실

제

제자훈련

의 이론

과 실제

논문연구1

논문연구2

신구약배경사

고급헬라어1

고급히브리어1

�고급헬라어2

고급히브리어2

신구약배경사

여성신학

생태신학

▷�기초필수

․ GD025� /� 그리스도론 /� Christology

기독론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그가 삼위일체 중 제 2위

의 하나님으로 선재하신 사실,� 인간으로 도성인신하신 사건,� 그의 성장과 공생애에 대한 심층 연구,� 그의 교훈에 대한

분석 작업,� 그가 성취하신 대속의 역사,� 그리고 그의 승천의 의미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로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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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립자의 생애와 사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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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

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다양한 해석학적 도구를 통해 각 장르에 맞게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올바른 해석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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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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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로 구약연구의 입문적 역할을 한다.� 구약의 책들로 읽혀지는 오경,� 예언서,� 성문서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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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장들의 삶,�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 이야기,� 각종 제사법과 언약법전 등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책들이다.� 율법을

지칭하는 토라는 교훈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들의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지

시해주는 교훈서이기도 하다.� 오경 주해는 오경 각 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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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216� /� 대선지서주해 /� Exposition� of� the� Major� Prophets

구약의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등이다.� 대선지서로 분류되는 책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적

사상,� 문체 및 문학적 구조 등을 연구한다.� 대선지서 주해는 이들 책들 중 한 책들을 선정해 보다 세밀한 본문 연구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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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더서들

이다.� 역사서 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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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

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갸랴,� 말라기서들이다.� 소 선지서들의 역사적 배경 및 신학사

상,�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어휘 및 단어,� 문체 및 문학구조 등을 살펴보고 선지자들의 예언 선포에 나타난 중요 사상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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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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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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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적 사상,� 문체 및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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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하여 헬라사상과 비교하며,� 이 사상의 뿌리가 되었던 히브리 묵시문학 운동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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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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116� /� 히브리어Ⅰ� /� Biblical� Hebrew� I

구약성서가 쓰여진 히브리어의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습득한다.� 특별히 구약원전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 단계

로 단어 및 문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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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로 단어 및 문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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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교와 성경공부로 연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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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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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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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 전후서의 기록목적,� 수신자,� 기록시기와 장소를 개관한 후 서신구조를 분석하고 세부 내용을 주해하여 고린도

전후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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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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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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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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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라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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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하며 그의 품성 즉 삼위일체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 등 예정설에 관

한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 하나님과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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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 중 하나를 다루어 온 과오를 범했고 현재에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분야이다.� 이와 같은 사실

에 근거하여 본 과목에서는 성령의 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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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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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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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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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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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히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으로 실현될 미래의 세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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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통해 전도에 임하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

한 연구 작업이다.� 본 과목은 개신교 신학의 보수 전통 노선으로 성경의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라는 원리를 액

면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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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라서 기독교 신학도 자연주의 신학,� 이상주의 신학,� 실존주의 신학,� 후근대주의 신학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공존

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의 보수 정통 복음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신학의 기원,� 핵심적인 강조점,� 그리

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비판 및 평가를 함으로 신학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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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윤리의 특징과 과제,� 성서윤리,� 기독교윤리사상,� 현대사회의 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접근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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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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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102� /� 초중세교회사 /� Church� History� of� Early-Middle� Ages

초중세사는 시기적으로 교회의 태동으로부터 종교개혁시기 전까지를 뜻한다.� 이 기간에 나타난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을 중심으로 기독교회의 발전사를 살피는 목적을 지닌다.� 주요 내용은 교회의 태동과 박해,� 변증가와 교부들의 활동,�

로마 가톨릭교회의 발전,� 수도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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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습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회의 흔적,� 천주교의 전래와 발전,� 초기 개신교 선교의 자취,� 개신교회의 태동과 발전,� 20세

기 초 한국교회의 대부흥,� 일제하의 한국교회,� 신사참배와 성경관 논쟁,� 해방이후의 한국교회의 분열,� 한국적 신학의

등장,� 한국교회의 성장과 전망 등을 주요 교과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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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자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목적을 지닌다.� 종교개혁 발생의 역사적 배경,� 루터와 독일 종교개

혁,� 쯔빙글리와 칼빈 그리고 스위스 종교개혁,� 재세례파 종교개혁,� 네덜란드와 프랑스 종교개혁,� 요한 낙스와 스코트

랜드 종교개혁,� 영국종교개혁,� 청교도운동,� 반종교개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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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사적 정황을 주요 인물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신론의 등장,� 경건주의,� 감리교운동,� 미국 대각성운

동,� 합리주의 철학,�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 미국교회의 발전과 역할,� 세계대부흥운동,� 현대주의와 근본주의 논쟁,� 복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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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음주의 신학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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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천신학

․ GD154� /� 실천신학개론 /�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

신학의 이론적 내용들을 다양한 시대 상황 속에 처한 교회의 현실에 적용해 가는 구체적 학문으로서 특히 예배학,� 설

교학,� 목회학 등 실천신학의 주요 분야에 대해 복음주의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개괄적 방향제시에 과목의 목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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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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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시하

고 그 이론과 실제를 다루어 수강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올바른 설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과목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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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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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

하고 있는데 이런 목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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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

하고 있는데 이런 목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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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

하고 있는데 이런 목회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목회에 필요한 실제적 자료를 연구하고 지도력

있는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현장적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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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185� /� 설교실습1� /� Preaching� Laboratory� I

설교자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이 설교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설교 준비의 실제와 설교 전달의 실제를 실행함으로써

유능한 설교자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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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함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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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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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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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함으

로써 현대교회 목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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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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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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양하며,� 각종 멀티미디어를 제작 과정에 필요한 각종 도구의 사용에서부터 가공에 대한 기초적 기술을 습득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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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125� /� 청소년교육과지도 /� Youth� � Education� and� Leadership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특성과 더불어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와의 연관 속에서 교회 청소

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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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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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심리

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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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를 소개한다.� 성경본문을 관찰(observation),� 해석(interpretation),� 그리고 적용(application)케 하는 실제적 방법

을 터득하게 함으로 설교 작성 시 도움을 얻을 뿐 아니라 평신도 스스로 효과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도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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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 선교신학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학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갖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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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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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힘

으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실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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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

여 사도행전에서 목회적,� 선교적 교훈을 찾으며 바울의 선교에 대한 이해 및 사도행전 강해를 위한 설교개요

(expository� sermon� outlines)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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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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할 뿐 아니라 듣는 자들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와 다르게 인식(해석)하고 느끼며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

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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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교과정들을 연구한다.� 세계종교의 교리와 기독교(정통 개신교)교리를 비교분석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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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

여 선교이론을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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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졸업 후 진로

� ‣ 신학대학원 졸업 후 목사안수 가능한 단체

� 1.� 성서선교회(http://biblemission.onmam.com)

� 2.�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http://www/kaicam.org)

� ‣ 상위 학위과정(Th.M.,� Ph.D.)� 진학가능

5.� 기타

� ‣ 학기제 :� 3년 과정(6학기제)

� ‣ 강의일시 :�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야간

� ‣ 장학제도

1.� 신학연구장학금 :� 매학기 일정액(40만원)� 지급

2.� 성적우수장학금 :� 대학원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3.� 동문장학금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지급하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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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구분 수학연한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 기초필수* 총이수학점

일반
사회복지

4학기
3과목
(6학점)

5과목
(15학점)

2과목
(6학점)

2과목
(6학점)

33학점
전문

사회복지실천
9과목

(27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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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대학원

1.� 교육의 목적과 개요

�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실천 능력과 기

독교적 정신에 기반한 사회복지 학문적 연구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국 기독교계 사회복지영역의 발

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세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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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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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실무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

서 제반 서비스 및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실천 및 행정능력을 고양하고 변화하는 사회복지 실천현

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섬김의 리더쉽을 갖춘 전문사회복지 실천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3.� 교육과정

� 1)� 총이수학점

*� 일반사회복지 전공인 경우 전공기초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 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 가.� 일반사회복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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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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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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3)�

사회복지법의 이해(3)

지역사회복지세미나(3)

사회복지자료분석(3)

사회복지세미나(3)

논문세미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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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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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하고,�실천 과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내용에 대

한 학습 뿐 아니라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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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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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 등을 명확히 살펴보고,�노인복지 관련 주요 사회적 이슈-��장수,�시설화,�경제,�정책,�지역사회서비스-�등을

고찰함으로써 노인복지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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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 � 나.�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4.�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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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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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038� /� 다문화와 사회복지 /�Multi-Culturalism� � and� Social� Welfare

급격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다른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대상자들 즉 북한이탈

자,�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국제 결혼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바르게 이해,� 한국 및 외국의

다문화 정책,� 행정,�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실제를 학습,� 앞으로의 전문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문헌 및 자

료를 통한 학습과 질문을 통한 토론,�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통한 관점 공유,� 기관 방문 및 관심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방성 및 비심판적 태도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적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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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현장에서 복합적인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에 사례관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한다.

This� course� engages� students� in� understanding� the� knowledge� paradigm,� practice� models,� and� the�

requiring� skills� on� social� work� case� management.� Students� can� learn� case� asse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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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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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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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량을 학습한다.� 특히 사회복지조직에서 수퍼바이저로서의 행정,� 교육,� 지지,� 평가능력을 향상시키며 수퍼비전 실천의

방법,� 대상,� 영역에 따른 지도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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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006� /�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 /� Skills�and�Techniques�for�Social�Work�Practice

본 강좌는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주요 모델 및 개입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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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추도록 한다.

This�course�is�designed�to�understand�the�professionalism�of�social�work�practice�and�to�learn�models�and�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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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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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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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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를 위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조사와 분석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체계화된 자료분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하

고 다룰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분석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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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

고 개발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형태들을 검토하며,�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 내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 틀을 알아본다.� 그리고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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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

하여 개인과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사방법의 기본개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및 질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의 설계

와 설문지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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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039� /� 사회복지현장실습 /� Social�Work�Practicum

본 강좌는 각 교과목을 통해 습득한 사회복지 관련 제반 지식과 기술,�가치를 기초로 하여 실제 사회복지실천 활동을 수행하

고 있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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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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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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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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

한 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

스기관과 종사자,� 자원 등의 네트워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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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nselling� and� Psychological� Testing

실천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다양한 심리검사 및 측정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제를 학습하며,� 심리검사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결과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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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

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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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013�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본 강좌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과 사회환경과

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학습한다.� 이

를 위해 인간발달,� 인간성격,� 사회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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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지역사회 및 조직 등의 체계별 임파워먼트,� 또한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양성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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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본인 및 클라이언트 각 체계들에 대한 바

람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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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ㆍ훈련,� 배치,� 프로그램 개발,� 인정 및 보상 등 자원봉사관리과정을 학습하며,� 자원봉사를 둘러싼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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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체계,� 수요체계 등 다양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의 특성 및 태도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자원봉

사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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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시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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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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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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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년은 누구인가,� 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 청소년 복지의 실제와 주요활동,�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심도 깊

은 이해와 대책,�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체계에 대한 문헌검토,� 고민된 질문,� 각종 미디어 관련 자료를 통한 공유,� 토론,�

사례 발표를 통하여 한국의 청소년 복지 전반에 대하여 학습한다.� 이후 관심 있는 이슈나 문제별 대상 집단에 대한 실

제 탐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청소년대상 전문 사회복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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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의 목적을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이론,� 가치,� 원리,� 방법 및 개입 기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 체계들에 대한 학

교사회복지사의 미시,� 중간,� 거시적 역할 및 개입방법을 실제적 사례들과 전달체계에 대한 연결을 통하여 학습함으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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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한 조사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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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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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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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027� /�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기독론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선재,�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간성,� 비우심의 교리,� 양성합일론,�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교훈,�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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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His� reality� of� res

urrection� will� be� studied.�

5.� 졸업 후 진로

‣ 일반사회복지 전공 :�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 학교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클라이언

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자격시험을 통해 동사무소나 구청 등 공적 전

달체계 내에서 일반공무원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외 사회 복지법인,� 각종 협회 등

사회단체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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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천 현장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실제적 대안들을 제안·�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실천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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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Bible� University

Page193/202

수학연한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 논문 총 이수학점

2년

(4학기)

3과목(6학점)

경건훈련

밀알훈련

4과목(12학점) 4과목(12학점)
6학점

(또는 2과목이수)
36학점

보육대학원

1.� 교육의 목적과 개요

� � 보육대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개신교의 정통성에 입각한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육이념에 기초하여 보육의 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와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따른 전공별 교육목표로 다음과

같다.

2.� 세부전공 및 영역

� 1)보육학전공

� � 첫째,� 희생과 봉사의 자질을 갖춘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보육의 현장에서 예수 그

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 둘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전한 인성과 보육에 대한 사명감 및 보육전문가로써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보육의 현장에서 교사 및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 � 셋째,� 반성적 사고와 냉철한 의식을 통하여 보육현장의 현상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

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보육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 � 넷째,� 최선의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공 이론에 대한 심화된 전문지식을 연마하여 보육 전문가로서의 학

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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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통합전공

� � 첫째,� 장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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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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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한다.�

� � 넷째,� 장애아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등의 개혁과 개선을 위한 질 높은 교육담화를 주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개발,� 증진한다.�

3.� 교육과정

1)�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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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특성화필수 전문화필수
전공선택

보육학전공 장애아통합전공

1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 보육학 개론

아동복지 특수아진단 및 평가

아동건강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아교육

언어지도 학습장애아교육

아동미술 특수아동지도

2 연구논문작성법 보육과정

아동문학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아동상담론 청각장애아교육

아동생활지도 시각장애아교육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특수아상담 및 가족지원

보육교사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론

3 영유아기독교 교육 아동발달

정신건강론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특수아통합 및 보육세미나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정신지체아교육

보육정책론 특수아행동지도

4 부모교육

놀이지도 지체부자유아교육

아동수과학지도 언어장애아교육

특수아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안전관리 장애아보육연구론

보육실습 장애통합보육실습

·� GC045� /� 영유아기독교교육 /� Christian�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기독교인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교육의 개념,� 목적,� 성경적 근거를 학습하고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측면

에서 영유아기독교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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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참여 및 변화 양상,� 물리적 환경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완성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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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찰

하여 타국의 관련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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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정에

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구성의 관련 이론을 고찰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의 접근을 이해

2)� 교육과정

4.�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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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보육과정의 계획에서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끄는 보

육과정의 모델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 평가해 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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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덕적 발달 특성에 대한 최신 연구를 강독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적으로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을 탐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발달이론과 문화와의 관계성에 관해 모색해 봄으로

써,� 한국사회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는다.� 아동발달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심

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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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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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교육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정립한다.� 이와 함

께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해 요구되는 부모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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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적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모색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아동의 아동복지와 연계된 가정의 기능을 학습하며 그 외

학교나 사회와 같은 거시환경을 아동의 복지와 관련하여 그 성격을 분석하고 종합한다.� 특히 사회발전 정도에 따른

아동복지기구의 설립과 기능의 변화 등을 고찰하고 아동복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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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향을 조사한다.� 유아의 건강 및 영양 교육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건강

및 영양 관리의 실제를 파악한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 영양 및 건강관리의 실제에 근거하여 유아 영양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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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성된다.� 생리발달이론,� 학습이론,� 사회심리이론 및 실용론 등의 언어습득이론을 다루며,� 언어발달에 미치는 또래,� 가정

및 환경의 영향을 논의한다.� 영유아의 언어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영역별 유아 언어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최신 연구 자료 강독과 함께 유아 언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자료 수집 및 평가 활동을 통

해,�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고 유아가 언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 작용

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examination� of� theories� in� language� acquisition� including� biological-m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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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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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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언어

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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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

관에서의 도서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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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을 기초로 하여 특수아의 문제를 조망해 보고,� 교육효과와 복지적 효과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 영유아의 부적응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교수 능력을 기

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아동상담이론을 살펴보며,�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최신 연구 강독을 통해 영유아

기에 경험하는 주요 문제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영유아 상담 및 지도의 과정 및 구체적 상담 기술에 대한 지

식을 습득하고,� 이를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문제의 진단과 해결,� 상담 과정에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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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영유아문제행동과 관련된 최신 연구 자료 강독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 환경을 고려

한 문제 행동의 발생 원인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 보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현장 관찰 및 자료 수집을 통해 다양한 문제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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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론과 실천이 통일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방법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유아 연구의

역사와 이론적 기초,� 연구 유형,�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과학적인 실용 학문으로서의 보

육 연구를 위한 학제적 접근의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보육연구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이

해를 높이고 학습한 것을 실제 논문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질적 연구방법 관련 reading을 통하여 질

적 방법론의 한국 가족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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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할 교수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영유아교사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이슈에 대해 논하고,� 교사교육

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부모와 유아기 자녀간의 심리적 갈등 및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는 상담기술을 획득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사상을 기른다.

This� course� leads� students� to� the� a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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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s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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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단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및 청소년기 이

상발달의 전반적 개요를 살펴보고 각종 발달장애의 원인,� 특성,� 진단,� 처치 및 예방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파악을 주

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 ․ 청소년 정신병리의 발달적 접근에 대한 주요이론을 살펴보고,� 전형적인 발달과정

동안 나타나는 각종 발달장애의 특성,� 병인론,�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연구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아동 ․ 청소년 이상

발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도된 각종 중재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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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영유아 보육현장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점과 개

선사항을 검토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발전적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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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제적인 전략 방법을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보육기관의 효율적인 기관 운영자로서

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유아학급운영의 원리,� 보육기관의 조직,� 의사소통의 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보육기관에서 실제

로 장학한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으로 사고해보고,� 유아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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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046� /� 보육정책론 /� The� Theories� of� policy� for� Child� care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영유아의 보육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부

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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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주요 기제임을 인식한다.� 주요 놀이이론 및 놀이유형별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놀이와

아동의 신체발달,� 정서발달,� 언어발달,� 사회성 발달 및 인지발달의 관계를 학습한다.� 놀이에서의 성차와 놀이의 치료

적 기능 및 놀이의 문화적 기능을 살펴본다.� 아동놀이 지도의 실제를 습득하기 위해 놀이관찰 및 지도실습을 수행함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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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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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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교수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또한 현장에서 교사들이 사

용할 수 있는 유아 수․과학교육 평가방법을 모색해본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 수․과학교육의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연

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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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히 영유아기 발달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아동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도모하고,�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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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에 초점을 두며,� 특히 영아와 걸음마기의 과 어린연령의 질병 및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다룬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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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057� /� 보육실습 /� Teaching� Practic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이론교과에서 학습한 지식을 실제현장에 적용해 보는 실습교과이다.� 대상아동의 연령별 발달수

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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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보육실습을 행한다.� 보육실습은 주로 온종일 영유아의

신체적으로 안전한 활동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돌보기와 언어와 인지발달을 위한 교육내

용으로 구성된다.� 보육전문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현장실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생의 자세,� 보육 프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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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정 중심 측정의 이해와 적용 등 진단과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한다.�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수집

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하는 방법을 다루고,� 전문가 및 부모들과 평가 자료를 종합해서 나누는 방법이 제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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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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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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인 내용을 다룬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학적 목록에 의거하여 독립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수정과 직

접 교수 방법 등도 연구한다.� 교육 상황에서 지체장애 아동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및 의학적 정보들을 탐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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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장애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이론적 소개는 강의에

의하여 진행하고 실제적 사례와 교육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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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별화교육계획의 이해와 적용,� 교과교재개발,� 교수방법을 연구한다.� 각 장애영

역별 특수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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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035� /� 정신지체아교육 /� Education�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정신지체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개념,� 특성,� 수준별 교육과정,� 원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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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한 현황은 수강자의 조사 연구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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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과 교육과정 및 방법적인 수정을 다룬다.� � �

The� following� topics� will� be� discussed� in� this� course:� definition� and� cause� of� visual�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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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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들

과 해결 방안들을 살펴본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적 방

법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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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모,� 일반 및 특수교사 등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행동적,� 심리역동적,� 사회적,� 생태학적 모델 등의 접근

을 통하여 정서 및 행동장애인에 대한 수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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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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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다영역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방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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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

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지원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고전적 행동 수정과 최근의 긍정적 행동지원을 포함하

는 이론적 바탕 하에,� 실제 학급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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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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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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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ar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통합교육의 정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통합교육의 이론적 근거,� 통합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통합교육 프로그램

의 개관,� 통합교육 프로그램 작성,� 통합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한다.� 초등학교 통합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강

의와 현장의 문제점을 개관한 후,� 실행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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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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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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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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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보육 및 가족 대상 실험연구를 위한 실험설계이론과 실험적 연구방법의 절차와

기술을 소개하며,� 자료 분석에 필요한 통계기법을 학습하여 그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와 함께 관찰을 통한 연구방법의 이해와 적용에 중점을 두어,� 보육 및 가족 대상 관찰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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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기

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각자가 주제를 선정하여 과학적 연구절차를 거쳐 개별연구를 수행하여 논문을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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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상사역과 교훈,�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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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osis,� Hypostatic� Union,� His� earthly� ministry� and� teaching,� His� death� and� its� meaning,� and� His� reality� of� res

urrection� will� be� studied.�

Korean� Bible� University

Page202/2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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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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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이론

과 실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장애통합보육의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현장의 적용

대안들을 논의한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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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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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 본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는 아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간의 경력을 쌓고서 승급교육을 받으면 보육교사1급 자격이 부여된다.�

·� 특수보육교사 자격을 인정받아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장애통합보육교사와 치료

사로 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