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ter of Divinity/목회학석사(MDiv)과정- 한국어과정 
 

 소개 

목회학석사(MDiv)과정은 3년 과정으로서 특별히 목회사역과 기타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다양한 기독교 사역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목회학석사과정의 주요 특징은 원어(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서 주해와 

함께 성서적, 신학적, 실천적 영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목회학석사과정은 

신학석사(ThM) 또는 철학박사(PhD)/신학박사(ThD)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수업연한 3년 재학연한 5년 

졸업이수학점 85학점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최대 17학점 (단, 추가등록금 납부시 최대 3학점까지 초과신청 가능) 

수업일정 

o 월: 오후 5-9:30 LMS (사전녹화강의) or ZOOM(실시간화상강의) 

o 화, 목: 오후 4~10시,  

o 선택과목은 이 외의 요일/시간에도 개설됨 

*방학 중 모줄라 수업 있음 

졸업요건 

1. 총 85학점 이수(68공통 필수, 14트랙 필수 및 3선택 이수), 

전 학년 평점평균(GPA) 2.0 이상 

2. 수업연한 전학기 채플 이수 

3. 성경시험 통과  

4. 학생수련회 6학기 참석 

 

 

* 모줄라 수업은 방학 중에 개설되는 단기간 집중강의로서 보통 2 학점에 해당하는 선택과목으로 

개설됩니다. 모줄라 학점은 봄/가을학기 수강학점에 포함됩니다.  



 

▶ 공통 필수 (총 68학점)                                   *표시된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음  

공통 필수 과목 (학점) 개설시기 

General   

GI1101 신학 입문과 글쓰기 (2) 1-1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3-1 

3-2 

Old Testament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1-2 

OT1101 구약개론 (3) 1-1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2-1 

OT1103 구약강해 (3)  2-2 

New Testament  

NT1100 성서 헬라어 (4) 1-1 

NT1101 신약개론 (3) 1-2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1-2 

NT1103 신약강해 (3)  2-1 

Church History  

CH1101 세계교회사 I (3) 1-1 

CH1102 세계교회사 II (3) 1-2 

Systematic Theology  

ST1101 조직신학 I (2) 1-2 

ST1102 조직신학 II (3)* 2-1 

ST1103 조직신학 III (3)* 2-2 

ST1104 기독교윤리 (3)* 3-1 

Practical Theology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2-1 

PT1102 성경적 설교 (2) 2-2 

PT1104 영성형성 (2) 1-1 

PT1191-4 목회형성멘토링 I-IV (0.5 each) 1-1~2-2 

Mission & Intercultural Studies  

MI1101 선교학개론 (3) 2-2 

MI1324  선교적 교회개척 (3) *선교 인턴십으로 대체될 수 있음 3-2 

Christian Counseling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3-1 

Christian Education  

CE1101 교육목회 (3) 3-2 

총 이수학점 68 

 

 



▶ 선택과목 ( 17학점)  

*선택과목 중 17학점 이상 수강하십시오.  

*학과사정에 따라 개설과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목코드 과목명 개설학기 

BS1101 성서신학(2) Fall 

CC1510 사역자를 위한 관계 및 소통기술(2) Fall 

CE6516 어린이 사역(2) Spring 

CE6517 청소년 사역(2) Spring 

CH1103 아시아교회사 (2) Spring 

CH1104 한국교회사 (2) Fall 

CH1402 역사신학(2) Spring 

MI1301 복음과 문화 (2) Fall 

MI1303 복음과 신흥종교 운동 (2) Fall 

MI1311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 (2) Spring 

MI1317 이슬람 선교의 이해(2) Spring 

MI1318 일터신학(2) Spring 

MI1322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선교(2) Fall 

NT1401 헬라어 강독(2) Fall 

NT1402 신약석의(3) Spring 

OT1401 히브리어강독 (2) Spring 

OT1402 구약석의(3) Fall 

PT1106 미디어 사역(2) Spring 

PT1201 영성형성과 사역 (2) Fall 

PT1202 설교실습 I(2) Spring 

PT1203 구약설교 (2) Spring 

PT1204 예배음악의 이해(2) Spring 

PT1402 예배를 위한 피아노/오르간 반주법(2) Fall 

PT1406 찬송가학(2) Fall 

PT1410 서구의 복음주의 설교자 연구(2) Fall 

PT1502 교회음악 연주와 적용 I(2) Spring 

PT1502 교회음악 연주와 적용 II(2) Fall 

PT5710 찬양대 I(1) Spring 

PT5711 찬양대 II(1) Fall 

PT5712 찬양대 III(1) Spring 



 

PT5713 찬양대 IV(1) Fall 

ST1401 변증학(2) Fall 

ST1402 역사신학 (2) Spring 

 

 

 

 

NOTE-1] 선수과목 안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다음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OT] 성서 히브리어 (4)  구약석의 방법론 (2)  구약석의 (3)  

 [OT] 성서 히브리어 (4)  히브리어 강독 (2) 

 [NT] 성서 헬라어 (4)  신약석의 방법론 (2)  신약석의 (3) 

 [NT] 성서 헬라어 (4)  헬라어 강독 (2) 

 [BS] 구약개론 (3)과 신약개론 (3)  성서신학 (2) 

 [CH] 세계교회사 I (3) 또는 세계교회사 II (3)  아시아교회사 (2) 또는 한국교회사 (2) 

 [ST] 조직신학 I (2)  조직신학 II (3)과 조직신학 III (3)  기독교윤리 (3) 

 [MI] 선교학개론 (3)  선교적 교회개척 (3) 

 [PT] 성경적설교 (2)  설교실습 (2) 

 [GI] 목회형성멘토링 I-IV (0.5 each)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II (2) 

 



 K MDiv 한국어 목회학석사 (필수 68학점 + 선택 17학점)
Example P-1)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NT1101 신약개론 (3)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1.5 학점) 4학기 (11.5 학점)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PT1102 성경적 설교 (2)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선택과목 중 1-2과목 수강 선택과목 중 1-2과목 수강 

5학기 (8학점) 6학기 (8학점)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MI1324 선교적 교회개척 

CE1101 교육목회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선택과목 중 2-3과목 수강 선택과목 중 2-3과목 수강 



 [NOTE-2] 기독교학교국제연맹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기독교학교전문교사자격증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

본교 한국어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은 2015년부터 본교의 기독교학교 전문교사자격증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ttgu.ac.kr/index.php?mid=board_YHcl6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교 기독교교육센터(TTCEM)를 통해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다음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교육 관련 총 2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과목명[학점] 개설시기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3]: 3학년 필수 과목 2023-1, 2024-1, 2025-1 

CE1101교육목회[3]: 3학년 필수 과목 2023-2, 2024-2, 2025-2 

ED5010 기독교 교육철학[3] 2023-2, 2026-1 

ED6050 교육과정과 평가[3] 2024-1, 2026-2 

ED6040 교수학습이론과 실제[3] 2024-2, 2027-1 

ED5030 발달심리학[3] 2025-1, 2027-2 

CE6423 교수법[3] 2023-1, 2025-2 

(3) ED6513 교육현장실습 I [0]과 ED6524 교육현장실습 II [1]을 이수해야 합니다. ED6513

교육현장실습 I [0] 은 매년 여름방학(영어반)과 겨울방학(한국어반) 중 개설되며, ED6524

교육현장실습 II [1]는 매년 여름방학(한국어 & 영어 합반)과 가을학기 학기중(한국어 & 영

합반)에 개설됩니다.

(4) 기독교학교교육 철학 관련 강의 영상 시청 및 토의 시간에 참여하여야 하며, 필독서

5권에 대한 서평과 교육철학 에세이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CSI교사자격증신청서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o 특별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ACSI과목들은 5학기 주기로 개설되지만, 매 학기 영어로 개설되는 동일한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ACSI과목과 목회학석사과정 과목의 수업시간이 겹칠 수도 있고, 그 밖에 개인 사정

때문에 ACSI 과목을 수업연한(3년) 내에 다 수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선

목회학석사과정을 졸업하고 그 후에 나머지 ACSI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교과과정 (최종수정일: 2023. 1. 19.)

http://www.ttgu.ac.kr/index.php?mid=board_YHcl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