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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이념
◎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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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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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행동서약

‣ 비전 및 행동서약
•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생들을 학문적이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시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도록 

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서를 근본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며, 각자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으로 인식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탁월한 학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 학문분야의 토대가 성서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학습자중심 교육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학문의 탁월성 추구에 

최선을 다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전공분야에서 기초역량교육을 강화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어느 경우라도 청렴, 정의, 그리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섬김의 

리더를 양육함으로써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한다. 
   

‣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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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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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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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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연도/날짜 내용

2000s

2020. 11. 26 교육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 대학』 5회 연속 선정
2020. 06. 11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20. 05. 13 한국성서대학교 제7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20. 05. 13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12대 이사장 반종원 목사 선임
2019. 12. 27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2019. 12. 17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2019. 03. 0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3년 시행
2018. 10. 29 2018 대학생 동아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8. 09. 04 교육부『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선정
2018. 03. 01 일반대학원 간호학전공 신설
2018. 09. 04 교육부『2018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선정
2018. 10. 29 2018 대학생 동아리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7. 12. 28 2017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최우수 대학 선정
2017. 08. 24 2016교원양성기관평가 A등급 교육부장관상 수상
2016. 07. 06 대학기관인증평가 모니터링평가 결과 ‘인증’ 유지
2016. 03. 01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11대 이사장 김창원 장로 취임
2016. 03. 01 한국성서대학교 제 6대 총장 강우정 박사 선임
2015. 06. 16 간호학과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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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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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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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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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1. 04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보과학부 인터넷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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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1990s
1999. 11. 02 일반대학원(M.A, 및 Ph.D.) 및 신학대학원 인가
1998. 03. 24 사회교육원 개원

1990s

1997. 12. 12 교육부로부터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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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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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장직속
가. 교목실 : 각종 예배 및 예배관련 학사 ․ 행정, 학생 및 교직원 목양, 불신학우 및 가정 전도 등의 업무 수행한다.
나. 전략기획실
1) 기획팀 : 총장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과 대학의 발전전략 수립 및 기획, 조정, 예산편성 및 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2) 대외협력팀 : 기부금 모금, 동문회 관리 및 홍보,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 대학혁신단 : 대학혁신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라. 평가감사실
1) 평가감사팀 : 대학의 대내외 각종 평가 및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마. 성과관리실
1) 성과관리팀 : 대학의 교육성과 관리 및 환류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총괄한다.
바.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사. 인권센터 :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향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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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립(一粒)대학
가. 일립교육
1) 일립교육과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앙훈련 체계 구축, 신앙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기초교양교육과 : 성서적세계관 교육과정 구축 및 운영, 교육교재 연구 및 출판 등 성서에 기초한 세계관 교육을 

담당한다.
나. 비교과교육센터 : 학생의 학습역량 향상 업무를 위해 비교과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다. 대학 교학처
1) 교학팀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교무․학적․수업관리, 재적생 정원관리 및 학사통계, 학위수여 등의 학사 업무와 

교원임용 및 연수, 업적평가, 연구년제 운영 등의 교원지원, 학생활동 지원 및 지도, 총학생회 및 동아리 
지원, 외국인학생 대학생활 지원, 장학금 업무 등의 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라. NSLB교육지원단
1) 진로․ 심리상담센터 : 진로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

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교수학습센터 : 학생학습역량 및 교수의 교수역량 향상 업무를 담당한다.
3) 취․ 창업지원센터 : 취업 및 창업지원, 각종 검사 및 진로상담, 학과별 취업활동 지원, 취업통계조사 및 통계결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지역사회임팩트센터 :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하고 봉사의 삶을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 활동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
1) 입학관리팀 : 입학전형, 입학 상담 및 홍보, 입학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학생 입학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2) 학업지속지원팀 : 재학생 충원을 위한 학생의 학업지속 업무를 담당한다.

4. 일립행정본부
1) 사무관리팀 : 교직원 인사, 교육, 후생복지,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시설관리팀 : 교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전산지원팀 : 교내 정보처리 및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4) 일립생활관 : 기숙사 입주생 선발 및 퇴관, 기숙사 생활지도 및 상․벌점 관리, 편의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예비군중대 : 본교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군, 병무, 민방위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6) 밀알훈련센터 : 고 강태국 박사가 본교 학생들과 함께 1969년부터 가꿔 밀알조림센터로 명명되어 세워졌으며, 학

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5. 대학원
1) 대학원 교학팀 : 대학원 학사․학생․입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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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서
◎ 일립교육부

⧉ 교목실 (복음관 1층)

 - 각종 예배 주관 및 경건훈련 학사 운영

 - 학생 및 교직원 목양

⧉ 신앙훈련과 (복음관 1층)

 - 신앙훈련(성경, 기도, 전도, 봉사) 프로그램 운영

 - 전도반, Faith Training 및 밀알훈련 운영

⧉ 성서적세계관교육과 (복음관 1층)

 - 성서적세계관시리즈 교과목 운영

⧉ 밀알사회봉사단 (복음관 1층)

 -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 국내 및 해외봉사단 운영

⧉ 학생생활상담센터 (밀알관2층)

 - 각종 심리검사 및 분석

 -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교육

◎ 전공교육부

⧉ 교학팀 (복음관 1층)

 -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 운영

 - 학적(졸업, 휴학 등) 및 수업(수강신청, 시험 등) 관리

 - 교내외 장학 및 학생활동 지도

⧉ 기초교육원&영어교육센터 (일립관 7층)

 -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 교육 운영

 - 컴퓨터졸업인증 시험 관리 및 운영

 - ESWP(English Speaking & Writing Program) 
및 English Zone 운영

 - 영어클리닉 운영
 - 영어졸업인증 시험 관리 및 운영
⧉ 교수학습센터 (일립관 6층)

 - 학습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 각종 스터디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지원센터 (복음관 1층)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 학사 및 학교생활복지 지원

◎ 행정본부

⧉ 입학관리팀 (모리아관 1층)

 - 입학상담 및 지원

⧉ 취·창업지원센터 (모리아관 1층)

 - 취ž창업 지원 및 행정

 - 경력개발 교육 및 상담

 - Job Cafe 운영

⧉ 국제교류팀 (모리아관 1층)

- 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학점교류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 사무관리팀 (복음관 1층)

 - 등록금 수납 및 시설 대관

 - 복지 / 편의 / 수익 시설 운영

⧉ 시설관리팀 (밀알관 B1층)

 - 시설물 유지 관리

 - 소방 및 조경 관리

⧉ 전산지원팀 (갈멜관 1층)

 - 교육 및 행정 전산 지원

 - 컴퓨터 프로그램 보수 및 장비 관리

⧉ 도서관 (밀알관 3, 4층)

 -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 사물함 신청

 -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학술 정보 제공 

   및 열람실 관리

⧉ 일립생활관 (일립관1~3층)

 - 기숙사 입주 신청 및 선발

 - 기숙사생 관리

⧉ 예비군중대 (일립관 1층)

 - 예비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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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도서관 (밀알관 3층, 4층)

장소
학기 중 시간 방학 중 시간

월 ~ 금 토 월 ~ 토

밀알관 3, 4층
(자료열람실)

08:00~23:00 09:00~17:00 09:00~17:00

모리아관 2층
(자유열람실)

06:00~24:00 06:00~24:00 17:00~24:00

도서 대출권수 4권 / 대출기간 10일

⧉ 수업지원센터 (복음관 1층, 일립관 1층)

이용시간 대 여 물 품

학기중
08:30~22:00

수업용 노트북, 유무선마이크, RGB선 등

⧉ 북카페 (밀알관 1층)

이용시간
판 매 도 서

월화목 수금

학기중
9:00~17:00

학기중
9:00~12:00

수업용 교재 등

⧉ 복사실 (밀알관 B1층)

구분 이용시간 이 용 사 항

학기중 09:00~19:00 복사 및 제본, 복사카드 판매, 

교내 복사기 및 프린터기 관리방학중 09:00~14:00

⧉ 카페 코스테스 (밀알관 1층)

구분 이용시간 판 매 메 뉴

학기중 08:30~22:00
커피, 베이커리, 수제청 음료 등 

방학중 08:30~20:00

⧉ 학생식당 (밀알관 B1층) 

이용시간 유의사항

학기중

11:00~16:00
채플 시간은 운영하지 않음

⧉ 매점 (밀알관 B1층)

이용시간 판 매 메 뉴

학기중

08:00~20:30
음료 및 과자류, 필기류, 식권 등

⧉ 멀티미디어제작실 (일립관 3층)

이용시간 이 용 방 법

학기중

09:00~18:00

이용시간 외에 사용 시 하루 전에 

영유아보육학과 사무실에서 사용 

신청

⧉ 사회복지실습실 (복음관 3층)

⧉ 기타 유용한 시설

English Zone 일립관 5층

여학생휴게실 밀알관 1층

남학생통합휴게실 복음관 1층

예비군중대본부 일립관 1층

체력단련실 밀알관 B2층

Job Cafe 모리아관 1층

일립생활관 일립관 1층~3층

기도실 밀알관 B1층

 ※ 유의사항 : 각 시설에 따라 주말, 법정공휴일, 방학기

간에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이용시간 이 용 방 법

학기중

10:40~11:40

13:00~14:40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에서 사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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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맵

 복음관

1F 교학팀(장애학생지원센터), 일립(신앙)교육부/교목실, 사무관리팀, 
남학생통합휴게실, 수업지원센터

2F 총장실, 부총장실, 기획실, 법인사무국

3F 강의실, 사회복지실습실, 대외협력팀, 평가감사팀, 대학원교학팀

4F 강의실, 외래교수실(여)

5F 교수연구실, 외래교수실(남), 학과사무실(성서학과,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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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멜관

B1 에바다실, 교양정보실

1F 브니엘홀, 전산지원팀, 정보실

2F 정보실

3F 강의실

 모리아관

B1 평생교육원 강의실

1F 입학관리팀, 국제교류팀, 취·창업지원센터, 총학생회실, 
동아리연합회실, 어학원

2F 평생교육원, 강의실, 열람실

3F 강의실

 밀알관

B2 체력단련실, 탁구장, 주차장

B1 로고스홀, 천마홀, 학생식당(매점), 복사실, 시설관리팀, 기도실

1F 북카페, 카페 코스테스, 여학생휴게실

2F 학생생활상담센터, 일립기념관

3F 도서관

4F 도서관

 일립관

B1 강의실

1F 일립생활관, 예비군중대, 수업지원센터

2F 일립생활관

3F 일립생활관, 수업행동분석실, 멀티미디어제작실

4F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간호학과), 간호실습실

5F 교수연구실, English Zone, 강의실

6F 교수학습센터, 보건실

7F 교수연구실, 학과사무실(사회복지학과,영유아보육학과,기초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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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1. 도서관 : 국내외 도서,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수집 및 보존하고 도서열람 및 대출 등의 업무를 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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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실: 교내에서의 보건 및 의료의 기능을 담당한다.

부속교육기관
1. 평생교육원 :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 외국어교육, 예능교육과정을 운영

한다.

2. 한국어교육센터 :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어학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국어 정규과정 및 특별과정,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운영한다. 

3. 대학어린이집 : 한국성서대학교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학과 학생들에게 실습현장으로 쓰이는 동시에 영
유아보육학과 전공교수와 대학원, 학부생들의 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와 현장적용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 발전적인 보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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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적 공

헌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1992년 일립사상연구소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1년 일립신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2년부터 매년 일립신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립신학이론 정립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2. 사회복지연구소 :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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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각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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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신기술연구소 : 정보통신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연구를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차세대 
IT전문 인력 양성 및 인터넷 첨단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인터넷 신기술 동향분석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
고 있다.

위탁기관
1. 성서대학교회 : 한국성서대학교의 복음화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설립된 교회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 

사회에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있다.

2.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월계지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기관으로 지역주민의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 저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지역사회 문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종합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어린이집 : 한국성서대학교의 설립이념을 기반으로 산하에 부속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통한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양육한다.
  - 꿈빛어린이집
  - 백병원어린이집
  - 상계5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충무어린이집
  - 늘사랑어린이집

4.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제공과 보육시설과의 연계체제를 구축
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조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
다.

5. 월계우리가족상담소 : 월계우리가족상담소는 가정의 위기에 처한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상담 
및 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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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현황
1. 교원현황

소속 성명 직위 학위

성서학과

이민규 교수 신약신학 Ph.D.
김승호 교수 구약신학 Ph.D.
강규성 교수 구약신학 Ph.D.
최영태 교수 기독교윤리학 Ph.D.
김정원 교수 선교신학 Ph.D.
박태수 부교수 조직신학 Ph.D.
김현광 부교수 선교신학 D.Miss.
유정선 부교수 조직신학 Ph.D.
김웅기 부교수 기독교교육학 Ph.D.
조현진 부교수 역사신학 Ph.D.
박성환 조교수 실천신학 Ph.D.
안창선 조교수 신약학 Ph.D.
최사랑 조교수 상담코칭학 Ph.D.

사회복지학과

원영희 교수 사회학 Ph.D.
최선희 교수 가족복지 Ph.D.
김성경 교수 임상사회복지학 Ph.D.
김희수 교수 사회복지학 Ph.D.
안정선 교수 사회복지학 Ph.D.
배진형 교수 사회사업 Ph.D.
김성호 부교수 사회복지학 Ph.D.

영유아보육학과

조혜경 교수 교육학 Ph.D.
김정원 교수 유아교육학 Ph.D.
강정원 교수 유아교육학 Ph.D.
조윤경 교수 특수교육학 Ph.D.
김형미 조교수 특수교육학 Ph.D.
장현진 조교수 유아교육학 Ph.D.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현우석 교수 응용컴퓨터학 Ph.D.
임지영 교수 응용컴퓨터학 Ph.D.
정해덕 교수 컴퓨터과학 Ph.D.
김원빈 조교수 전자전기컴퓨터공학 M.E.

간호학과

장인순 교수 간호학 Ph.D.
최은희 교수 간호학 Ph.D.
김정숙 부교수 간호학 Ph.D.
안현미 부교수 간호학 Ph.D.
고미숙 부교수 간호학 Ph.D.
이소정 조교수 간호학 Ph.D.
이은주 조교수 간호학 Ph.D.
김주아 조교수 간호학 Ph.D.

기초교육원

오윤선 교수 교육학 Ph.D.
이한영 교수 교회음악 M.MUS.
한진호 부교수 정보보호학 Ph.D.
오은주 부교수 영어교육학 Ph.D.
이성아 조교수 교수학습공학 Ph.D.

Nel Susan Elizabeth 조교수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M.A)
이슬기 조교수 국어교육, 작문교육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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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서현황

교목실
❚ 담당 및 주요업무

부서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주요업무

교목실

실장 강규성 02-950-5434 교목실 총괄

교목 구광면 02-950-5540

매일 채플 및 각종 예배 주관
학생 및 교직원 목양
채플 설교자 배정 및 섭외
신ㆍ편입생, 졸업예정자 신앙상담
부흥사경회
신앙상담

직원 반우형 02-950-5446

매일 채플 및 각종 예배 주관
학생 및 교직원 목양
채플 설교자 배정 및 섭외
신ㆍ편입생, 졸업예정자 신앙상담
부흥사경회
신앙상담
행정지원

대학본부
❚ 주요보직 

❚ 담당 및 주요업무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부총장
산학협력단장 강규성 02-950-4335 대학 전체 부총괄

산학협력단 총괄

전략기획실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권경만 02-950-5481 기획실 업무 총괄

산학협력단 부총괄

평가감사실장 임지영 02-950-5410 평가 감사업무 총괄

성과관리실장 김희수 02-950-5555 성과관리 업무 총괄

인권센터장 배진형 02-950-5461 인권센터 업무 총괄

부서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팀

팀장 김현동 02-950-5424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규정 관리
학생정원 조정 기구 직제 관리
예산 편성 및 조정, 통제, 자금운영관리
교무위원회, 대학발전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대학평의원회 지원
산학협력단 팀장 겸직

차장 이강동 02-950-5513
총장 수행 및 비서 업무
홈페이지 및 주요발간물 전자자료 관리
코코스제작 및 발간
대외협력팀(겸직)

대외협력팀
팀장 이광삼 02-950-5517 대외협력팀 업무 총괄

부팀장 전영호 02-950-5599 기부금보고 및 모금행정
기부금 모금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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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립대학
❚ 주요보직 

❚ 담당 및 주요업무 

부서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일립교육
일립교육과

과장 박성환 02-950-5505 일립교육 총괄

직원 반우형 02-950-5446 일립교육 행정 지원

기초교양교육과
과장 오윤선 02-950-5440 교양교육 총괄

행정조교 이나현 02-950-5457 교양교육 행정 지원

전공교육부

성서학과
학과장 김웅기 02-950-5527 성서학과 총괄

행정조교 이희주 02-950-5475 성서학과 행정 지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최선희 02-950-5476 사회복지학과 총괄

행정조교 고영욱 02-950-5445 사회복지학과 행정 및 실습 지원

영유아보육학과
학과장 강정원 02-950-5420 영유아보육학과 총괄

행정조교 서한나 02-950-5486 영유아보육학과 행정 및 실습 지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학과장 현우석 02-950-550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총괄

행정조교 이다솜 02-950-4302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행정 지원

실습조교 우승미 02-950-546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실습 지원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학사부총장 최은희 02-950-4333 일립대학 업무 총괄

비교과교육센터장
NSLB교육지원단

이성아 02-950-5596 비교과교육센터 총괄
NSLB교육지원단 총괄

대학 홍보

편집주간 이강동 02-950-5513 코코스제작 및 발간

평가감사팀

팀장 권순범 02-950-5561 평가 감사업무 총괄

직원 김지성 02-950-4336

대학자체평가(대학원)
대학기관인증평가
각종 대외평가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기타 평가 및 감사 업무 지원

성과관리팀 팀장 장성희 02-950-5550
대학 교육만족도 조사 
학부교육실태조사(K-NSSE)
대학성과관리(KBU핵심역량, 전공역량, 
핵심지표 등)

인권센터

담당교수 최사랑 02-950-5452 성희롱, 성폭력 상담

연구원 이정은 02-950-4315 인권상담

차장 신금주 02-950-4317 인권센터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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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과장 이소정 02-950-5553 간호학과 총괄
실습조교 김태희 02-950-5415 간호학과 실습 지원
실습조교 황은숙 02-950-5511 간호학과 실습 지원

행정조교 홍성진 02-950-5521 간호학과 행정 지원

비교과교육센터 연구원 임수아 02-950-5548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NSLB 비교과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KBU 핵심역량 진단 운영 및 결과 분석

교직부
교직부장 김형미 02-950-4314 교직교육 총괄

행정조교 서한나 02-950-5486 교직교육 행정 지원

대학 교학처

팀장 유미나 02-950-5406
교학업무 총괄
교원인사(재임용, 승진, 신규임용)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연수

차장 임환석 02-950-5405
교내 연구비 지원업무
연구년 관리업무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학생지원업무

계장 김희 02-950-5409
학적변동 관리
다전공 관리
졸업사정
교육과정 관리

주임 이소연 02-950-5404

교내ㆍ외 장학 선발 및 관리
국가장학금 관리 운영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및 교육 운영
학자금 대출 안내 및 연체ㆍ상환관리
교원자격검정 운영

주임 유다운 02-950-5407
수업운영 지원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표 운영
계절학기 운영
강의시수 및 강사료 산정

NSLB교육지원단

진로․ 심리상담센터

센터장 최사랑 02-950-5452
진로 심리상담 업무 총괄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정신건강 관련 연구

연구원 이정은 02-950-4315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담당
개인 상담
각종 심리 검사 및 해석

차장 신금주 02-950-4317
각종 심리 검사 및 해석
정신건강세미나 등 관련 특강 지원
학생생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학생 진로심리상담과 관련한 업무

교수학습센터

센터장 윤혜진 02-950-5541

교수학습센터 총괄
학습유형 진단 및 학습상담
교수역량강화 사업 운영
학습자 중심 교수법 실행 지원
교원 업적 평가 지원
강의 질 개선 지원
이러닝 매체 지원
학습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연구원 조연직 02-950-5542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력·전공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성장·심화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그룹학습실 관리 및 학습환경 지원

연구원 임수아 02-950-5548

기초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협력·전공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성장·심화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러닝 매체 지원
로뎀나무 아래 공간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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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
❚ 담당 및 주요업무

일립행정본부
❚ 주요보직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일립행정본부장 김중완 02-950-5428   행정본부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취․ 창업지원센터

센터장 박성범 02-950-5523

취ㆍ창업 교과목 기획 및 운영
취업과정 교육 및 실습
각종 검사 및 취업진로상담
취업교육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운영
취업률 지표 관리
상담사례연구 및 분석

컨설턴트 문지예 02-950-5525
정부 주도 취업통계조사
각종 검사 및 취업진로상담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컨설팅, 구직 알선

컨설턴트 민경은 02-950-5526

각종 검사 및 취업진로상담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이력서 컨설팅, 구직 알선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센터장 안정선 02-950-5514 지역사회임팩트센터 업무 총괄

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형미 02-950-4314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총괄

대리 임환석 02-950-4332 장애학생 생활 및 도우미지원사업 관리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 부장 최육열 02-950-5510 입학학업지속지원본부 총괄

입학관리팀

팀장 신지수 02-950-5403
입학전형계획, 진행 총괄
입시정책/개발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관리

직원 배민정 02-950-5425
수시, 정시모집 관리
편입학모집 관리
입시 통계 및 분석
입시 홍보/상담

학업지속지원팀 팀장 김병수 02-950-5547 휴학 및 제적사유 통계 분석
재학생 충원율 확보를 위한 기획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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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주요보직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대학원장 조혜경 02-950-5534 일반 및 특수대학원 총괄

대학원 교학처장 박태수 02-950-5507 대학원 교학처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사무관리팀

팀장 양희정 02-950-5421
사무관리 업무 총괄
직원인사, 직원복무, 직원교육, 직원평가
개인정보보호

대리 진달래 02-950-5520 회계, 급여

주임 신재윤 02-950-5508
입찰, 계약, 구매 관리
문서관리, 정보공개
시설사용관리 및 수익시설 운영
안전사고 관리

직원 이은영 02-950-5427 등록금, 자산관리, 시설현황 및 시설보안 관리
비품 및 통신관리, 직인관리

시설관리팀

팀장 이은광 02-950-5554 시설업무 총괄

대리 이상일 02-950-5560 기타시설 및 장비관리
전기 및 소방관리

직원 강신애 환경미화 및 조경 관리

직원 정순애 환경미화 및 조경 관리

전산지원팀
팀장 김덕원 02-950-5468

전산지원 업무 총괄
정보보안 수준진단
학사행정시스템 관리
서버실 운영
네트워크 관리

과장 김덕현 02-950-5478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컴퓨터 관리
수업지원센터 운영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일반
일반대학원 주임교수 조현진 02-950-5432 일반 및 신학대학원 총괄

간호대학원 주임교수 안현미 02-950-5530 일반대학원 간호학 총괄

특수

신학대학원 주임교수 조현진 02-950-5432 신학대학원 총괄

사회복지대학원 주임교수 배진형 02-950-5461 사회복지대학원 총괄

보육대학원 주임교수 김형미 02-950-4314 보육대학원 총괄

대학원 교학팀
팀장 박인혁 02-950-5456 교학업무 총괄

입시홍보 및 모집

직원 정은상 02-950-5464 수업 및 학적관리
장학 및 졸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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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도서관
❚ 주요보직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도서관장 02-950-5447 도서관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보건실
❚ 담당 및 주요업무

일립생활관
❚ 담당 및 주요업무

예비군중대
❚ 담당 및 주요업무

졸업/논문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도서관

팀장 최지은 02-950-5450

단행본 및 전자책 구입
독서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도서관 통계 및 지표관리
DB 및 홈페이지 관리
대학역사자료 보존
출판부 업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간사(겸직)

과장 김덕현 02-950-5453

학술 DB 및 정기간행물 구입
기증도서 관리 
북카페 운영
자료분류 및 편목
멀티미디어실 및 전산기자재 관리

사서 유수연 02-950-5448

도서대출 및 반납, 이용자관리
상호대차 및 참고서비스
도서관 홍보 및 이벤트 진행
비품구입 및 관리
시설 및 출입시스템 관리
사물함 운영 및 관리
공문서 및 기록물 관리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일립생활관 관장 조철남 02-950-5472 기숙사 입주 학생 관리
기숙사 시설 및 행정 관리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보건실
실장 안현미 02-950-5530 보건실 업무 총괄

간호사 곽한나 02-950-4311 보건실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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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알훈련센터
❚ 담당 및 주요업무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 주요보직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평생교육원장 김중완 02-950-5428 평생교육원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국제교류원
❚ 주요보직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밀알훈련센터
센터장 김중완 02-950-5428 밀알훈련센터 업무 총괄

팀원 권오섭 02-950-5595 밀알훈련센터 운영 및 관리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평생교육원

팀장 양희정 02-950-5421

학점은행제 과정 총괄
노원평생시민대학 운영 총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과정 총괄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과정 운영 총괄
평생교육원 운영 및 규정 조정 총괄
보육교직원 온라인특별직무교육 운영
평생교육원 광고 및 대외홍보 담당

주임 추연진 02-950-5545

학사운영 계획 및 각종 규정 담당
학점은행제 과정 담당
비학위과정 담당
노원평생시민대학 과정 담당
교육원 회계관리

직원 하희수 02-950-5558
학점은행제 과정 담당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세미나 담당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담당

직원 고윤정 02-950-5567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담당
비학위과정 담당
노원평생시민대학 과정 담당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예비군중대 중대장 이호섭 02-950-4306
예비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직장방호 계획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편성,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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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국제교류원장 최육열 02-950-5510 국제교류원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한국어교육센터
❚ 주요보직 

보직 성명 전화번호 주요업무

한국어교육센터장 최육열 02-950-5510 한국어교육센터 총괄

❚ 담당 및 주요업무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국제교류원
부원장 이인영 02-950-5429 국제교류 대외홍보 및 MOU 협약

외국인유학생 관리 총괄

직원 김은실 02-950-5546 외국인유학생 관리 전담

부서명 직책/직급 성명 연락처 담당업무

한국어교육센터
부센터장 이인영 02-950-5429 한국어교육센터 대외홍보 및 학생모집

한국어교육센터 학생상담

직원 김은실 02-950-5546 한국어교육센터 과정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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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학사 및 일반 행정에 대한 기본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1조의2(교육 목적) 본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 이념인 밀알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복음주의 교리를 고수하여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밀알정신을 갖

춘 복음전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적인 인격을 도야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및 세계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한다.(개

정19.09.06)

제1조의3(교육 목표)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인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한다.(신설 19.09.06)

1. 말씀에 거하는 성서인 양성 : 성서의 진리에 입각하여 성서적 세계관을 함양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갖춘 성서인 양성

2. 복음을 위한 전문인 양성 :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는 통섭적 사고와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실천적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양성

3.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 양성 :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는 사회인 양성

제2조(학과) ① 본 대학교에는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

를 둔다.(일부개정15.02.06)

② 본 대학원에 다음과 같은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제3조(전공, 학위 및 정원) ① 각 학과의 전공분야 편성 학위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04.12.1)

(개정09.05.08)(개정09.07.01)(개정09.11.20)(개정2010.11.09)(개정2014.04.09)(개정2017.03.22) 

학과별 모집단위, 학위 및 인원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이하 “석ㆍ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다만, 석ㆍ박사통합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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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계열 모집단위(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원

인문사회계열

성서학과 성서학 문학사 6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문학사 40

영유아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 문학사 40

공학계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 공학사 35

자연계열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사 45

제75조(공개강좌) 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 제75조의3(연구과정) 제76조(부속 ㆍ 부설기관)

제76조의2(산학협력단) 제77조(학칙 개정) 제78조(계약학과) 제86조(자체평가)

제87조(등록금심의위원회) 제88조 제89조(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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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9.1.7) (개정09.7.8)(개정15.09.11)(개정16.08.05)(개정17.06.09.)(개정 19.08.02)(개정 22.01.07)

대학원 과정 학과 전공  학위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Th.M, M.A) 

구약학, 신약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신학/문학)
석사

15

간호학과
(M.S N)

간호학
간호학
석사

박사과정

신학과(Ph.D) 
구약학, 신약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철학박사 5석ㆍ박사
통합과정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
(M.Div/)

목회학
목회학 
석사

37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

(M.SW)

사례관리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 
석사

7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보육학과
(M.CE)

보육학
특수보육학

보육학
석사

17

총계 81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4조(수업 및 재학연한) ①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학연한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2. 06. 08)(개정17.06.09.)(개

정20.11.06.)(개정21.11.05)

1. 편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지난 재학연한을 합

산한다.(개정2012. 06. 08)(개정17.06.09.)

2.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2012. 06. 08)

3. 삭제(개정 15.02.06)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ㆍ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둘 수 있으며, 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제2학기

의 시작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학기 별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제38조의 교과이수 단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교과목의 수업일수

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1.03.)

제7조(휴업일) 정기 휴업 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토요일, 일요일(주일)(개정15.02.06)

4. 국정공휴일 



- 32 -

제7조의2(휴업일 변경) ① 임시 휴업 및 임시 휴업기간의 변경은 총장이 정한다. 

②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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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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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다르게 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04.12.1)  

제4장 입학 (전. 편입학. 재입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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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입학의 시기) ①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다.(개정19.01.11.)

② 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ㆍ편입학을 포함한 모든 전ㆍ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로 한

다.(개정19.01.11.)

제11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앞의 제1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4.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개정19.01.11)

②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독교 대학의 특성에 의하여 세례받은 자 또는 세례예정자(개정19.01.11)

2. 문학석사과정(M.A)과 석박사통합과정 중 기독교상담학전공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   득

한자 또는 법령에 의해서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신학석사과정(Th.M)과 석박사통합과

정 중 신학전공자는 M.Div.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삭제07.09.14)

제12조(입학지원서류) ① 본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출신학교 성적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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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제14조(입학사정) 신입생의 선발은 출신학교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필답고사, 면접 및 신체검사 등

을 헤아려 사정하되 시일 및 방법 등은 따로 공고한다. 

제14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ž구술고사 등)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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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15.04.03)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15.04.03)

제15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

다.(단, 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개정19.01.11)

제16조(입학절차)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 기타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9.01.11)

②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입학허가를 취소한

다. (개정21.04.19)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

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보증인) 삭제(개정19.01.11)

제18조(편입학 자격)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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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③ 본 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직전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개정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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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학사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2%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30%까지 가능하다.(개정19.01.11)

제19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

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학사 편입학은 입학정원의 2%이내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이내에 한하여 입학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단, 간호학과는 30%까지 가능하다.(개정09.11.20)(개정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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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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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필함으로 완료된다. 

제22조(제적) 삭제(19.01.11)

제23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변경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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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04.12.1)(개정15.02.06)

② 수강신청은 수강인원,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6장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제24조(휴학)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계속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

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질병으로 인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일부개정15.02.06)

제25조(휴학기간) ①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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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를,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04.12.1, 06.12.5)(일부개정15.02.06)

 

제26조(직권 휴학 및 퇴학) 삭제(개정15.02.06)

제27조(납입금 면제) 등록기일 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제28조(복학) ① 휴학자의 복학은 해당 학기 등록기간 중에 한하여 허가된다. 

② 삭제(개정15.02.06)

③ 삭제(개정15.02.06)

제29조(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 퇴학할 수 있다.(개정

15.02.06)

제30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처리 한다. 다만 제7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

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장애학생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04.12.1)(일부개정15.02.06)(일부개정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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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단,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

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3. 삭제(개정19.01.11)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삭제(개정16.02.05)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개정15.02.06)

8. 기타 제 규정에서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신설19.01.11)

제31조(학사경고) ① 해당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불량을 경고

한다.(개정15.02.06)(개정19.01.11)

② 재학기간 중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유급 처리한다.(개정16.02.05)

제32조(유급) ① 학년 또는 학기단위로 따로 정한 이수 요건에 미치지 못한  학생은 유급시킬 수 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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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1)

② 삭제(개정19.01.11)

③ 연속 2회 유급 시 제적한다. (개정16.08.05)

제7장 전공이수 및 교직과정 

제33조(전공이수) 학사과정에서 학생이 소속한 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

며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04.12.1)(개정15.02.06)(개정18.02.09)

1. 이중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의 학위과정(단일전공)과 다른 학과의 학위과정(단일전공)을 이수하여 2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개정19.01.11)

2. 복수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개정19.01.11)

3. 부전공 : 학생이 소속한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2분의 1 이하 이수하는 것(개정19.01.11)

4. 융합모듈 : 학생의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 이중전공·복수전공·부전공 이외에 일련의 교육 목적과 내용

을 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개정20.01.03.)

제34조(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삭제18.02.09)

제35조(전과) ①전과는 매 학기 말에 허가하며, 전입인원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전출·입학 

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허가 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02.09)

② 전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와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8.02.09)

제36조(전과 승인) (삭제18.02.09)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6조의 2(교직과정) ① 교직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6.08.05)

② 삭제(개정16.08.05)

제8장 교과와 이수 

제3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립교육(신앙교육 및 훈련, 기초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으로 구

성된다. (개정17.11.10)(개정22.01.07)(개정22 .02.11)

② 이수구분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선택), 전공(기초, 필수, 선택), 교직, 융합필수, 일반선택으로 한

다.(개정20.01.03.)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17.11.10)

④ 교양 및 전공교육의 질 향상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22.01.07)

제38조(교과 이수단위 및 특별시험) ① 교과이수의 단위 및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한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부여한다. 단, 실습 등 특별

한 경우 100분 또는 그 이상을 15주 이상 실시하여 1학점을 부여한다. (개정20.01.03.)

2. 삭제(개정16.08.05)

3. 삭제(개정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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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 시험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대학 출신의 신학전공자들은 성서 언어(헬라어, 히브리어)를 수강하지 않고도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

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위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당해 학기 학점 수에 포함시키지는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 

3. 특별시험 합격 시 중급과정에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졸업) ① 본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18.11.30)

1.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소정의 신앙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총평점평균이 1.5 이상인 자

4.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

5. 소정의 교양과목,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6.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② 제1항 제2호의 신앙훈련과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제4조 및 제4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

격한 자 중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로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개정06.12.5)(개정

15.02.06)(개정19.01.11)

1. 삭제(06.12.5) 

2. 삭제(06.12.5) 

제40조(졸업자격시험) ① 졸업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시험은 모든 학년 1,2학기에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에서 제외된다. 

(개정05.11.2)(개정19.01.11)

2. 졸업시험은 성경, 컴퓨터, 영어로 하며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② 본 대학원의 졸업자격 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개정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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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수업방법) 수업은 학기 중 대면수업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온라인수업 및 집중수업 등으로 수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20.01.03.)

제42조(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목유급에 따른 학점등

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최대 신청학점에 밀알훈련 및 전도훈련과 실용영어 학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 17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4.0이상인 학생은 25

학점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 (개정2011. 08. 05.) (개정 17.04.07.)(개정17.06. 09.)(개정20.01.03.)(개

정21.11.05)

② 계절 수업의 수강신청은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의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단, 대학원장 허가 시 초과취득 가능) 

1. 일반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2.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3. 특수대학원(사회복지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개정09.7.8) 

4. 특수대학원(보육대학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개정06.12.5) 

제43조(수료) ①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는 학년 수료를 인정하고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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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18.11.30)

② 본 대학원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06.12.5)(개정16.03.01)

1. 일반대학원 : 석사(M.A, Th.M)과정 27학점, 석사(M.SN)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54학점 이상 (개정16.03.01)(개정19.01.11)

2. 삭제 (개정 07.09.14)(개정16.03.01)(개정19.01.11)

3. 신학대학원 : 석사과정 90학점 이상(개정 2010.04.12)(개정16.03.01)(개정 22.01.07)

4.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과정 30학점 이상(개정 2010.04.12)(개정16.03.01)(개정 22.01.07)

5. 보육대학원 : 석사과정 37학점이상(개정16.03.01)(개정 22.01.07)

제44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다른 학교 에서 학점교류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19.01.11)(개정21.04.19)

② 전ㆍ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입학 후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

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국내외 현장실습과정(인턴쉽)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05.11.2) 

④ (삭제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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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으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09.03.31)

⑥ 신입학생으로 입학 전 본 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한 경우 

특별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된 학점은 전체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에는 산입되지 않는다.(신

설19.01.11)

⑦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20.01.03.).

⑧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험 및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험

을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20.01.03.)(개정21.04.19)

⑨ 학점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09.03.31)(개정19.01.11)

제44조의2(석사과정 학점 취득) ① 학부 재학생이 7,8학기 말에 성적 우수자 혹은 필수이수교과를 이수

하지 못한 자는 총장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에서 6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석사과정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개정 04.12.1,05.11.2)(개

정15.02.06)

② 제1항의 석사과정 학점 취득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 규정으로 정한다.(개정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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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다. (대학원은 별지서식2~5)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학사과정 : 학사학위 

2. 일반대학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③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논

문이 학위수여 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치 않다고 총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명예박사학위)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

낸 자, 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기독교 및 본 대학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 총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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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개정15.02.06)

⑥ 제2항에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학업을 중단한 자 및 수료한 자로서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06.12.5) 

제45조의2(부설 평생교육원 학위) (신설09.11.20)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6호] 제7조(학점인정 <개정 2007.12.21>)에 의하여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

수하고, 별도의 평생교육원 규정에 의하여 제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신설16.08.05)

③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에는 본 대학의 학부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신설

21.04.19)

제45조의3(학위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5.02.06)

②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교무위원회 심

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15.02.06)

③ 총장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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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5.02.06)

제46조(조기졸업) ① 신입으로 입학한 학생은 6, 7학기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 성적 및 

총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개정21.04.19) 

② 편입생이 입학 전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3학기에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는 수업 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신설21.04.19)

제9장 시험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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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3주를 초과할 때

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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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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점 평균은 총 성적 평점을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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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등급 평점

100 - 98 A+ 4.00

97 - 93 A 3.85

92 - 90 A- 3.50

89 - 87 B+ 3.30

86 - 83 B 3.00

82 - 80 B- 2.70

79 - 77 C+ 2.30

76 - 73 C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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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완결(IC)을 교학처에 학

기말 성적으로 보고한다. IC 를 받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기말 시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성적이 교학처에 보고되지 않는 

경우F 로 자동 처리된다. 

③ 성적 등급이 F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교과목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2014. 08. 

01 신설)

제50조(재수강)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1.03)

1. 학수번호와 학점이 동일한 교과목

2.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유사교과목

② 전항의 유사교과목은 교학처장이 정한다.(개정20.01.03)

③ 편입생이수과목인정을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01.03)

④ 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본 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개정20.01.03)

⑤ 학점교류의 경우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개정

20.01.03)

제51조(성적미달 제적) 삭제(개정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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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학생활동 

제52조(학생활동)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19.01.11)

2. 삭제(개정19.01.11)

3.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4. 학생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아리 등 학생단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19.01.11)

제53조(학생지도) ① 학생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학사 및 연구와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③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19.01.11)

제54조(비성서적 행위의 금지) ① 학생은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 혹은 이와 유사한 온갖 종류의 

음란한 행위, 경건치 않은 행위, 하나님을 거역하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를 용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19.01.11) 

② ①항의 내용을 주장하는 시위나, 활동, 동조자 규합, 동아리 구성, 이를 주장하는 외부 세력과의 연

대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학업 및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

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떤 행위가 위 ①②③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쟁은 1차로 신학위원회가 심의, 판단하며 이

를 교무위원회에 다시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개정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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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징계) 삭제(개정19.01.11)

제57조(재입학, 편ㆍ입학 불허) 삭제(개정19.01.11)

제58조(세부사항) 학생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기본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15.02.06)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59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 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서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제6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대상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19.01.11)

1. 기독교 정신에 위반되며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개정19.01.11)

3.삭제(개정19.01.11)

4. 기타 학칙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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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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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납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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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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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감면되지 않는다. 

제63조(납입금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과 오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에 의

하거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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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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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04.12.1) 

② 학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사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15.02.06)

제13장 장학금 

제65조(장학금) 본 대학교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에게는 본 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

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장학금 지급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6조(지급중지)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휴학, 자진퇴학, 제적 또는 징계될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15.02.06)

제14장 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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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장 교 수 회 

제68조(교수회) ① 본 대학교에 교수회를 두고 전임교원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69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전ㆍ편ㆍ재입학 포함), 졸업 또는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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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장 교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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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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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교원 중에서 교무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다. 

제72조(의장)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7장 대학원 위원회 

제72조의2(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교수 및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

하는 7인으로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대학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2003.2.1). 

제72조의3(기능)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04.12.1) (개정 17.12.18)

1.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생의 장학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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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또는 교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장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을 때 원장은 이를 

소집한다. 

② 대학원위원회 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청했을 때 대학원장은 이를 소집한다.(개정15.02.06)

③ 대학원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이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장 특별학생(삭제04.12.1) 

제73조(특별학생) ① (삭제04.12.1) 

② (삭제04.12.1) 

제74조 (삭제04.12.1)

제1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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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를 널리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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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간제 등록생) ① 시간제 등록생은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

② 시간제 등록생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5조의3(연구과정) ① 본 대학원 강의에 청강 또는 연구과정생으로 수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심

사를 거쳐 1년 이내 과정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규정에 따른다.

(개정04.12.1)(개정15.02.06)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별지서식6)를 교부할 수 있다. 

제20장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제76조(부속ㆍ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둔다.(개정19.01.11)(개정22 

.02.11)

1. 부속기관: 도서관, 출판부, 보건실(개정06.6.20)(개정19.01.11)(개정22 .02.11) 

2. 부설연구기관: 일립교육연구소, 일립신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영유아보육연구소, 인터넷신기술연구

소(개정05. 11.2)(개정19.01.11) (개정22.02.11)

3. 부속교육기관: 평생교육원,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센터, KBU인재개발원, KBU원격평생교육원, 대학어린

이집, (개정09.11.20)(개정19.01.11)(개정19.05. 27)(개정22.02.11)

②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19.01.11) (개정 

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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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04.6.2)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1장 학칙 개정 

제77조(학칙 개정) 본 대학의 학칙개정절차는 개정안을 일정기간 사전공고를 통하여 조정한 후 대학발전

위원회의 심의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개정04.12.1) (개정

17.11.10)

제22장 계약학과(신설06.1.4)(삭제16.2.6)(개정17.11.10)

제78조 (계약학과) ①「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본 대학에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17.11.10)

② 계약학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17.11.10)

제23장 자체평가(신설09.05.01)

제8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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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장 등록금심의위원회(신설2011. 01. 01) 

제87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제1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2 제4조의3에 따라 

본 대학교의 등록금책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15.02.06)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5.02.06)

제88조 삭제

제89조(심의사항)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 등)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15.02.06)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임규정)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 (학칙개정) 본 학칙개정은 교무회의 결의 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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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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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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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야간 정보과학부 휴학생을 고려하여 2007년 2월까지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야간에 개설

할 수 있다. 야간 정보과학부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가능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4년 06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5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6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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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07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학칙 시행 전에 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은(편입생 포함) 종전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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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49조 ③항은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칙 제36조, 제50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5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6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선교학전공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서학과 재입학 정원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② 야간 제적자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간 재입학 정원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6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7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 본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 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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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 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복수학위전공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 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제43조 2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 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 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 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0 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0 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 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 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1 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 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제3조 2항은 대학원 2022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2 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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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개정19.01.11)

 제○○○○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아래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학위증을 수여함

제1전공 : ○○○○학과 ○○○○전공 

          학위명 : ○학사

복수전공 : ○○○○학과 ○○○○전공 

          학위명 : ○학사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직인)

학위번호 : 성서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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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2)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 
석사(○○전공)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학위번호 : 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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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 

 석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전공)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석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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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4) 

 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 박사(○○전공)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논문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박사의 자격을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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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5) 

명박 제○○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위 추천에 의하여 명예○○학 박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총장 ○○○

  학위번호 : 성서대 ○○○○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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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6) 

제 ○○호

연 구 실 적 증 명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1년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한국성서대학교 ○○ 대학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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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서대학교 학사 규정

제정：1997.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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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5.02.06.)

제2장 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 ① (개정11.08.05.)(개정15.02.06.)(삭제15.02.06.)

② 수강신청은 주ㆍ야간 교차신청이 가능하나, 학적은 입학 시의 학적을 유지한다. 수강신청은 수강인원, 강

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

④ 삭제(개정16.08.05.)

⑤ 삭제(03.09.)

⑥ 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03.01.01.)

⑦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은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행한다.(신설06.06.22.)

제2조의2(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

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19.02.15.)

② 교수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

에 수강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19.02.15.)

③ 사전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성적 공

정 여부를 확인하여 교학처에 보고한다.(신설19.02.15.)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을 F 처리 한

다.(신설19.02.15.)

제3조(편입생의 수강신청) ① 일반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의한다.

② 전 대학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이수과목인정

서를 제출하여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개정15.02.06.)

③ 본 대학에서 요구 시 전공필수 외에도 특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변경) ① 수강신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잘못 기재한 사항(특별히 강좌코드)은 학생이 

책임지며 이로 인한 수정은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개정18.12.14.)

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과 과목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

가 있는 학생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개정18.12.14.)

제5조(수강신청과목 철회) ①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수강신청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17.04.07.) (개정

18.12.14.)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개정17.04.07.)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

제6조(폐강)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폐강할 수 있다.

1. 교양선택과목 : 15명 미만(일부개정15.02.06.)(개정20.01.03.)

2. 전공선택과목 : 12명 미만(일부개정15.02.06.)(개정20.01.03.)

3. 삭제(개정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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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1.03.)

제3장 출석과 결석

제7조(출석)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개정16.04.08.)

제8조(결석) ①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F" 처

리한다.(개정18.02.09.)

②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때에는 예외로 한

다.

제9조(결석인정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그 기간 출석한 것

으로 인정한다. 단,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20.06.05.)

유고결석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출산
본인 20일

출산확인서
배우자 5일

혈족사망
부모·자녀·배우자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형제자매 3일

본인질병
입원 해당기간

(최대3주)

입·퇴원확인서

격리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병무관계

신체검사

해당기간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지원시험

예비군 및 민방위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해당기간

(최대3주)
전역증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해당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해당기간

(최대4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학교 공식행사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② 본인 질병으로(증빙서류-진료확인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되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19.11.08.)

③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결석계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출결을 반영한다.(개정19.11.08.)(개정

20.11.06)

④ (삭제19.11.08.)

제4장 재수강

제10조(재수강 교과목)(삭제20.01.03.)

제11조(재수강 성적부여) ① 재수강은 교과목당 1회에 한하며, 취득성적이 D⁺이하만 재수강을 허용한

다.(개정20.01.03.)

②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시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03.)

③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은 B+ 이하이다.(개정20.01.03.)

④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 ‘R'(Retake)로 표기한다.(개정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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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휴학(개정13.11.08.)

제12조(휴학절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에 사유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 도서관, 예비군중대(남자인 경우), 담당자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자는 제적된다.(개정15.02.06.)

제13조(휴학기간)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장애학생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교학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5.08.)(개정17.07.07.)(개정20.11.06)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복무 및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

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복무는 병역의무기간에 한하고, 육아와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15.02.06.)

③ 삭제(개정15.02.06.)

④ 신입(편입)생에게는 해당 첫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유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5.08.)(개

정19.10.04.)(개정 21. 08. 06.)

⑤ 휴학연장은 추가 1회 휴학 횟수로 산정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5.05.08.)

제6장 복학

제14조(복학절차)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해야한다.

(개정15.02.06.)

② 삭제(개정15.02.06.)

③ 복학이 결정된 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15.02.06.)

④ 삭제(개정15.02.06.)

⑤ 입대한자가 복학하는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이수 해당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개정15.02.06.)

⑥ 군입대 휴학자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역할 수 있는 자로서 복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7장 퇴학과 제적

제1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5.02.06.)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다만 제8호와 제9호 해당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16.03.11.)(개정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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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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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삭제(개정16.03.11.)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7. 분납한 자가 분납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한다.

8.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신설16.03.11.)

9. 2회 연속 유급한 자(신설16.03.11.)

제8장 재입학과 편입학

제1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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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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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절차)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의 면접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18.12.14.)

제18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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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15.02.06.)

4. 외교관자녀, 상사주재원,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등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 학생은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개정15.02.06.)

5.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 귀국한 자비 유학생들의 일반편입학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하다. 편입학 및 재

입학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기를 뛰어서는 허락하지 않으며 

학기가 중복되는 재입학은 불허한다.(개정15.02.06.)

제19조(재입학불허) 제1학년 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제적된 자는 제2학기에 재입학 할 수 없다.

제20조(편입학취소) ① 편입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서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

②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ㆍ입학 할 수 없다.

제21조(학점인정) 편입학생에게 65학점을 인정하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11.30.)(개정19.02.01.)

제9장 이중전공(신설18.02.09.)(개정19.01.11.)

제22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이중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

한다.(개정19.01.11.)

② 이중전공자의 수는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이중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19.01.11.)

제23조(이수자격) ① 이중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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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야 하는 필수교과(교양필수, 제1전공 전공필수, 신앙훈련 등)를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19.01.11.)

(개정20.01.03.)

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라야 한다.

제24조(이수절차) ① 이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이중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 제1

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 이중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

학처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19.01.11.)

② 이중전공 신청자가 승인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개정19.01.11.)

제25조(이중전공취소) 이중전공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19.01.11.)

제26조(학위수여) 이중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2개의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개정19.01.11.)

제10장 복수전공

제27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

한다.(개정15.02.06.)(개정18.02.09.)

② 복수전공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15.02.06.)

제28조(이수자격) ①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

수해야 하는 필수교과(교양필수, 제1전공 전공필수, 신앙훈련 등)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15.02.06.)

(개정20.01.03.)

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라야 한다.(개정 

15.05.08.)(개정18.02.09.)

제29조(이수절차)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복수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 제1

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

인을 받는다.(일부개정15.02.06.)

② 복수전공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

제30조(복수전공취소) 복수전공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제31조(학위수여)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

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제11장 부전공 및 융합모듈(신설18.02.09)

제32조(적용범위) ① 모든 학과를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개정20.01.03.)

② 부전공자 및 융합모듈 이수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 이내로 하며, 해당학과의 교육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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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20.01.03.)

제33조(이수자격) 부전공 및 융합모듈은 입학시 부터 이수할 수 있다.(개정20.01.03.)

제34조(이수절차) ①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개정20.01.03.)

②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명서에 부전공 및 융합모듈명이 명기된다.(개정20.01.03.)

제35조(이수취소) 부전공 및 융합모듈 이수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개정20.01.03.)

제12장 전과(개정15.02.06.)

제36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개정15.02.06.)(개정20.01.03.)

② (강등전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강등하여 전과할 수 있다.(개정15.02.06.)

③ (전과허가)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7이상이면 허가 할 수 있

다. 전과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며, 전출·전입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

과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15.02.06.)(개정18.02.09.)

④ (전과절차)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학과에 정해진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전입

학과의 학과장교수와 심층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전출학과의 승인서와 전입학과의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학과별 전형 방법 및 선발 인원은 학과에서 정하여 매 학기 초 공고한다.(개정

15.02.06.)

⑤ (과정이수)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개

정15.02.06.)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이 전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신설06.12.04.)(개정15.02.06.)(개정18.02.09.)

제13장 교과이수

제37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일립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비교과교육으로 구성된다. (개정

18.02.09.)

② 이수구분은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교직, 일반선택으로 한다.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18.02.09.)

제14장 수업관리

제38조(수업계획서 작성배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14일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 입력하여

야  한다.(개정15.02.06.)(개정16.12.09.)

② 수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수내용, 진도계획, 교수방법, 참고도서, 과제, 평가방법으로 한다.(개정

16.08.05.)

③ 수업계획서는 학기 초에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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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6.08.05.)

④ 수업계획서 내용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소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개정03.01.01.)(개정

16.08.05.)

제39조(출강확인) ① 강사와 겸임교원은 강의 시작 전에 출강확인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8.02.09.)(개정20.11.06)

② 출강확인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교시는 결강한 것으로 처리되며, 보강을 하여야 한다.(개정

18.02.09.)

제40조(교수방법 협의) ① 학과장은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18.12.14.)

② 동일교과를 2명 이상의 교수자가 담당할 경우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

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11.06)

제41조(휴ㆍ결강)  ①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승인신청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5.02.06.)(개정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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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

③ 학과,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15.02.06.)(개정20.11.06)

제42조(보강) ① 휴ㆍ결강 또는 공휴일, 학교행사 등으로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담당교수는 보강을 하고, 교학처는 계획대로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06)

② (삭제20.11.06)

제15장 학점

제43조(편입생 학점) 삭제(개정18.11.30.)

제44(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 수강신청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개

정15.02.06.)

제45조(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

로 처리한다.

제46조(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학기 부정행위 과목 및 당해 학기 경건훈련 과

목의 점수를 몰수한다.

제47조(성적평가방법) 성적평가는 각 과목별로 평점 4.3만점으로 하며 출석 및 학습 태도 20%, 중간고

사 성적40%, 기말고사 성적 40%의 비율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성적은 최소 1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개정15.02.06.)(개정18.02.09.)

제48조(조기졸업) 조기졸업 대상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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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장 시험과 성적

제49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개정18.08.07.)

제50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A: 30% 이하, A+B: 70% 이하, C이하: 30% 이상 범위로 

한다. (개정16.08.05.)(개정17.07.07.)(개정19.08.0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삭제14.02.20.)

2. 전공필수 실습교과

3. (삭제14.02.20.)

4.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개정14.02.20.)

5. 전공선택・교직의 실습교과(실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신설

16.08.05.)(개정19.08.02.)

6. 계절학기 10명 이하 강좌(신설17.07.07.)

7. 실용영어 및 한국어 교과(신설17.07.07.)

③ PASS과목의 성적평가기준은 총점 70점 이상 시 P, 총점 70점 미만 시 F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

부 성적평가 방법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17.08.11.)(개정21.11.05)

제51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

림 처리한다.(개정16.03.11.) 

[(교과목별 평점 x 학점)의 총합] ÷ 수강신청 총학점

② Pass 과목의 성적은 P(pass) 및 F(fail)로 처리되며,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개정16.03.11.) 

제51조의2(백분율) 백분율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하며,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

(신설18.08.07.)

[ 40 × (평점평균 - 1) ÷ 3.3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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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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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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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성적이의신청)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06.12.04.)(일부개정15.02.06.)

②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누락, 입력 오류 

등 담당교수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성적수정요청서를 제출하고 교학처

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신설21.11.05.)

제54조(추가시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 허가원

을 담당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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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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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재학 중 군입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로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매 과목당 3분지 2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입대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들을 학기말 시험으로 치

루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입대가 보류되었을 때는 즉시 복교하여 계속 수강하여야 한다.

제56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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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특별처리) ① 장애를 가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도우미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03.01.01.)

②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서는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를 제외한다.(신설03.01.01.)

제17장 학사경고와 유급

제58조(학사경고)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17.08.11.)

(개정21.11.05.)

제59조(유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16.08.05.)(개정17.08.11.)(개정18.12.14.)

1. 평점평균 0으로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개정18.12.14.)(개정21.11.05.)

2. 간호학과 학생으로 당해 학기 전공 교과목을 F등급 받아 학과에서 정한  자(개정18.12.14.)(개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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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속 2회 연속 유급시 제적한다.(개정16.08.05.)

③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며 성적에서 이를 삭제하

고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개정16.08.05.)(개정18.12.14.)

④ 교과목 F등급으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한 학기 휴학 후 유급된 학년, 학기로 복학하여야 하

며, 복학 학기에는 F등급 받았던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하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일 경우는 제

65조(학점등록)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신설18.12.14.)(개정21.11.05)

제1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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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

기일을 2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

제62조(납입금 반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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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09.05.12.)

6. 예치 후 수업시작 전 자퇴할 경우 원금에서 10%를 감한다.

7.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신설09.05.12.)

8. 과 오납의 경우 과 오납된 금액 전액(개정18.02.09.)

② 제1항의 반환금액에 대한 사항은 교육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다(신설 09.05.12.)

(개정15.02.06.)

제63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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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15.02.06.)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수업 경과일 반환(예치) 금 액 납입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수업료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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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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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기 않음

제64조(휴학자 및 자퇴자의 납입금)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제63조의 수

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예치)기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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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개정09.05.12.)

제65조(학점등록) ① 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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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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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2.)

제66조(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등록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학점 등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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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장 학적부 기재사항

제67조(정정신청)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사유

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18.12.14.)

1. 이름 

2. 생년월일 

3. 삭제(개정18.12.14.)

제68조(상벌기재) 상벌은 해당사항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에 있어서는 전체 최우

수, 학년 최우수, 학년 우수까지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20장 증명서 발급

제69조(증명발급) ① 교학처에서 발급되는 한글, 영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15.02.06.)

1. 재학증명서 

2. 재적증명서 

3. 수료증명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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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학증명서

7. 졸업예정증명서(신설16.11.11.)

8. 제적증명서(신설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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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한다. 증명료는 한글 1,000원, 영문 2,000원으로 한다.

제21장 졸업 및 수료인정

제70조(조기졸업) ① 수업연한이 차기 전에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기초공통필수, 교양필수 및 

선택교과목을 포함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조기졸업의 자격이 부여된다.(개정

18.11.30.)(개정20.11.06)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신입생의 경우 6학기 혹은 7학기, 편입생의 경우 3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5.05.08.)(개정20.11.06)  

③ 삭제(개정20.11.06)

④ 삭제(개정15.05.08.)

⑤ 졸업의 결정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15.02.06.)

제71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 

기초공통과목,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개정18.11.30.)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18.11.30.)

1. 인문사회계열 : 130학점

2. 공학계열 : 130학점

3. 자연계열 : 130학점(개정19.02.01.)

제72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개정18.11.30.)(개정19.02.01.)

학년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1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33학점 이상

2 65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3 98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98학점 이상

4 1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제22장 계절강좌(신설18.09.07.)

제73조(계절강좌) ① 계절강좌는 수강신청 인원 10명 이상 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 개설인원 미달 시에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강인원이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6.12.09.)(개정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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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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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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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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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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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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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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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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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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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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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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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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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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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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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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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규정) 제11조는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 제12조는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36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

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9장, 제28조, 제33조, 제36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7학년

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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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21조, 제71조,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

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21조, 제71조,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2018학년도 입학

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50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50조는 2020학년도 신입(편입)학생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학사규정 제9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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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제정：2015. 02. 06.

개정：2015. 08. 07.

개정：2015. 11. 06.

개정：2016. 04. 08.

개정：2018. 08. 07.

개정：2019. 05. 03.

담당 : 교학팀(02-950-5406)

----- 목   차 -----

제1조(목적) 제1조의2(적용범위) 제2조(학사관리위원회) 제3조(시험분야)

제4조(운영위원회) 제5조(시행 주관부서) 제6조(합격기준) 제7조(성경분야 시험)

제8조(영어분야 시험) 제9조(컴퓨터분야 시험) 제10조(교내시험) 제11조(시험합격처리 절차)

제12조(기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졸업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5.08.07)

제1조의2(적용범위) 본 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시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15.08.07)

제2조(학사관리위원회) ① 졸업시험에 관한 중요사항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15.08.07)

② 삭제(개정15.08.07)

③ 삭제(개정15.02.06)

제3조(시험분야) ① 졸업시험분야는 성경, 영어, 컴퓨터로 한다. (개정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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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은 3개 분야에서 합격기준점수를 인정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다. 단, 컴퓨터 분야의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자(새터민)등의 합격기준은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의 결재

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5.08.07)(개정15.08.07)(개정19.05.03.)

제4조(운영위원회) ① 시험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성경분야 : 일립교육위원회(개정19.05.03.)

2. 영어분야 : 기초교육위원회(개정19.05.03.)

3. 컴퓨터분야 :  기초교육위원회,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위원회(개정19.05.03.)

② (삭제 19.05.03.)

③ (삭제 19.05.03.)

④ (삭제 19.05.03.)

제5조(시행 주관부서) ① 각 분야별 시행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05.03)

1. 성경 : 일립교육부(개정15.08.07)(개정19.05.03)

2. 영어 : 기초교육원 (개정15.08.07)

3. 컴퓨터 : 기초교육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개정19.05.03) 

② 시행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시행계획 공고, 시험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

장하여 실시한다.(개정19.05.03.)

제6조(합격기준) 분야별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09.11.20)(개정16.04.08)(개정19.05.03.)

시험

분야
성경 영어 컴퓨터

합

격

기

준

1. 성서학과는 120점(150점 만

점)이상 취득해야 하며, 사회복지

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

프트웨어학과, 간호학과는 70점 

이상(100점 만점)

1.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가. TOEIC - 600점 이상

나. TEPS - 483점 이상

다. TOEFL CBT(PBT) - 68점 이상

라.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공인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서 일

정한 점수를 취득한 경우

1. 외부공인자격증 및 시험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처

리기능사1,2급등과 같은 국내․
외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평가에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

득한 경우

제7조(성경분야 시험) ① 삭제(개정15.11.06)

② 성경분야 운영위원회는 성경시험분야의 범위를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15.11.06)

③ 시험횟수는 매 학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삭제(06.4.11)

제8조(영어분야 시험) ① 영어분야 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의해 TOEIC, TEPS, CBT(TOEFL)외에 인증 가능

한 외부 공인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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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컴퓨터분야 시험) ①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인증 가능한 국내외 공인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외부 공인평가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결정하여 공고한다.(개정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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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졸업시험 합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인정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개정18.08.07)(개정19.05.03.)

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유형 엑셀자격증 1개 + 이외 자격증 1개 국제공인자격증 1개

인

정

자

격

증

정보처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MOS - 모든 등급

DIAT - 모든 등급

ITQ - A등급

Microsoft사 : MCSE, MCDBA, MCSD, MCSA

ORACLE사 : OCJP, OCJD, OCA, OCWCD, 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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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SP

LPI 사 : LPIC

Redhat 사 : RHCE

ISC 사 : CISSP, CCSP, CCSLP

ISACA 사 : CISM

CompTIA 사 : Security+, NETWORK+, Server+, 

Linux+

SAS 사 : SAS

③ ②항의 별표1에 의한 자격증 이외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 시행 주관부서에 제출

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15.08.07)(개정19.05.03.)

④ ②항의 별표1에 의한 컴퓨터 인정자격증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한다.

제10조(교내시험) ① 영어 및 컴퓨터분야에 교내시험을 실시할 경우 각 부야별 운영위원회가 직접시행

하거나 혹은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15.02.06)

② 삭제 (개정15.08.07)

③ 교내 시험 응시자에게는 일정액의 전형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15.08.07)

④ 신청 후 미응시자에게는 전형료 이외의 추가응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15.11.06)

제11조(시험합격처리 절차) ① 학생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합격증 등의 증빙서류를 

주관부서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개정06.4.11)

② 교내시험의 경우 각 분야별 위원장은 제 6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

에 이를 통보한다.(개정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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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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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2001, 2002학년도 입학자는 영어, 컴퓨터에 한하여 해당 교양교과 과목의 시험으로 졸업시험

을 대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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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6조(합격기준)의 영어시험분야 합격기준은 2017학년도 신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17학년도 이전 신입학생의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학업성적관리 운영 지침

담당 : 교학팀(02-950-54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9장에 의거하여 학업성적 및 학적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8.02.12)

제2조(등급분류)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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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성적제출) ① 담당교수는 학생의 과목별 성적을 학기 말 소정의 기일 내에 학사인트라넷 시스템

에 입력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부여가 엄정하지 못한 교원에 대하여 소정의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개정18.02.12)

제3조의2(성적평가 관련 자료 제출) ①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적평가 관련 자료를 매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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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종결 후 소정의 기일 내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19.04.30)

1. 출석부

2. 성적보고서

3. 중간 및 기말 시험지 제출물 1부

4. 과제물 제출물 1부

② 교학처 및 담당교수는 성적평가 관련 자료를 「문서관리 규정」 제52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A: 20~30%, B:25~35%, C: 25~35%, D: 

10~30% 범위로 한다. (개정 17.08.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전공필수 실습교과

2.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

3. 전공선택・교직의 실습교과(실습기관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50%이상 반영되는 경우) (신설16.08.17)

4. 계절학기 10명 이하 강좌 (신설 17.08.11)

5. 실용영어 및 한국어 교과 (신설 17.08.11)

③ PASS과목의 성적평가기준은 출석점수로 하며 출석점수 70점 이상 시 P, 출석점수 70점 미만 시 F

를 부여한다. (신설 17.06.12)

제5조(평점평균) 평균평점은 총 성적 평점을 총 학점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6조(성적보류처리) 성적평가가 보류(Incomplete)된 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이의 신청기간 전에 과제물 

또는 추가시험에 의하여 처리한다. I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처리된다.

(개정18.02.12)

제7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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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성적확인) ① 학사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18.02.12)

② 성적표에는 해당 학기 과목별 학점과 등급, 신청학점 수와 취득학점 수, 평점평균과 백분율 그리고 이

수한 모든 학기의 누계 신청학점 수와 취득학점 수, 총평점평균과 백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개정

18.02.12)

제9조(성적이의신청) ① 교학처에 제출된 성적은 담당교수나 취급자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개정

18.02.12)

② 성적입력기간 종료 후 성적을 일정기간 공시하여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사인트라넷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담당교수는 이

에 응해야 한다. (개정18.02.12)

③ 담당교수는 명확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성적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증빙서류 함께 교학처에 제

출하여야 한다.(개정18.02.12)

④ 교학처는 제출된 성적이의신청서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 성적을 정정할 수 있

다.(개정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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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사경고자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2. 삭제(15.03.01)

②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며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생, 학부모, 학과에 학사경고 사실을 

통지한다.(개정18.02.12)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의 상담과 학생생활상담센터 검사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센터의 학

습 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개정 16.08.17)(개정18.02.12)

④ 성적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성적이 향상되었어도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제11조(학적부)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되면 이를 학적부에 보관한다. 학적부에는 인적사항, 등록사항, 

상벌사항, 전공, 부전공의 표시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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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관리 운영 지침

담당 : 교학팀(02-950-540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본교의 원활한 학생 출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8.02.12)

제2조(출석) 본 교 학생은 정기학기 또는 계절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제3조(결석) 결석이라 함은 정규 수업시간에 불참, 강의도중 퇴실함을 말한다. (개정18.02.12)

제4조(결석환산)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때

에는 예외로 한다.(개정18.02.12)

제5조(행사불참자) (삭제18.02.12)

제6조(결석인정범위) ① 유고결석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결석계(별지 서식2)를 제출한 학생은 공

결로 처리한다.(개정18.02.12)

1. 직계 가족의 사망(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2.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3. 징병신체검사, 징병시험, 군전역예정자 조기복학,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4. 학교의 공식행사 참여

② 전항의 유고결석을 제외한 일반결석으로 증빙서(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별지 

서식2)를 제출한 학생의 공결인정은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다.(개정18.02.12) 

③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공결을 표시하고, 결석계를 출석부와 함께 보관 후 매 학기말 교학처에 출석부

와 함께 제출한다.(개정18.02.12)

④ 공결은 3주를 넘을 수 없으며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으나 결석일수에는 포함된다.(개정18.02.12)

제7조(출․결 확인) ① 담당교수는 출․결석사항을 출석부(별지 서식1) 또는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매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 전에 출석미달 학생에게 시험응시 자격이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18.02.12)

② 담당교수는 2주 이상 무단결석자 발생 시 그 명단을 교학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18.02.12)

③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기간과 학기 종료 후 출석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8.02.12)

④ 교학처에서는 중간고사 기간 제출된 출석부의 출․결석사항을 확인하여 출석미달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개정18.02.12)

제8조(출석 성적처리) ① 강의 개설과목에 대한 출석률이 총 수업시간 수의 4/5이상 미만인 학생은 정기시

험에 응시할 자격을 상실하며,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② 성적평가방법으로 출석성적은 최소 10%~최대 20%까지 총점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수업계획서에 사

전 공지한다. (개정18.02.12)

제9조(출석부의 정정) 출석부는 교학처 제출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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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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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1)(개정18.02.12)

 학년도   학기

           출  석  부 
교수명 :

과목명 :

학  점 :

한 국 성 서 대 학 교

강 의 교 시 강 의 실 명

     

  학년도 :         강좌번호:                      이수구분 :  

  학  기 :         교과목명:                      학   점 :                 교수명 :     

학번 성명 학과학년재수강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10주11주12주13주14주15주16주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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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2)(개정18.02.12)

결 석 계
( □유고결석 □일반결석 )

결
재

담 당 팀 장

날짜 / /  
학   번 성   명
학 과 학   년

유 의 사
항

1) 결석계를 제출하여도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일반결석의 출석점수 감점 여부는 교수 재량이며 결석일수에 포함됨 
  * 일반결석 인정범위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3) 유고결석은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으나 결석일수에 포함됨
  * 유고결석 인정범위 -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직계가족의 사망(부모상, 조부모상, 형제자
매상),                          징병신체검사, 징병시험, 군전역예정자 조기복학, 예비군훈련
4) 결석계 제출과 상관없이 결석이(결석계 포함) 3주 초과이면 과목성적 "F"처리 됨

상기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강사유 :  

     < 결 강 과 목 >
과목명 담당교수명 강의시간 결강일

*첨부 :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성서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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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규정

제정：2003. 12. 01.

전면개정：2016. 03. 01.

개정：2016. 08. 05.

개정：2017. 08. 11.

개정：2017. 12. 08.

개정：2018. 02. 09.

개정：2018. 06. 01.

개정：2019. 01. 11.

개정：2020. 05. 08.

개정：2021. 02. 05.

개정：2022. 01. 07.

담당 : 대학원 교학팀(02-95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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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

에 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조직) 본 대학교에는 학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③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3조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대한민국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

인  

③ 총장은 전 제1항의 입학정원 내에서 특수대학원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입학ㆍ편입학ㆍ재입학

제5조(입학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개정17.12.08)

② 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편입학을 포함한 모든 전 ․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개정17.12.08)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Th.M 지원자 및 신학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는 M.Div. 학위 소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자(개정 21.02.05)  

1) 무시험전형추천자 : 학부 본교 학부 성적 우수 자

제82조(학위수여) 제83조(학생지도) 제84조(포상 및 징계) 제85조(징계)

제86조(장학금) 제87조(지급정지 및 취소) 제88조(신청자격의 제한) 제89조(수혜기간)

제90조(공개강좌) 제91조(연구과정 및 연구생) 제91조의2(산학교류연구생) 제93조(직제)

제94조(주임, 지도교수) 제95조(대학원위원회) 제96조(대학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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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명예박사 및 비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3) 공무원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5급 이상 외교관,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

의 임원(부장급 이상), 군 경력자(중령급 이상) 등    

4) 전문인 : 변호사, 의사, 사회단체 대표, 언론인(부장급 이상), 기타 각 분야의 전문인 및 유명인사   

 

5) 교육계 경력자(교육부 및 교육청인가)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교육감, 각급 학교장 및 교감  

6) 재외국민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며 4 년제 정규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7) 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4년제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8)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었거나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선교단체 중 본교가 추구하는 신학적 정

체성에 부합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지에서 6년 이상 선교사역에 헌신한 자 또는 6년 

이상 선교단체에서 전임사역에 헌신한 자 

② 박사과정의 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특별전형 지원자(개정 21.02.05)    

1) 전문인 : 국가공인연구소나 동일 직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교육계 경력자(교육부)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조교수 이상인 자  

3) 국내, 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명예박사 및 비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4.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용

하되,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 : 학사학위소지자

④ 편입학(석ㆍ박사과정) : 학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지원서류)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담임목사 추천서(M. Div과정에 한함) 1부.

 바. 삭제(개정17.12.08)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나. 석사학위(예정) 증명서 1부 

다. 대학 및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삭제(개정17.12.08)

마. 자기소개서 1부

바. 삭제(개정17.12.08)

사. 기타 필요한 서류

3. 편입학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85 -

나.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다. 대학원 재학(재적) 증명서 1부

라. 대학 및 대학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마. 삭제(개정17.12.08)

사.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각 대학원 입학전형은 매년 2회 정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으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면접으로 입학전형을 행한다. 단, 

각 대학원별로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박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입학전형을 행한다. 특별

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⑥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별도의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⑦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입학전형위원들이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전공과정에 대한 구술시험과 면접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행한다.

제10조(입학허가) 원장은 서류심사, 구술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등록) ①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13조(입학 전공분야) ① 각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은 동일 전공이어야 한다(개정 22.01.07). 

②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이어

야 한다. 단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은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2.01.07). 

③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

이어야 한다.

제1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

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17.12.08)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재입학원을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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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④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⑥ 재입학자의 이전 합격한 자격시험(외국어ㆍ종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시험 합격 후 

경과 년수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⑦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등록

제16조(휴학)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학칙 제25조에 따라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회를, 석ㆍ

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18.06.01)

③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 시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등록금은 제22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학기 등록금

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0.05.08)

제17조(복학) ① 복학하는 자는 학기 시작 후 2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4. 재학연한 내에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C(2.0) 미만인 자(개정18.02.09)

제20조(등록의 종류) 학생의 등록은 정규등록, 입학(편입학,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등록 및 기타

로 구분한다.

제21조(등록)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6학기, 통합과정 학생은 8학기의 정규등

록을 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의 경우 신학대학원 학생은 6학기, 그 외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의 정규등

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

업료의 3분의 1 해당액을,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7학점 이상

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학대학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개정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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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6분의1(개정17.12.08)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3분의1(개정17.12.08)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2분의1(개정17.12.08)

4. 10학점 이상은 마지막 학기 등록금 전액(개정17.12.08)

③ 전항의 단서조항 이 외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등록 학기는 정규등록 학기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⑤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따라 학위취득 시까지 매 학

기마다 매 학기 수업료의 10분의1 해당액의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두 학기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생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2조(등록 및 반환)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를 

반환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개정 2020.05.08)

7.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개정 2020.05.08)

③ 등록금 반환금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전 2,3,4,5호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다.

제23조(등록생의 권한) ①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등록을 한 학생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ㆍ재학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제24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신학대학원은 3년, 기타대학원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학위과정재학연한에 대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신학대학원(M.Div)과 일반대학원(Th.M) 연계과정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 88 -

(신설22.01.07)

제25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매 학기 15주 이상) 한다.

②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은 

편람으로 따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 교과목은 공동개설 및 공동수강을 원칙

으로 한다. 

제27조(수료 및 학점인정)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학칙 제 43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석

사(M.A, Th.M)과정은 27학점, 석사(M.SN)과정은 30~33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통합과정은 54학점

으로 하고, 신학대학원은 90학점, 사회복지대학원은 30학점, 보육대학원은 37학점으로 한다.(개정

19.01.11)(개정22.01.07)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27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4년 

이상 등록하고 총 54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개정19.01.11) 

③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자로서 보충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 제1항이 정하

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12학점 이내)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

는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타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2.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 전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3. 학부ㆍ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4.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 학점

5. 재입학생의 제적 전 이수 학점

6.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7. 입학 전 국내ㆍ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8. 학점교류에 의해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⑤ 수료생은 재학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관리한다.(신설17.08.11)

⑥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9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취득

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1.02.05)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

점 이내로 하되, 신학대학원은 18학점, 사회복지대학원과 보육대학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단, 대학

원장 허가 시 초과취득이 가능하다.

② 석사과정 학생으로 본 대학원이 학부와 공동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9조(학업평가)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학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B+
C+
F

100~98
89-87
79-77
69이하

4.0
3.3
2.3
0

A
B

C   P/NP

97-93
86-83
76-73

Pass/Non 
pass 

3.85
3.0
2.0

A-
B-
C-

92-90
82-80
72-70

3.5
2.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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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수인정의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

이 C(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

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로 표기된다.

④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1.02.05)  

제5장 교과과정의 개설 및 이수

제32조(신앙훈련) 각 대학원의 학생은 수료의 조건으로 해당 학점 이외에 신앙훈련(채플, 개강수련회, 

밀알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채플(경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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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목요기도회 참석을 경건훈련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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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3. 학부 채플참석은 주 1회만 인정한다.

4. 지각 3회는 1회 결석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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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해당학생이 부담한다.

② 개강수련회(F.T): 봄 학기에 실시되는 개강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출결은 해당 주간 과목에 반영한

다.

③ 밀알훈련: 신입생 및 편입생은 밀알훈련에 참석하여 이수해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 출신으로 밀알

훈련을 이수한 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교과목 이수) ① 각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며, 과목당 학점은 1과목 3학점

(신학대학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각 대학원의 교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람에 따른다.

제34조(교과목 개설 절차) ① 원장은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편성표를 작성하여 대

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을 설정한다. 

②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학문수준과 해당 전공부문의 학문적 체계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공통필수, 

공통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③ 원장은 설정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 개설 교과목을 각 대학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학기 개시 

최소 2개월 전까지 개설과목을 결정한다.

제3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ㆍ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교내ㆍ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90 -

3.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4.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36조(보충과목) ① 원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학점까지 보충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학원 주임교수가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1. 하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에 의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보충과목의 취득성적은 C학점 이상을 인정한다. 다만,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 ① 보충과목의 이수가 요구되는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

수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해당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보충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

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보충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38조 (논문세미나 수강) ① 일반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

를 석사학위과정(논문작성자)은1학기(3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6학점) 수강하여야 한

다.(개정19.01.11)

② 특수대학원의 학생 가운데 논문제출자는 논문세미나(6학점 이수)를 수강해야 한다. 

③ 논문세미나 이수 후 논문학기에 등록한 학생은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단, 이 경우의 논문지

도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19.01.11)

제39조(수강신청) ①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수강신청정정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0조(재수강) 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다

만, 재수강 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전 취득한 학점은 말소된다. 

③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

과할 수 없다.   

  

제41조(출ㆍ결석) ①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학기말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경건회 시간도 이에 준함.)

② 결석인정 범위는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일수는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병관계 2주(이상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의함)까지로 하며, 결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결석계 승인 후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각 결석계를 출석부와 

더불어 보관 후 매 학기말 교학처에 출석부와 더불어 제출한다.

④ 수강신청 없이 취득한 학점은 무효이며, 수강신청을 했을지라도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완납 

시까지 결석처리 할 수 있다.

⑤ 공무출장으로 인한 결석자는 기관장 발행의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회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기간은 통산하여 3주 이내로 한다.(신설 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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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점인정

제42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과목 연계) ① 학칙 제4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성

적이 우수한 자는 4학년에 한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

에 입학 시 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본 대학교 대학원 간 이수학점) 입학 전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① 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6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

며, 교과목의 학점은 A, B인 것에 한하여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개정17.12.08)

제45조(학점교류) 타 대학교 대학원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

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석사과

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본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 편입학생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학점교류

제47조(적용대상)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대상

으로 한다.

제48조(교류형태)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기 중 수강한 학점교류

2.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한 학점교류

제49조(자격, 수강, 학점인정 등) 학점교류에 관한 이수자격, 수강, 학점인정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교류이수학점) 국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 총 9

학점까지로 한다. 

제8장 외국어시험 

제51조(외국어시험) ① 학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성서학 전공자는 성서 언어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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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해야 하고, 그 외의 전공은 필요에 따라 제2 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항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①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 원하는 시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53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에 대하여는 모국어를 제외한 1개 

외국어에 대하여 시험을 과한다.

제54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55조(응시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외국어검정시험) ①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본 과목의 이수는 각 과정의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개설과목은 외국어시험에 응시(결시 제외)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최소 48시간 이상 강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좌개설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제: 토익 600점 이상, 텝스 483점 이상, 토플 68점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 취득자(신설19.01.11)  

제57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장 종합시험

제58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① 학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

하고,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17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박사과정은 박사과정에

서 2년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통합과정은 통합과정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5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로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및 보육대학원)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17학점을 취득

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단, 신학대학원은 2년 이상 이수하고 70학점을 취득

하였거나 수강신청자로 한다. (개정 21.02.05)

③ 종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있다.

제59조(시험과목) 대학원별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과목으로 하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가 지정한 전

공과목 3과목으로 하되 세부적인 과목은 따로 정한다(개정 22.01.07)

2. 특수대학원(신학대학원 및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은 2과목으로 한다(개정 21.02.05)  

(개정 22.01.07)

제60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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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응시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논문

제62조(논문제출 연한) ①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8

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연한을 넘긴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는 원장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허가할 수 있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 입대 휴학자의 병역기간은 전 제1항의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조(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앙훈련을 이수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의 승인을 받는 자로서 논문세미나를 1개 학기 이상 받은 

자.  

4. 전 제27조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

②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학원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종합시험에 재 응시한다.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할 경우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논문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

구논문 작성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석ㆍ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입학 시 논문지도교수신청서에 의해서 선정되고, 특수

대학원은 입학 후 1-2학기 내에 선정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이상 재직한 조교

수를 원칙으로 하되, 석사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미만 재직한 조교수

도 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학내· 외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

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논문의 내용이 인간대상 연구일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논문 연구계획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와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되

지 않는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생

명윤리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③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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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

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성격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

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③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내 콜로키움을 통과해야 한다. 콜로키움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의2(연구윤리) ①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지켜야 하며, 논문 심사본 제출과 최종본 제출 시 표

절 등 확인을 위해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67조(논문제출) ①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를 석사 3부, 박사 5부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

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학위청구논문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9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전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외부 1인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18.02.09)

② 심사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하거나 호선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심사위

원장은 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70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실시한다(개정19.01.11)(개정 21.02.05) 

② 내용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1.02.05)  

③ 구술심사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도록 공개로 진행하고 구술심사 후 심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격 여부

를 결정한다.(개정 21.02.05) 

제71조 삭제(21.02.05)

제72조(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1.02.05) 

② 논문의 내용심사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5분의 4이상 8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개정 21.02.05) 

③ 논문의 구술심사는 논문 내용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

한다. (개정 21.02.05) 

제73조(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

정 21.02.05)   

제74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정, 보완하여 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

다. 

② 삭제 21.02.05   

제75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체제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경지



- 95 -

(하드보드) 3부(심사위원 전원의 합격판정 날인본) 및 CD 3장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논문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청구지침을 따른다.(개정 21.02.05)

제11장  학위수여

제77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에서 석ㆍ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별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17.08.11)

제78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

다.  

제7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칙 제45조의3에 따라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학위수여) 학칙 제39조 제3항과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등록을 한 자

2. 전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77조 제3항에 의한 논문 비제출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17.08.11)

제81조(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여부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82조(학위수여) 학위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

제12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83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 대학원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4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

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85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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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장학금)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

금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본 대학교 장학규정 제12조의 별표2에 따른다.(개정16.08.05)(개정

17.12.08)(개정20.10.08)

② 본 대학원의 장학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장학규정에 따른

다.(개정17.12.08)

제87조(지급정지 및 취소)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

금을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17.12.08)

1.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개정17.12.08)

2. 휴학 또는 제적자(개정17.12.08)

3. 기타장학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자(개정17.12.08)

제8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학생

2. 재입학생

3. 편입학생

제89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90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75조에 따라 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

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1조(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학칙 제75조의3에 따라 연구과정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을 거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자격으

로 수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요건은 전 제6조에 따른다. 

③ 연구과정의 전형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연구과정으로 합격한 자(이하 “연구생”이라 한다)는 전 제21조 제6항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연구생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체 등록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한다.

⑤ 연구과정의 연구 분야와 수강신청,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석사과정에 준

한다. 

⑥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총 12학점 이내로 한다. 

⑧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별로 정한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⑨ 특수대학원의 경우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

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⑩ 이수자에게는 학칙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⑪ 연구생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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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산학교류연구생) ① 학칙 제75조의3에 따라 본교 산학교류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해 청강

을 허락할 수 있으며, 청강생을 산학교류연구생이라고 한다. 

② 제1항의 본교 산학교류협력기관에 소속된 자는 본교와 산학교류 계약을 맺은 기관, 본교 부설기관, 

수탁기관의 직원 및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역자로 한다.

③ 산학교류연구생 선발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한다. 

④ 청강 허락은 기관당 1~2명, 학기당 1~2과목으로 하며 연구생의 수업료는 받지 않는다.

⑤ 산학교류연구생은 수강과목의 모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3주 초과 결석 시 청강을 철회

할 수 있다.

⑥ 산학교류연구생의 학점 취득은 불가하며, 연구생의 요청 시 청강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산학교류연구생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05.08)

제14장 직제와 위원회 

제93조(직제)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주임,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학사를 담당할 대학원 주임교수를 둔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5조(대학원위원회) ① 학칙 제72조의2에 따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

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에 대한 것은 학칙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4에 따른다. 

제9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과 각 대학원의 현안문제를 심의한다.

②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각각 대학원장, 교학

처장, 대학원 주임교수, 분야별교수(3명)로 구성하며 간사로 교학팀장을 둔다.(개정17.08.11)

③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교학처장, 대학원 주임교수, 기타 추천교수(2명)로 구성하며 간사로 교

학팀장을 둔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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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200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제27조 1항, 2항 및 제38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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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개정16.08.05)

학위청구논문 지침

제정 2016. 03. 01.

개정 2017. 12. 08.

담당: 대학원 교학처(02-950-54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원 규정 제8장 외국어시험, 제9장 종합시험, 제10장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 

중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학위 청구 논문에 대하여 대학원 규정 제8장 외국어시험, 제9장 종합시험, 제10장 학위논

문에 규정한 것과 각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업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

을 적용한다.  

제3조(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인, 박사학위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③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논문세미나 수강)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논문제출자에 대한 논문세미나 수강에 대하여는 대

학원규정 제38조에 따른다.

제5조(논문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규정 제76조에 따르고, 논문작성규격(서식1호-8호), 논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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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표, 논문 흐름도는 부록의 내용과 같이 한다. 

제6조(논문유사도검사의 활용) ① 대학원규정 제66조의 1에 의한 논문유사도 검사는 도서관의 논문 유

사도 검사 프로그램에 의해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호수준: 0% 이상 ~ 10% 미만

    2. 유의수준: 10% 이상 ~ 15% 미만

    3. 의심수준: 15% 이상 ~ 20% 미만

    4. 위험수준: 20% 이상 

 ③ 제2항에 의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호수준: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결

과를 연구물에 첨부하여 활용

    2. 유의수준: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 본인의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3. 의심수준: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 결과를 양

호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4. 위험수준: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1항내지 3항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  

제7조(비논문자의 자격) 대학원규정 제77조(학위수여 및 종별) 제3항에 따른 비논문자의 별도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17.12.08)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비논문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대학원 석사과정 비논문자의 별도의 자격은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규정에 의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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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성서대학교 논문작성규격 (서식1호-8호), 
      논문진행표

논문 작성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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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 2호(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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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표 목차 및 그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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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논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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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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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진행표(일반대학원)

구분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 통합 제출서류 비고

지도교수 입학 시 지도교수 신청

* 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청서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 학기초 제출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수시

종합시험

응시자격

17학점 

신청or

이수자

27학점 

신청 or 

이수자

50학점 

신청 or

이수자

외국어시험 합격 자

논문계획서 종합시험 합격 후

* 학위논문 계획서

*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신청서

* IRB 

신청서는 IRB 

위원회에 

신청(도서관)

논문세미나 1회 2회

* 세미나 

시작은 

논문계획서 

제출 승인 

이후 다음 

학기부터 수강 

가능 

(수료재학생 

수강 가능)

콜로키움

해당 

사항 

없음

논문 세미나를 진행 

중인 학생
* 콜로키움 신청서

논문

내용심사

논문

세미나

진행 후

콜로키움 결과에 

의해 진행여부 결정  

* 논문 심사 신청서

* 논문 지도교수 동의서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인정 승인원

* 논문유사도측정 결과서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 응시

구술심사

내용심사 합격 후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심사

완성본 

제출

구술심사 합격 후 심사위원 

확인 인 원본으로 4부, 

CD 4개 제출

* 학위논문 이용권

위임 동의서

* 표절서약서

*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 논문유사도측정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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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진행표(특수대학원)

구분

특수대학원

신학

대학원

사회 복 지

대학 원

보육

대학원
제출서류 비고

지도교수 2학기말 신청
* 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청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9월

지도교수

신청서 

제출

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해당 사항 없음

종합시험

응시자격

70학점

신청or 

이수자

17학점 신청 or 

이수자

5학기 

응시
3학기 응시

논문계획서 3학기 초 신청 * 학위논문 계획서

논문세미나 5,6학기 3,4학기

콜로키움 해당 사항 없음

논문

내용심사

6학기 중 4학기 중

* 논문 심사 신청서

* 논문 지도교수 동의서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자격인정

승인원

* 논문유사도측정결과서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 응시

구술심사
내용심사 합격 후

불합격 시 다음 학기에 재심사

완성본제출
구술심사 합격 후 심사위원 확인 

인 원본으로 4부, CD 4개 제출

* 학위논문 이용권

위임 동의서

* 표절서약서

* 석·박사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 논문유사도측정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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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세미나 운영지침

제정 2017. 03. 02.

개정 2018. 01. 26.

개정 2019. 01. 29.

담당: 대학원 교학처(02-950-545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학원규정 제38조에 따라 일반대학원 논문 세미나 및 논문지도 과목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세미나 의무 횟수) 졸업을 위한 논문세미나 과목 의무횟수는 대학원규정 제38조에 따라 석

사 1회(3학점), 박사 2회(6학점, 단, 기독교상담심리 전공은 1회 3학점)로 한다.

제3조(수료재학생의 논문지도 과목 이수) 수료 재학생은 논문세미나 의무횟수 외에 논문학기 중 계속 

논문지도 과목을 이수한다.

제4조(지도교수 시수 인정) 수료재학생의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지도학생수에 관계없이 석사 1시수, 박

사 1시수를 인정한다.

제5조(논문지도 과목 지도보고서 제출) 수료재학생의 지도교수는 학기 중 4회 이상 논문지도 후 별지1

의 논문지도 과목 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기말 성적보고서 제출 시 대학원 교학처에 함께 제출한다.

제6조(학생의 논문지도 과목 이수) 수료 후 논문 준비 학생은 논문지도 과목 등록(수강신청) 후  학기 

중 4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준비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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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
생활안내 02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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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학기 학사일정

3

1 2 3 4 5 6
03/08(월)
03/08(월) ~ 03/12(금)
03/10(수)
03/15(월) ~ 03/17(수)
03/29(월) ~ 04/09(금)

개강예배
수강신청 정정
장학수여식
F·T
신입 및 편입생 신앙상담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1 2 3
04/02(금)
04/02(금) ~ 04/03(토)
04/10(토)
04/19(월) ~ 04/30(금)
04/26(월) ~ 04/30(금)

수강신청 취소 마감
부활절 방학
영어 졸업고사
중간 수업평가
중간고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1 05/03(월) ~ 05/06(목)
05/13(수)
05/22(토)
05/24(월) ~ 06/04(금)
05/25(화)
05/28(금)
05/29(토)
05/31(월) ~ 06/02(수)

다전공, 전과, 조기졸업 신청
개교 69주년 기념예배/밀알축제
컴퓨터 졸업고사
21-2 장학신청
모의토익 LC
모의토익 RC
성경 졸업고사
하계계절강좌 수강신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1 2 3 4 5
06/14(월) ~ 06/18(금)
06/14(월) ~ 06/25(금)
06/14(월) ~ 06/25(금)
06/18(금)
06/30(수) ~ 07/20(화)
06/30(수) ~ 07/02(금)

보강주
기말고사
기말수업평가
종강예배
하계계절강좌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

1 2 3

07/07(수) ~ 07/11(일)
07/24(금)
07/28(수)
07/30(금)

성적이의 신청
21-2 복학신청 마감
후기 졸업사정
21-2 장학발표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1 2 3 4 5 6 7 08/02(월) ~ 08/04(수)
08/02(월) ~ 08/06(금)
08/06(금)
08/10(화) ~ 08/13(금)
08/23(월) ~ 08/27(금)
08/30(월)
08/30(월) ~ 09/03(금)
08/31(화) ~ 09/03(금)

21-2 휴학신청
21-2 분납신청
후기 학위수여자 학위증 발급
21-2 수강신청
밀알훈련 / 21-2 등록 및 학자금대출
21-2 개강예배
수강신청 정정
부흥사경회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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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학기 학사일정

9

1 2 3 4

09/02(수)
09/24(금)
09/27(월) ~ 10/01(금)
09/27(월) ~ 10/08(금)

장학수여식
수강신청 취소 마감
졸업예정자 총장초청 리셉션
4학년 신앙상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1 2

10/02(토)
10/11(월) ~ 10/22(금)
10/18(월) ~ 10/22(금)
10/25(월) ~ 10/27(수)
10/28(목)
10/29(금)

영어 졸업고사
중간 수업평가
중간고사
다전공, 전과, 조기졸업, 교직신청
Christian Day
체육대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 2 3 4 5 6
11/13(토)
11/15(월) ~ 11/26(금)
11/16(화)
11/19(금)
11/22(월) ~ 11/24(수)
11/27(토)

성경 졸업고사
22-1 장학신청
모의토익 LC
모의토익 RC
동계계절강좌 수강신청
컴퓨터 졸업고사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1 2 3 4
12/06(월) ~ 12/10(금)
12/06(월) ~ 12/17(금)
12/10(금)
12/22(수) ~ 01/11(화)
12/22(수) ~ 12/30(목)
12/29(수) ~ 01/02(일)

보강주
기말고사 / 기말수업평가
종강예배
동계계절강좌
경건훈련 미이수자 재교육
성적이의 신청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2
1

1

01/10(월) ~ 01/28(금)
01/24(월) ~ 01/26(수)
01/25(화) ~ 01/27(목)
01/28(금)
01/31(월) ~ 02/04(금)

수시 예비신입생 프리덤 강좌
22-1 휴학신청
22-1 수강신청
22-1 복학신청 마감 / 장학발표
22-1 분납신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2
2

1 2 3 4 5
02/03(목)
02/15(화)
02/21(월) ~ 02/25(금)
02/22(화) ~ 02/23(수)
02/26(토)

전기 졸업사정
학위수여식(학부67회)
22-1 등록 및 학자금대출
22-1 신·편입생 수강신청
신입생 학부모 초청 간담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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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교학팀 안내
위치 : 복음관 1층 

유선 : 02-950-5404~7, 5409

E-mail : kyomu@bible.ac.kr

카카오톡 채널 : 한국성서대학교 교학팀

◎ 수업

⧉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1월, 8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학점 : 매학기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밀알훈련, 실용영어, 전도훈련 미포함)
  • 직전 학기 17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3.7 이상인 자는 23학점까지 신청가능
  • 직전 학기 17학점 이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25학점까지 신청가능
 3. 신청방법
  • 학과별 개설교과목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학사관리 → 강좌 및 강의계획서 조회
  • 수강신청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관리 → (희망강좌 선택)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 확인
 4. 유의사항
  • 장애 학생과 도우미, 외국인 학생은 우선적으로 사전 수강신청 가능
  • 수강인원 제한 : 전공 40명, 교양 60명, 교양컴퓨터 30명 (단, 교과목에 따라 기준과 다를 수 있음)

⧉ 재수강

 1. 신청기간 :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관리 → (재수강강좌 선택)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 확인
 3. 유의사항
  • 동일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함
  • 취득 성적 등급이 “D+” 이하인 과목만 재수강 허용
  •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 등급은 “B+” 이하
  • 취득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할 때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수강으로 반영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R) 표기

⧉ 수강신청취소

 1. 신청기간 : 매년 개강 후 4주 이내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관리 → (취소강좌 선택)수강신청취소 신청 → 취소 확인
 3. 유의사항 : 본인의 수강신청취소로 인하여 폐강되는 강좌는 취소불가

⧉ 계절강좌

 1. 신청기간 : 6월, 11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학과별 개설교과목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학사관리 → 강좌 및 강의계획서 조회
  • 수강신청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관리 → (희망강좌 선택)계절학기 수강신청 → 수강신청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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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업일정 : 하계 방학기간 3주, 동계 방학기간 3주
 4. 유의사항
  •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수강신청취소 시 수업료 환불규정에 따라 수업료 반환
  • 계절강좌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학점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포함

⧉ 결석계

 1. 결석계 종류 

종류 결석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유고결석

본인질병
입원 해당기간

(최대3주)

입·퇴원확인서

격리 진단서(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

혈족사망
부모·자녀·배우자 5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형제자매 3일

병무관계

신체검사

해당기간 참석확인서(신체검사결과통보서)지원시험

예비군 및 민방위

전역예정자 조기복학
해당기간
(최대3주)

전역증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해당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해당기간
(최대4주)

건강보험가입증명서

학교 공식행사 승인기간 교학처장 승인 서류

일반결석 본인 질병 병원 진료 - 진료확인서

 2. 신청 및 처리방법 : 증빙서류 준비 → 결석계 작성(사유발생 1주 내) → 증빙서류와 함께 교학팀 제출→ 3일 이내 사본 
수령 → 결석한 강좌 담당교수에게 제출

 3. 행정처리 기한 : 교학팀 행정 처리는 14주차 금요일에 종결
 4. 유의사항
  • 유고결석 : 결석계를 제출한 기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일반결석 : 결석계를 제출한 기간 결석으로 처리되나 출석점수 감점여부는 담당교수 재량

◎ 학점인정

⧉ 학점교류

 1. 신청기간 : 매년 1월, 8월, 계절학기(6월, 11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총 평점평균 2.7이상인 자(사이버강좌 학점교류는 제한 없음)
  •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학과장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학점교류 신청서 작성 → 학과장교수 경유 → 교학팀 제출 → 승인
 4. 유의사항
  • 취득 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 졸업할 때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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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대학별 수강일정 및 안내사항 참고

⧉ 원격수업 - 군복무 중 수강

 1. 신청대상 : 군복무 중인 휴학생
 2. 수강 신청방법 : 나라사랑 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신청 
 3. 학점인정 신청방법 : 복학 시 학점인정서(이수증 첨부) 작성 → 교학팀 제출 →  승인 → 복학학기 성적으로 산입 

⧉ 원격수업 - K-MOOC

 1. 신청대상 : 재학생
 2. 수강 신청방법 : 학교가 선정한 강좌를 K-MOOC 포털(www.kmooc.kr)에서 직접 신청
 3. 학점인정 신청방법 : 개강 15주차에 학점인정서(이수증 첨부) 작성 → 교학팀 제출 → 승인 → 졸업학점으로 산입 

⧉ 학습경험

 1. 신청대상 :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 연구, 실습 경험 및 산업체 근무경험자
 2.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홈페이지 공지
 3. 신청방법
  • 입학전 학습경험 : 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교학팀 제출 →  학점인정위원회 평가 → 학점인정심의회

에서 학점 인정여부 결정 → 졸업학점으로 산입
  • 입학후 학습경험 : 학습경험 사전계획서 작성하여 교학팀 제출 → 학점인정위원회 승인 → 학습경험 수행 → 학점인

정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교학팀 제출 →  학점인정위원회 평가 → 학점인정심의회에서 
학점 인정여부 결정 → 졸업학점으로 산입

◎ 성적

⧉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

 1. 재학생은 부모교수의 강의수강이 불가함
 2. 불가피하게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수강 사실을 반드시 신

고하여야 함
 3. 부모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엄정한 성적처리 절차를 적용하며, 해당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

거를 학과에 제출하고 학과장은 교학처장에게 보고하여 성적 공정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4.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은 F 처리 됨

⧉ 무감독시험

 1. 대상강좌 : 무감독시험 신청강좌
 2. 유의사항
  • 책상 위나 주변을 정돈하여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 모든 소지품은 강단 앞에 보관
  • 기도와 선서문 선언 후 시험을 시작하며 중도퇴실은 불가
  • 부정행위자를 발견 시, 발견한 본인의 답안지에 부정행위자의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하거나 교학팀

(kyomu@bible.ac.kr) E-mail로 발송

⧉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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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 : 중간고사(강좌별 상이), 기말고사(개강 16주)
 2. 평가방법 :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상대평가 예외(절대평가) : 전공필수 실습교과, 기초공통필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훈련, 전공선택 · 교직의 실습교과(실

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계절학기 10명 이하 
강좌, 실용영어 및 한국어 교과

 3. 평가범위 : A: 30% 이하, A+B: 70% 이하, C이하: 30% 이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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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 해당 학기 성적은 정해진 열람기간에 수업평가 후 확인 가능 
  • 성적 등급이 “F”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과목명과 함께 ‘NA'(Not Applicable)로 표기
  •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급은 “B+” 이하

⧉ 성적이의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7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성적이의신청 → 답변 확인 → 동의/비동의 선택
  • 동의 선택 : 이의신청 종료
  • 비동의 선택 : 이의재신청(이의재신청은 1회만 가능) 

⧉ 학사경고

 1. 대상자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
 2. 유의사항
  •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하며 이를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함
  •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 상담 후 학사경고자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해야 함
  • 연속 2회 학사경고자는 유급 처리됨

⧉ 유급

 1. 유급 대상 
  •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 간호학과 학생으로 당해 학기 전공필수 교과목을 F등급을 받은 자
 2. 유의사항 
  •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 무효 처리 
  • 2회 연속 유급되었을 경우 제적 처리
  • 간호학과 전공필수 교과목 F로 유급시 학점등록(학사규정 제65조) 가능

◎ 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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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전공

소속한 학과의 학위과정과 다른 학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여 2개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수료(예정)자
  •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 이중전공 신청학기까지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이수학점 : 제 1전공(본 전공) 51학점 + 제 2전공(이중전공) 51학점
 4. 신청방법 : 이중전공이수신청서 작성 → 제1전공 학과장 경유 → 제2전공 학과장 경유 → 신청서 
    교학팀 제출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5. 비고 : 이중전공 이수 시 2개 전공 각각의 졸업증명서가 발급됨

⧉ 복수전공

소속한 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기준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수료(예정)자
  •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 2.7이상인 자
  • 복수전공 신청학기까지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이수학점 : 제 1전공(본 전공) 42학점 + 제 2전공(복수전공) 42학점
 4. 신청방법 : 복수전공이수신청서 작성 → 제1전공 학과장 경유 → 제2전공 학과장 경유 → 신청서 
    교학팀 제출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5. 비고 : 복수전공 이수 시 졸업증명서에 복수전공명이 표기됨

⧉ 부전공
소속한 학과 이외의 다른 학과의 전공과목을 1/2이하 이수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입학 첫 학기부터 가능)
 3. 이수학점 : 제 1전공(본 전공) 42학점 + 제 2전공(부전공) 21~33학점
 4. 신청방법 : 학사 인트라넷 부전공 이수 신청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5. 비고 : 부전공 이수 시 졸업증명서에 부전공명이 표기됨

⧉ 융합모듈
일련의 교육 목적과 내용을 가진 융합모듈 교육과정의 5과목을 이수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입학 첫 학기부터 가능)
 3. 이수학점 : 제 1전공(본 전공) 42학점 + 융합모듈 과목 15학점
 4. 신청방법 : 학사 인트라넷 융합모듈 이수 신청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5. 주요 개설시간 : 월·목 17:45~19:00 (75분 수업)

 6. 융합모듈 종류 및 학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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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모듈명 융합모듈 개설학과 비고

상담심리 기초교육원 학과 제한 없음

기독교 문화 사역 성서학과 성서학과 이수 불가능

보건·복지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학과 학과 제한 없음

영유아 사역 영유아보육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이수 불가능

IT 멀티미디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이수 불가능

 7. 비고 : 융합모듈 이수 시 졸업증명서에 융합모듈명이 표기됨

◎ 전과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1학년 2학기 ~ 3학년 1학기 이수중 인 자
  • 신청학기 포함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2.7이상인 자
  • 신청 학기까지 전출학과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 전과신청서 작성 → 전출학과 책임지도교수 경유 → 전출학과 학과장 경유
    → 신청서 교학팀 제출 → 전입학과 교수면접(면접일시는 개별 연락)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 교직

 1. 신청기간 : 매년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학과 2학년
 3. 신청방법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작성 → 영유아보육학과장 경유 → 신청서 교학처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적검사 → 면접 → 승인자 홈페이지 공지
 4. 유의사항 
  • 교직 적성 및 인적검사 결과자료 및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
  •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교직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학적

⧉ 휴학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군복무, 질병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휴학원 작성 → 보호자 확인 및 사유서 첨부 → 책임지도교수 경유 → 학과장교수 경유     → 도서관 

경유 → 예비군중대(군필만 해당) 경유 → 교학팀 제출
 3. 유의사항
  •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휴학연장은 1회 휴학에 해당됨
  • 신·편입생은 해당 첫 학년에 휴학 불가능(군복무 제외)
  • 휴학 연장 신청은 휴학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교학팀에 제출해야하며 휴학 횟수 1회 증가됨
  • 일반휴학 중 군복무로 입대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군입대 휴학을 인정하는 기간은 병역의무기간에 한하며,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할 경우 학사내규 제63조 의거 해당 납입금을 납부해야 함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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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학교에 복귀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방법 : 복학 안내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후 복학 신청 → 등록금 납부 → 복학 완료
 3. 유의사항 
  • 복학신청은 개강 후 3주까지 가능하나 개강 후 출석하지 않은 수업은 결석처리 됨
  • 등록금을 납부해야 복학이 완료되므로 학사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제적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 둘 경우 학적부에
서 제명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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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사경고 연속 2회 받거나, 재학 기간 중 통산 3회를 받은 자
  • 2회 연속 유급인 자
  • 재학연한 초과자
  • 자퇴원을 제출한 자
 2. 제적 통보 : 제적통고문 우편 발송 

⧉ 재입학

제적된 학생에게 한번 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학을 허가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제적자 중 재학연한초과 및 징계에 의해 제적되지 않은 자
 3. 신청방법 : 성적 및 제적증명서 발급 →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작성 → 학과장교수 면담 →    교학팀 제출 → 

입학허가 개별 연락 → 등록금 수납 → 재입학 완료
 4. 유의사항
  • 입학 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하며,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 5년 이내 재입학시 입학금 면제
  • 재입학은 재학 당시 소속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로 지원 가능
  • 모집 단위별 학생 정원을 포함한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 등록금을 납부해야 재입학이 완료되므로 학사 인트라넷에서 고지서 출력 후 납부
  • 폐지된 학과의 제적자가 재입학 신청할 경우, 교학팀 문의

⧉ 조기졸업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원래의 졸업 예정일보다 일찍 졸업하고자 하는 것
 1. 신청기간 : 매년 4월,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130학점 이수, 총평점평균 4.0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성적증명서 및 당해학기 수강신청내역 첨부) → 학과장 상담 → 교학팀 제출
 4. 유의사항 :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졸업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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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장학

◎ 사무관리팀 및 장학 담당 안내
[사무관리팀]

위치 : 복음관 1층 

유선 : 02-950-5427

[교학팀 장학 담당]

위치 : 복음관 1층 

유선 : 02-950-5404

카카오톡 채널 : 한국성서대학교 교학팀

◎ 등록

⧉ 등록금 납부

 1. 납부기간 : 매년 2월, 8월 홈페이지 ‘장학/등록’ 공지
 2. 납부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학생메뉴 등록금납입현황 → 고지서 출력 → 등록금 납부
 3. 유의사항 : 분납 또는 장학 등의 사유로 등록금액 조정이 있는 학생은 금액 확인 후 납부

⧉ 등록금 분할 납부

 1.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홈페이지 ‘장학/등록’ 공지
 2. 신청방법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등록금분납 신청 → 승인 확인
 3. 수업료(실 납부금액)에 따른 분납 가능 횟수 (선택한 횟수에 따라 납입금액 균등 분할하여 반영)

   

수업료(실납부액) 분납가능횟수 수업료(실납부액) 분납가능횟수

60만원 미만 분납 신청 불가 90만원 이상~120만원 미만 2회 ~ 3회 선택가능

60만원 이상~90만원 미만 2회 선택가능 120만원 이상 2회 ~ 4회 선택가능

 4.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직전 학기 미납자,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 전액 학자금 대출 신청자
  •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

◎ 장학

⧉ 장학금 신청 방법

 1. 접수방법 : 매학기 종강 4주 전(5월, 11월) 인트라넷을 통해 장학 신청
 2.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
 3. 선발방법 : 교학팀에서 학생이 신청한 자료를 토대로 정량 및 정성평가
 4. 유의사항 
  • 학비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교내·외 장학금액의 합은 등록금액을 넘을 수 없음
  • 등록금성 장학금 중 후지급 장학금은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우선상환을 원칙으로 함

⧉ 교내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급액

 1. 성적우수장학금
  • 선발대상 : 학과 학년별 성적우수자(수석~3등)
  • 지급금액 : 수업료의 일정비율 지급(40%이상)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 성적 3.8 이상인 자 중 수석~3등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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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훈장학금
  • 선발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손)자녀
  • 지급금액 : 본인 및 배우자(수업료의 100%), (손)자녀(수업료의 50%)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3. 복지장학금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지급금액 : 8개 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전액 학비감면
  • 선발기준 : 본인 또는 보호자(부 또는 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4. 근로장학금 : 교내에서 일정시간 근로한 학생에게 지급

 
 5. 마일리지장학금
  • 선발대상 : 성적장학의 기준을 갖춘 자로 1~3등에 들지 못한 자 
              또는 각 부서 프로그램 및 마일리지 지급 기준을 이수한 자
  • 지급금액 : 일정액 지급
  • 사용방법 : 본인 학생증을 활용하여 교내(북카페, 매점, 구내식당, 카페 코스테스, 복사실)에서 현금처럼 사용

 6. 가족장학금
  • 선발대상 : 부모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부부관계인 가족이 2인 이상이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
  • 지급금액 : 수업료의 30%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7. 봉사장학금
  • 선발대상 : 총학생회 및 학회 임원으로 봉사하는 자 또는 학교 및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 지급금액 : 일정액 지급
  • 선발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2.0 이상인 자

 8. 기타 교내장학금
  • 장학종류 : 교직원장학, 한국성서선교회장학, 외국인우수장학, 장애학생우수장학, 남북하나장학, 학사편입장학, KBF장

학, 이사회장학, 사회봉사장학, CTL장학, 일립생활관장학, 한싹장학, Cheer-up장학, 사회복지학과
LOVE&ACTS장학, 나이팅게일장학, 성서장학, PK장학, 일촌나눔장학, 챌린지장학 등

  • 선발기준 : 본교 홈페이지 장학규정 확인

⧉ 교외장학금 선발 기준 및 지급액

 1. 국가장학금
  1) 국가장학금 I, II 유형

  • 선발대상 : 소득분위 0~8분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백분율 80점이면서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
재단을 통해 신청을 완료한 자(장애대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신청방법 : 월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재학생은 반드시 1차(5월, 11월) 신청
  • 지급금액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2) 국가근로장학금
  • 선발대상 : 소득분위 0~8분위로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이면서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을 완료한 자



- 124 -

 2. 서울희망장학금
  • 선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분위 0~3분위
  • 신청방법 : 매년 4월경 서울장학재단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 지급금액 : 50만원/100만원 정액

 3. 교육비지원장학금
  • 선발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로 해당서류 제출가능자
  • 신청방법 : 입학 시 교학팀으로 교육비지원대상 서류 제출
  • 지급금액 : 등록금 전액

 4. 기타 외부장학재단 장학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장학/등록금‘ 공지사항 상시 공고에 의한 개별 신청
  • 지급금액 : 일정액 지급

⧉ 든든 학자금대출 및 일반 학자금대출

 1. 신청 기간 : 매년 1~4월, 7~10월 홈페이지 공지
 2. 대출 실행 기간 : 매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외)
  • 든든학자금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35세 이하인 1~8분위 대학생
  • 일반학자금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 55세 이하인 대학생
 4. 대출이자
  • 대출금리 : 2.0%(20-1학기 기준)
  • 든든학자금(변동), 일반학자금(고정)
 5. 신청방법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신청 및 금융교육 이수 → 증빙서류 제출 → 대출 승인 →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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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 학자금대출신청 및 금융교육 이수 → 증빙서류 제출 → 심사 → 학자금 지급
 4. 유의사항 : 매학기 대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매년 1학기는 신규 신청



- 125 -

신앙교육 프로그램

◎ 교목실 및 신앙훈련과 안내

위치 : 복음관 1층 

유선 : 02-950-5446, 5439

⧉ 경건훈련(채플)

 1. 교육내용 : 주 5일 채플, 말씀묵상
 2. 교육방법 : 주 5일 채플(12:00~12:30)
              성경 읽기표에 따른 설교 및 묵상훈련
 3. 유의사항 : 경건훈련(채플)은 전 학년 ‘기초공통필수과목’임
              경건훈련(채플)은 8학기 모두 이수해야 졸업 가능
              경건훈련(채플) 미이수자는 방학중 실시하는 재교육에 참석해야 함
              경건훈련(채플) 미이수자 재교육은 8학기 중 2회만 가능함
              경건훈련(채플) 미이수자 재교육 시간은 25시간이상 실시함
 4. 이수기준
  • 경건훈련(채플)의 패스기준은 채플과 방학 중 P.P.R(경건생활보고서)로 결정함
  • 방학 중 P.P.R(경건생활보고서)는 성경묵상지제출+독서보고서+교회출석확인서로 구성됨
  • 방학 중 P.P.R(경건생활보고서)는 다음 학기 경건훈련에 적용됨
  • 단, 1학년 1학기는(편입생은 3학년 1학기) 채플만으로 경건훈련 이수를 결정함
  • 채플 이수기준 : 5일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75% 이상 참석

4일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84% 이상 참석
3일 이내 수업자 - 본인 수업일수의 100% 참석

 5. 채플확인 : 학사 인트라넷에서 주단위로 확인 가능, 채플 출결 오류가 있는 경우 교목실에 수정 요청

⧉ 개강수련회

 1. 교육내용 : 4대 신앙 주제에 따른 말씀 사경회, 예배, 각종 세미나, 공동체 훈련, 전도훈련반·학회별 행사
 2. 교육일정
  • F.T.(Faith Training) : 매년 1학기 개강 2주차, 월~수(2박 3일)
  • 부흥사경회 : 매년 2학기 개강 1주차, 화~금(채플)
 3. 유의사항 : F.T.는 전교생 필수로 참석해야 하며, 참석 여부에 따라 월~수 수업 출결에 반영됨

⧉ 밀알훈련

 1. 교육내용 : 노동과 섬김훈련, 성경읽기, 개인 및 공동기도훈련, 산행
 2. 교육일정 : 매년 8월(방학 9주차) 3주차(2박 3일) / 1차 월~수, 2차 수~금
 3. 교육장소 : 밀알훈련센터(경기도 포천)
 4. 유의사항 : 기초공통필수과목으로 1학점 Pass과목이며 이수해야 졸업 가능
              모든 신입 및 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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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전도훈련

 1. 교육내용 : 각 전도훈련반 별로 전도훈련 실시 및 일정의 전도교육 실시
 2.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3:30~15:20(110분)
 3. 유의사항 : 1학년~3학년은 매 학기 1학점씩 총 6학점을 이수해야 함
              4학년은 총 2학기를 P/NP로 이수해야 함
              총 8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음
              미 이수자는 계절강좌를 통해 재이수해야 함
 4. 담당부서 : 일립교육부 신앙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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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센터 프로그램

◎ 교수학습센터 안내

위치 : 일립관 6층 

유선 : 02-950-5541~2, 5548

E-mail : kbuctl@bible.ac.kr

⧉ HUG Mentoring
 • 내용 :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학교 생활 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학습 
         역량 강화 및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는 1:1 멘토링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3만원 상당 활동 지원 쿠폰, 우수장학금 5만원

⧉ 학습상담 클리닉
 • 내용 : 개인별 학습 역량을 진단하고 상담하여 학습 전략을 모색, 기초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5천원 상당 쿠폰

⧉ 학습법 워크숍
 • 내용 :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습법 주제로 진행하는 워크숍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5천원 상당 쿠폰

⧉ KBU 복학왕
 • 내용 : 복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습 강의를 제공하며 기초학습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

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10~20만원 장학금

⧉ 학업(學UP)공동체
 • 내용 : 교과목 학습을 위해 학생들이 학업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1~3만원 마일리지, 5~105만원 장학금

⧉ Design Thinking
 • 내용 : 전공과목과의 접목을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으로 전공과목 학습 및 융합적 사고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5~15만원 장학금 지급, 3만원 상당의 활동지원 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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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In Project
 • 내용 :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목적 등을 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 학습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하계방학 중
 • 혜택 : 10~20만원 장학금

⧉ KBU Academy
 • 내용 : 전공, 심화 등의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교수자가 되어 직접 강의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1~5만원 장학금, 20만원 상당의 선물(1등)

⧉ 학습법에세이경진대회
 • 내용 : 자신만의 학습법을 공모하여 교내에 공유하는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5~20만원 장학금 또는 2만원 상당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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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 취·창업지원센터 안내

위치 : 일립관 6층 

유선 : 02-950-5525~6

카카오톡 플러스 : 한국성서대학교 취창업지원센터

⧉ 개별 취업진로상담 (취향저격 & HUG Dream 프로그램)
 • 내용 : 취업&진로상담 및 직업선호도검사를 통해 자신의 희망 진로 발견
 • 시기 : 상시운영

⧉ 취업진로비전캠프 
 • 내용 : 1박2일간 진로활동프로그램(자기이해&직업탐색을 통한 진로목표 수립 프로그램) 
 • 시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 혜택 : 소정의 기념품

⧉ 이색직업탐색 ‘On Air' 
 • 내용 : 드론, 1일 크리에이터(영상편집)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KBU Global Challenge
 • 내용 : 해외경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도전정신 향상 프로그램 
 • 시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 혜택 : 활동비 지원

⧉ KBU CAPS (1~3학년 대상)
 • 내용 : 진로 및 자기이해 등 희망주제로 진행되는 저학년 취업역량향상프로그램
 • 시기 : 학기 중

⧉ 창업과 기업가정신
 • 내용 : 창업 이론, 창업기관 현장탐방 
 • 시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에 계절강좌로 진행
 • 혜택 : 2학점(절대평가)

⧉ 창업경진대회
 • 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선발팀 시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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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동아리
 • 내용 :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교내 창업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동아리 운영비 지원

⧉ KBU DO DREAM 
 • 내용 : 입사서류 및 면접컨설팅 등 구직스킬 강화프로그램 진행 
 • 시기 : 학기 중 매주 수요일 각 학과 진로설계 수업시간

⧉ 취창업멘토링+ 
 • 내용 : 취업역량향상을 위한 그룹별 취업스터디 
 • 시기 : 학기 중 
 • 혜택 : 소정의 마일리지 지급

⧉ 직장체험 프로그램 
 • 내용 : 희망기업(기관)에서 일 8시간, 약6주, 총180시간 인턴활동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연수활동비 지급
 • 시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에 계절강좌로 진행
 • 혜택 : 연수활동비 지급

⧉ 직무적성검사
 • 내용 : 삼성 등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직무적성검사를 준비하는 재학생 대상으로 직무적성검사 
         전문 강사 특강 및 공략비법 공개
 • 시기 : 11월~2월
 • 혜택 : 검사비 무료, 온라인 교육 무료 제공

⧉ 전공 취업특강
 • 내용 :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 및 취업정보 제공
 • 시기 : 학기 중

⧉ 입사서류 및 면접 컨설팅
 • 내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및 면접 코칭
 • 시기 : 상시운영

⧉ 모의면접
 • 내용 :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가이드 및 자신감 강화
 • 시기 : 학기 중 각 학과별 4학년 대상으로 운영
 • 혜택 : 전공별 인사담당자 개별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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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 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 학생생활상담센터 안내

위치 : 일립관 6층 

유선 : 02-950-4315, 4317

E-mail : counsel@bible.ac.kr

⧉ 심리 검사 및 해석 상담
 • 내용 : MMPI-2(다면적 인성검사: 5~60분), MBTI(성격유형검사: 30분), TCI(기질 및 성격검사: 45분), 
         NEO(성격검사: 40분), SCT(문장완성검사: 40분), CST(성격강점검사: 35분), KVCT(직무역량검사: 45분), 
         MLST(학습유형검사: 40분), HTP. KFD(그림검사: 2~30분), Holland(진로탐색검사: 40분) 등
 • 시기 : 상시 운영

⧉ 개인상담 
 • 내용 : 진로, 대인관계, 성격, 학업 등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를 전문 상담원과 1:1로 상담진행 / 1회 50분으로 5

회~15회로 협의에 의해 결정
 • 시기 : 상시 운영

⧉ 집단 프로그램
 • 내용 : 진로, 자기성찰, 대인관계,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 4~6명이 한 그룹이 되어 총 4~6회기로 진행
 • 시기 : 하계 및 동계방학

⧉ Do-Dream 코칭
 • 내용 :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한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 설계, 코칭과 1:1로 자신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비교과 프로

그램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는 프로그램
 • 시기 : 상시 운영

⧉ 열린 상담실
 • 내용 : 간단한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 시기 : 5월 축제 첫날

⧉ 자살예방 캠페인
 • 내용 : 자살예방을 위한 리플릿 등을 배포하여 주변에 자살 위험군을 발견 시 예방 방법 등을 홍보
 • 시기 : 10월 크리스찬 데이

⧉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 상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중 대학생의 의무 교육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실시,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 및 상

담
 • 시기 : 상담 - 3~5월 중 교육 실시 및 상시 운영 / 예방교육 - 1학기 6주차 수요일 15:30

⧉ 정신건강세미나 
 • 내용 : 대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세미나
 • 시기 : 11월 셋째주 수요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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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위치 : 복음관 1층 

유선 : 02-950-5405

E-mail : kbs1223@bible.ac.kr

⧉ 장애학생 등록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자동 등록 됨
 • 일반학생전형으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은 복음관 1층 교학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1부

⧉ 장애학생 교수학습 및 생활지원
 1. 교수학습 지원
  • 사전 수강신청 지원
   - 비장애학생들보다 우선하여 수강신청을 시행
   - 자신의 도우미와 함께 사전수강신청 가능
  • 장애학생의 이동을 고려한 강의실 배정 및 장애학생 지정좌석제 시행
  • 교ㆍ강사 대상 장애학생 수업지원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장애학생 학업 결손 방지 프로그램 시행
   - 학사경고 및 제적대상에서 장애학생 제외
   - 최소 이수학점 적용 없이 원하는 만큼의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 학습(수업)을 지원할 교육동행인 지원
  •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시험에서 Extra Time 부여(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다름) 
  • 학습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학금 지원 : 장학규정에 따라 매학기 100만원의 장학금 지원
  • 사물함 우선 배치

 2. 생활 지원
  • 생활·이동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 및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 시행(학생상담생활센터와 연계)
  •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총장 간담회, 장애학생지원센터 자체 간담회, 전공교육부장 주관 간담회 등 각종 간담회 개최
  • F.T. 등 학교 행사에서 각종 편의제공(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다름)

 3. 장애학생 교육동행인 신청
  •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 이동, 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동행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유선전화, 이메일,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교육동행인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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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 졸업요건

신입생 (2021학번) 편입생 (2023학번)

① 졸업학점 130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5 이상

② 졸업고사 Pass (성경, 영어, 컴퓨터 Excel+∝)

③ 일립교육 경건훈련 8학기 이수

④ 일립교육 전도훈련 8학기 이수

⑤ 일립교육 밀알훈련 1회 이수

⑥ 일립교육 세계관 시리즈 전 과목 이수

⑦ 기초교양교육 교양필수 전 과목 이수

⑧ 기초교양교육 배분이수 3개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씩 최소 15학점 이수 

⑨ 전공교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전 과목 이수

⑩ 전공교육 51학점(성서 66학점, 간호 99학점) 이상 이수

① 졸업학점 65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1.5 이상

② 졸업고사 Pass (성경, 영어, 컴퓨터 Excel+∝)

③ 일립교육 경건훈련 4학기 이수

④ 일립교육 전도훈련 4학기 이수

⑤ 일립교육 밀알훈련 1회 이수

⑥ 일립교육 세계관 시리즈 해당 과목 이수

⑦ 전공교육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전 과목 이수

⑧ 전공교육 사복 및 컴소 51학점, 간호 99학점 이상 

이수

  ※ 단,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경우 컴퓨터졸업인증은 국제공인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외 학과의 경우 컴퓨터∝의 졸업인증을 자유이수 컴퓨터영역의 ‘소프트웨어코딩기초’ 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음

◎ 졸업학점

⧉ 신입

학과
일립
교육
(A)

기초교양교육(B) 전공교육 (C) 자유
선택
(D)

졸업
이수
학점*

비교과
교육학문

기초
배분
이수

전공
기초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성서학과 8 12 15
0 27 39

29 130 -
66

사회복지학과 13 12 15
0 27 24

39 130 -
51

영유아보육학과 13 12 15
6 18 27

39 130 -
51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13 12 15
6 21 24

39 130 -
51

간호학과 13 12 15
18 72 -

- 130 -
90

 * 졸업이수학점 = 일립교육(A) + 기초교양교육(B) + 전공교육(C) + 자유선택(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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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학과
일립교육

(A)

전공교육 (B) 자유선택
(C)

졸업이수
학점*

비교과
교육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성서학과 4
0 27 -

34 65 -
27

사회복지학과 6
0 27 24

8 65 -
51

영유아보육학과 6
6 18 -

35 65 -
24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6
6 21 24

8 65 -
51

간호학과 6
18 72 -

- 96 -
90

 * 졸업이수학점 = 일립교육(A) + 전공교육(B) + 자유선택(C)

◎ 다전공자 전공교육 이수학점

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모듈

제1전공(본 전공) 51 42 42 42

제2전공 51 42 21~33 15

  ※ 간호학과는 의료인력양성과정으로 다전공으로 이수 불가능함

  ※ 다전공자는 위 표의 해당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을 이수해야하며, 각 학과의 전공기초 및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

해야함, 해당 학과에 교육과정 확인하여 졸업요건 세부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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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인증

◎ 성경 졸업고사

 1. 합격기준 : 성서학과 15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나머지 학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2.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홈페이지 공지

 3. 신청자격 : 전 학년 재학생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일립교육부 공지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졸업고사 신청

 5. 유의사항 : 졸업고사 신청 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 시 응시료(3만원)가 부과됨

 6. 문의 : 신앙훈련과 02-950-5446

◎ 영어 졸업고사

 1.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

 2. 신청기간 : 매년 3월, 9월 홈페이지 공지

 3. 신청자격 : 교양필수 영어 6학점 이상 이수한 자(TOEIC 600점 이상자는 면제)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학사인트라넷 로그인 → 졸업고사 신청

 5. 영어졸업고사 면제기준

  •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공인 시험과 교내 자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취득한 자

  •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 - TOEIC 600점 이상, (구)TEPS 483점 이상,  TOEFL (IBT) 68점 이상

 6. 유의사항

  • 졸업고사 신청 후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 시 응시료(3만원)가 부과됨

  • 외부 공인시험 성적 취득자는 점수 제출 시기에 따라 교양필수영어 수업을 부분적으로 면제

    1학년 1학기 제출자 ‘영어2’ 면제 (단, 영어연습 또는 실용영어 중 1과목 필수로 수강)

 7. 문의 : 영어교육센터 02-950-5457

◎ 컴퓨터 졸업고사(Excel + α)

 1. 신청기간 : 매년 5월, 11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전 학년 재학생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 확인 → 졸업고사 신청

 5. 유의사항

  • 이외에 인정되는 외부기관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능사,워드프로세서 1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1급 이상, 

MOS, ITQ A등급 등임

  • 컴퓨터 α 자격증은 교양 과목 중 ‘소프트웨어코딩기초’ 이수 시, 대체 가능

  • 이 컴퓨터 졸업고사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는 졸업인증

을 위해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함

 6. 문의 : 기초교양교육원 02-95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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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일립교육과정



- 138 -

일립교육

◎ 교육목적 

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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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고 학생들의 영적 건강 도모
2.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밀알정신을 생활화하여 사회성을 함양함
3.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성서적 세계관 확립
4. 전도훈련을 통해 인내와 용기 있는 전도자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 체득
5. 사회봉사를 통해 실천적 봉사 능력을 습득하고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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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역량 역량 설명

1. 성서적 세계관
성서적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하고 세계의 변화를 성서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분

석하여 넓은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2. 변혁적 리더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희생과 재생산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3. 희생적 봉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

의 희생적 모범을 따라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

4. 공동체 통합
마음과 뜻을 다하여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어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이 없는 사

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역량

◎ 일립교육 필수 이수학점

학과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트프웨어학과 간호학과

신입생 8 13 13 13 13

편입생 4 6 6 6 6

◎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영역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비고
학년 학기

신앙
영역

기초
공통
필수

경건훈련Ⅰ~Ⅷ 0 전학년 전학기 P/NP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1 1 1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1 1 2 성서학과, 편입생 제외

교양선택 복음과하나님나라 1 1 1

세계관
영역

기초
공통
필수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1 2 1 성서학과, 편입생 제외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1 2 2 성서학과, 편입생 제외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1 3 1 성서학과 제외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1 3 2 성서학과 제외 

교양선택

기독교세계관의이해 1 1 2

성경읽기Ⅰ 1 1 1

성경읽기Ⅱ 1 1 2

인성
및

리더십
영역

기초
공통
필수

밀알훈련 1 1 2 P/NP

전도훈련Ⅰ 1 1 1 편입생 제외

전도훈련Ⅱ 1 1 2 편입생 제외

전도훈련Ⅲ 1 2 1 편입생 제외

전도훈련Ⅳ 1 2 2 편입생 제외

전도훈련Ⅴ 1 3 1

전도훈련Ⅵ 1 3 2

전도훈련Ⅶ 0 4 1 P/NP

전도훈련Ⅷ 0 4 2 P/NP

교양선택
사회봉사Ⅰ 1 전체 1 P/NP

사회봉사Ⅱ 1 전체 2 P/NP

  ※ 성서학과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자는 세계문명시리즈 중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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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기초
공통
필수

GE264 경건훈련Ⅰ 0 0 1 GE264 경건훈련Ⅱ 0 0 1

GE731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1 1.5 0 GE732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1 1.5 0

GE489 전도훈련Ⅰ 1 0 2 GE490 전도훈련Ⅱ 1 0 2

GE361 밀알훈련 1 0 1

교양
선택

GE737 복음과하나님나라 1 1.5 0 GE842 기독교세계관의이해 1 1.5 0

GE504 사회봉사Ⅰ 1 0 2 GE505 사회봉사Ⅱ 1 0 2

성경읽기Ⅰ 1 0 5 성경읽기Ⅱ 1 0 5

2

기초
공통
필수

GE264 경건훈련Ⅲ 0 0 1 GE264 경건훈련Ⅳ 0 0 1

GE733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1 1.5 0 GE734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1 1.5 0

GE491 전도훈련Ⅲ 1 0 2 GE492 전도훈련Ⅳ 1 0 2

교양
선택 GE504 사회봉사Ⅰ 1 0 2 GE505 사회봉사Ⅱ 1 0 2

3

기초
공통
필수

GE264 경건훈련Ⅴ 0 0 1 GE264 경건훈련Ⅵ 0 0 1

GE735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1 1.5 0 GE736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1 1.5 0

GE493 전도훈련Ⅴ 1 0 2 GE494 전도훈련Ⅵ 1 0 2

교양
선택 GE504 사회봉사Ⅰ 1 0 2 GE505 사회봉사Ⅱ 1 0 2

4

기초
공통
필수

GE264 경건훈련Ⅶ 0 0 1 GE264 경건훈련Ⅷ 0 0 1

GE495 전도훈련Ⅶ 0 0 2 GE496 전도훈련Ⅷ 0 0 2

교양
선택 GE504 사회봉사Ⅰ 1 0 2 GE505 사회봉사Ⅱ 1 0 2

◎ 교과목 설명  

GE264 경건훈련(Ⅰ~ Ⅷ) : 실습과목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성서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성을 키운다.

GE842 기독교세계관의이해 : 이론과목
이 과목은 세계관의 유형들을 연구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며 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지를 연구한다. 특별히 
기독교세계관의 기초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역사를 조망하는 연구를 한다.

GE361 밀알훈련 : 실습과목
대학의 설립 이념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만이 고유하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들이 입후 본 대학의 밀알훈련센
터에 입소하여 실시하는 노동 및 섬김의 훈련이다. 훈련기간은 2박 3일로 여름 방학 중 진행된다.

GE737 복음과 하나님 나라 : 이론과목
성경의 핵심 주제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창조세계에 건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
엇이며 그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연구한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와 복
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한다. 

GE504~GE505 사회봉사(Ⅰ~Ⅱ) : 실습과목 
학생들이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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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가진 기독교적인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읽기(Ⅰ~ Ⅱ) : 실습과목
이 과목은 대학의 교육목적인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고 성서적 세계관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과정으로 교
수와 함께 매일 성경을 읽는다.

GE732 성서적세계관의기초I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하도록 하는 기초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의 기초에 대해 
공부한다. 특별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정체성, 신앙공동체와 밀알정신에 대해 공부하며 또한 한국성서대학교의 
사명에 대해 연구한다.

GE732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하도록 하는 기초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신앙의 성숙에 대해 
공부한다. 특별히 성숙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역을 통한 신앙성숙을 배우고 십계명과 산상수
훈 ,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 연구한다.

GE733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과목이다. 이 과목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즉 구약 전
반에 걸쳐 나타나는 사상과 주제들을 연구한다. 

GE734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과목이다. 이 과목은 신약성경 즉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
들과 계시록을 공부하므로 신약의 중요한 주제와 신학사상들을 연구한다. 

GE735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목이다. 이 과목은 기독교 신학의 본질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
도,  인간,  구원, 교회, 종말등을 연구한다.

GE7346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 이론과목
세상을 성서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적 과목이다. 이 과목은 복음전도자의 삶을 연구하므로 이 땅에서 어
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공부한다. 특별히, 이 과목은 하나님 나라, 시간의 사용, 물질, 언어생활, 직업, 직장
생활, 이성과 결혼, 가정, 생명, 죽음, 사회문제, 천국운동에 대해 연구한다.

GE489~GE496 전도훈련(Ⅰ~ Ⅷ) : 실습과목
기독교 복음을 성서적 기독정신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복음의 이론 뿐 아니라 다
양한 실천적 삶의 방식으로 기독교 정신을 증거하는 방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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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BU
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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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양교육

◎ 교육목적
1. 한국성서대학교는 한반도의 복음화라는 건학이념 아래,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에 의
해 설립된 학교이다. 
2. 한국성서대학교의 교양교육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인 문해가 
가능학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이 변용하여 적실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기초능
력의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교양교육은 기초-교양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 교육목표 
한국성서대학교 교양교육은 교육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갖는다.

1. 일립교육부 교육을 통한 밀알정신에 기반을 둔 성서적 세계관에 기초한 인성 및 영성함양
2. 리더쉽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필요를 공감하     고 관계
를 형성하는 능력 증진
3. 기초교과 교육을 통한 보편적 문해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사회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과 자기주도적     학습능
력 및 글로벌 능력 증진
4. 배분이수 교과 및 자유이수 교과 교육을 통한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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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 교양교육 필수 이수학점 

구분 학문기초 배분이수 합계

전체 학과 신입생 12 15 27

◎ 교육과정

⧉ 학문기초교과
  학문기초교과는 대학에서 학문 수행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내용의 교육을 위함이며 의사소통능력
과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학 6대 핵심역량 및 기초역량 역량설명

우리대학
6대

핵심역량

성서적 세계관
성서적 관점에서 세계를 조망하고, 세계 변화를 성서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분석하
여 넓은 마음을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변혁적 리더십
리더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 비전을 창출하고 동료들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시키며, 
개개인에게 상호협력하게 하여 헌신을 유도하는 능력  

통섭적 사고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융합하여 폭넓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지식, 기술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 유연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실천적 전문성
자신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
되도록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희생적 봉사
공공을 위해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봉사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여 새로운 목표를 달
성하려고 자발적.사적 노력에 따라 실천하는 능력

공동체 통합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집단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
해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인식 구조와 정체성, 삶의 가치를 통합할 수 있도록 만드
는 능력

기초역량

보편적 문해능력
대학 수학의 근본 목적인 학문적 탐구활동을 위해서 인간·사회·자연에 관한 기초 지
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문헌을 스스로 독해하고 개인적 사회적 삶의 현실, 자연과 
기술문명에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보편적 능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우리 사회의 자연, 과학, 사회, 역사, 문화, 예술 전반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
들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종합적 사고력
우리 사회의 자연, 과학, 사회, 역사, 문화, 예술 전 분야를 학습하고, 새로운 분야
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우리 사회의 자연, 과학, 사회, 역사, 문화, 예술 전반적 현상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
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전략을 선
택, 실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고 이에 따른 과정을 평가하는 능력 

글로벌 능력 외국어 능력과 다문화 이해 및 수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서적 유대, 협력, 중재, 리더십, 조직운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원정보기술의

활용 역량
시간∙예산∙인적∙물적 자원, 문자∙숫자∙그림 정보, 정보통신∙과학원리∙기기작동 기
술 등을 수집∙분석∙활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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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쓰기의기초와실제 및 학술적 글쓰기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
통능력 등을 배양하는 글쓰기 교육프로그램(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이다.

 2. 대학생활과자기계발은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학습스타일 및 학습전략 검사, 적성검사, 학습활동지원, 진
로안내를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이다.

 3. 영어 교과목은 수강 학생의 수준에 따라(레벨1~4) 일괄 반 배정

 4. 실용영어 교과목(I~III)은 영어I 혹은 영어II를 대체할 수 있음 

 5. 토익 고득점자는 아래와 같이 교과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음 

  • 토익 800점 이상자는 영어교육센터 인터뷰 후 영어I~II 면제
  • 2학기 개강 전에 토익 600점 이상 제출 시 영어II 수업 면제 (단, 영어연습 일괄배정)

⧉ 배분이수교과 (3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1과목 이상씩 최소 15학점 이수)
  현대사회에서 지식으로서 공유해야 할 지식의 기본적 틀을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연계적인 주제를 다루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학기 영역별로 3~4과목을 개설한다.

이수
구분 분야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험 설계

교양필수

글쓰기
GE862 글쓰기의기초와실제 3 1 1 3 0 0

GE658 학술적글쓰기 3 1 2 3 0 0

영어
GE509 영어Ⅰ 3 1 1 3 0 0

GE510 영어Ⅱ 3 1 2 3 0 0

자기계발 GE715 대학생활과자기계발 P/NP 1 1 0.5 1 0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인간·논리·
문학

(배분이수1
영역)

GE741 비판적사고와논리 3 1 1 3 0 0

GE867 인문학고전읽기 3 1 1 3 0 0

GE308 철학의이해 3 1 1 3 0 0

GE747 신화와상상력 3 1 1 3 0 0

GE756 호모에티쿠스윤리적인간 3 1 1 3 0 0

GE370 문학의이해 3 1 1 3 0 0

GE879 현대의철학적사유 3 1 2 3 0 0

GE773 애타주의:상호성의원리 3 1 2 3 0 0

GE772 초월적세계에대한내면탐구 3 1 2 3 0 0

GE880 한국현대문학 3 1 2 3 0 0

자연·생명·
기술

(배분이수2
영역)

GE775 과학산업의발달과세계관 3 1 1 3 0 0

GE749 우주와생명 3 1 1 3 0 0

GE740 미래기술과컴퓨터과학 3 1 1 3 0 0

GE868 테크놀로지와예술 3 1 1 3 0 0

GE881 스마트생태계의스마트기술 3 1 1 3 0 0

　 생활에필요한과학상식 3 1 1 3 0 0

GE863 게임이론과소셜네트워크 3 1 2 3 0 0

GE667 과학적사고의이해 3 1 2 3 0 0

GE762 환경과인간 3 1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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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GE776 에너지의이해 3 1 2 3 0 0

GE566 생명윤리와법 3 1 2 3 0 0

GE777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 3 1 2 3 0 0

GE763 빅데이터사회와정보활용 3 1 2 3 0 0

사회·공동체
·시장

(배분이수3
영역)

GE866 인간의심리학적이해 3 1 1 3 0 0

GE571 인간행위와사회구조 3 1 1 3 0 0

GE869 현대사회문제 3 1 1 3 0 0

GE882 현대사회와이미지메이킹 3 1 1 3 0 0

GE765 여성과현대사회 3 1 1 3 0 0

GE906 세계시민되기 3 1 1 3 0 0

GE876 공감하는인간의소통 3 1 1 3 0 0

GE888 소셜네트워크와집단지성 3 1 1 3 0 0

GE887 실용금용 3 1 2 3 0 0

GE883 역사적리더를통해배우는리더십 3 1 2 3 0 0

GE913 지속가능한사회와가족 3 1 2 3 0 0

GE705 힐링과행복코칭 3 1 2 3 0 0

GE884 현대사회와가족 3 1 2 3 0 0

GE885 현대사회와복지 3 1 2 3 0 0

GE886 시민사회와시민운동 3 1 2 3 0 0

GE780 경영과사회 3 1 2 3 0 0

GE764 시민생활과법 3 1 2 3 0 0

GE781 생활경제 3 1 2 3 0 0

GE779 청소년심리및상담 3 1 2 3 0 0

GE844 정치학적사유의원리 3 1 2 3 0 0

GE898 한반도정치학 3 1 2 3 0 0

GE865 대학학습의원리 3 1 2 3 0 0

역사·문화·
예술

(배분이수4
영역)

GE864 그리스사유와문화 3 1 1 3 0 0

GE766 역사해석의방법들 3 1 1 3 0 0

GE744 서양고중세역사와신 3 1 1 3 0 0

GE754 한국인의정신세계 3 1 1 3 0 0

GE745 서양음악의역사 3 1 1 3 0 0

GE739 기본발성과가창실습 3 1 1 3 0 0

GE889 지휘법의이론과실제 3 1 1 3 0 0

GE890 음악이론과피아노실습 3 1 1 3 0 0

GE791 신체활동과건강 3 1 1 3 0 0

GE891 웰니스를위한스포츠 3 1 1 3 0 0

GE674 영화속그림읽기 3 1 1 3 0 0

GE783 문화와인류 3 1 2 3 0 0

GE774 서양신비사상의기원 3 1 2 3 0 0

GE784 청소년문화 3 1 2 3 0 0

GE785 주제로살펴보는서양근현대사 3 1 2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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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이수
 1. 외국어, 컴퓨터, 진로 교과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GE786 한국근현대사 3 1 2 3 0 0

GE787 공연예술의이해와감상 3 1 2 3 0 0

GE691 기초실용음악 3 1 2 3 0 0

GE792 교회음악의이론과실제 3 1 2 3 0 0

GE892 합창과지휘실습 3 1 2 3 0 0

GE675 현대사회와스포츠 3 1 2 3 0 0

GE875 스포츠와마케팅 3 1 2 3 0 0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외국어

GE798 시사독일어 2 1 2 2 0 0

GE796 시사일본어 2 1 2 2 0 0

GE795 시사중국어 2 1 2 2 0 0

GE797 시사프랑스어 2 1 2 2 0 0

GE544 실용영어Ⅰ 3 1 1 4 0 0

GE545 실용영어Ⅱ 3 1 2 4 0 0

GE897 실용영어Ⅲ 3 1 계절 3 0 0

GE726 영어연습Ⅰ 2 1 1 2 0 0

GE727 영어연습Ⅱ 2 1 2 2 0 0

컴퓨터

GE748 엑셀스프레드시트 1 1 1 1 0.5 0

GE801 멀티미디어동영상활용 3 1 2 3 0 0

GE800 소프트웨어코딩기초 1 1 2 1 0.5 0

GE799 엑셀실무강의 3 1 2 3 0 0

진로

GE655 직장체험 2 3 1 0 2 0

GE845 성서,진로,직업 2 2 1 2 0 0

GE847 창업과경제 3 2 1 2 1 0

GE846 창업과기업가정신 4 2 1 2 1 1

GE608 취업과진로 2 2 1 2 0 0

GE841 창업과취업 2 2 2 1 1 0

GE848 창업과도전 2 3 1 1 1 0

GE849 사회적기업의 창업 2 3 2 2 0 0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인간·논리· GE789 문학과삶 3 1 1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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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문학
(자유이수)

GE802 서양고중세철학 3 1 1 3 0 0

GE803 유학사상의이해 3 1 1 3 0 0

GE560 인간과종교 3 1 1 3 0 0

GE873 철학적인간이해 3 1 1 3 0 0

GE242 형이상학 3 1 1 3 0 0

GE818 노장철학의이해 3 1 2 3 0 0

GE819 사고와논리:개념,명제,논증 3 1 2 3 0 0

GE817 서양근현대철학 3 1 2 3 0 0

GE820 인간의가치탐색 3 1 2 3 0 0

GE821 철학과신 3 1 2 3 0 0

GE790 현국현대시와삶읽기 3 1 2 3 0 0

자연·생명·
기술

(자유이수)

GE738 과학적사고와표현 3 1 1 3 0 0

GE805 글로벌시민을위한과학소양 3 1 1 3 0 0

GE743 생명다양성의이해 3 1 1 3 0 0

GE804 인터넷윤리 3 1 1 3 0 0

GE806 현대과학으로바라보는세상 3 1 1 3 0 0

GE823 기후변화와녹색환경 3 1 2 3 0 0

GE825 동물생명윤리 3 1 2 3 0 0

GE822 에피소드로보는과학철학 3 1 2 3 0 0

GE826 지구의역사 3 1 2 3 0 0

GE824 환경재난과국제협력 3 1 2 3 0 0

사회·
공동체·

시장
(자유이수)

GE807 여성과사회정의 3 1 1 3 0 0

GE742 사회비판이론 3 1 2 3 0 0

GE827 성문화연구 3 1 2 3 0 0

GE843 여행과지리:글로벌화의지역탐색 3 1 2 3 0 0

GE828 인간과축제 3 1 2 3 0 0

GE829 장애와사회 3 1 2 3 0 0

GE894 지역사회봉사 3 1 2 3 0 0

GE893 합창과공동체인성 3 1 2 3 0 0

GE604 가족상담 3 2 1 3 0 0 융합

GE598 상담심리치료의기초이해 3 2 1 3 0 0 융합

GE840 이상심리 3 2 1 3 0 0 융합

GE701 인지행동치료 3 2 1 3 0 0 융합

GE719 진로상담 3 2 1 3 0 0 융합

GE870 청소년상담 3 2 1 3 0 0 융합

GE600 상담치료방법과기술 3 2 2 3 0 0 융합

GE895 성격심리학 3 2 2 3 0 0 융합

GE757 심리검사 3 2 2 3 0 0 융합

역사·문화· GE838 국악의이해 3 1 1 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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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유이수교과

⧉ 학생주도교육 프로그램 (Pro-Seminar)
  학생주도프로그램은 학부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를 선택하고,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세미나의 내용
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후 교양 및 전공에서 해당학점을 취득하는 교과목이다.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배움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인 형태의 교과목이다.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세미나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해주실 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기초교양교육원의 심의와 교학처의 
승인을 통하여 선발되고, 한 학기동안 세미나를 수행함으로써 교양선택 및 전공 교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세부절차
는 따로 정한다. (2학점으로 운영)

◎ 교과목 설명 
GE830 21세기문화와 상상력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시도이다. 
특별히 21세기 문화현상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 시대의 상상력의 특징을 살펴본다.

GE604 가족상담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게임 속 다양한 이론들을 배워보고, 게임에서 나온 게이미피케이션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교과목이다,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실

험 설계

예술
(자유이수)

GE688 디지털사회의문화 3 1 1 3 0 0

GE809 모던/포스트모던문화읽기 3 1 1 3 0 0

GE835 문화예술과교육 3 1 1 3 0 0

GE836 미술치료 3 1 1 3 0 0

GE813 실용음악 3 1 1 3 0 0

GE837 연극의이론과실제 3 1 1 3 0 0

GE811 유럽문화의이해 3 1 1 3 0 0

GE810 이슬람문화의이해 3 1 1 3 0 0

GE812 현대건축의이해 3 1 1 3 0 0

GE830 21세기문화와상상력 3 1 2 3 0 0

GE808 글로벌시대의다문화사회 3 1 2 3 0 0

GE832 라틴아메리카문화 3 1 2 3 0 0

GE814 문예창작실시 3 1 2 3 0 0

GE816 문화콘텐츠기획의이해 3 1 2 3 0 0

GE387 미학의이해 3 1 2 3 0 0

GE896 발달심리 3 1 2 3 0 0

GE831 아프리카문화의이해 3 1 2 3 0 0

GE834 우리옷과문화 3 1 2 3 0 0

GE815 음악과건강 3 1 2 3 0 0

GE872 인간의이해 3 1 2 3 0 0

GE833 한국문화유산탐사 3 1 2 3 0 0

- - Pro-Seminar 0 1 2 0 0 0



- 150 -

GE863 게임이론과소셜네트워크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게임 속 다양한 이론들을 배워보고, 게임에서 나온 게이미피케이션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는 교과목이다.

GE780 경영과사회 : 이론과목
이 과목은 조직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경영을 해석한다. 따라서 조직의 인간적 측면과 이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관계적 분석을 포함하여 경영과 지역사회 등에 대한 상호관계 등을 분석한다.

GE876 공감하는인간의소통 : 이론과목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그 능력을 잘 발
휘하며, 공감과 소통을 위해, 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개념과 인식, 자아존중 등을 배우고, 이후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학습하게 된다. 

GE787 공연예술의이해와감상 : 이론과목
공연예술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는 선사시대의 주술행위까지 소급된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에서 독립하여 
민중과 사회의 삶 속에서 유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분화되고 발전하였다. 크게는 서사 혹은 희곡을 바탕으로 하
는 연극이나,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의식과 감정을 표현하는 무용 그리고 노래와 기악연주를 통한 음악공연 등으로 분
화되었고, 이 분야들도 각각의 영역 안에서 더 세분화되어 갔다. 이 강좌는 이렇게 세분화된 공연형식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더불어 공연의 감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와 각 공연형식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는 역사를 추적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연문화 또한 탐구한다.

GE775 과학산업의발달과세계관 : 이론과목
인류의 역사는 과학과 산업의 발전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과학 산업은 인류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
어왔다. 또한 이러한 발달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물질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관점이 개입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에서 보여준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인류가 어떻게 삶의 방식을 바꾸어 왔고, 또 앞으
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인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된 삶을 요구할 것인지를 진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고 이런 과정에 인간의 세계관이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GE738 과학적사고와표현 : 이론과목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차이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올바
른 이해와 그것이 주는 교훈을 올바로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본 과목은 이미 학습한 과학적 사고 과목에서 얻은 
사고의 방법을 가지고 과거 역사적 사건들을 탐색해가면서 그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토론과 연구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GE667 과학적사고의이해 : 이론과목
과학적 사고는 합리적, 논리적, 정량적 방법을 사용하여 주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이해하고 문제를 발견하며, 해답을 찾
아가게 하는 핵심적 도구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이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지구를 비롯한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이루고 있는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의 기원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리와 법칙을 탐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GE792 교회음악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성서에 입각한 이론 강의와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인 실습을 통하여 교회음악에 대하여 넓고 깊게 또한 많은 지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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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르
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학습함으로 실제로 신앙생활 및 예배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지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
도록 학습이 이루어진다.

GE838 국악의이해 : 이론과목
한국인들의 전통음악인 국악의 이론학습을 통해 한국음악을 사회, 역사, 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해석하며, 음계론과 형식론 
및 국악 용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악의 구조의 학습에 앞서 음악과 관계된 다양한 맥락을 통해 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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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학습함으로 국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GE864 그리스사유와문화 : 이론과목
서양문화의 두 가지 원인이 있다면 희랍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서양문학을 본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학문의 기초분야이다. 

GE808 글로벌시대의다문화사회 : 이론과목
본 강좌의 목적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경향을 파악하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다문화적 실천방법론을 모색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GE805 글로벌시민을위한과학소양 : 이론과목
앞으로 펼쳐지는 첨단 정보화 시대에는 모든 삶이 과학적 소양을 반드시 요구하게 된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기초적 과학 
소양은 전공이나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필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자연 과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 함양을 위해 실제적으
로 생활 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고 경험해볼 수 있게 함으로 흥미로운 생활 과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E739 기본발성과가창실습 : 이론과목
발성법을 공부하는 목적은 편안하고 아름답게 말하고, 노래할 수 있기 위함이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기 위해서뿐만 아니
라 정확한 발음으로 말 할 수 있으려면 발성법의 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 강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
에 만들어 주신 성대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좋은 호흡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바른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횡격막의 작
용이 주를 이루는 복식호흡의 메커니즘, 편안하고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의 구조 및 특성과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
리에 공명을 입혀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발성과 가창에 관한 정확한 이론과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학습한 이론을 기초로 
발성실습과 가창훈련이 이루어진다. 

GE657 글쓰기의기초와실제 : 이론과목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배양하는 글쓰기 교육프로그램
(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1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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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691 기초실용음악 : 이론과목
본 강좌는 Classic Music의 실용적인 단계에서 단시간에 음악이론을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하여 범위를 좁히고 수
준을 낮추어 한 학기동안 학습한 내용을 음악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강좌이다.

GE823 기후변화와녹색환경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인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구생태계
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녹색환경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 나눔을 통하여 일상에서도 
녹색환경을 더욱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GE818 노장철학의이해 : 이론과목
동양의 사상의 주류가운데 하나인 도사상을 노자와 장자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살피는 강좌이다. 특별히  중요한 테마인 
도에 관한 사상, 무위에 대한 철학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GE715 대학생활과자기계발 : 이론과 실습과목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습스타일 검사 및 학습전략 검사 등을 비롯한 학습 활동지원, 신입생으로서 학교 생
활지원, 전공과 취업 등을 연계한 진로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
다.

GE794 독일어입문 : 이론과목
독일어의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 152 -

GE865 대학학습의원리 : 이론과목
학습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법 중심의 교과목이다. 본 과목은 학습목표 설정, 학습 동기 관리, 시험관리전략, 
읽기 전략, 레포트 전략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생으로 필요한 학습법을 익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GE825 동물생명윤리 : 이론과목
비인간 동물의 삶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동물생명윤리에 관한 철학적, 실천적 질
문을 던진다. 본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성경, 현대 철학자, 환경 과학자, 생태학자, 활동가 및 언론이 동물과 환경에 
관한 주요 윤리적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해함으로써 동물생명연구, 윤리적 이론 및 환경 철학 분야에서 통섭적 관
점을 개발할 것이다.

GE688 디지털사회의문화 : 이론과목
이 교과목은 현대 사회의 특징인 디지털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 디지털 아트,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라고 불리우는 예술 분야를 이해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목이다.

GE832 라틴아메리카문화 : 이론과목
21세기에 들어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강좌는 라틴아메
리카의 문화와 예술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고, 동시에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GE801 멀티미디어동영상활용 : 이론과목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 영상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컴퓨터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 시대
를 맞아 다양해지면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멀티미디
어를 조작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의 의사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GE809 모던/포스트모던문화읽기 : 이론과목
포스트 모던이란 근대적 경제 구조의 모순에서 발아한 사회적 불안 요소가 폭발한 끝에 파생한 사상적 운동이라 할 수 있
다. 요컨대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부정과 기존 질서의 허위의식에 대한 반발과 인간중심적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는 현대의 대중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이 강좌는 현대문화속에 포스트모던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그 대안이 무
엇인지를 모색하려고 한다. 

GE814 문예창작실기 : 이론과목
문학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창작 실습을 통해 자신의 개성적
인 언어와 문체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한 각자의 창작물에 대한 토론과 반성을 통해 창작 과정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확인한다. 하나의 대상을 개성적인 시각과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실제 창작 기능을 함양한다.

GE789 문학과삶 : 이론과목
문학은 작가가 새로이 깨달은 세계의 실체나 현상을 언어기호를 통해 이미지와 결합하여 형상화한다. 철학은 철학자가 남
들과 달리 깨달은 세계의 실체나 모습을 개념을 통해 구성한다. 문학과 철학은 인간 주체가 세계의 실체나 현상을 언어기
호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재구한다는 점에서 통한다. 또 많은 작가들이 어떤 철학을 이념이나 세계관으로 형성하여 이 틀
에 따라 현실과 사물을 바라보고 이를 문학작품에 반영한다. 이 과목은 두 작업을 수행하여 문학을 통해 철학을 이해하고 
철학을 통해 문학 텍스트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다. 

GE370 문학의이해 : 이론과목
문학연구의 방법, 창작심리, 문학과 이웃 학문과의 관계, 세계문학의 흐름, 시, 소설, 희곡, 평론 등 문학 전반에 걸친 사
항을 강의함으로써 전공의 길잡이가 되어 주며, 동시에 학생들의 문학창작 능력, 작품분석 능력, 작품 이해력을 가꾸어 준
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핵심으로 문학의 뜻, 기능, 장르, 문예사조, 문학사, 문학비평, 문학작품 이해 및 감상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GE816 문화콘텐츠기획의이해 : 이론과목
문화 콘텐츠의 이해와 기획 트랜드를 파악함으로써 문화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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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835 문화예술과교육 : 이론과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예술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을 통해 자기존재에 대한 확인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
화와 예술과 교육은 서로 상호작용적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간의 교육적 변화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교과목으로, 미술, 
음악, 영화,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예술관련 분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GE783 문화와인류 : 이론과목
인간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양식간의 관계, 문화의 형성과 변화, 문화와 개인의 관계,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등을 통해 
문화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우리와 다른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문화를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 강조될 것이고, 문화간 상호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모색할 것이다.

GE740 미래기술과컴퓨터과학 : 이론과목
현대는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이다. 입력된 정보를 가공하여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드는 기구로써의 컴퓨터
에 대하여 학습한다. 컴퓨터의 시대적 발전내용과 기본 구성품의 각각의 기능 그리고 컴퓨터의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학
습한다.

GE836 미술치료 : 이론과목
다양한 미술치료 기법들을 실습을 통해 경험해보고 이론을 공부하며 해석을 해본다. 실습을 통해 미술치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알게 되고 이를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예방적 차원의 미술치료시간으로 
여러 전공과 분야로 적용 가능한 수업이다. 

GE387 미학의이해 : 이론과목
미학은 ‘미(美)’에 관한 학이다. 이 ‘미’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 그리고 철학적 입장과 결부되어 다양한 의미와 견해로 나누
어진다. 
본 강좌는 시대적 그리고 철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참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896 발달심리 : 이론과목
발달심리학은 우리의 신체, 성격, 사고방식, 감정, 행동, 대인관계 및 삶의 다른 시기에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에서의 변화
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은 일생 성장, 발달, 쇠퇴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거듭하므로 발달심리학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GE741 비판적사고와논리 : 이론과목
비판적, 논리적 사유 능력을 길러 학문적 연구 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논증을 정확하고 논리정연하게 구성하는 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단계들은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타당
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이해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인간의 사고에서 일어나는 논리적 구조의 분
석을 통해 자신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타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GE763 빅데이터사회와정보활용 : 이론과목
우리는 IoT들을 기반으로 많은 정보들이 생성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 스마트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빅데이터 및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사례 등을 학습한
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GE819 사고와논리:개념,명제,논증 : 이론과목
논리적인 사유능력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분석과 논증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논리적인 분석방법과 논증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742 사회비판이론 : 이론과목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기존의 방법론과 사회이론의 정통적 합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현대성에 대한 비판적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쟁점을 통해 사회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우리를 둘러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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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GE849 사회적기업의창업 : 이론과목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회 일반에 도움이 되는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적 경제제도이다. 경영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
적의 균형적 달성을 추구한다. 특히, 정부 부문의 복지 관련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 시민사회 운동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책임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수업의 
목적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경영, 그리고 정책적 이슈들을 조망하고, 실천적 대안을 구상하는데 
있다.

GE598 상담심리치료의기초이해 : 이론과목
본 과목은 상담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적인 기법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담의 기초 이론, 상담기법, 그리고 사
례 연구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인의 비적응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기
초와 구체적인 방법들을 익히게 될 것이다.

GE600 상담치료방법과기술 : 이론과목
상담치료의 기본 틀과 상담기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내담자와 소통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상담치료자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
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그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치료 및 기법들을 직접 경
험하고 연습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GE743 생명다양성의이해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법칙과 원리들을 생명의 설계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을 주제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생명체들을 연구하여 모든 생명은 귀하고 
서로 존중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명체들을 보존의 계기가 될 것이다. 

GE566 생명윤리와법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의 필요성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생
명윤리 관련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식 나눔을 통하여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GE781 생활경제 : 이론과목
경제학의 제반 이론을 학습함은 물론, 학생들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과학 상식 : 이론과목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과학적 상식의 원리, 생활 속에 접하게 되는 여러 과학 현상들에 대해 예시들과 함께 
그 원리를 배우고. 참여 학생들이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한다.

GE744 서양고중세역사와신 : 이론과목
신에 대한 개념은 인간들이 존재할 때부터 의식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철학적 사유를 할 때도 가장 큰 명제 중 하나는 
신 존재에 관한 것이다. 신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공동체가 형성 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다. 
본 과목을 통해,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떻게 신을 인식했으며 신 중심의 사회였던 중세 서양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으로 신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고, 시대와 나라와 공동체별로 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는 상
호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학습하고자 한다.

GE802 서양고중세철학 : 이론과목
서양의 역사가운데 고대와 중세의 철학사상을 소개하는 강좌이다. 이 강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노스, 아우구
스티누스 등의 주요사상을 흐름을 따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시대의 정신에 근본적인 토대가 되
고 있기 때문이다.  

GE817 서양근현대철학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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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근현대철학을 다루는 분야이다. 헤겔의 관념론, 삶의 철학, 실존철학, 마르크스철학, 현상학 등을 중심

GE774 서양신비사상의기원 : 이론과목
신비사상은 동양과 서양의 대표적인 문화현상이다. 본 강의는 서양에서  신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
본다. 기원을 따라서 신비사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 정신문화의 새로운 토대를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된
다. 

GE745 서양음악의역사 : 이론과목
서양음악의 기원 및 발달과정을 고대음악 시대로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음악 시대를 거쳐서 현대까지 학
습한다. 음악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들의 삶과 음악세계에 대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며, 시대별로 음
악작품들을 감상한다.

GE906 세계시민되기 : 이론과목
본 수업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로 인해 상호 연결성 및 의존성이 증진된 현대사회에서 다각적으로 드러나고 있
는 지구촌의 경제, 사회, 환경, 및 인권 문제들을 이해 및 분석함으로 세계시민으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책임 있는 실
천적 세계시민을 양성한다.

MO002 성공하는대학학습법 : 이론과목
이 과목은 학습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학습법 중심의 교과목이다. 본 과목은 학습목표 설정, 학습 동기 관리, 시
험관리전략, 읽기 전략, 레포트 전략 등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생으로 필요한 학습법을 익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을 키울 수 있다. 

GE895 성격심리학 : 이론과목
성격 심리학은 각 개인이 보이는 성격의 차이와 개인 내부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심리적인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GE827 성문화연구 : 이론과목
이 과목에서는 ‘gender’와 ‘sexuality’로 분석되는 ‘성(sex)’의 두 개념을 분석하고, 비교문화적인 자료들을 통해 이들 두 
개념과 관련되는 인간사회의 성 문제를 조망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일상적이고도 민감한 주
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이를 위해 첫째, 성이라는 주제
에 대하여 그 역사와 다양한 입장들을 비교ㆍ분석하고, 둘째, 인류학내에서 이루어진 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하
고, 셋째, 특히 문화적인 요소와의 연관 속에서 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함으로써 성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GE845 성서,진로,직업 : 이론과목
자신의 삶에서 성서와 진로,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올바른 진로계획 수립절차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서에 대
한 이해, 행복한 삶,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진로와 직업의 개념과 의의, 그리고 진로 계획 및 준비를 다룬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GE888 소셜네트워크와집단지성 : 이론과목
이 과목은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디지털 매체들이 사회속에서 어떻게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지
며, 그 소통의 도구를 활용하여 집단 지성이 발현되는 분야(학문, 게임, 예술 등)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GE777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 : 이론과목
정보화 사회의 물결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파급효과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
근에는 비전공자에게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코딩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창의적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
쩍 커지고 있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소프트웨어의 기본 동작 개념과 창의적인 컴퓨팅 사고를 쉽게 이해하며 다양
한 응용사례를 접할 수 있다.

GE800 소프트웨어코딩기초 : 이론과 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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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고 초보자용으로 개발된 블록을 이용한 
코딩인 스크래치2.0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익힌다.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코딩을 자신이 직접 실습해보고 소프트웨어의 구조
를 이해하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여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GE881 스마트생태계의스마트기술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고 지능화, 공유화된 스마트 생태계적 사회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그 스마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사회상을 유추해 보고, 그 사회
속을 살아갈 우리들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는 과목이다. 

GE875 스포츠와마케팅 : 이론과목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성장과 함께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목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GE886 시민사회와시민운동 : 이론과목
이 과목은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근대 국민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GE764 시민생활과법 : 이론과목
인간이 지닌 자연법적이고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법'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
들을 통해 사회조직 질서와 인간존엄성을 보호할 수단이 되는 법이 억압이 아닌 시민생활의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GE798 시사독일어 : 이론과목
독일어입문을 통해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GE796 시사일본어 : 이론과목
일본어입문을 통해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GE795 시사중국어 : 이론과목
중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초급과정의 강의이다. 시사중국어의 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GE797 시사프랑스어 : 이론과목
프랑스어입문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GE791 신체활동과건강 : 이론과목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삶, 웰니스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신체건강, 심리적 웰빙에 중요한 요소이다. 본 
과목은 건강한 생활방식의 획득을 위한 지식, 정보의 제공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GE747 신화와상상력 : 이론과목
이 강의의 목적은 세계의 여러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본 강좌는 그리스 신화를 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여러 신화들 안에 들어 있는 신화
적 상상력을 탐구한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신과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로서, 그 시대의 종
교, 세계관,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GE887 실용금융 : 이론과목
복잡해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각종 금융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필요성에 따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
스의 특성, 각종 금융정보를 얻고 활용하는 방법,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제 금융생활에 필요한 실용금융에 대해 학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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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813 실용음악 : 이론과목
음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배우고 이해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악 이론을 학습함으로 화성학의 기초적인 이론
을 학습하면서 바로 실습을 하는 연계학습이 실시된다. 실제적인 음악활동의 분야별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창, 청
음, 화성분석 및 편/작곡 등의 학습을 통하여 정확한 음악의 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실용음악의 실행을 위한 실력을 성장시
킨다.

GE757 심리검사 : 이론과목
학교 및 사회의 여러 상담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는 각종 심리검사에 관한 기초이론과 실제를 다룸으로써 여러 종류의 심
리검사 도구와 용도 및 제한점을 이해하여 피상담자들이 당면한 문제해결을 돕는다.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검사를 선택, 실시, 채점 및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GE831 아프리카문화의이해 : 이론과목
21C 급변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다. 이 강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구조 및 철학과 문화, 
예술 등을 다루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GE773 애타주의:상호성의원리 : 이론과목
한편으로는 사회 내부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해와 타협의 모습을, 다른 한 편으로는 자신들의 공동체 외부 사회와의 공존 
가능성, 상호성의 윤리를 모색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식은 다문화 지구공동체를 형성하고 있
는 우리 시대의 호고적 반추이며, 오늘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적극적인 주체인 우리 각자가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할 의
식과 윤리관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GE776 에너지의이해 : 이론과목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변화에는 반드시 에너지가 관여한다. 이런 에너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살
면서 만나는 모든 변화와 생존, 발달과 쇠퇴, 존재와 소멸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에너지에 대한 이해야 말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한다. 본 수업에서는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내
는지를 살피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는지를 파악함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GE822 에피소드로보는과학철학 : 이론과목
과학 철학은 과학에서의 모든 탐구 과정에 포함된 요소(관찰·논증·전제 등)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학문이다. 이것을 탐구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의와 주장에 대해 그것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사고
(thinking)를 훈련하는 것과 같다. 본 과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의 여러 에피소드를 사용하여 훈련하게 될 것이
다. 

GE748 엑셀스프레드시트 : 이론과 실습과목
엑셀의 장표(Spread Sheet) 원리와 장표 조작 및 작성법을 익힌다. 장표에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차트
를 만드는 법과 엑셀 함수를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처리능력을 익힌다.

GE799 엑셀실무강의 : 이론과목
엑셀의 기능은 단편적인 기능만 학습하다 보면 실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프로젝트 문서를 만
들어야 할 때 엑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단순한 엑셀 기능뿐 아니라 여러 기능을 복합적
으로 연계해 실무에 사용하는 방법까지 학습한다. 또한 엑셀 실습을 통하여 업무현장에서 사용되는 응용 사례를 익혀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GE807 여성과사회정의 : 이론과목
당신은 여자들의 세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오랜 역사가 여성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우
리에게 남겨놓았다. 이 사회는 여성에 대해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확신 없는 여
성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오랜 동안 학대당하고, 거부당하고, 유기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 정서적으로 피해를 당해 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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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가는 부흥을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 자아
로 존재할 이유가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목은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과목이다.

GE765 여성과현대사회 : 이론과목
서구에 산업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막강한 경제적 세력들이 여성들을 유급 노동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
로 여성들은 경제적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다시 얻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타고난 재능들을 쏟아 붓고 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유급 노동력으로 지속적으로 파고 들 뿐 아니라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여 결과
적으로 21세기 비즈니스나 성, 가족생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아졌고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일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여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인류발전에 기여하
는 열정을 불어넣고 있다. 여성과 현대사회 과목은 여성들의 탁월한 역할로 인해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
회 및 환경적 해결책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중요성을 모색한다.

GE843 여행과지리:글로벌화의지역탐색 : 이론과목
여행은 하는 것은 타문화와 역사에 관한 이해다. 이러한 이해의 수월성을 위하여 여행과 상관된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이
해하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지리적 환경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일을 시도한다. 

GE883 역사적리더를통해배우는리더십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변혁기의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탐색하고, 역사적 상황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주요 리더의 리더십과 역량, 지혜를 알아 본다. 따라서 격변기를 살아간 리더의 삶과 지혜를 통해 다가올 미래 사회를 예
측하고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766 역사해석의방법들 : 이론과목
역사학을 처음으로 대하는 대학생들에게 이 학문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입문과목이다. 강의에서는 역사를 왜 연구
하고 배우는가, 역사학은 우리의 삶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역사적 고찰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역사학은 어떤 
방법론으로 연구되는가를 살펴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그것
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역사학은 역사적 사실들을 어떻게 상호 관련지어 설명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주관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을 체계적으로 살피게 된다. 이 강의에서 수강생들은 사료를 직접 읽고 분석하여 역사
적 사실을 해석하는 작업도 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이 스스로 역사가가 되어 역사학 연구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GE837 연극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서구 연극의 사조 및 특징과 비극, 희극 등의 연극의 형태를 장르별로 학습한다. 약 2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연극은 무
엇인가, 어떠한 형태/형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무대예술부문과 한국민속극, 동양전통극(일본, 중국)에 대
하여 그 발전과 공연양식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연기, 연출, 무대장치, 조명 및 음향 등의 공연의 실제를 이론학습과 연
결하여 다룬다. 

GE509 영어Ⅰ : 이론과목
독립적 영어활용인의 첫 단계인 CEFR-B1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의 세 번째 등급) 수준의 독해활동 및 쓰기활동 
수행을 목표로, 전 단계인 CEFR-A2 수준의 영어지문(e.g., 마케팅,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및 학습자 흥미에 맞는 
주제를 다룬 기사)을 협력적으로 읽고 개별적 쓰기 활동을 수행함으로 독립적 영어활용인의 기초를 마련한다. 본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는 CEFR-A2의 독해 하위영역은 전반적인 독해능력 (Overall Reading Comprehension) 및 정보습득과 논
증을 위한 독해 (Reading for Information and Argument)이다. 본 수업의 쓰기 초점은 등위 접속사 (e.g., and, but, 
or, so 등)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함으로 문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영작 (Overall Written Production)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GE510 영어Ⅱ : 이론과목 
독립적 영어활용인의 첫 단계인 CEFR-B1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의 세 번째 등급) 수준의 독해활동 및 쓰기활동 
수행을 목표로, 전 단계인 CEFR-A2 수준의 영어지문(e.g., 경영, 정보기술, 환경, 보건 및 학습자 흥미에 맞는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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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기사)을 협력적으로 읽고 개별적 쓰기 활동을 수행함으로 독립적 영어활용인의 기초를 마련한다. 본 수업에서 초점을 
맞추는 CEFR-A2의 독해 하위영역은 전반적인 독해능력 (Overall Reading Comprehension) 및 정보습득과 논증을 위
한 독해 (Reading for Information and Argument)이며, Skimming, 작가의도 파악하기,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정보
통합하기등의 전략을 연습한다. 본 수업의 쓰기 초점은 종속 접속사 (e.g., because, when, if, although 등)를 사용하
여 문장을 완성함으로 문장의 다양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영작 (Overall Written Production)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GE726 영어연습Ⅰ, GE727 영어연습II : 이론과목
의사소통 능력 배양(말하기 및 쓰기)에 초점을 둔 본 수업은 다양한 구체적인 언어활용환경(e.g., 여가활동, 음식 및 식당, 
주거, 여행, 교통, 오락 등)과 학습자 필요에 따른 영어활용환경(e.g., 성경영어, 취업영어)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말하
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힌다. 

GE544, GE545, GE897 실용영어Ⅰ~ Ⅲ : 이론과목
의사소통 능력 배양(말하기 및 쓰기)에 초점을 둔 본 수업은 다양한 구체적인 언어활용환경(e.g., 자기소개, 외모묘사, 취
미, 영화, 음악 등)에서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말하고 쓰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익힌다. 

GE674 영화속그림읽기 : 이론과목
영화를 통해 시대배경, 작가의 삶, 작품의 제작과정을 입체적으로 공부하며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운다. 또한 영화 속 예술 작품들을 찾아보고 작품을 해석하면서 숨은 의미나 복선으로서의 미장센을 알게 되고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GE834 우리옷과문화 : 이론과목
한복은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착용해 온 한국의 전통 복식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내려오는  사상, 관심, 행위, 형태, 기
술 등의 양식과 정신이 이 한복속에 깃들어 있다. 따라서 이 강좌는 한복의 역사를 살피면서  변화에 따른 정신문화의 흐
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GE749 우주와생명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우주의 기원과 현재의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이해하고 우주과학과 지적생명체 탐사(SEIT), 외계행성거주, 
성경 속 우주와 생명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우주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 물론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으로서의 우주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GE891 웰니스를위한스포츠 : 이론과목
웰니스적 삶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여러 영역에서 개인의 문제점을 평가 및 분석할 수 있으며, 학습한 지식들을 적절하
게 활용할 수 있다.

GE811 유럽문화의이해 : 이론과목
유럽문화의 이해 과목은 유럽의 문화적 양식과 그것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유럽문화가 어떻게 형성되
고 발전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과목이다. 

GE803 유학사상의이해 : 이론과목
유학사상은 한자 문화권에 큰 영향력를 끼친 사상이다.  이 강좌는 유학사상을 공자의 인 사상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815 음악과건강 : 이론과목
음악이 인간의 건강한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음악과 건강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학습한다. 음악이 인간의 청각능
력과 뇌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며, 인간의 학습능력, 기억력, 행복감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와 음악과 소리에 담긴 건
강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힘을 학습한다. 신체기능과 생활환경에 음악이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음악을 삶에서 어떻게 활용
하여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꾸릴 수 있을지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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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890 음악이론과피아노실습 : 이론과목
본 강좌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이론을 학습하고, 또한 음악이론을 학습하면서 피아노 연주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피아노실기 연주실력의 향상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연습이 필요한 강좌이
다. 

GE840 이상심리 : 이론과목
인간의 이상행동 혹은 정신장애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상행
동을 다루기 위해 첫째, 이상행동의 본질과 이론적 모형, 둘째, 이상행동의 평가방법, 셋째, 정신장애 분류체계에 의한 장
애별 원인, 증상, 이론 및 치료적 개입, 그리고 넷째, 사례 연구에 대해 학습한다. 

GE810 이슬람문화의이해 : 이론과목
이슬람세계는 연일 세계적인 이슈의 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슬람세계에 대한 관심
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본 과목은 종교 혹은 문화로서의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움마
(Ummah)라는 신앙공동체의 논리와 심리, 이슬람사회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의 기본 특성, 코란의 현대적 의미, 이슬람 문
화사, 이슬람세계와 기타 문명세계와의 관계 등이 주요한 학습내용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현대 국제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위상, 한국과 이슬람세계와의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GE560 인간과종교 : 이론과목
종교는 인간문화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 문화와 더불어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길
이 된다. 인간과 종교 과목은 종교를 낳고 지탱하고 변화시켜 온 인간 문화의 구조와 역동성에 관하여 다룬다. 이를 통하
여 인간의 문화 창조과정과, 그 문화 속에서의 종교의 구조와 역할 등을 이해하게 한다. 

GE828 인간과축제 : 이론과목
대부분의 축제는 많은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축제는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
하고 응집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따라서 축제의 여러 양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인간의 기원과 동일성, 운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리즘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지역간의 축제가 보여주는 변별성에 대한 
고찰은 다양한 민족과 지역의 특성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화합의 지평을 찾는 주요한 탐색이 될 것이다.

GE820 인간의가치탐색 : 이론과목
해야만 한다', '의무', '도덕규칙', '옳음', '그름', '의무' 및 '책임' 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의 성격
을 탐구한다. 어떤 사물과 어떤 인성이 좋거나 칭송될만하며, 어떤 종류가 나쁘거나 비난받을 만한가를 논의한다.

GE866 인간의심리학적이해 : 이론과목
심리학의 전반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심리학의 종합적 개론이다. 

GE872 인간의이해 : 이론과목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대단히 전통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다. 이 강좌는 인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GE571 인간행위와사회구조 : 이론과목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인 거시적 힘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높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행위의 심층적 의미를 재탐색한다.

GE867 인문학적고전읽기 : 이론과목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온 역사, 인간이 일구어낸 문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 특성 등, 인간의 삶 
전반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탐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강좌는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나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GE701 인지행동치료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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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는 효율성과 과학적 가치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행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왜곡된 사고를 바로잡아감
으로써 부정적 사고를 교정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강의는 인지행동치료의 개념을 이해하고 
치료의 과정을 익히며, 나아가 치료의 적용을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804 인터넷윤리 : 이론과목
인터넷의 역사, 실생활을 위한 인터넷 활용방법,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 흐름을 학습한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인
터넷에서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을 학습한다

GE750 일본어입문 : 이론과목
일어의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다. 

GE829 장애와사회 : 이론과목
우리 사회의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총제적인 관점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서 
장애인 삶에 포함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장애인 관련 사역을 하려는 학우들에
게는 장애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 과목이다.

GE844 정치학적사유의원리 : 이론과목
정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정치의 원리와 정치현상에 대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수업입니다.

GE785 주제로살펴보는서양근현대사 : 이론과목
르네상스 이후 서양의 역사를 주제별로 다루는 과목이다. 예를 들면 주관주의, 경험주의, 마르크시즘 등 다양한 주제들을 
역사적으로 다루면서 이 주제들이 우리들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GE751 중국어입문 : 이론과목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과정이다. 중국어의 발음, 기초문법 학습과 더불어 읽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
적인 학습을 한다.

GE826 지구의역사 : 이론과목
인류와 함께 지구상에 생존하는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
르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갈지를 알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과목에서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성서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어떻게 다스려가야 할 것인가를 탐색해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GE913 지속가능한사회와가족 : 이론과목
우리 사회의 결혼, 출산, 육아 및 노년기 등의 문화 분석과 인구학적 관점의 미래 조망을 통하여 따듯한 양육공동체의 일
원으로서 갖춰야할 시민의식 함양과 생애 설계를 한다.

GE894 지역사회봉사 : 이론과목
대학과 지역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 재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대학의 
봉사활동이 지역발전에 어떠한 공헌을 하게 되는지 이론적인 방법론을 학습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나타난  지역
사회 발전 사례를 수집하여 지역사회봉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한다.

GE889 지휘법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이 강좌에서는 음악의 3요소인 멜로디, 리듬과 하모니의 기본 음악이론 학습과 연주단체(합창 및 합주)를 지휘하기 위해서 필
요한 지휘법 이론의 학습을 바탕으로 지휘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이를 실제 지휘에서 응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습을 통
하여 아름답고 통일된 음악을 정확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강좌이다.

GE655 직장체험 : 실습과목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로조건을 탐색하며 나아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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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산업인력개발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현장, 
기타 관련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학습동기를 높여주고, 졸업 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
도록 도와 줄 것이다.

GE719 진로상담 : 이론과목
진로상담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경험하는 진로의 문제를 조력하는 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자신에 대한 이해, 즉 
적성과 성격, 개인의 능력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도록 돕
는다.

GE847 창업과경제 : 이론과목
성장잠재력이 높은 미래기술의 발전추세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배양하며 기술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절차
를 습득함으로써 현장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무지식이나 사례중심으로 세미나 및 전문가특강 방식
으로 진행되며 주요 주제는 우리나라 경제현황, 기업구조 및 기업가정신, 과학기술과 산업,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이
해, 벤처기업 현황, 신경영전략 블루오션, 기업 재무재표 분석, 유통, 증권 및 부동산시장의 이해, 한국의 CEO 강연 등으
로 구성된다.

GE846 창업과기업가정신 : 이론과목
기업의 경영윤리 및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의 유래와 배경, 의미를 살펴보고, 
‘전략적 사회책임 경영(Strategic CSR)’의 필요성과 실행방법을 학습한다. 그리고 기업이 환경적 책임까지 포함한 사회책
임 이행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는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측면을 학습한다. 

GE848 창업과도전 : 이론과 실습과목
기업가 정신을 학습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이란, 너무 오래된 기성의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 일상으로 구현하는 창업활동이다. 따라서 본 수업은 (1) 창업활동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시장경제에서 차지하는 거
시적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2) 창업활동과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개인 그리고 조직수준의 현상들에 관한 경영
이론을 경영사례와 더불어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841 창업과취업 : 이론과 실습과목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성공 창업가로서 가져야 할 자질 유형을 분석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
서 창업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법, 잠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방법, 창업마케팅, 사업계획서 작
성법, 정부자금 조달법 등을 학습하고,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의 투자성향을 이해하여 지적재산권 실무를 겸비한 창업친
화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E850 창업전략과모의창업 : 이론과 실습과목 
개별 학생들이 10명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스스로가 기획한 사업안으로, 직접 창업활동을 진행하고, 그 수익을 전액 
지역의 비영리기관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 활동이 전략, 인사, 회계, 재무, 마케팅, 생산 제반의 지식을 종
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게 된다.

GE608 취업과진로 : 이론과목
다양한 직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졸업 후 자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설계된 목적을 향해 적절히 준비해 나가도
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육 및 개별실습을 통해 직무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습득하며 이를 자신에게 적용
시켜 희망진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MO004 창조적인대학생활과코딩 : 이론과 실습과목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하고 초보자용으로 개발된 블록을 이용한 
코딩인 스크래치2.0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익힌다.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코딩을 자신이 직접 실습해보고 소프트웨어의 구조
를 이해하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동료 학생들과 공유하여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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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821 철학과신 : 이론과목
철학에서 신의 주제는 대표적인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는 철학에서 신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다루고 오늘날 
신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탐색한다. 

GE874 철학의이해 : 이론과목
철학의 중요한 분야에 대해 일반적인 포괄적 조망을 꾀하는 과목, 위대한 철학자가논의한 중요 문제를 소개하고, 왜 그들
이 그것을 논의했으며 어떤 방식의 해결을 시도했는가를 살핀다.

GE873 철학적인간이해 : 이론과목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대단히 전통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이다. 이 강좌는 인간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부분적으
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탐색을 시도한다. 내용적으로는  인간의 기원, 구성요소, 자아발달, 자유와 책임, 성
숙과 사랑 등 일상에 필요한 주제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에 접근한다.

GE784 청소년문화 : 이론과목
청소년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업위주의 학교생활 등으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
한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의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
이 요구된다. 본 강좌는 청소년의 특징과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 건전한 문화를 익히고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GE870 청소년상담 : 이론과목
청소년 상담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 지도사 관련 교과목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심
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의 개념과 관련 이론을 시대적 관점에 따라 고찰한다.

GE779 청소년심리및상담 : 이론과목
청소년 심리를 이해하고 발달특성에 따른 상담이론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한 교과목이다. 

GE772 초월적세계에대한내면탐구 : 이론과목
현대에 있어서 초월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혹은  초월에로 향하는 것이 가능한가? 초월에로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내면세계에서 어떤 단계가 요구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영성, 관상, 침묵, 자기비움, 조명 등의 주
제를 다룬다. 

GE753 프랑스어입문 : 이론과목
이 강의는 불어의 기초문법을 배우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기본을 다진다.

GE863 테크놀로지와예술 : 이론과목
이 교과목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속에서 예술로 생성되는 오브젝트들을 통해 자기존재에 대한 확인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와 예술과 교육은 서로 상호작용적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인간의 교육적 변화라는 의미를 찾아가는 교과목
으로, 미술, 음악, 영화,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예술관련 분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GE658 학술적글쓰기 : 이론과목
글쓰기의기초와실제의 기반위에서 기초능력인 창의력, 분석력,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 등을 배양하는 글쓰기 교육프로
그램(Program in Writing and Rhetoric) 2단계이다. 고전 및 양서에 대한 비판적 읽기 및 글쓰기를 통해 분석력, 비판
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말하기 구술발표 능력의 배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때의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기초교양과목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GE786 한국근현대사 : 이론과목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한국의 현대사를 개괄적으로 강의하는 과목이다.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이
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성립과 급속한 산업화 등 엄청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변화를 겪은 한국의 현대사를 역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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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이다. 

GE833 한국문화유산탐사 : 이론과목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와 유산에 대해 학습한다. 문화와 유산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과거에서 현대까지 어
떻게 이어지고 발전해왔는지 탐구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GE754 한국인의정신세계 : 이론과목
한국인의 사유에 내재한 주요한 정신적 관습과 가치를 역사를 통해 학습한다.

GE790 한국현대시와삶읽기 : 이론과목
한국현대시에 대한 특성과 문학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상능력을 함양시킨다. 또한 시의 실제적인 창작과 방법을 학
습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의 특성, 구조원리,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상상력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런 기
초적인 학습을 토대로 시적 사고의 사회적 효용성, 자기동일성 증명, 자아반성 등 현대사회가 상실하고 있는 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한다. 

GE880 한국현대문학 : 이론과목
1900년대부터 2018년 현재까지 발표한 한국현대문학을 개관하고, 이를 통해 한국현대문학의 여러 형태의 모든 중요 국
면들을 고찰한다. 

GE893 합창과공동체인성 : 이론과목
본 강좌의 함께 노래하는 합창의 기회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 덕목인가를 생각하게 만
들어 인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바른 공동체인성이 확립되도록 돕는 강좌이다. 

GE892 합창과지휘실습 : 이론과목
본 강좌에서는 Part Singing을 위한 기본적인 독보 실습과 발성법의 이론 및 실습을 지휘법의 이론 및 실습과 병행 학습
하며, 합창을 통한 협동심을 함양하고 화음의 아름다움으로 정서적인 Healing을 경험케 하는 강좌이다.

GE812 현대건축의이해 : 이론과목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건축가들은 이상적 이미지를 실현시키고자 현실적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을 이룩했
다.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으로 새로운 계층을 위한 건축 형태를 태동시켰고, 영토 개발의 에너지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따라서 이 과목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모더니즘의 합리적인 건축, 친환경 생태 건축 등을 중심
으로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GE806 현대과학으로바라보는세상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현대과학기술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원과 발달, 현재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더욱 발
전해 나갈 세상의 모습을 예측해보고, 우리가 준비해야할 미래의 세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GE869 현대사회문제 : 이론과목
이 과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개인문제와 구별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사
회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884 현대사회와가족 : 이론과목
이 과목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가족을 재정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족의 
구성과 형태 그리고 가치관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가족의 모습을 예측하고자 한다.

GE885 현대사회와복지 : 이론과목
이 과목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 사회문제의 정의와 사회복지 개념을 학습한다. 이
를 위해 사회복지 이론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 전반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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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675 현대사회와스포츠 : 이론과목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간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해되고 
발전되어진다. 이에 본 과목은 다양한 영역으로써의 스포츠를 이해하고 체험을 목적으로 한다.

GE882 현대사회와이미지메이킹 : 이론과목
본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지닌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자기표현력 및 커뮤니케이션이 사회 속에서 갖는 의미와 
그 영향력에 대해 거시적 시각 속에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E879 현대의철학적사유 : 이론과목
현대에 있어서 사유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는 철학적 사유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철학적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현대의 인간에 대한 탐구와 과거의 탐구를 비교하여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
한 것이 무엇인지 등의 주제를 다룬다.

GE242 형이상학 : 이론과목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의 근원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대표적인 질문은 오랜 역사를 가진다. 이 강좌는 이 질문이 역사적
으로 어떻게 문제되어 왔는가를 살피고 오늘날 이러한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GE756 호모에티쿠스윤리적인간 : 이론과목
‘해야만 한다', '의무', '도덕규칙', '옳음', '그름', '의무' 및 '책임' 등과 같은 개념을 분석하고,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의 성격
을 탐구한다. 어떤 사물과 어떤 인성이 좋거나 칭송될만하며, 어떤 종류가 나쁘거나 비난받을 만한가를 논의한다. 

GE762 환경과인간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과거 완벽한 순환이 이루어졌던 창조세계의 환경을 알아보고 인간의 환경파괴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하
여도 나누고자 한다. 인간에 의하여 초래된 환경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다룰 것이며 수강생 모두 올
바른 시각을 통해 환경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도록 도울 것이다.

GE824 환경재난과국제협력 : 이론과목
본 강의를 통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재난에 대하여 알아보고 국제협력방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한다. 또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일상에서의 해법들도 나누어 환경을 더욱 보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GE705 힐링과행복코칭 : 이론과목
행복, 힐링, 코칭, 창의성, 사회지능, 비전, 정열과 같은 긍정심리의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발달하는 가를 살펴보고, 학생 
스스로 창의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적용해 본다.

GE898 한반도정치학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 한반도의 역사를 통한 정지학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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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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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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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교육 필수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교과교육 기본이수교과 전공과목

12 8 4 9 21 20

※ 교직 이수 예정 승인자에게만 해당

◎ 교육과정

구분
개설

학과
구분 학수번호 과목명 학점

이수권장 시간수
비고

학년 학기 이론 실습

교직

과목

기초

교양

교육

교직이론

TE006 교육학개론 2 1 1 2 0
TE00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2 1 2 0
TE010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2 2 0
TE005 교육심리 2 3 1 2 0
TE009 교육사회 2 3 1 2 0
TE00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3 1 2 0
TE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3 2 2 0

교직소양
TE020 특수교육학개론 3 1 2 3 0
TE024 생활지도및상담 3 3 2 3 0
TE021 교직실무 2 4 1 2 0

교육실습

TE023 학교현장실습 2 4 2 0.5 1.5 1개월

TE025 교육봉사1 2 3 2 0 2 60시간이상

TE027 교육봉사2 2 4 2 0 2 4주

기본

이수

과목

영유

아보

육학

과

교과교육

CC103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2 2 1 2 전공필수

CC136 유아교과교육론 3 4 1 1 2 전공필수

CC138 유아교육세미나 3 4 2 1 2 전공필수

기본이수

교과

(21학점

이상 

선택이수)

CC042 유아교육과정 3 2 1 3 0 전공필수

CC110 유아수학교육 3 3 2 2 1 이수권장

CC024 유아음악교육 3 2 1 1.5 1.5 이수권장

CC116 유아안전교육 3 4 1 2 1 이수권장

CC124 부모교육론 3 3 2 2 1 이수권장

CC121 아동권리와복지 3 4 1 3 0

CC014 영유아발달 3 1 1 3 0

CC068 놀이지도 3 2 1 2 1 이수권장

CC073 아동관찰및행동연구 3 2 1 1 2

CC069 언어지도 3 2 2 2 1

CC083 영유아사회정서지도 3 3 2 2 1

CC075 아동미술 3 3 2 1.5 1.5 이수권장

CC107 아동동작 3 2 2 1.5 1.5

CC070 아동건강교육 3 3 1 2 1 이수권장

CC109 아동과학지도 3 3 1 2 1

※ 교직이론 영역의 경우 7개 과목 중 6개 과목(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실습 영역의 경우 학교현장실습 필수 이수, 교육봉사는 1과 2 중에 선택하여 1개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 9학점, 기본이수교과 21학점) 30학점 외 전공 과목 20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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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기본이수과목 개설 (교육부 고시)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1. 신청기간 : 매년 10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학과 2학년
 3. 신청방법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작성 → 영유아보육학과장 경유 → 교학처 제출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면접 

→ 승인 결과 공지
 4. 유의사항 
  • 교직 적성 및 인적검사 결과자료 및 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한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
  • 선발된 학생은 졸업까지 교직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교직이수자 무시험검정 신청
 1. 신청기간 : 매년 12월 홈페이지 공지
 2. 신청자격 : 영유아보육학과 4학년 학생으로 교직과정 이수자
 3. 신청방법 : 무시험검정원서 작성 → 교학처 제출 → 무시험검정 사정 → 합격자 자격증 발급
 4. 유의사항 : 교직부에서 지정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요건
 1.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8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수
 2. 영유아보육학과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9학점 및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수
 3.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5.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 본교 개설 대체 인정과목 개설학기 학점 비고

유아교육론 - 미개설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2-1 3 동일
영유아발달과교육 영유아발달 1-1 3 대체인정

유아언어교육 언어지도 2-2 3 대체인정

유아사회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3-2 3 대체인정
유아과학교육 아동과학지도 3-1 3 대체인정

유아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3-2 3 동일
유아미술교육 아동미술 3-2 3 대체인정

유아음악교육 유아음악교육 2-1 3 동일
유아교사론 - 미개설

유아동작교육 아동동작 2-2 3 대체인정

유아놀이지도 놀이지도 2-1 3 대체인정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 미개설

아동권리와복지 아동권리와복지 4-1 3 동일
유아건강교육 아동건강교육 3-1 3 대체인정

유아관찰및실습 아동관찰및행동연구 2-1 3 대체인정
부모교육 부모교육론 3-2 3 대체인정

유아안전교육 유아안전교육 4-1 3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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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교현장실습 4주 이상
 7. 본교 총장 및 교원양성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

◎ 교과목 설명 
TE00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이론과목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개념, 요소, 실제에 대해 학습하며,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역동적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TE00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이론과목
교수학습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찰하고, 교육공학의 개념,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본다. 아울러 체제 접근의 
원리를 토대로 교수설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 계획안을 개발하고 교수 내체의 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실습한다.

TE025 교육봉사1 : 실습과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서 60시간 이상을 봉사한다. 영유아학급(0~5세)에서 놀이 활동과 일과 중 다양한 교육
활동에 봉사자로 참여한다. 

TE027 교육봉사2 : 실습과목
장애통합 현장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통하여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기른다.

TE009 교육사회 : 이론과목
교육현상을 사회학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내용은 교육과 사회학, 교육과 문화, 교
육과 사회, 교육과 불평등, 교육과정 사회학, 학교조직,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구성된다.

TE005 교육심리 : 이론과목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을 학습한다. 교육현상에서 학
습자의 행동을 심리학적 방법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방법을 고찰한다.

TE010 교육철학및교육사 : 이론과목
교육에 대한 역사적 관점과 철학적 관점에 대해 학습한다. 즉, 교육이론의 성격, 교육의 개념, 교육의 목적, 교육의 과정, 
교육의 윤리 및 현대 교육사조에 관한 철학적 분석과 이론적 체계화를 다룬다. 아동교육문제에 관한 철학적 탐구방법을 
주요 고찰할 것이다. 

TE006 교육학개론 : 이론과목
교육의 본질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을 통해 교육을 이해하고, 교육관련 이슈를 토의하면서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능력
을 갖추도록 한다.

TE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이론과목
교육행정 및 경영에 관한 관점과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행정 실무 능력을 키운다.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 전달 체계와 인사 관리, 조직, 장학과 유치원 운영관리 업무에 대해 배운다. 

TE021 교직실무 : 이론과목
영유아교사의 직무로써 학급운영 및 관리,  인사관리, 근무 규칙, 생활 지도, 행정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습득 한다. 

TE024 생활지도및상담 : 이론과목
영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영유아 부적응 문제를 구성주의적인 생활지도의 원리를 학습한다. 영유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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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서적 행동문제, 아동학대, 학교폭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영유아교사로서 적용 가능한 상
담의 실제를 살펴본다.

TE020 특수교육학개론 : 이론과목
특수아동에 대한 정의 및 특성, 각 장애 영역 별 특성, 교육과정,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 등을 학습한다. 특히 영
유아기 발달에 있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발달지체 및 장애를 보이는 아동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
고,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현장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
육적 방법론을 모색한다.

TE023 학교현장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국가의 유치원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유치원 실습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다루어 예비유
아교사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유치원에서 교사의 역할과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4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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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BU
교육과정 학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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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과

◎ 교육목적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성을 기반으로 성서에 대한 전문지식
과 교회 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을 겸비한 교회 사역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을 함양한다.
2.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성서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한다.
4. 성서를 바르게 교육한다.
5. 교회사역에 필요한 실천 능력을 증진한다.

◎ 인재상
1.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성을 닮은 신앙인                
2.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신학인
3.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한 실천 능력을 구비한 사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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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능력

능력 설명

경건능력 성서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성을 키움

변증능력 인류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전달능력 성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하여 바르게 전달하는 능력

교육능력 기독교 역사에 기초하여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능력

사역능력 교회사역에 필요한 실천적 능력을 증진하는 능력

◎ 졸업이수학점

⧉ 단일전공
1. 신입생

일립
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소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8 12 15 27 27 39 66 29 130

2. 편입생

일립
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4 25 - 25 34 65

 ※ 편입생은 전공필수 바이블리딩Ⅰ,Ⅱ가 면제되어 27학점 중 25학점만 이수

⧉ 다전공(전공교육 이수 학점)

이중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총 51학점

복수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총 42학점

부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융합모듈 전공필수 27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총 42학점 

 ※ 전공교육 외의 일립 및 교양교육 이수 학점은 단일전공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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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
습/
실
험

이론
실
습/
실
험

1 전공
필수

TH177 바이블리딩Ⅰ 1 0 5 TH178 바이블리딩Ⅱ 1 0 5

TH204 진로세미나 P 0 1 TH204 진로세미나 P 0 1

신학개론 1 1 0

2

전공
필수

TH216 구약Ⅰ 3 3 0 TH218 신약Ⅰ 3 3 0

TH219 전도의이론과실제 3 3 0 TH008  교회사 3 3 0

TH204 진로세미나 P 0 1 TH204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TH223 헬라어Ⅰ 3 3 0 TH227 헬라어Ⅱ 3 3 0

TH217 기독교교육 3 3 0 TH224 성경교수법 3 3 0

TH225 예배찬양인도 3 1.5 1.5 TH229 멀티미디어사역 3 1.5 1.5

TH226 SC(speech&communication) 3 1.5 1.5 TH230 기독교레크리에이션 3 1.5 1.5

기독교심리 3 3 0

3

전공
필수

TH220 신약Ⅱ 3 3 0 TH221 구약Ⅱ 3 3 0

TH199 조직신학Ⅰ 3 3 0 TH200 조직신학Ⅱ 3 3 0

TH204 진로세미나 P 0 1 TH204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TH231 히브리어Ⅰ 3 3 0 TH234 히브리어Ⅱ 3 3 0

TH232 한국교회인물사 3 3 0 TH164 정통과이단 3 3 0

TH233 선교실습 3 1.5 1.5 TH054 성서해석학 3 3 0

상담의이론과실제 3 1.5 1.5

4

전공
필수

TH222 설교실습 P 1.5 1.5 TH228 교회학교운영 P 3 0

TH204 진로세미나 P 0 1 TH204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TH235 신약Ⅲ 3 3 0

TH236 기독교변증학 3 3 0 TH239 구약Ⅲ 3 3 0

TH237 한국사회와다문화 3 3 0 TH027 기독교윤리 3 3 0

TH238 교회사역 실습 3 0 3 TH240 특수목회사역 3 3 0

TH241 예배와실제 3 3 0

 ※ 선교실습은 격년제로 운영(선교실습 지역은 상황에 따라 해외 혹은 국내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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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헬라어 헬라어 II 헬라어 I 구약
구약 II 구약 I

구약 III 구약 II

히브리어 히브리어 II 히브리어 I 신약
신약 II 신약 I

신약 III 신약 II

교회사역 교회사역실습

예배찬양인도
조직신학 조직신학Ⅱ 조직신학 I

멀티미디어사역

기독교레크리에이션
설교 설교실습 구약 I~III, 신약 I~III

SC, 성서해석학교회학교운영

◎ 트랙제 운영 

성서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경험을 증진시키며 목회자 이외의 다양한 복음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트랙제를 운영함

1. 목회자 트랙
전통적인 신학 학문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목회자, 선교사, 교수 자원들을 육성함

학기 학년 전공필수(27학점) 전공선택(39학점) 심화교과목

1

1 바이블리딩1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총 
66학점 외 

심화 교과목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함

2 구약Ⅰ, 전도의 이론과 실제
헬라어Ⅰ, 예배찬양인도,

SC, 기독교교육, 기독교심리

3 신약Ⅱ, 조직신학Ⅰ
히브리어Ⅰ, 한국교회인물사, 

선교실습

4 설교실습
신약Ⅲ, 기독교변증학,

한국사회와다문화, 교회사역실습

2

1 바이블리딩2

2 교회사, 신약Ⅰ
헬라어Ⅱ, 멀티미디어사역,

기독교레크리에이션, 성경교수법

3 구약Ⅱ, 조직신학Ⅱ
히브리어Ⅱ, 정통과이단,

성서해석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4 교회학교운영
구약Ⅲ, 기독교윤리,

특수목회사역, 예배와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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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합모듈 트랙(기독교상담학)
성서학 기본 과정과 상담심리 1급 취득과 실습이 결합된 교육과정을 통해 성서적 관점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상담을 실

시할 사역자들을 양성함

학기 학년 전공필수(27학점) 전공선택(15학점) 융합모듈(21학점)

1

1 바이블리딩1

2 구약Ⅰ, 전도의 이론과 실제
헬라어Ⅰ, 예배찬양인도,

SC, 기독교교육, 기독교심리
가족상담

3 신약Ⅱ, 조직신학Ⅰ
히브리어Ⅰ, 한국교회인물사, 

선교실습
청소년상담

4 설교실습
신약Ⅲ, 기독교변증학,

한국사회와다문화, 교회사역실습
상담치료방법과 기술

2

1 바이블리딩2
상담심리치료의 기초이해,

심리검사

2 교회사, 신약Ⅰ
헬라어Ⅱ, 멀티미디어사역,

기독교레크리에이션, 성경교수법
성격심리

3 구약Ⅱ, 조직신학Ⅱ
히브리어Ⅱ, 정통과이단,

성서해석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진로상담

4 교회학교운영
구약Ⅲ, 기독교윤리,

특수목회사역, 예배와실제

※ 융합모듈 이수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5-0019887호) 상담심리사 1급(7과목 이수자), 2급(5
과목 이수자)을 받아 대학원 진학, 청소년상담사와 직업상담사 국자격증 준비에 매우 유익함

3. 복수/이중전공 트랙
성서학 기본과목들과 복지(사회복지학과), 교육(영유아보육학과), 멀티미디어(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중점의 교육과정을 통

해 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사역하며 세상에서 복음 전도자를 일할 사역자들을 양성함

◎ 졸업 후 진로

1. 신학대학원 진학 및 목회자, 선교사, 해외유학
2. 성서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은 단체를 포함하여 기독교 언론사, 방송국, 선교단체 등 각종 기독교 기관에 취업

◎ 교과목 설명
TH226 SC(speech&communication) : 이론과 실습과목
교회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의사소통 이론과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배우
며 또한 설교에 필요한 수사학적 스피치를 훈련한다.

TH216 구약 I : 이론과목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구약의 율법서
라 불리는 이들 책은 창조, 족장사,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 제사법,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TH221 구약Ⅱ : 이론과목
예언서 및 역사서를 포함한 책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과목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통일왕조와 분
열왕조이다. 그리고 BC 6-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메시지와 신학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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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239 구약Ⅲ : 이론과목
구약의 시. 지혜 문학으로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책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들의 구조와 내용, 신학
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TH217 기독교교육 : 이론과목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됨을 가르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
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육방법과 기독교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론을 발전시킨다. 

TH236 기독교변증학 : 이론과목
변증의 발생과 이유, 그리고 기독교 철학으로 발전된 과정들을 살펴보며 기독교 철학으로 발전된 변증론의 유형과 목적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TH230 기독교레크리에이션 : 이론과 실습과목
기독교 사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일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관한 강의와 토
론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관한 적절한 관점을 연구할 것이다.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의 가장 효율적인 체험과 삶의 질에 
관한 심리학적 관점들에 집중할 것이고 지역 사회 레저 서비스가 다루어질 것이다.

TH027 기독교윤리 : 이론과목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운다. 윤리 이론들과 현실에의 적용 방법 등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함으로
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일군들이 되게 한다.

    기독교심리 : 이론과목
심리학에서 밝혀낸 인간 이해와 다양한 심리학 이론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비평하여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것을 신학적 인간, 심리 이해와의 상호 비교, 보완 속에서 인간과 심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자 개설된 교과목

TH008 교회사 : 이론과목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 설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초대, 중세, 종
교개혁, 근세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시대별로 살피면서 주요 인물들과 사상들을 함께 점검한다. 

TH238 교회사역실습 : 실습과목
신학수업 과정에서 습득한 목회의 제반이론들을 현장목회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목회사역 전반의 현장학습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228 교회학교운영 : 이론과목
교회학교 운영을 다룬다. 학생들이 교회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식과 절차를 배우며 또한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과 결산의 방법 등을 배운다.

TH229 멀티미디어사역 : 이론과 실습과목
사역을 위해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의 결합 된 사용에 초점을 둡니다. 이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에서 정지 이미지, 사운드 및 
비디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TH177 바이블리딩 I : 실습과목
성서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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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178 바이블리딩 II : 실습과목
성서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잠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상담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기독교 상담의 원리와 이론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상담을 실시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개설된 교과목. 다양한 상담의 장에서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이를 기독교적, 성경적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상담자를 길
러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TH233 선교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먼저 교실수업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을 익힌 후 타 문화권에서 실습을 통하
여 선교이론을 현장에서 한 주 혹은 두 주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 미래 선교사로서의 적응력과 실력을 갖추게 한다
(선교실습 지역이 상황에 따라 해외 혹은 국내일 수 있다).

TH222 설교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설교의 구성과 전달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목은 여러가지 설교의 형태의 설교방법과 그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실제
적인 기술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TH054 성서해석학 : 이론과목
성서해석학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역사-
문법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의 원리들과 본문의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본문 분석과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TH224 성경교수법 : 이론과목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통한 귀납법적 성경공부방법을 알게 하고 그런 후 동일한 원리를 성경의 여러 책 및 구절들에 
적용함으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터득게 한다. 이 강의는 신구약과목의 선수과목이다.

TH218 신약 I : 이론과목
4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공부한다. 공관복음의 독특한 문제들을 개론적으로 
다루고 공관복음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220 신약 II : 이론과목
바울서신에 대한 주해적 연구다. 바울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상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들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바울서신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과목이다. 

TH235 신약 Ⅲ : 이론과목
일반서신에 대한 주해적 연구이다. 각 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의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등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각 서신의 주요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241 예배와실제 : 이론과목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들을 밝히고 예배 관련 각론들을 이해하며 예배 인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가르친다.

TH225 예배찬양인도 : 이론과 실습과목
학생들은 기독교 사역에서 필요한 예배찬양인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과 기술을 배운다.

TH219 전도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전도의 성경적 기초, 전도신학, 복음에 대한 이해, 전도자의 자질과 영적생활, 다양한 전도 방법론을 소개한 한 후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목사에 의해 개발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프로그램의 복음개요를 암기함으로 복음 
전도능력을 터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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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164 정통과이단 : 이론과목
이 과목은 개신교 신학의 정통적 신앙 노선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이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판함으로써 정통교리를 공고히 한다.

TH199 조직신학 I : 이론과목
조직신학 서론, 성경의 기원, 계시, 영감, 무오성, 권위, 생동성을 중심으로 성서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품성을 중
심으로 신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고 인간의 창조,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요소, 영혼의 기
원을 중심으로 인간론을 다룸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성서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TH200 조직신학Ⅱ : 이론과목
조직신학 서론, 성경의 기원, 계시, 영감, 무오성, 권위, 생동성을 중심으로 성서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품성을 중
심으로 신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고 인간의 창조,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요소, 영혼의 기
원을 중심으로 인간론을 다룸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성서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TH204 진로세미나 : 실습과목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진
로방향설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 수업은 수업형식뿐 아니라 개별상담형식으로도 진행된다.

TH240 특수목회사역 : 이론과목
방송, 문서, 언론, 선교기관, 비즈니스, 스포츠, NGO를 통한 선교의 실제를 교수하고 현장경험을 통한 필요한 지식을 획
득하여 특수선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다.

TH232 한국교회인물사 : 이론과목
19세기 말부터 한국에 전해 내려온 개신교회역사를 주요 인물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초기 선교사들 및 
주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활동 등을 점검한다.

TH237 한국사회와다문화 : 이론과목
다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계층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모색한다. 세계는 현재 지구촌화되면
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문화 국가가 아니다.

TH223 헬라어 I : 이론과목
신약성서 헬라어의 기초과정으로 알파벳, 읽기, 쓰기를 공부하고 기초문장을 익히기 위해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 

TH227 헬라어 II : 이론과목
초급헬라어를 수강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급헬라어에 이어 헬라어문법 남은 부분을 공부하여 성서헬라어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게 한다. 

TH231 히브리어Ⅰ : 이론과목
구약성서 히브리 원문을 이해하기위한 연구이다. 이 과목을 통해 기초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 그리고 구문론을 익히고 간
단한 문장을 해석한다. 

TH234 히브리어 II : 이론과목
기초 히브리어 과목의 연속이다.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다. 히브리 문장의 
상세한 고찰과 선택된 본문의 독해를 통하여 주해를 위해 준비된 중급 히브리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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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동체, 시장 □

역사, 문화, 예술 □

□ 3개 영역 이상 이수 □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문기초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학술적글쓰기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필수

바이블리딩Ⅰ 바이블리딩Ⅱ

신학개론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전공필수

구약Ⅰ 신약Ⅰ

전도의이론과실제 교회사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신약Ⅱ 구약Ⅱ

조직신학Ⅰ 조직신학Ⅱ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설교실습 교회학교운영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변경된 교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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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과 2023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25 □ 65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전공필수 신학개론

2 전공필수
구약Ⅰ 신약Ⅰ

전도의이론과실제 교회사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신약Ⅱ 구약Ⅱ

조직신학Ⅰ 조직신학Ⅱ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설교실습 교회학교운영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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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 교육목적

사회복지학과의 교육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갖춘 복음전도자로서 창의적 사회복지 전문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있다. 

◎ 교육목표

 1. 성서적 진리에 기초한 전문지식 습득

 2. 섬김의 리더십을 지향하는 실천능력 배양

 3. 성서적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복지사의 태도 및 윤리 함양

 4.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발전에 기여 및 봉사

◎ 인재상
나를 세우고, 클라이언트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는 ‘세움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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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 졸업이수학점

⧉ 단일전공
1. 신입생

일립
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소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13 12 15 27 27 24 51 39 130

2. 편입생

일립
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6 27 24 51 8 65

 ※ 본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이수학점 충족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법정이수 교과목 및 학점 취득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역량 설명

직무기초역량
  (K-CESA)

의사소통능력, 자원ㆍ정보ㆍ기술 활용능력,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우리대학 
  6대 핵심 역량 성서적 세계관, 변혁적 리더십, 통섭적 사고, 실천적 전문성, 희생적 봉사, 공동체 통합

사회복지학과 7대 
직무 역량

전문직 가치와 
윤리 실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가로서 자신을 관리하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및 정체성을 수용하고 정체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 윤
리기준과 가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실천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측면에서 구성원 개개인
의 독특함과 다름,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다각적 상호작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선호가치와 선입견을 확인하며, 나아가 다
양성과 차이가 초래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구조 개념 및 특성, 이론적 접근, 원인 및 실태를 이해하고, 비판
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 인권 및 사회정의 중요성 및 침해 문제에 민
감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윤리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연
습, 적용할 수 있는 역량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
복지정책의 형성, 분석, 평가능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의 다
양한 사회복지정책에 적용하는 역량

사회복지 조직 이해와 
행정 실무

조직체계 및 조직을 관리하는 기제와 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팀
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획, 자원개발 및 네트워킹,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 되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는 클라이언트 
체계의 특성과 각 클라이언트 체계를 조망하는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지
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들 클라이언트 체계를 대상으로 한 일
련의 실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조사연구 실천에 기반한 조사연구, 증거기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
하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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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전공(전공교육 이수 학점)

이중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총 51학점

복수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중 사회복지실제Ⅰ, Ⅱ를 제외한 21학점, 전공선택 21학점 

총 42학점

부전공
전공필수 27학점 중 사회복지실제Ⅰ, Ⅱ를 제외한 21학점, 전공선택 9학점 

총 30학점

융합모듈
전공필수 27학점 중 사회복지실제Ⅰ, Ⅱ를 제외한 21학점, 전공선택 21학점 

총 42학점

 ※ 전공교육 외 일립 및 교양교육 이수 학점은 단일전공 기준을 따름

◎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1

전공
필수

SW03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3 0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전공
선택 SW210 사회복지학개론 3 3 0 - SW256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3 3 0 -

2

전공
필수

SW011 사회복지실천론 3 3 0 - SW225 사회복지조사론 3 3 0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전공
선택

SW227 지역사회복지론 3 3 0 - SW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 2 1 -

SW226 가족복지론 3 3 0 - SW004 사회문제론 3 3 0 -

SW229 학교사회복지론 3 3 0 - SW231 노인복지론 3 3 0 -

SW230 의료사회복지론 3 3 0 - SW292 성서기반사회복지실천 3 3 0 -

SW224 장애인복지론 3 3 0 -

SW217 사회복지실천현장의이해 3 2 1 -

3

전공
필수

SW234 사회복지정책론 3 3 0 - SW208 사회복지현장실습 3 1 2 -

SW235 사회복지행정론 3 3 0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전공
선택

SW02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3 2 1 - SW012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3 0 -

SW233 사례관리론 3 2 1 - SW006 사회보장론 3 3 0 -

SW286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 3 0 - SW228 청소년복지론 3 3 0 -

SW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1 2 -

SW257 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 3 1 2 -

4 전공
필수

SW253 사회복지실제Ⅰ 3 1 2 - SW236 사회복지법제와실천 3 3 0 -

SW254 사회복지실제Ⅱ 3 1 2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P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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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과목

◎ 실습과목

◎ 졸업 후 진로
 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진로분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등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이

과목명 안내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전공필수) 

3학년 2학기 수강과목으로 3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기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실제 사회복지사
의 역할을 실습하는 과목이다. 3학년 1학기 중에 실습할 기관을 선정하고 학교를 통해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하는 절차를 거쳐 실습을 준비하게 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과목 선수과목 비고
사회복지실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없음

* 단, 동일학기에 
  수강하는 경우
  선수과목으로
  인정함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학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조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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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분야 실습인 경우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조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커뮤니티와경제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정책론
성서기반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개론(권장)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전공
선택

SW287 사회복지행정의실제 3 2 1 - SW259 사회복지세미나Ⅰ 3 3 0 -

SW260 사회복지세미나Ⅱ 3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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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 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 NGO, 각종 상담소
와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개인, 가족, 집단 및 지역사회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사
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시, 동주민센터나 구청과 같은 공적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그 외 사회복지법인, 각종 협회, 기업체 사회 공헌팀 등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지원 업무, 또한 학계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1. 아래 표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총 51학점)하고 졸업 시 취득됨
2.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이수와는 별개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들을 추가 이수해야 취득됨

전공필수 교과목 중 

법정필수 7과목

(21학점)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

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조사론

전공선택 교과목 중 

법정필수 3과목

(9학점)

사회복지학개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전공선택 교과목 중 

법정선택 7과목 선택

(21학점)

가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문제론, 장애인복지론, 노인복지

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

와철학, 사회보장론, 청소년복지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에 응시해야하며,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
건이 주어짐

◎ 관련 자격증 정보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쳤을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자격이 주어진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 운영안내” 내용 참고

⧉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수련지정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한다. 2008년부터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에서 주관하는 민간 의료사회복지사 시험이 생겨나게 됨에 따라 협회 회원이 되어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amsw.or.kr)에서 “자격관리” 참고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복지론을 필수 이수하고, 아동(청소년)복지론, 교
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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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연수를 받은 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자
격으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ssw.or.kr) 내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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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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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하여 총 50시간(이론ㆍ
실기(42시간), 실습(8시간))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참고

◎ 교과목 설명

SW226 가족복지론 : 이론과목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상황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노력을 의미한다. 본 강의의 목
적은 가족의 개념 및 가족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사회 가족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 및 관련 상황, 이에 대
한 사회복지적 대응으로서의 가족복지 관련 정책 및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W231 노인복지론 : 이론과목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겪는 제 문제 및 주요 이슈를 살펴본
다. 또한 현대사회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실천개입과 정책 대응에 대해 탐구한다. 

SW233 사례관리론 : 이론과 실습과목
사례관리의 이론과 모델, 실천기술을 검토하고, 사례관리과정 즉 초기단계, 사정단계, 서비스계획단계, 실행 및 점검단계, 
평가 및 종결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에 사례관리과정을 적용하여 사
회복지실천능력을 배양한다. 

SW004 사회문제론 : 이론과목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져야 하는 내용이다. 본 강의는 사
회문제를 다양한 이론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해결책을 고찰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적인 대
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학습하여, 분석역량, 해결책 및 대안 구성역량이 향상됨을 그 목적으로 한다. 

SW006 사회보장론 : 이론과목
주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고 있는 현대복지국가의 사
회보장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의 위치, 개념과 형태 및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
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용들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에 대
해 모색한다.

SW236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이론과목
우리나라 주요 사회복지법의 체계, 출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영역에서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실제적 함의
를 제시한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법 활용 및 적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SW259~60 사회복지세미나(Ⅰ,Ⅱ) : 이론과목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에 대비하여 필수 8과목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해 보고 다양한 
문제들도 접해봄으로써 사회복지 주요 학과목에 대한 지식 향상은 물론 1급 자격증 취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사
회복지실천현장에 진출할 예비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
양할 수 있도록 실천적 마인드를 제공한다.

SW253~4 사회복지실제(Ⅰ,Ⅱ) : 이론과 실습과목
총 3학기로 구성된 사회복지실제Ⅰ, Ⅱ는 1)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나 실천방법을 발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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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조사,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정책제안서 작성, 사회복지 실천 등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3) 교수 및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완성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경험하여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능력을 배양하여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W01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이론과 실습과목
개인과 가족, 집단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숙지해야 하는 다양한 실천모델과 주요 개입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사례연구와 역할 연습 등을 통해 실천기술을 실제에 활용하는 연습을 강조한다. 

SW257 사회복지실천기술연습 : 이론과 실습과목
개인, 집단, 가족 대상 실천 기술을 연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클라이언트와의 면접 기술, 집단 프로그
램 기획 및 진행, 가족과의 상담 기술, 모의 사례관리 진행을 연습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SW011 사회복지실천론 : 이론과목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의 이념, 철학 및 기본이론을 이
해한다.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본적 가치 및 윤리를 
살펴본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통합적 접근 및 사례
관리 실천 방법을 이해한다. 

SW217 사회복지실천현장의이해 : 이론과 실습과목
사회복지실천현장 중 지역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법인, 다문화사회복지 등 대표적인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을 탐방, 기관 전반과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한 실천 현장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습득하고 사회복지동향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하
여 숙지하며, 기관분석보고서 작성을 통해 문서작성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다양한 기관 탐방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의 자신의 관심과 진로분야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SW256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이론과목
급속도로 다변해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중요시 되는 문화역량적 실천 능력과 정책적 시각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가치, 이론체계, 실천기술 및 정책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사회와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유입 실태, 한국 및 외국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 이주
민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및 지원기관의 기능, 문화적 역량에 기반한 다문화사회복지실천 방법, 다문화 실천과 정책에서의 
과제를 학습한다. 

SW012 사회복지윤리와철학 : 이론과목
사회복지의 규범적 토대로서 요구되는 가치, 윤리이론 및 철학적 지식에 대하여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실천 현
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함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윤리적 성향을 파악하는 것을 기초로, 다양한 윤리이론과 전문직 윤리의 학습을 통하
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개별, 가족 및 집단, 지역사회와 함께 일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인식과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적절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토론과 사례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직접적 실천영역과 
행정이나 정책 등 간접적 실천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파악,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을 증진한다.

SW013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이론과 실습과목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학습한 이론과 원리를 실제 조사해 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료의 통계적 처리와 관련된 제반의 과
정을 다룬다. 통계적 자료처리의 논리적, 수학적 근거와 나아가 통계적 자료처리의 구체적 방법 및 처리된 자료의 해석방
법 등을 학습하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료의 처리 및 해석에 대한 폭넓은 실무능력
을 갖도록 한다.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본적 통계이론에 대한 이해와 컴퓨터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적자료를 실
제로 분석해보게 함으로써 통계적 자료 분석 방법을 익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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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34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정책이라 함은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여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와 시책들을 통칭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원리, 가치, 역사 및 형성과정과 주요 쟁점을 다루고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현재 
국내의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사업실천론과 사회복지정책의 긴밀한 관계성을 이해한다. 

SW225 사회복지조사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적, 질적 조사방법론을 학습한다. 조사방법의 기초지식으로 조사방법의 기본개
념, 형태와 절차 등을 다루고, 양적조사방법으로 척도구성 및 질문지 작성,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표본추출 등 사회조사
의 설계와 설문지조사, 면접조사, 관찰, 실험, 내용분석, 욕구조사 등 자료수집방법을 다루며, 질적조사방법으로  조사 설
계,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다룬다. 한편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조사 설계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SW237 사회복지진로설계 : 실습과목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교수와의 상담, 대학생활 설계, 진로탐색, 집단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SW210 사회복지학개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의 기초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사회 사회복지 대상 및 영역, 관련 주제에 대한 현황 및 대응에 필요한 지
식과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약하게 될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
복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사회복지 관심분야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SW235 사회복지행정론 : 이론과목
사회복지행정의 필요성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책임성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환경과 구조 및 조직문화와 관련한 이론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의 원칙과 현 실태를 고찰해 본다. 아울러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의사 결정, 인적자원관리, 서비스 
질 관리, 재정관리, 정보관리, 홍보 및 마케팅, 프로그램 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해 본다. 

SW287 사회복지행정의실제 : 이론과목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기관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회복지행정의 실제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리더십, 인적 및 물적 자원 개발, 재정관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리더십 유형 학습과 자기분석, 모금기법 연습, 자기개발 
및 슈퍼비전 기법 연습, 기본 문서작성 등을 연습하고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학습한다.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행정실무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SW208 사회복지현장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수업을 통해 학습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 지식 그리고 사회복지실천 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직의 사명감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사를 교육ㆍ훈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기획, 전달, 평가하는 과정을 실습하고, 자신의 업무성과
에 대하여 실습 기관 지도자의 교육훈련과 수퍼비전을 받으며 대학교수의 실습 세미나 수업에 참여한다. 

SW292 성서기반사회복지실천 : 이론과목
본 과목은 성서에 근거하여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와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
로써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배양을 목표로 한다. 

SW230 의료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의료사회복지 관련 이론, 정책과 서비스, 개입기술 및 실천 능력을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환자와 가족을 돕는
데 관련되는 사회복지 실천이론과 개입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의료사회복지사의 실무능력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둔다. 

SW037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이론과목
인간행동 그리고 인간과 사회환경 간 상호작용에 관해 학습하는데 초점을 둔다.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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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각 인간발달단계의 발달특성과 발달과업을 습득하고, 인간발달단계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
에 대해 학습한다.

SW224 장애인복지 : 이론과목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실천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실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의 특성,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아울러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고찰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를 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모색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개
선하기 위한 정책, 제도와 방법론 등을 학습한다.

SW286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정신질환과 관련된 관점 및 모델을 검토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신질환의 진단기준 및 치료적 개
입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의 서비스와 치료적 실천에 대해 학습한다.

SW227 지역사회복지론 : 이론과목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를 개입의 단위로 삼는 사회복지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섭렵하되, 특히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
의 과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학습에 역점을 두는 교과목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 지니는 사회적 문제와 
욕구의 해결에 관여하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교과목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 관련 주요 개념과 역사 및 기초이론 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전문적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원
칙, 모형, 과정, 기술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 전문적 접근에 필요한 핵심사항들을 전반부에서 다룬다. 이어서 후반부에
서는 변화하는 지역사회 현실과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 및 욕구를 규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접근
법 및 추진체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전반부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합당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한다. 

SW228 청소년복지론 : 이론과목
청소년복지 관련 이론, 청소년복지정책과 청소년복지서비스 등을 학습하며, 청소년의 다양한 이슈 및 문제와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사회복지실천을 학습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실천능력을 배양한다. 

SW029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이론과 실습과목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문제 확인, 설계, 실행, 평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의 문제
해결이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실행, 평가의 일련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사회문제 해결의 적절한 도구로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
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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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에 대
하여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학교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학생대상 서비스에 대하여 숙지하고 실제 
현장 방문 및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와의 교류를 통한 실질 지식과 마인드를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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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1학번 신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 단일전공 51 □

130 1.5
□

이중/복수/부/융합

(전공명:          )

본전공 □

제2전공 □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교양필수

배분이수

영역 취득 과목명 취득학점

인간, 논리, 문학 □

자연, 생명, 기술 □

사회, 공동체, 시장 □

역사, 문화, 예술 □

□ 3개 영역 이상 이수 □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문기초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학술적글쓰기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필수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제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제Ⅱ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변경된 교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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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2023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51 □ 65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전공필수 인간행동과사회환경

2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사회복지실제Ⅰ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제Ⅱ

사회복지진로설계 사회복지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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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과

◎ 교육목적
영유아보육학과는 우리 사회의 영유아를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자라도록 교육하는 기독교인 영유아교
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복음전도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2. 기독교적 진리에 근거한 영유아교육의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3. 밀알정신에 입각한 영유아교육 현장 기반의 섬김의 리더십 함양

◎ 세부전공영역
영유아보육(보육교사2급) / 장애아통합보육(장애영유아보육교사) / 교직(유치원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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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역량 역량 설명

기독교적 교육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전도자로서의 교육신념을 확고히 한다.

교직 윤리와 소명감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소명감을 가진다.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 계획, 실행 및 평가를 한다. 

교수학습 지도
영유아의 발달과 요구에 적합한 학습 원리에 따라 놀이, 활동 및 수업 등의 교수적 상
호작용을 한다.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생활 습관 지도와 훈육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안전관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힌다.

영유아 발달 지원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따른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장애아 발달지원 장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교육행정 실무 영유아교육 기관운영 행정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적용한다.

가족과 지역사회연계
영유아의 부모와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다.

◎ 졸업 이수학점

⧉ 단일전공
1. 신입생

일립
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소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13 12 15 27 6 18 27 51 39 130

2. 편입생

일립
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전공기초 전공필수 소계

6 6 18 24 35 65

⧉ 다전공(전공교육 이수 학점)

이중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27학점 총 51학점

복수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총 42학점

부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9학점 총 33학점

융합모듈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18학점 총 42학점

 ※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과 졸업을 위한 전공교육 교과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은 교직교육 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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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1

전공
기초 CC014 영유아발달 3 3 0 - CC137 보육학개론 3 3 0 -

전공
필수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교직 TE006-
B 교육학개론 2 2 0 - TE020 특수교육학개론 3 3 0 -

2

전공
필수

CC042 유아교육과정 3 3 0 - CC103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1 2 -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전공
선택

CC068 놀이지도 3 2 1 - CC069 언어지도 3 2 1 -

CC024 유아음악교육 3 1.5 1.5 - CC107 아동동작 3 1.5 1.5 -

CC073 아동관찰및행동연구 3 1 2 - CC125 아동상담론 3 3 0 -

CC087 정신지체아교육 3 3 0 - CC086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3 2 1 -

교직
TE010 교육철학및교육사* 2 2 0 - TE00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2 2 0 -

TE005 교육심리* 2 2 0 -

3

전공
필수

CC076 보육과정 3 3 0 - CC126 영유아교수방법론 3 1.5 1.5 -

CC13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CC13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전공
선택

CC123 정신건강론 3 3 0 - CC075 아동미술 3 1.5 1.5 -

CC122 아동문학교육 3 2 1 - CC110 유아수학교육 3 2 1 -

CC070 아동건강교육 3 2 1 - CC083 영유아사회정서지도 3 2 1 -

CC109 아동과학지도 3 2 1 - CC124 부모교육론 3 2 1 -

CC089 특수아행동지도 3 2 1 - CC108 특수아진단및평가 3 2 1 -

교직

TE00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2 0 - TE01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2 0 -

TE090 교육사회* 2 2 0 - TE024 생활지도및상담 3 3 0 -

TE025 교육봉사1 2 0 2 -

4

전공
필수

CC136 유아교과교육론 3 1 2 - CC138 유아교육세미나 3 1 2 -

CC135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CC135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P 0 1 -

전공
선택

CC041 보육실습 3 1 2 - CC108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3 2 1 -

CC116 유아안전교육 3 2 1 - CC127 어린이집운영관리 3 2.5 0.5 -

CC09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3 2 1 - CC095 보육교사론 3 3 0 -

CC121 아동권리와복지 3 3 0 - CC142 장애아동보육론** 3 2 1 -

CC088 장애아보육실습 3 1 2 -

교직
TE021 교직실무 2 2 0 - TE023 학교현장실습 2 0 2 -

TE027 교육봉사2 2 0 2 -

※ * 격년 개설 과목, ** 장애아보육실습 미개설 시 개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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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1항)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가.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
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
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생활지도및상담)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다. 보육 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 가영역 2과목 + 나영역 필수 9과목 + 나영역 선택 4과목 + 다영역 2과목 = 17과목(51학점) 이수

◎ 특수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 총 8과목(24학점) 이수

◎ 졸업 후 진로
 1. 보육교사 2급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2. 유치원 정교사 2급 :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3. 장애영유아보육교사 :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
 4. 대학원 진학 : 일반(특수)대학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아동학과, 상담학과
 5. 기타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치료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 교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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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068 놀이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기 놀이에 관한 최근의 이론과 연구결과를 고찰하고 놀이를 통한 보육과정의 현장 적용 방안과 환경구성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통찰한다.

CC076 보육과정 : 이론과목
보육과정의 최근 변화경향을 철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다양한 보육과정의 유형을 탐색한 후 사회문

학년 1학기 2학기

1 - 특수교육학개론

2 정신지체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3 특수아행동지도 특수아진단및평가

4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동보육론,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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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맥락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한다.

CC095 보육교사론 : 이론과목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영유아 교원 교육과정에 관하여 탐색하고 자질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사고과정과 지식형성과정에 관하여 연구한다.  

CC04 보육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국가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실습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다루어 예비보육교사로서
의 역량을 함양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역할과 실무를 직접 경험하는 6주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다. 

CC137 보육학개론 : 이론과목
보육에 대한 폭넓고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의 개념, 우리나라와 동서양 보육사업의 역사, 보육유형, 보육
프로그램, 보육방법 빛 평가, 보육환경구성,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
한다.

CC124 부모교육론 : 이론과목
영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부모 및 가족관련 요인들에 관하여 탐색하고 현대사회 영유아교육 현장
의 맥락을 고려한 최선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C070 아동건강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룬다. 영유아 건강교
육과정의 편성, 계획, 실행 및 평가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원리와 교수학습방법을 습득한다.

CC109 아동과학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아동과학교육 분야에 관련된 발달 이론과 연구를 살펴보고 아동과학교육에 대한 기초 개념과 기술을 학습하며, 체험에 기
초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탐색한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아동 과학 활동의 교수 실제를 경험한다. 

CC073 아동관찰및행동연구 : 이론과 실습과목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관
찰’ 기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를 경험하도록 하며 객관적인 행동 연구를 위한 총체적인 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다.

CC121 아동권리와복지 : 이론과목
아동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아동 및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적 여건 등의 문제와 복
지 실태를 고찰하며 아동 가족복지의 기능을 이해한다. 또한 다양한 아동 복지의 접근과 국내외의 아동 복지 정책의 성과
와 발전방안을 살펴본다. 

CC107 아동동작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를 위한 동작교육의 기본 이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유아동작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 후에 적절한 교재교구를 활용
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기른다.

CC122 아동문학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아동문학의 본질에 대한 탐색을 근거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문학교육 실시를 위한 이론적 ㆍ 실천적 역량을 함양한
다.

CC075 아동미술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의 창의적인 미술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특히, 영유아의 심미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요인으로서 
교사의 미적 감각 발달을 위한 미적 요소와 원리를 학습한다.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미술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과



- 198 -

정을 다루는 동시에 다양한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CC125 아동상담론 : 이론과목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부모 및 사회적 환경의 영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및 아동 상담자로
서의 자질과 기술, 능력을 기른다.

CC127 어린이집운영관리 : 이론과목
어린이집 설립에 대한 지식과 원아, 학부모, 인사, 보육과정, 재무, 건강영양안전, 설비환경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육교직원으로서의 리더십과 펠로우십을 함양한다.  

CC069 언어지도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기 언어발달의 특징을 최근 연구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언어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CC113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 실습과목
본 교과목의 목적은 영유아교사로서의 진로의식을 함양하고 기독 영유아교사로서 복음전도자의 소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
이다.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육의 다양한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CC126 영유아교수방법론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영유아의 발달적 적합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함양한다.

CC014 영유아발달 : 이론과목
영유아기의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 발달 특성에 대한 발달 심리학의 최근 이론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교육, 부모교육 및 정책에 주는 발달적 시사점을 학습한다.

CC083 영유아사회정서지도 : 이론과목
영유아의 사회성발달을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변화 경향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다
문화, 환경, 역사, 지리, 시민교육 등의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을 학습하고 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과정
을 개발한다.

CC136 유아교과교육론 : 이론과 실습과목
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유아교육과정의 각 내용 영역과 교수학습에 관하여 이해하고 유아교육현장에 통합적으
로 적용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CC103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이론과 실습과목
예비 교사들이 교재교구의 기초 이론들을 살펴보며, 교재 교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제작, 평가하는 기술을 습득하도
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영유아교육 및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연령과 주제, 발달에 적합한 교재교구
를 제작, 활용, 평가한다.

CC042 유아교육과정 : 이론과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경험을 계획하고 조직하기 위한 이론 및 실제를 학습한다. 다양
한 교육과정이론과 함께 국가 수준, 지역사회 수준, 학교 수준,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원리를 학습한다. 아
울러 현대사회의 동향에 따른 교육과정 개혁의 방안을 심도 있게 탐색한다.

CC138 유아교육세미나 : 이론과목
영유아교육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이론적 측면과 현장적용 측면에서 심도 있게 탐색함으로써 영유아교육전문가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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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110 유아수학교육 :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과 학습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유아의 수학적 탐구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학교육의 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을 알아보고, 영유아교사로서 영유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적합한 수학활동을 실행
할 수 있는 교수 능력을 배양한다.

CC116 유아안전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영유아 안전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 영유아 안전사고와 상해 현황, 국가 수준의 평가지표와 
법적 기준에 따른 안전지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영유아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 요소에 따른 안전
수칙 및 교육과정 내에서 적합한 안전교육의 실제에 대해 배운다.

CC024 유아음악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영유아에 적합한 음악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교사의 음악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래 부르기, 악기연주, 
음악 감상의 통합적 실제에 참여한다. 영유아의 음악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본 개념과 교수방법을 탐색한다. 

CC142 장애아동보육론 : 이론과 실습과목
질적인 장애아보육 환경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교과목으로, 장애아보육의 개념과 
중요성, 장애아보육 정책의 변화과정과 관련법, 장애아보육의 환경구성과 보육과정운영의 요소, 부모를 포함한 장애아보육 
관련자들의 협력적 접근에 대한 실제를 알아보고 연습한다.

CC088 장애아보육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개별화교육프로그램안 작성과 학급 내에서의 계획, 실행, 평가 등의 장애아동 교수 관련 실제 과정들을 장애아 통합어린이
집에서 실습함으로써,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함양한다. 

CC123 정신건강론 : 이론과목
교육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 및 성인의 정신건강 이상과 관련된 행동 및 정신 병리적 증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상행동을 보이는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사로서의 팀 접근의 기초를 
다지며, 학급 현장에서의 대처 방안의 실제를 습득한다.

CC086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 이론과 실습과목
정서 및 행동장애 일반에 대한 정의, 원인, 판별 등 관련 개관을 살펴보고,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인자인 부모, 일
반 및 특수교사 등의 협력적 역할을 강조한다. 생물학적, 행동적, 심리 역동적, 사회적, 생태학적 모델 등의 접근을 통하
여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습한다.

CC087 정신지체아교육 : 이론과목
정신지체아에 대한 역사적 배경, 개념, 진단, 특성,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 원인에 따른 심리적 
특성과 의사소통, 인지, 기능적 학업, 운동성, 가정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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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정
도별로 모색한다.
CC112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 이론과 실습과목
특수아동 부모를 포함하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
고, 특수아동이 그들의 가족 및 지역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특성들을 알아본다. 이를 근거로 장애아동 가족
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적 계획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상담과 가족지원 전략 등을 모색한다.

CC108 특수아진단및평가 : 이론과 실습과목
특수아동의 이해에 근거한 평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표준화검사, 관찰과 면접, 대안적인 평가, 교육과정 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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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089 특수아행동지도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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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기본 원리를 사용하여 학급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다. 문제 행동 정의와 측정, 선행 
및 강화전략,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학급 내의 기본적인 교수 방법과 행동 진전도 모니터링 기술 등을 학습한다. 실제 
학급과 가정 상황에서의 학업 및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증진하는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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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과 2021학번 신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 단일전공 51 □

130 1.5
□

이중/복수/부/융합

(전공명:          )

본전공 □

제2전공 □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교양필수

배분이수

영역 취득 과목명 취득학점

인간, 논리, 문학 □

자연, 생명, 기술 □

사회, 공동체, 시장 □

역사, 문화, 예술 □

□ 3개 영역 이상 이수 □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문기초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학술적글쓰기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기초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전공필수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전공필수
유아교육과정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육세미나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변경된 교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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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학과 2023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24 □ 65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전공기초 영유아발달 보육학개론

2 전공필수 유아교육과정 유아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보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육세미나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영유아교육의진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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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교육목적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기반으로 본교의 건학이념과 교
육목적 및 교육목표와 연계하여 기독명문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글로벌 IT 크리스천리더
로서의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 교육목표
본 학과의 교육목표는 공학인증과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서 전공교과에 요구하는 조건을 합하여 다
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교육목표(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PEO)를 정하였다.
 1. PEO1 : 창의적이고 공학적인 사고 능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
 2. PEO2 : IT 제 분야에 대한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능력
 3. PEO3 : 공동/협력 작업에 필요한 협동심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4. PEO4 : 정보화/국제화 사회에서 컴퓨터공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윤리성(밀알정신), 평생학습 능력 및 글로벌 소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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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

역량 설명

기초지식 컴퓨팅 분야의 문제 해결 및 응용을 위한 컴퓨터 지식과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료분석 이론이나 데이터 또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프로그래밍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모델링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

도구활용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
력

설계구현
사용자 요구사항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컴퓨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공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사회영향
컴퓨팅 분야의 해결방안이 안전, 경제, 사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직업윤리
(밀알정신)

복음전도자인 컴퓨터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평생교육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 졸업 이수학점

⧉ 단일전공
1. 신입생

일립
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소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13 12 15 27 6 21 24 51 39 130

2. 편입생

일립
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6 6 21 24 51 8 65

⧉ 다전공(전공교육 이수 학점)

이중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24학점 총 51학점

복수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총 42학점

부전공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중 종합설계I, II를 제외한 15학점 총 21학점

융합모듈 전공기초 6학점, 전공필수 21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총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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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
수
구
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
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
점

시간수

이론
실
습/
실
험

설계 이론
실
습/
실
험

설계

1

전공
기초 IC136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3 2 1 0 IC142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3 2 1 0

전공
필수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2

전공
필수

IC058 네트워크와 데이터통신 3 2 1 0 IC067 데이터베이스 3 2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
선택

IC112 멀티미디어응용 3 2 1 0 IC146 정보통신개론 3 3 0 0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3 1 2 0 IC147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3 1 2 0

IC045 이산수학 3 2 1 0 IC059 자료구조 3 2 1 0

IC015 웹프로그래밍 3 1 2 0 IC159 컴퓨터그래픽스 3 2 1 0

IC040 컴퓨터구조 3 3 0 0 IC109 컴퓨터네트워크설계 3 1 2 0

IC157 정보보호개론 3 3 0 0

3

전공
필수

IC072 소프트웨어공학 3 2 1 0 IC150 웹시스템설계및개발II 3 1 1 1

IC066 운영체제 3 2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
선택

IC138 머신러닝프로그래밍 3 1 2 0 IC149 무선및모바일통신 3 2 1 0

IC1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3 2 1 0 IC156 프로젝트관리론 3 2 1 0

IC137 웹시스템설계및개발I 3 1 1 1 IC11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 1 2 0

IC123 인공지능 3 2 1 0 IC144 인터넷보안과응용 3 1 2 0

IC151 데이터마이닝과통계 3 1 2 0

4

전공
필수

IC143 종합설계I 3 0 0 3 IC145 종합설계II 3 0 0 3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IC127 미래설계상담 P 0 1 0

전공
선택

IC122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3 2 1 0 IC152 인턴쉽I 3 0 3 0

IC139 IT신기술세미나 3 1 2 0 IC153 인턴쉽II 3 0 3 0

IC140-A 빅데이터기술 3 2 1 0 IC154 인턴쉽III 3 0 3 0

IC160 IT창업개론 3 3 0 0 IC155 인턴쉽Ⅳ 3 0 3 0

IC161 창의적통합설계 3 0 0 3

 ※ 편입생의 경우, 4학년 필수과목인 종합설계I,II는 웹시스템설계및개발I과 무선및모바일통신으로 각각 대체가능

◎ 공학교육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아래 표의 설계과목 중 1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단일전공에서 66학점 이상 이수 

구분 교과목

설계과목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설계및실습,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Ⅱ), 객체지향분석및설계, 고급윈도우프로그래밍, 



- 206 -

◎ 자격증 취득
⧉ 국제공인자격증

분야 관련 자격증

프로그래밍 OCJP, OCBCD, OCWCD, MCSD, MCPD-WD, MCPD-EAD 등

네트워크 CCNA, CCNP, CCIE, CCSP, Network+ 등

데이타베이스 OCA, OCP, OCM 등

보안 CISA, CISSP, CCSP, CCSLP, CISM, Security+ 등

서버 MCSE, MCTS, MCITP-SA, MCITP-EA, RHCE, OCSA, OCNA, Server+ 등

관리자 OCSA, OCNA 등

리눅스 관리 LPIC, RHCE, Linux+ 등

 ※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인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졸업 가능

⧉ 정보처리기사 1급 응시 자격 
3학년 수료 후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짐

◎ 선수과목
전공과목 수강 신청 시 선수과목 이수여부를 담당교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종합설계(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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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교과목 선수과목

1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2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정보통신개론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이산수학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이산수학

자료구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이산수학

컴퓨터네트워크설계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웹프로그래밍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정보보호개론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컴퓨터구조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3

소프트웨어공학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무선및모바일통신 컴퓨터네트워크설계

운영체제 자료구조

인공지능 머신러닝프로그래밍

알고리즘설계및분석 운영체제,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 데이터베이스,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소프트웨어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머신러닝프로그래밍

머신러닝프로그래밍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응용 웹프로그래밍

데이터마이닝과통계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보안과응용 정보보호개론

4

종합설계Ⅰ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인터넷보안과응용,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종합설계Ⅱ 종합설계Ⅰ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프로젝트관리론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빅데이터기술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프로그래밍

인턴쉽Ⅰ, Ⅱ, Ⅲ, Ⅳ 종합설계Ⅰ

◎ 졸업 후 진로
IT 기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IT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게 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관련 지식과 기술이 직간
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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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보안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계속적인 학문 연구를 위
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벤처회사 창업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교과목 설명
IC139 IT신기술세미나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연구의 경향을 소개한다.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스스로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인터넷, 유비쿼터스, 스마트 그리드 등과 같은 최신
의 주제를 선택한 다음, 요약 및 정리하여 발표하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한 세미나도 개최한
다.

IC160 IT창업개론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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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업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창업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도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지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업가정신의 역할과 요소들, 그리고 IT 창업에 관한 필요한 기본지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최근의 창
업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과 현장의 사례 경험 내용으로 구성된다.

IC122 고급소프트웨어프로젝트 : 이론과 실습과목
"소프트웨어 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I" 및 "웹시스템설계및개발II" 교과목에서 학습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분
석, 설계 그리고 구현을 실습한다.

IC076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고급시스템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C#을 적용한 실용 프
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C언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 후, 심도 깊은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실습과제를 통해 시스템 정통 프로그램 언어인 C#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C# 프로그램 개발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C# 프로그램 개발을 심도 깊게 다
룰 예정이다. 또한, 기말 최종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058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 이론과 실습과목
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특히 TCP/IP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라우터
를 이용해서 배운 네트워크의 이론을 실습함으로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지식과 기본적인 프로토콜의 작동을 학습한다. 
1. OSI 7계층과 TCP/IP프로토콜의 동작과 네트워크 장비의 특성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2. IP 주소를 할당하고 서브넷을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할당 받은 IP 주소 클래스로 목적에 맞게 네트워크
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3. 라우팅 프로토콜의 작동 이해를 학습한다. 
4. 라우터의 사용법을 익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라우터의 환경 설정을 통하여 실제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을 실습한
다. 
이를 통해 실제로 LAN을 구축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산업현장이나 IT선교현장에서 네트워크
를 스스로 구축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IC111 네트워크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소켓을 이용한 TCP와 UDP를 이용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의 작동에 대하여 이론적 이해와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운다.
1.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TCP와 UDP의 측면과 Application의 작동 프로토콜을 익힌다.
2.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1:1 통신 프로그램을 위한 소켓을 익힌다.
3. 쓰레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중 통신 프로그램을 익힌다.
4. 다양한 Application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 아니라 IT 전문 사역인으로서의 전문성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IC151 데이터마이닝과통계 : 이론과 실습과목
최근들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
터 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그리고 기본 분류, 연관분석, 군집화 등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배운다. 그리고 최신 데이터
마이닝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소규모의 마이닝 과제를 수행하여 학습한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 설명 및 분석하여 변동을 
정량화하고 유용한 관계를 밝혀 낼 수 있는 통계 기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IC067 데이터베이스 : 이론과 실습과목
본 교과목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 데이터 모델링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배우는데 있다. 이 과목을 이수하
게 되면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의 기초이론, 특성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해해야 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데이
터베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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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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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익히게 되며, 데이터베이스 영어 강좌를 통한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가 된다.

IC138 머신러닝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머신러닝프로그래밍 과목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한 
실용 프로그래밍 기술을 학습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파이썬 언어의 기초 개념을 학습한 후, 심도 깊은 프로그래
밍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실습과제를 통해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머신러닝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머신러닝 개발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기말 최종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
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112 멀티미디어응용 : 이론과 실습과목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음성 신호 처리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동작 구현을 통하여 동작 원리를 이해하며, 
간단한 음성 인식기를 구현한다. 강의 주제는 음성 신호의 특성 분석, 음성 신호의 특징 추출 방법, 음성 인식 기술, 음성
인식 시스템의 구현 방법 등을 포함한다.

IC149 무선및모바일통신 : 이론과 실습과목
무선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하여 무선 통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통신 종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을 통
해 이용되는 모바일 통신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와이파이 통신의 기본적인 채널접속 방식과 블루투
스 및 근거리 무선 통신의 접속 방식 및 혼잡 제어과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유선통신이 아닌 무선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접속 방식 및 기기제어에 관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컴퓨터 통신의 응용을 학습할 수 있고, 홈 네트워크를 비롯한 다양한 
IoT 통신의 기본과 응용을 학습할 수 있다. 

IC127 미래설계상담 : 실습과목
공학도의 향후 미래 설계를 위한 진로, 취업, 교양, 교육 등에 대한 상담이 주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수강학생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목표로 한다.

IC140 빅데이터기술 : 이론과 실습과목
빅 데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여 기업이나 조직의 전략수립이나 
경영관리 활동을 지원하는지?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반구조, 또는 인프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분
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빅 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초래될 미래 조직 및 글로벌 사회의 변화에는 어떠
한 것들 이 있을지 등에 관해 설명하고 함께 학습한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해당하는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 등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해 봄으로써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함께, 향후 실무 적응능력의 
토대를 제공한다. 
1) 빅 데이터의 정의와 특징, 최신 동향 및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2)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기술 및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학습한다. 
3) 실제 문제와 데이터에 기반한 실습을 통해 핵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IC072 소프트웨어공학 : 이론과 실습과목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은 시스템 개발자가 자신의 비전을 구축하고 반영하는데 있어서 표준적이고 이해하
기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주고 받으며 공유할 수 있는 메카니
즘을 제공해 준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후, UML의 줄
기를 이해하고, 다이어그램의 작성 능력과 객체지향분석 설계 능력을 배양한다. 

IC066 운영체제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의 핵심 구성요소인 프로세스, 기억장치, 가상 메모리, 동기화, 교착상태, 디스크 및 화일관리 등의 운영체제 전반에 
걸친 개념을 학습한다. 
1. 운영체제의 개념과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원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컴퓨터에 대한 다음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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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차세대 IP 전문 사역을 담당할 복음전도자로서의 전문성을 함양
할 수 있는 교과목이다.

IC110 알고리즘설계및분석 : 이론과 실습과목
일반적 알고리즘, 알고리즘 패러다임, 자료구조를 통해 여러 문제를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프
로그램 개발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알고리즘의 성능분석 기법과 문제를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룬다.

IC045 이산수학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의 동작원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컴퓨터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각 분야를 설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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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로서 복
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IC123 인공지능 : 이론과 실습과목
인공지능이란 컴퓨터를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게(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에 
관한 학문이며, 컴퓨터의 핵심기술로써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인공지
능의 기본 개념 및 관련 용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표현, 추론방법 및 다양한 탐색기법, 그리고 기계학습 기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전문가 시스템, 데이터마이닝, 에이전트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의 구조, 기능, 구현 방법 및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IC144 인터넷보안과응용 : 이론과 실습과목
인터넷 보안과 응용 과목을 통해 네트워크 기본 개념은 물론,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와 해킹 기법과 그에 따른 보안 
개념 및 대비책을 습득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인터넷 보안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본 과목
에서는 인터넷보안을 위한 프로토콜 분석 및 실습을 위하여 이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와이어샤크와 같은 
패킷분석기를 활용한 보안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개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 후, 프로토콜 분석 실습 및 인터넷 공격 툴
을 개발함으로써 인터넷 보안의 내용을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공격 툴과 해킹 툴을 개발하는 기말 프로
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할 것이다. 

IC137, IC150 웹시스템설계및개발(I~II) : 이론과 실습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웹 시스템의 설계 및 개
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웹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습 학습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웹시스템의 기본 개요와 웹 개발 기술 동
향을 파악한 후, 웹시스템 개발 기술 (JSP)을 심도 깊게 배운다. 또한, 기말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즉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갖도록 한다.

IC015 웹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부터 정보 검색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밀알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HTML 뿐만 아니라 JavaScript 등을 학습하여 web 문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IC152~5 인턴쉽(I~IV) : 실습과목
소프트웨어 공학론에 입각하여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
들은 인턴사원으로 기업에 파견되어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
는 과정에서 요구 분석 및 시스템 설계, 코딩, 테스팅, 유지보수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결과물을 제출하고 발표를 함으로
써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기른다.
ㆍ실무현장의 경험을 통해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 및 전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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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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059 자료구조 : 이론과 실습과목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을 결합시킨 것을 프로그램이라 말하는데, 원하는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며, 프로그램의 성능에도 직결된다. 따라서 본 과목을 통하여 리스트,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등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
을 연마하여 차세대 IT전문가로서 복음전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IC147 자바기반응용프로그래밍 : 이론과 실습과목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향 개념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기본적인 객체지향 개념인 캡슐화, 다형성, 상속
에 대해 배우고, 클래스 계층, 제어문, 메시지 전달, 오버로딩, 동적 바인딩 및 추상적 자료형 등을 포함한다. 본 학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Java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
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157 정보보호개론 : 이론과목
네트워크의 확산 및 컴퓨팅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많은 정보가 지능적인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
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여러 보안공격, 침해사고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의 이해
와 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기초 기술에 대한 지식을 부여한다. 암호, 운영체
계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본 과목은 정보보호 개요, 암호, 운영체계 
보안, 데이터베이스 보안, 개인용 컴퓨터 보안, 악성 소프트웨어, 인터넷 보안의 기초를 학습한다.

IC146 정보통신개론 : 이론과목
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반기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정보통신의 개념, 정보통신의 발전 과정, 유무선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의 원리 및 
통신의 미래기술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IC143 종합설계I : 설계과목
본 강좌의 목표는 6학기동안 IT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터득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분석 및 설계를 한다. 

IC145 종합설계II : 설계과목
각종 시스템 해석, 설계 이론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설계 프로젝트를 정하여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직접 적용하여 보도록 한다.

IC161 창의적통합설계 : 설계과목
본 강좌의 목표는 6학기동안 IT관련 과목을 이수하면서 터득한 학문적인 전문지식을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분석 및 설계를 한다. 

IC040 컴퓨터구조 : 이론과목
IT 전문성을 갖는 복음 전도자 양성을 위한 전공 교과목 중의 하나로 IT 전문성의 필수 요소인 컴퓨터의 구조를 주제로 
진행된다.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확장/설계에 필요한 
컴퓨터 구조의 기본 이론과 성능 평가 방법을 습득한다.

IC159 컴퓨터그래픽스 : 이론과 실습과목
컴퓨터 그래픽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과 컴퓨터 예술,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처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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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응용분야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2차원, 3차원 도형 및 영상정보 표현 및 변환을 위한 각종 알고리
즘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컴퓨터 그래픽 패키지의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IC109 컴퓨터네트워크설계 : 이론과 실습과목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교과목에서 학습한 네트워크 전반 지식과 라우터 운영방법을 기초로 하여 보다 심도있는 네트워크 
설계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양한 AccessList를 이용한 트래픽 필터링 방법을 이해하고 실제로 필터링이 되는지 실습하고 
2계층 장비인 스위치와 VLAN의 작동 원리와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스위치를 사용한 실습을 한다. 
또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하여 복잡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음으로써 직장에서 뿐 아니라 타지로 IT 선교
를 나갔을 때에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IC136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Ⅰ : 이론과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코드가 간결하고 문법이 쉬워 프로그래밍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
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본 강좌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와 작성 방법, 프로그램 논
리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떠
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142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II : 이론과 실습과목
밀알정신을 기반으로 연구 및 산업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하여 학습한다. 주요학습 내용으로 C언어 등을 이용한 기본적인 내용인 변수, 데이터형, 수식과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 함수, 배열, 포인터, 문자열, 구조체 등을 다룬다. 본 학습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개발을 하는데 C 언어와 같은 객
체지향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어떠한 형태로 적용되는지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연마하여 국제적인 IT 기술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함에 그 목표를 둔다.

IC156 프로젝트관리론 : 이론과목
프로젝트 관리론은 취업 후 각 기업/산업체의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제안 혹은 기획안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미리 습득하고 점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취업, 진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공학 특허 작성 및 특허 출원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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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021학번 신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 단일전공 51 □

130 1.5
□

이중/복수/부/융합

(전공명:          )

본전공 □

제2전공 □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국제공인자격증)

교양필수

배분이수

영역 취득 과목명 취득학점

인간, 논리, 문학 □

자연, 생명, 기술 □

사회, 공동체, 시장 □

역사, 문화, 예술 □

□ 3개 영역 이상 이수 □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문기초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학술적글쓰기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Ⅱ

전공필수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전공필수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운영체제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변경된 교육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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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2023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51 □ 65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국제공인자격증)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전공기초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Ⅰ 컴퓨터프로그래밍기초Ⅱ

2 전공필수 네트워크와데이터통신 데이터베이스

3

기초공통

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필수

소프트웨어공학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Ⅱ

운영체제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종합설계Ⅰ 종합설계Ⅱ

미래설계상담 미래설계상담

 ※ 종합설계Ⅰ,Ⅱ는 웹시스템설계및개발Ⅰ과 무선및모바일통신으로 각각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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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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목표
1.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전문 리더십을 발휘한다.  
2. 다양한 교양지식, 전공지식과 간호술을 통합하여 전인간호를 실천한다. 
3. 대상자와 다학제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협력한다. 
4.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능력과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5. 법적, 윤리적 기준에 근거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한다.  
6.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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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프로그램 학습성과
1.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2. 간호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과 술기를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3.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4. 보건환경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5. 간호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6.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7.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 역량

역량 역량 설명

기독교적 간호 소명의식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간호리더십을 발휘한다. 

지식, 술기 통합적 적용 간호과학 및 인접학문의 지식과 술기를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임상적 추론을 실행한다.

의사소통과 협력 보건환경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전문분야 간 협력관계를 설명한다. 

간호연구 수행 간호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간호전문직관, 윤리의식 간호전문직 표준을 이해하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간호실무에 통합한다.

보건의료 정책변화 파악능력 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설명한다. 

◎ 졸업이수학점

⧉ 신입생

일립

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소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13 12 15 27 18 72 - 90 130

⧉ 편입생

일립교육
전공교육

졸업학점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6 18 72 - 90 96  

 ※ 일반편입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범위
 - 인정 과목 : 약리학, 기초통계학, 인간성장과발달, 인간과건강, 의사소통론, 다문화의이해, 국제간호의 이해
 - 인정 범위 : B+ 이상 받은 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까지
 - 신청 방법 : 수업계획서, 성적증명서 지참 담당과목 교수자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편입생 이수과목 인정서 교학팀 제출 
 -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은 Pass로 인정이 되며,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않음
 ※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했더라도 아래 나열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간호학개론, 기본간호학및실습Ⅰ,Ⅱ, 기초간호과학Ⅰ,Ⅱ, 건강사정및실습,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건강증진과보건교육, 간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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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
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학수
번호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이론
실습
/실
험

설계

1

전공
기초

NU068 인간과건강 2 2 0 - NU044 기초간호과학Ⅰ 3 3 0 -

NU071 의사소통론 2 2 0 -

전공
필수 NU070 간호학개론 2 2 0 -

2

전공
기초

NU045 기초간호과학Ⅱ 3 3 0 - NU059 다문화의이해 2 2 0 -

NU005 기초통계학 2 2 0 - NU007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2 2 0 -

NU073 약리학 2 2 0 -

전공
필수

NU074-
A

건강사정이론 2 2 0 - NU072 간호윤리 1 1 0 -

NU075 건강사정실습 1 0 2 -
NU078-

A
기본간호학이론Ⅱ 2 2 0 -

NU076-
A

기본간호학이론Ⅰ 2 2 0 - NU079 기본간호학실습Ⅱ 1 0 2 -

NU077 기본간호학실습Ⅰ 1 0 2 - NU082 의료현장적응실습 1 0 1 -

전공
선택 NU009 건강증진과보건교육 2 2 0 -

3

전공
필수

NU010 성인간호학Ⅰ 2 2 0 - NU023 성인간호학Ⅲ 2 2 0 -

NU018 성인간호학Ⅱ 2 2 0 - NU029 성인간호학Ⅳ 2 2 0 -

NU012 아동간호학Ⅰ 2 2 0 - NU047 여성건강간호학Ⅱ 2 2 0 -

NU046 여성건강간호학Ⅰ 2 2 0 - NU017 아동간호학Ⅱ 2 2 0 -

NU080 성인간호학실습Ⅰ 2 0 2 - NU022 지역사회간호학Ⅰ 2 2 0 -

NU081 여성건강간호학실습 2 0 2 - NU016 정신간호학Ⅰ 2 2 0 -

NU083 성인간호학실습Ⅱ 2 0 2 -

NU086 아동간호학실습 2 0 2 -

NU087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2 0 2 -

전공
선택

NU014 간호학연구 2 2 0 - NU015 간호세미나 1 1 0 -

NU056 근거기반간호 1 1 0 -

NU052 만성질환자관리 1 1 0 -

4 전공
필수

NU030 간호관리학 3 3 0 - NU034 보건의료법 2 2 0 -

NU036 성인간호학Ⅴ 2 2 0 - NU043 영적간호 2 2 0 -

NU037 성인간호학Ⅵ 1 1 0 - NU089 간호관리학실습 2 0 2 -

NU024 정신간호학Ⅱ 2 2 0 - NU085 성인간호학실습Ⅳ 2 0 2 -

NU028 지역사회간호학Ⅱ 2 2 0 - NU090 모아선택실습 2 0 2 -

NU084 성인간호학실습Ⅲ 2 0 2 - NU041 시뮬레이션실습Ⅱ 1 0 1 -

NU088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2 0 2 -

NU091 정신간호학실습 3 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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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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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국공립 보

건의료기관 간호사,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창업, 방문간호센터 창업, 산업체 보건실 산업간호사,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
기기 관련회사, 사회복지관, 119구급센터 간호사(소방공무원), 보육시설 간호사, NCLEX-RN 시험응시를 통해 미국 등 
해외간호사 등

◎ 교과목 설명
NU007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 이론과목
간호대상자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간호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
직적, 체계적, 비판적 사고력을 제고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주요 내용으로
는 간호과정과 근거중심간호의 개념과 과정을 이해하고 문제중심 학습방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탐색하고 적용하며 실
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습득 기술 등이다.

NU030 간호관리학 : 이론과목
간호관리 이론 및 관리기능에 관한 지식(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및  통제),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여 간호조직에 
적용하며,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간호관리능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89 간호관리학실습 : 실습과목
간호조직에서 간호과정과 간호관리과정의 적용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간호관리자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함양 하는데 있다. 

NU057 간호리더십 : 이론과목
리더십 이론 및 실무적용 능력을 습득하여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경력에 따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 역
량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다. 

NU058 간호진로설계 : 실습과목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학교적응 및 전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맞춤형 학생지도를 
목표로 한다. 

NU072 간호윤리 : 이론과목
간호윤리의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NU070 간호학개론 : 이론과목
간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전문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간호에 관한 직업관과 철학적 자질을 갖추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40 시뮬레이션실습Ⅰ 1 0 1 -

전공
선택

NU057 간호리더십 1 1 0 -

NU026 노인간호학 1 1 0 -

NU051 중환자관리 1 1 0 -

NU054 보완대체요법 1 1 0 -

NU042 국제간호의 이해 1 1 0 -

NU092 감염관리 1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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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14 간호학연구: 이론과목
간호연구에 대한 단계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간호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논문평가능력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습득하기 위함이다.

NU092 감염관리 : 이론과목
본 과목은 의료관련 감염관리에서 중요한 주요 미생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의료관련 감염 감시에 필요한 지표를 이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이를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예방지침, 전파방지 방법 및 격리법을 활용한 의료관련 감
염관리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NU074 건강사정이론 : 이론과목
간호대상자에게 건강력 확인과 신체 검진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 양상별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여 
정상과 비정상 상태를 구별하고, 적절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NU075 건강사정실습 : 실습과목
최근 근거기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건강사정은 필수적인 간호실무 영역이 되었다. 이 과목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면담, 전반적인 건강력 사정, 기법과 준비물, 신체계통별 사정, 통합적인 
사정 등의 내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NU009 건강증진과보건교육 : 이론과목
건강, 건강증진, 질병예방의 개념을 비교하고 건강행위이론을 이해함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사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건강증
진 프로그램의 이론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보건교
육, 상담, 교육의 원리, 교수법, 실제 보건교육 등의 교과내용을 포함한다.

NU042 국제간호의이해 : 이론과목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직면한 국제건강문제와 국제보건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십
을 키운다.

NU056 근거기반간호 : 이론과목
임상 실무 현장에서 근거기반 실무 수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과학적 근거의 생산 및 가공, 그리고 
이의 실무 전환에 대한 전반적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임상 현장에서의 근거기반 간호실무적용
을 위한 기본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다. 

NU002 기본간호학이론Ⅰ : 이론과목
이 과정은 간호의 기본개념인 인간, 건강, 환경, 간호에 대해 이해하고, 대상자의 기본요구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적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NU077 기본간호학실습Ⅰ : 실습과목
이 과정은 활력징후 측정, 감염관리, 투약, 수혈간호, 상처간호, 개인위생, 영양요구 등 인강의 기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에 근거하여 간호중재술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NU006 기본간호학이론Ⅱ : 이론과목
이 과정은 간호 대상자의 기본요구(안위 및 안전, 산소화, 배뇨 및 배변, 활동과 운동 등)에 따라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적 지식, 태도 및 기술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NU079 기본간호학실습Ⅱ : 실습과목
이 과정은 안위 및 안전, 산소화, 배뇨, 배변, 활동과 운동 등 인간의 기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에 근거하여 
간호중재술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NU044 기초간호과학Ⅰ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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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의 기초과목으로 인간의 신체 구조와 기능과 관련된 제 개념과 원리를 학습한다.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해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와 기능을 구별하고,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심화된 간호학 전공과목
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NU005 기초통계학 : 이론과목
통계학의 기본개념과 간호학 영역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통계기법의 계산방법과 분석한 결과의 
해석방법을 익히는데 있다. 

NU026 노인간호학 : 이론과목
노화과정과 관련된 신체, 심리, 사회적 특성과 이것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간호사정과 중재 및 평가의 원리를 학습한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가족문제, 사회복지의 측면도 다루어 노인의 건강
문제를 전인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NU059 다문화의이해 : 이론과목
한국사회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등의 증가로 인하여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
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공감하고 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한
다.

NU052 만성질환자관리 : 이론과목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주요 만성질환에 대하여 임상적 특성 및 간호 문제를 분석하고 근거기반 간호실무 제공
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NU090 모아선택실습 : 실습과목
본 과목은 여성건강간호학실습과 아동간호학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모아실습 영역중 한 곳을 선택하
여, 집중적이고 심화된 실습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임상 적응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NU034 보건의료법 : 이론과목
간호사로서 윤리적 자질을 갖추고 간호현장에서 필요한 보건의료관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활한 
간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이다.

NU054 보완대체요법 : 이론과목
보완대체의학의 개념을 이해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분류 및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여 간호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NU031 선택실습 : 실습과목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실습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이고 심화된 실습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고 추후 임상 적응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NU010 성인간호학Ⅰ : 이론과목
성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의 공통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성인 대상자의 활동과 운동 양상(호흡기계)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이해하고, 건강문
제의 해결을 위한 간호과정 학습으로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사정하고 간호중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NU018 성인간호학Ⅱ : 이론과목
성인 대상자의 활동/운동양상(신경계), 수술, 영양과 대사 양상(위장관계)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
로 학습하여 이해하고, 간호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한다. 

NU023 성인간호학Ⅲ : 이론과목
성인 대상자의 활동/운동양상(순환기계, 혈액계)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이해하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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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한다.

NU029 성인간호학Ⅳ : 이론과목
성인 대상자의 종양, 영양과 대사 양상(위장관계, 간담관계), 체액불균형(신장과 비뇨기계)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이론
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하여 이해하고, 간호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문제 해결 
과정을 학습한다. 

NU036 성인간호학V : 이론과목
성인 대상자의 영양과 대사양상, 인지-지각양상(내분비계, 피부계)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학
습하여 이해하고, 간호학적 지식에 근거한 간호중재를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문제 해결과정을 학습한다. 

NU037 성인간호학Ⅵ : 이론과목
성인의 근골격계와 감각계와 관련된 건강문제나 응급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과정을 적용
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NU080 성인간호학실습Ⅰ : 실습과목
임상실습 교과목으로, 성인기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과계 및 외과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
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습은 성인병동에서 이뤄지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NU083 성인간호학실습Ⅱ : 실습과목
성인기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과계 및 외과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
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 동안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간호지식 및 숙련된 간호술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습은 내외과계 성인병동과 중환자실이다.

NU084 성인간호학실습Ⅲ : 실습과목
성인기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과계 및 외과계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
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 동안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간호지식 및 숙련된 간호술을 통합적
으로 활용하고,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습은 내외과계 성인병동과 중환자실이다.

NU085 성인간호학실습Ⅳ : 실습과목
성인기 대상자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과정 동안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간호지식 및 숙련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
고, 창의적, 비판적 사고에 근거한 간호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습은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과 같은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진행된다. 

NU040 시뮬레이션실습Ⅰ : 실습과목 (선수과목: 건강사정, 기본간호학및실습Ⅰ-Ⅱ, 임상실습Ⅱ-Ⅲ,)
실제 임상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한 종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팀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
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자신감 고취와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NU041 시뮬레이션실습Ⅱ : 실습과목 (선수과목: 시뮬레이션실습Ⅱ)
실제 임상환경과 유사하게 재현한 종합적인 문제 상황에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팀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및 의사소
통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자신감 고취와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능력을 함양한다.

NU012 아동간호학Ⅰ : 이론과목
아동 건강 및 간호의 이론적 기초지식으로서 급, 만성 환자와 그 가족의 간호과정에 관한 지식의 개념화, 조직화 및 지식
을 통합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아동과 가족의 성장 및 발달의 개념을 강조한다.
NU017 아동간호학Ⅱ : 이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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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동의 건강일탈 예방과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초기 아동의 건강과 부모역할의 개념적 이해,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양육환경조성, 그리고 건강 돌보기 활동에 대한 부모역할 교육을 강조한다. 부모의 자녀양육능력을 지지할 교육 및 접
근방법과 급성ㆍ만성질병과 행동적ㆍ발달적 문제가 있는 아동간호에 대한 지식습득도 강조한다.

NU081 아동간호학실습 : 실습과목
본 과목은 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건강관리·영양·배설, 활동·운동·수면·휴식, 성·생식·역할관계, 인지·지
각 기능 양상의 건강문제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NU073 약리학 : 이론과목
질환 및 환자의 특성에 따른 약물치료의 기전 및 원리를 이해하고 각 약물 투여 시 간호사의 책임을 습득한다. 약물에 따
라 투여 경로, 용량과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원칙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NU081 여성건강간호학실습 : 실습과목
Gordon의 기능적 건강양상에 따라 성인대상자 및 여성건강간호 대상자의 건강관리ㆍ영양ㆍ배설, 활동ㆍ운동ㆍ수면ㆍ휴식, 
성ㆍ생식ㆍ역할관계, 인지ㆍ지각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NU046 여성건강간호학Ⅰ : 이론과목
출산기 가족에서 여성의 임신, 분만, 산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정상과 비정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
고, 출산기 가족중심으로 간호문제를 사정, 진단, 중재, 평가한다.

NU047 여성건강간호학Ⅱ : 이론과목
고위험 임산부와 생식기 건강문제를 가진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사정과 간호과정을 적용하
여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NU043 영적간호 : 이론과목
성서에 기초한 전인격적 인간관에 근거하여 건강, 영성, 삶과 죽음, 생명윤리, 용서와 희망 등 주요개념 등에 관한 전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NU071 의사소통론 : 이론과목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을 학습하고 훈련하여 인간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촉진적인 의사소통술을 적용하여 대
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NU082 의료현장적응실습 : 실습과목(선수과목 : 기본간호학및실습Ⅰ, 건강사정및실습)
인간의 성장 발달과 건강사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장발달 관계에 
있는 건강한 대상자의 건강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실습 이전단계의 실무교육이다. 대상자와의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간, 건강,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NU068 인간과건강 : 이론과목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인간의 발달단계별 건강특성과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하여 긴간
발달에 대한 이론적 접근, 각 발달단계별 신체적, 사회심리적 특성, 건강과 질병의 개념변화,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전
략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NU016 정신간호학Ⅰ : 이론과목
정신간호학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으로서, 정신간호의 기본 개념, 정신간호의 역사, 이론적 모형, 주요 정신장애에 대하여 정신간호 원리를 학습하
고 간호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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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024 정신간호학Ⅱ : 이론과목
정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 증진과 재활을 목적으로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문제 있어서 정신역동, 치료적 관계, 행동장애 증상 등의 정신간호 원리를 학습하며, 나아가 간호대상자의 이상행
동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의 정신간호 과정이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한다.

NU091 정신간호학실습 : 실습과목
이론으로 학습한 정신건강 문제를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정신 간호 술기를 익히는 것이다. 정신질환과 생애주기별 정
신건강간호, 치료과정, 사례에 대하여 직접 간호과정을 적용하여 실습하며 정신간호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NU051 중환자관리 : 이론과목
생명이 위급한 급성기의 중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
호중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 태도 및 최첨단 기기 관리를 포함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통합적인 간호수행능력을 함양
한다. 

NU022 지역사회간호학Ⅰ : 이론과목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보건의료체계를 파악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보건사업기
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NU028 지역사회간호학Ⅱ : 이론과목
건강증진, 환경보건, 역학 등의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전반적인 일차보건의료를 이해하고 모성집단, 만성질환자, 학교인구, 
산업장 인구 등 특수집단의 건강사정을 통하여 건강유지, 증진, 질병예방을 비롯하여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
획, 수행,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NU087, NU088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Ⅱ : 실습과목
이 실습교과목은 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간호의 이론적 배경과 보건의료체계를 파악하며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
로하여 보건소, 학교, 산업장을 중심으로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계획을 수립,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
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2주 실습과 학교, 근로자 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
로 하는 각 1주 실습으로, 총 4주 실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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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1학번 신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90 □ 130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교양필수

배분이수

영역 취득 과목명 취득학점

인간, 논리, 문학 □

자연, 생명, 기술 □

사회, 공동체, 시장 □

역사, 문화, 예술 □

□ 3개 영역 이상 이수 □ 15학점(5과목) 이상 이수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1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Ⅱ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문기초

글쓰기의기초와실제 학술적글쓰기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기초
인간과건강 기초간호과학Ⅰ

의사소통론

전공필수
간호학개론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Ⅰ 성서적세계관의확립Ⅱ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기초
기초간호과학Ⅱ 다문화의이해
기초통계학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약리학

전공필수

건강사정이론 간호윤리
건강사정실습 의료현장적응실습

기본간호학이론Ⅰ 기본간호학이론Ⅱ

기본간호학실습Ⅰ 기본간호학실습Ⅱ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3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성인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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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과에 변경된 교육과정 확인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성인간호학Ⅱ 성인간호학Ⅳ

아동간호학Ⅰ 아동간호학Ⅱ

여성건강간호학Ⅰ 여성건강간호학Ⅱ
성인간호학실습Ⅰ 성인간호학실습Ⅱ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Ⅰ

정신간호학Ⅰ
아동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실습 

성인간호학Ⅴ 성인간호학실습Ⅳ 

성인간호학Ⅵ 시뮬레이션실습Ⅱ

정신간호학Ⅱ 모아선택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Ⅱ 보건의료법

성인간호학실습Ⅲ 영적간호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정신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Ⅰ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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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2023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유형
전공교육 졸업학점 평균평점

기준학점 취득학점 필수과목이수 기준 취득 기준 취득

단일전공 90 □ 65 1.5

졸업고사
성경 영어 컴퓨터(엑셀) 컴퓨터 ( ∝ )

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2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Ⅰ 성서적세계관의실천Ⅱ

전공기초

인간과건강 기초간호과학Ⅰ

기초간호과학Ⅱ 의사소통론

기초통계학 다문화의이해
간호과정과비판적사고
약리학

전공필수

건강사정이론 간호학개론
건강사정실습 간호윤리
기본간호학이론Ⅰ 의료현장적응실습
기본간호학실습Ⅰ 기본간호학이론Ⅱ

기본간호학실습Ⅱ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3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성인간호학Ⅰ 성인간호학Ⅲ

성인간호학Ⅱ 성인간호학Ⅳ

아동간호학Ⅰ 아동간호학Ⅱ

여성건강간호학Ⅰ 여성건강간호학Ⅱ
성인간호학실습Ⅰ 성인간호학실습Ⅱ

여성건강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Ⅰ

정신간호학Ⅰ
아동간호학실습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Ⅰ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4

기초
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간호관리학 간호관리학실습 

성인간호학Ⅴ 성인간호학실습Ⅳ 

성인간호학Ⅵ 시뮬레이션실습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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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취득 과목명 취득

정신간호학Ⅱ 모아선택실습

지역사회간호학Ⅱ 보건의료법

성인간호학실습Ⅲ 영적간호
지역사회간호학실습Ⅱ
정신간호학실습
시뮬레이션실습Ⅰ

간호진로설계 간호진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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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KBU
교육과정 대학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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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교(신학과)

◎ 교육목적
일반대학원은 신학전공 학위 과정으로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사상에 입각하여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발
전에 기여하는 신앙적 인격과 학문성을 갖춘 초교파적 전문지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 

◎ 교육목표
1. 먼저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한 경건훈련과 신학을 통한 인격과 신앙함양
2. 전통적인 주요 신학노선들과 최근 신학동향들을 소개하고 연구함으로 전공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배양
하고 학문적으로 수준 높은 복음주의 인재를 양성
3. 기독교 복음의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심오한 학문탐구를 함으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
계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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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과정

 

◎ 교육과정체계

구분 수업연한 이수 학점 세부전공

학기
제

석사과정(Th.M., M.A.) 2년 과정(4학기제) 27
․ 구약학전공
․ 신약학전공
․ 조직신학전공
․ 역사신학전공
․ 실천신학전공
․ 선교학전공
․ 성경주해전공
․ 성경강해전공
․ 기독교상담심리학전공

박사학위과정(Ph.D.) 3년 과정(6학기제) 36

석박사통합과정(Ph.D.) 4년 과정(8학기제) 60

구 분 졸업이수
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고

석사학위
과정 27

 1. 공통필수과목
 2. 공통선택과목
 3. 전공과목

  3학점
  9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석사학위
과정

(성경주해)
27

 1. 공통필수과목
 2. 전공과목
 3. 논문세미나

  3학점
  24학점 이상

박사학위
과정 36

 1. 공통필수1
 2. 공통필수2
 3. 전공과목

  9학점
  9학점 
 18학점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54

 1. 공통필수1
 2. 공통필수2
 3. 전공과목

  9학점
  9학점 
 36학점 이상

공통사항(학부전공 변경 입학자) 필요한 경우 보충
과목 12학점 이내

성서, 이론, 실천분야
각 1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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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M.A. / Th.M.)

공통필수(3) 공통선택(9) 전공과목(15)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구약과 신약
구약신학의최근동향
이스라엘역사
신약신학의 최근동향
신약배경사

구약학
성서히브리어구문론, 구약비평학세미나, 
구약해석사세미나, 오경주해, 역사서주해, 지혜서주해, 
대선지서주해, 세미나-소선지서

신약학

신약헬라어강독, 신약해석학, 바울신학연구, 
마태복음강해, 마가복음강해, 누가복음강해, 
요한복음강해, 사도행전강해, 로마서강해, 
고린도전서강해, 목회서신강해, 옥중서신강해, 히브리서강해, 
야고보서강해, 요한계시록강해

이론

신학체계론
그리스도의생애와교훈
복음주의 신학연구
역사방법론
20세기개신교신학사상사
한국교회와사회

조직
신학

성서론이해, 인간론이해, 종말론이해, 
성령론이해, 구원론이해, 기독교교리이해, 
후근대주의신학, 기독교변증학, 기독교윤리사상

역사
신학

역사신학총론, 초대교회사연구, 중세교회사연구,
종교개혁사연구, 근현대교회사연구, 
복음주의역사연구, 청교도연구, 한국교회사연구

실천

설교학 세미나
성서와 설교
기독교교육 세미나
기독교교육사철학 세미나
선교학 세미나
복음주의선교신학

실천
신학

설교역사 세미나, 강해설교세미나,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설교와 성경해석, 목회리더십 세미
나, 기독교학교교육 세미나, 
교육신학세미나, 기독교적 가정 세미나, 예배신학세미나, 선교와 
문화, WCC와 로잔운동, 
바울선교신학, 상황화신학

기독교상담
심리학

기본 
과목

기독교상담이론과실제연구, 
기독교상담과 정신분석, 위기상담연구, 
임상실습(1), 상담심리검사연구, 
다문화 상담, 성격심리학, 
아동 및 청소년심리평가, 상담학과 신학

전공 및 
자격

관련 과목

상담방법연구(1)(한상심/청상), 
이상심리(청상/임상), 
연구방법론(한상심/심리), 
청소년상담(한상심/청상/청지도), 
진로상담 (청상/진로), 
가족상담(청상/한상심 필수과목), 
발달심리학(청상/가족 필수과목)

* 공통선택은 성서, 이론, 실천 분야별로 선택(기독교상담심리학전공 제외). 
* 졸업논문(선택)을 쓸 경우 전공과목(논문세미나) 3학점 인정.
* 각 전공 별 전공과목 중 타 전공과목 2과목 이내 선택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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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경주해(Th.M.) 교과과정 
  (1) 2019년 - 2020년

공통필수(3) 전공과목(24)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1학차 출애굽기 연구
로마서 연구

2학차 사사기, 룻기 연구
마가복음 연구

3학차 욥기 연구
야고보서 연구

4학차 예레미야 연구
요한계시록 연구

 (1) 2121년 - 2022년

공통필수 전공과목(24)

졸업논문,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1학차 창세기 연구
갈라디아서 연구

2학차 여호수아 연구
마태복음 연구

3학차 시편 연구
사도행전 연구

4학차 이사야 연구
히브리서 연구

- 학기별로 신약 1, 구약 1과목 이수
- 졸업논문(선택)을 쓸 경우 전공과목(논문세미나) 3학점 인정 : 선택한 본문에 대한 주해와 설교 아웃라인 중심의 논문, 
1,2학차에서 수강한 성경 중에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 3학차, 여름방학, 4학차 기간에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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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사학위과정(Ph.D.)

* 공통필수2는 성서, 이론, 실천 분야별로 선택(기독교상담심리학전공 제외).
* 각 전공 별 전공과목 중 타 전공과목 3과목 이내 선택 수강 가능. 
* 박사과정생은 논문세미나 1,2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하나 기독교상담심리전공자는 논문세미나 1만 필수 수강(대신 전공
과목 3학점을 추가 이수함.)
* 석사과정에서 논문작성법(3학점, B 이상) 이수자는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대신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전공상세안내

성경주해(Biblical Exegesis)

  설교를 위한 성경주해과정으로 신구약 성경본문 연구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성경해석의 

방법을 배운다.

공통필수1
(9)

공통필수2
(9)

전공과목
(18)

논문세미나1(3),
논문세미나2(3), 
논문작성법(3), 

경건훈련, 
밀알훈련

성서

성서해석학 
세미나,

신구약 중간사 
세미나,

성경신학 
세미나

구약학
아람어연구, 고급히브리어구문론, 내러티브론연구, 고대근동문학과 종교,
구약신학세미나, 오경세미나, 시편세미나, 역사서세미나, 호세아세미나, 지혜
문학세미나, 이사야서세미나, 예레야서세미나, 아모스세미나

신약학

마태복음세미나, 마가복음세미나, 누가복음세미나, 
요한복음세미나, 사도행전세미나, 요한계시록세미나, 
신약해석학세미나, 바울신학세미나, 로마서세미나, 
고린도전후서세미나, 목회서신세미나, 옥중서신세미나, 
히브리서세미나, 야고보서세미나, 바울신학동향세미나, 
신약헬라어세미나

성경강
해

박사과정 구약학, 신약학, 설교학 전공과목 중 18학점 수강

석·박사통합과정 구약학, 신약학, 설교학 전공과목 중 36학점 수강

이론

기독교교리
연구,

현대신학과 
신학자 연구,
신학사상사

세미나

조직
신학

성경의정경성연구, 신론연구, 성령론 연구, 교회론연구, 
성서종말론연구, 신학적인간론연구, 
현대신학과신학자연구, 후근대주의신학과신학자연구, 
기독교교리연구, 변증학연구, 성서윤리연구, 기독교윤리사상연구, 기독교사회윤리연
구, 신학적인식론연구

역사
신학

기독교사관과방법론세미나, 초대교회사세미나, 
중세교회사세미나, 종교개혁사세미나, 근현대교회사세미나, 
복음주의역사세미나, 미국교회사세미나, 청교도역사세미나, 
한국교회사세미나, 이단의역사세미나, 신학사상사세미나

실천

설교신학
세미나,

교육신학
세미나,

선교신학
세미나,

실천
신학

설교와 수사학 세미나, 설교역사세미나, 설교자 연구, 
신학과 전달연구, 강해설교세미나, 이야기식 설교세미나, 
예배신학세미나, 목회신학 세미나, 목회리더십 세미나, 
기독교교육과정이론 세미나, 종교개혁자 교육사상 연구, 
교수-학습이론 세미나, 인간발달이론과 기독교교육 세미나, 
현대기독교교육 연구동향 세미나, 기독교교육 이슈 세미나, 
성경적 선교, 복음주의선교신학과 에큐메니컬 선교신학, 
세계종교, 바울선교신학, 선교와 문화, 현대선교이슈 세미나, 
선교역사 세미나 

기독교
상담

심리학

기본 
과목

인지행동적심리치료와기독교상담, 기독교영성과 심리연구, 가
족치료와 상담, 임상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진로지도와 상담세미나, 정신분석세미나, 이상심리세미나, 
고급상담방법론연구, 상담윤리연구, 슈퍼비젼이론과실제, 고급집단 상담연구, 
기독교상담세미나, 
고급심리검사연구, 청소년문제와 상담

임상
심리사 
과목

고급심리통계, 고급발달심리, 고급심리치료연구, 
고급상담연구방법론, 고급성격심리, 
노인심리치료,고급성심리학, 고급측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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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강해(Biblical Exposition)

  신약과 구약, 설교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약학(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본적인 성서언어와 고대 근동어를 연구하고 성경주석과 구약역사 및 신학방법론, 구

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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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할 수 있는 

신약성서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기독교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학문으로 신학의 정수에 해당한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 실제 목회와 성서탐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이

다.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기독교 전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 그리고 사상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학술영역

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 배여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지하며,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

관을 배양하고자 한다.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신학적 성찰과 실천이라는 교회의 두 영역의 연계를 통해 교회가 속한 현실 속에서 실제적 분야에 대한 신학적, 목양적 

실제의 주제들에 대한 원리와 실제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교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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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상담심리학(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기독교사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기법을 연구하고, 밀알정신

에 입각한 신앙과 전문이론, 실습을 겸비한 전문적이고 유능한 기독교상담자를 육성한다.

◎ 일반대학원 신학과 세부전략

 □  학위수여과정의 합리화와 지도 관리강화 
    - 입학 시 지도교수 선택제 운영
    - 정기적인 콜로키움을 통한 논문지도의 내실화
    - 각 전공에 따라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석사 2인, 박사 3인 교수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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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선교사 ․ 교회 등의 목회기관 사역

◎ 기타

※ 강의일시 : 매주 월요일 주간(1일 수업)
※ 장학제도

1. 신학연구 장학 : 매학기 일정액(석사 40만원, 박사 50만원) 지급
2. 동문입학 장학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 238 -

일반대학원(간호학과)
◎ 교육의 목적과 개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 첫째, 전문화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체계를 형성한다.
- 둘째,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 셋째, 간호전문인으로서 리더십 전략을 개발하고 발휘한다.

◎ 학위과정

◎ 교육과정
1) 이수학점

구 분 수업연한 이수학점 세부전공

학기제 석사과정(M.SN.) 2년 과정(4학기제)

논문
작성자

30
․ 간호관리학
․ 성인간호학
․ 아동간호학
․ 여성건강간호학
․ 정신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비논문자 33

졸업이수
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고

논문작성자 30

1. 공통필수
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4. 경건훈련

6학점
9학점
15학점
P/NP

논문(학위논문세미나)(3) 포함. 

비논문자 33

1. 공통필수
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4. 경건훈련

3학점
9학점
21학점
P/NP

논문(학위논문세미나)(3)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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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내용

공통필수(6) 전공필수(9) 전공선택

기독교기초이해
학위논문세미나

경건훈련 밀알훈련

간호이론
간호연구
통계학

성인간호학
간호상담론
영성과건강

상급건강사정
간호지도자론

근거기반간호실무
국제보건정책

생명윤리와간호
전문직업론

보건정책과간호
건강증진론
다문화간호
간호정보학

만성질환자관리
임상생리학
임상약리학

※ 모든 과목은 3학점임 
※ 경건훈련, 밀알훈련은 P/NP
※ 논문 미작성자는 학위논문세미나는 제외하고 6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3) 세부운영
   - 간호학 석사를 취득하려면 총 30학점 이상 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 
   - 21학점은 본 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과목(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Ⅰ 6학점, 학위논문세미나 3학점)
   - 공통필수(기독교 기초이해 3학점)는 반드시 이수 
   - 전공선택Ⅰ(영성과건강, 근거기반간호실무, 상급건강사정, 간호지도자론, 생명윤리와간호, 국제보건정책) 중 2과목 
     반드시 이수  
   - 전공세미나는 2학기, 학위논문세미나는 4학기에 신청
   - 학기당 수업은 전일학생(full-time student)인 경우 12학점까지, 전일학생이 아닌 경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선수과목은 별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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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상세안내              

간호관리학(Nursing management)
간호조직의 혁신과 성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이론과 연구를 수행하고 리더십을 발휘한
다.

성인간호학(Medical & Surgical nursing)
성인의 내외과적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성인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아동간호학(Child health nursing)
아동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여성건강간호학(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여성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건강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정신간호학(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대상자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정신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역사회간호학(Community health nursing)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고 관련 건강문제와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간호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종합시험
   1) 응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해당 학기 재학 중인 자
    - 공통 및 전공필수 15학점을 포함한 17학점을 이수(당해학기 수강학점도 이수학점에 포함)
    - 영어시험에 합격한자(대학원 규정 51조 적용) 
   
   2) 시기 및 과목
    - 시기 : 년 2회 실시(4월, 9월)

    - 시험과목 : 간호이론, 간호연구, 선택과목(1)

    - 합격기준 : 80점/100점 이상
    - 기타 : 응시과목 중 불합격 과목이 1과목일 때는 불합격 과목만 2년 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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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및 논문지도교수 신청
  1) 학사 지도교수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까지 대학원 주임교수가 학사 지도교수를 담당한다.
  2) 논문 지도교수
   1학기말에 원생은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님께 제출하며(대학원 제출은 3월과 9월). 원생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한 후 원생 및 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원생의 
학사지도도 겸하게 된다. 단, 교수별 최대 연 4명 이하로 정한다. 

◎ 학위논문
1) 논문계획서 제출 : 직전학기까지 다음요건을 갖춘 대학원생은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⑴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자
⑵ 총 평점 평균 3.0 이상
⑶ 27학점 이상 이수한자(당해학기 수강학점도 이수학점에 포함)
⑷ 휴학 학기에는 논문계획서 제출불가

2) 학위논문작성
⑴ 논문계획서 승인을 받은 학생은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⑵ 논문심사 : IRB 승인을 득한 논문에 한해 자료수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예비심사 :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을 포함한 연구계획과 결과에 대해 원고로 심사(4월, 10월)
  ② 본 심사(내용심사, 구두심사) :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전체 내용을 제본된 논문으로 심사
    (6월, 12월)
⑶ 논문심사위원 선정 : 심사위원은 3명이며, 이중 1명까지는 타 기관에 소속된 외부위원을 초빙할 수 있으
며, 외부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 한다.
⑷ 논문제출시한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이어야 한다.
⑸ 논문심사위원 변동 시 대학원위원회에 변경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대학원위원회는 요청서를 검
토하여 결정된 내용을 원생 및 교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⑹ 논문 심사의결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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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진로

본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를 졸업 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무,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
당하며 건강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교육 : 간호대학 임상교수, 보건계열 전공교수
  · 연구원 : 임상간호연구원, 공공 및 민간 보건기관 연구원
  · 임상분야 : 간호관리자, 상급간호실무자, 병원행정가
  · 행정가 : 보건간호분야 행정가, 정책전문가, 건강산업 관련 간호사
  · 간호경영자 : 시설 및 공공의료기관

◎ 기타

구분 내용

학기제  2년 과정(4학기제)

강의일시

 1. 매주 목요일 야간, 금요일 주․야간 수업
 2. 목요일 : 1교시 18:40 ~ 21:10
    금요일 : 1교시 13:30~16:00, 2교시 16:15~18:45, 3교시 19:00~21:30
 3. 채플 : (목)18:00 ~ 18:30/갈멜관 305호, (금)12:00~12:30/로고스 홀

장학제도

1. 간호연구장학 : 간호학 전공자에게 매학기 일정액 지급
2. 법인장학 : 임상실습 협약기관 근무자에게 일정액 지급
3. 외부장학 : 기부자 의사에 따라 간호학 전공자에게 일정액 지급
4. 동문입학 장학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5. 교직원·법인직원 장학
6. 가족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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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
◎ 교육의 목적과 개요
1) 교육 목적 : 지식의 전수와 함께 합리적인 지식의 창출 및 응용능력 함양을 통한 성서에 대한 명철한 분
석 및 종합능력과 창의적 적용능력을  갖춘 목회자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목표로 한다. 
 2). 특성화 전략 
  가. 전략의 방향 : 성경강해(Bible Exposition)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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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3년 야간과정(6학기제)

◎ 교육과정 체계

졸업이수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 고

102
1. 공통필수
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10 학점
 80 학점
 12 학점 이상 

- 헬라어, 히브리어 교과목 면제자는 
전공필수 72학점, 전공선택 20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 19학점(경건훈련 1학점 포함), 고전어언어 대상자는 21학점까지 이수 가능함. 목회
실습(1,2): 비교과 프로그램(각 1학점씩, 총 2학점) - 최대 이수학점에서 초과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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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1)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전공필수 (90학점)

학년
/

학기

공통필수
(10)

성서주석(36) 이론신학(18) 성서적용(18)
선택필수(8) 계

구약(18) 신약(18) 조직(10) 역사(8)
목회와

설교(10)
실천신학

(8)

1/1

경건훈련
(1학점)

신학과 일립
(2학점)

구약석의방법론
(3학점)

신약석의방법론
(3학점)

신론
(2학점)

초대교회사
(2학점)

헬라어1
(2학점)

15

1/2

경건훈련
(1학점)

연구방법론
(2학점)

모세오경주해
(3학점)

마태복음주해
(3학점)

기독론
(2학점)

종교개혁사
(2학점)

헬라어2
(2학점)

15

2/1
경건훈련
(1학점)

역사서주해
(3학점)

누가복음주해(3
학점)

성령론
(2학점)

근현대교회사
(2학점)

목회실습1
(1학점)

강해설교1
(2학점)

히브리어1
(2학점)

16

2/2
경건훈련
(1학점)

대선지서주해
(3학점)

로마서주해
(3학점)

교회론
(2학점)

한국교회사
(2학점)

목회실습2
(1학점)

강해설교2
(2학점)

히브리어2
(2학점)

16

3/1
경건훈련
(1학점)

소선지서주해
(3학점)

고린도전서
주해

(3학점)

기독교
윤리학
(2학점)

강해설교3
(2학점)

기독교교육의
이론과실제

(2학점) 
전도이론과

실제
(2학점)

15

3/2
경건훈련
(1학점)

시가서주해
(3학점)

요한복음주해
(3학점)

강해설교4
(2학점)

목회학총론
(2학점)

선교학총론
(2학점)

13

소계 10 18 18 10 8 10 8 8 90

 * 매학기 경건훈련(밀알훈련 포함) P/NP 여부에 따라 1학점씩 부여
 * 학부성적 B학점 이상 이수자 : 고전어언어(헬라어1,2/히브리어1,2) 면제
 * 학부 동문졸업자 “신학과 일립” 교과목 면제
 * 목회실습 1,2 : 학년구분 없이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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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전공선택 (12-22학점)

성서주석 이론신학 성서적용

구약 신약 조직 역사 실천신학

구약총론
레위기주해
에스겔주해
신명기주해
역대기주해

아모스,호세아주해
요나,미가서주해

시편주해
예레미야주해
이사야주해
창세기주해

신약총론
마가복음주해

요한계시록주해
히브리서주해
목회서신주해
옥중서신주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후서주해
해석학총론

인간론
종말론

현대신학의이해
기독교변증학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상사
복음주의연구

한국교회신학사상사
조나단애드워즈신학

청교도신학
중세교회사

신구약 설교연구
현대설교자 연구

예배학
목회리더십
목회상담학
영성신학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 교수법

기독교학교교육
기독교적가정교육

현대선교신학
교회개척과 성장

이슬람연구
타문화권커뮤니케이션

평신도사역론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교회행정

* 고전어 면제자는 20학점 수강 가능. 학부 동문 졸업자는 2학점 추가 수강 가능.
* 졸업논문(선택)을 쓸 경우 전공선택(논문세미나) 6학점 인정.

◎ 졸업 후 진로

본 대학원에서 초교파 복음주의로 훈련받은 후에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와 선교단체, 여러 
기독교단체 등에서 교역자 및 전문가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 교회 목회자, 부흥사,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 기독교 문화사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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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구  분 내   용
학기제 3년 과정(6학기제)

강의일시 매주 월, 화, 목 야간

장학제도

1. 신학연구장학 : 매학기 40만원 지급
2. 동문입학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3. 성적장학 :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4. 선교단체간사 장학 : 매학기 등록금 30% 지급

자격정보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취득한 뒤에 소정의 시험을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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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파 독립교단과 성서선교회 등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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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 목적과 개요

◎ 세부 전공 및 영역

본 사회복지대학원은 사례관리·상담, 노인보건·복지 및 전문사회복지실천의 세부 전공을  두고 있으며 전공별 교육목표는 다음
과 같다.
1. 사례관리·상담학
사례관리·상담 전공에서는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화 되어가는 개인 및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례관리 및 상담
분야 이론과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례관리·상담 현장실무형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노인보건·복지학  
노인보건·복지 전공에서는 다양한 노인관련 문제 및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 대책,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노인보건·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3. 전문사회복지실천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에서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지식·기술·
태도를 겸비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교육과정
 1) 총 이수학점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지식과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실천 능력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사회복지 학문의 연구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 공 
졸업

이수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  고

사례관리·상담학

29

 1. 공통필수
 2. 전공필수
 3. 전공선택
 4. 논문학점

  2 학점
  3 학점
 18 학점 이상
  6 학점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전공선택 II 모든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논문 작성자는 논문학점
(논문세미나 I, II)을 이수해야 함
- 비논문자는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함

노인보건·복지학

전문
사회복지실천

 1. 공통필수
 2. 전공과목
 3. 논문학점

  2 학점
 21 학점 이상
  6 학점

- 전문사회복지실천은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 선택 가능함
- 논문 작성자는 논문학점
(논문세미나 I, II)을 이수해야 함
- 비논문자는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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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수구분별 교육과정
 

◎ 졸업 후 진로

본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하면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 알의 밀알로서 충실한 섬김의 일꾼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사회복지 실천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다.

❍ 사례관리·상담 전공: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 상담소, 상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교육복지센
터 등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 및 그들 가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 및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 노인보건·복지 전공: 졸업 후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보호기관, 치매지원센터, 노인전문병원 등 실천현장에서 
노인 및 그들 가족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노인보건·복지 영역의 현장실무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 전문사회복지실천 전공: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주요 이슈에 대한 
실제적 대안들을 제안·적용할 수 있는 전문이론 및 행정 능력을 겸비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분류 사례관리·상담학 노인보건·복지학
전문사회복지

실천

공통필수 (2학점) 기독교 기초의 이해(2학점), 밀알훈련(P/F)

전공필수
(3학점)

사회복지상담/
사례관리세미나 중 택1

노인복지연구/
노인보건과 장기요양 중 택1

- 논문작성자 : 
21학점 이상+
논문세미나Ⅰ, Ⅱ

- 비논문자 : 
27학점 이상

전공선택I

정신건강연구
심리검사와 측정
사례관리와 커뮤니티실천
가족상담 및 치료

고령사회이슈세미나
노인복지시설경영론
은퇴와 노후생애설계
치매노인케어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연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자원봉
사론, 사회문제세미나, 가족복지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다문화사회복지론, 
노인심리와 상담, 사회자본과 네트워킹, 위기개입연구, 기독교사회복지론, 인
지행동치료와 코칭상담, 연구논문작성법, 논문세미나Ⅰ,Ⅱ

전공선택Ⅱ
사회복지실천세미나, 사회복지실천기술세미나, 사회복지정책세미나, 사회복지
행정세미나, 사회복지조사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



- 249 -

◎ 기타

구  분 내  용

학기제 2년 과정 (4학기제)

강의일시 매주 월, 목요일 야간

장학제도

1. 대학원 신입생 장학 : 1학기차 등록금 50% 지급
2. 대학원 재학생 장학 : 2~4학기 차 등록금 20% 지급
3. 성적 장학 : 매 학기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
4. LOVE & ACTS 장학 
5. 선교단체 간사 장학 : 매 학기 등록금 30% 지급
6. 동문입학 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자격정보
1. 학부 비전공자 학위취득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부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 부여
2. 각 전공(사례관리·상담, 노인보건·복지, 전문사회복지실천)별 총장 명의 이수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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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학원
◎ 세부 전공 및 영역

◎ 교육과정
 1) 이수학점

전 공  졸업이수
 학점 교과목 구분 학 점 비 고

보육학

36

 1. 공통필수
 2. 전공과목
 3. 논문학점

  2 학점
 28학점이상
  6 학점  - 비논문자는 논문대신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특수보육학
 1. 공통필수
 2. 전공과목
 3. 논문학점

  2 학점
 28 학점이상
  6 학점

* 매학기 최대 이수학점 : 12학점
2) 교육과정

학기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보육학전공 특수보육학

1 영유아 발달 
세미나

교육사회학(교직)
영유아예술교육론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특수아통합및보육세미나

<보육학>
  첫째, 희생과 봉사의 자질을 갖춘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보육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

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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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색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보육전문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최선의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공 이론에 대한 심화된 전문지식을 연마하여 보육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수월성을 함

양하도록 한다. 
  다섯째, 보육프로그램 개발 능력, 학습자에 적합한 교수방법 적용능력,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능력 등을 

겸비한 실천적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특수보육학>
  첫째, 장애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영유아의 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을 개발, 

시행하고,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을 수행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다. 
  둘째, 통합 상황에서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및 교수,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주도 

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 증진한다. 
  셋째, 장애아통합의 현장 및 실제를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연구 및 학문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 증진한다. 
  넷째, 장애아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등의 개혁과 개선을 위한 질 높은 교육담화를 주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태도와 능

력을 개발,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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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세미나1 : 3학기, 논문세미나2 : 4학기
 * 전공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전체 3학점
 * 교직 과목은 2학점

◎ 전공 상세안내

 보육대학원은 보육학과 특수보육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기에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필수 과목은 공통(월요
일)으로 개설되나 전공 선택 과목은 각 전공별로 개설된다(보육은 화요일, 특수보육은 목요일). 보육학은 보육의 기초 이론
과 실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최근 동향과 현장의 개선을 위한 담론이 주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수보육학은 장애영유아의 
통합보육을 위한 특수교육이론과 실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특히 시대적 요청에 따른 장애통합보육의 정책과 이에 상응하는 
현장의 적용대안들을 논의한다.  

◎ 졸업 후 진로

 한 알의 밀알로서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섬김의 일꾼이 되어 영유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다. 
보육대학원에서 전문성을 쌓으면 전문 인력이 요구되는 보육현장에서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교회학교 영유치부에
서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도 있다. 
· 어린이집 원장/ 장애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방과후 교실 교사/ 장애 방과후 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특수 전문요원
· 교회학교 영유치부 사역자/ 장애인부 사역자

영유아교사교육론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2 기독교 기초의 이해
(2학점)

교육학개론(교직)
부모및가족지원세미나
영유아건강과안전교육

영아보육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행동지도
청각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3
영유아

보육학의
이해

생활지도와 상담(교직)
교직실무(교직)

연구방법론
영유아언어및문학교육론

특수아진단및평가
연구방법론

자폐스팩트럼장애아교육
특수아동지도

학습장애아교육

4

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직)
놀이지도세미나

영유아사회정서발달과교육
보육과정연구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특수아상담및가족지원

정신지체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장애통합보육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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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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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인    강우정 총장
 발 행 처    한국성서대학교 기획실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 (02)950-5401 
 발 행 일    2021년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