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
Academic Career 개발

센트럴 한국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seeking God) 교회를 세우며 (shaping church) 인류에
봉사하도록 (serving humanity)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탁월한 리더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센트럴에는 기존의 학력에 상관없이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 탁월한 사역자로 교회를 섬길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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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ploma 과정과 진학
디플로마 과정은 평신도 혹은 아직 신앙의 연륜이 깊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평신도
리더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BC Diploma (성경과 문화과정)은 성경, 미국문화, 다음세대와의
소통능력을 가진 교회리더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ML Diploma 과정은 학사 학위는 없지만 신앙적
연륜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 혹은 목회자를 소망하는 사역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디플로마
과정은 48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년간의 과정을 통해 수료하게 됩니다.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진학하여 학문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A. BC Diploma
1) 학사학위소지자: 학사학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성경과문화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MDiv
(목회신학석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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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사학위 미소지자: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는 ML Diploma 과정으로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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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L Diploma 과정의 학생은 수료 후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MDiv 정원의 15%에 한해
석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MDiv 과정의 진학을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하며, 교수
3 분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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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PT1
1) 학사학위 소지자로 성경과 문화 과정을 수료하고, MDiv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은 MDiv 수업
전에 1 년간의 OPT 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학사학위 미소지자로 성경과문화 과정을 수료하고, ML Diploma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ML
Diploma 를 마치고 OPT 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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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으로 졸업후 학과공부와 연관된 분야에서 실무경력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 모두 12 개월의 OPT (실무훈련)기간을 가질 수 있다. 단, OPT 는
같은 수준의 학위과정 후 1 번만 허용된다 (예 디플로마 후 1 번, 석사 후 1 번, 박사 후 1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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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사과정과 진학
센트럴 신학대학원 한국부의 프로그램의 핵심에 있는 것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MDiv 프로그램입니다.
A. MDiv 프로그램은 75 학점을 이수하며, 보통 4 년에 걸쳐서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목사안수를 받고, 지역교회의 목회자, 선교사, 혹은 기독교 관련 기관에서 사역을
합니다. F-1 학생은 MDiv 를 졸업한 후 1 년간의 OPT 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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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 in Missional Churches
캔자스주 샤니 캠퍼스 본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MDiv 과정 후 24 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선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박사과정의 미셔널처치 전공을 위한 좋은 준비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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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사과정과 CPT2
센트럴의 목회학박사(DMin) 과정은 미셔널 처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교적교회의 차원에서
역량있는 목회를 위해서 MDiv 학위 후 3 년간의 목회경력이 있어야 이 과정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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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목회경력 이외의 사역으로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증명된 사람에 대해 목회학 박사과정 정원의
20%이내에서 학교의 심사를 거쳐 목회학박사과정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목회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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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는 Curriculum Practial Training 의 약자로서, 재학중에 본인이 공부하는 전공과 관련된 인턴쉽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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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목회적 배경을 가지고 심도깊은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에, 학교는 학업 중 사역현장 경험을
계속 연마할 수 있도록 CPT 프로그램을 박사과정 중 제공합니다. 또한 DMin 을 졸업한 이후에는
1 년간의 OPT 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센트럴 한국부와 함께 하나님나라를 꿈꾸십시오.

기존의 학문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명이 있다면, 디플로마,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목회와 사역을 위한 깊은 학문적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센트럴 한국부가 제공합니다.
센트럴은 파격적인 장학제도, 학생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수업 스케쥴과 더불어 누구든지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학교입니다. 센트럴 한국부에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며 목회와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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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문적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상담
진학 및 OPT 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ks@cbts.edu, 913-667-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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