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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of Divinity (MDiv) Curriculum 

목회학 석사 커리큘럼 
 

목적 (Purpose): 목회학 석사과정은 기독교 사역의 전통적 구조와 영역 안팎에서 섬길 수 있는 혁신적 지도자를 키우고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4 년 과정으로 75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1 년 2 학기제로 운영된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출석수업, 혹은 이 

두가지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F-1 학생의 경우 매학기 9 학점을 이수해야 풀타임 학생의 자격이 유지된다.   
 

학습목표 (Learning Outcomes):  

1) 인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데 필요한 석사 수준의 역량을 보여준다 (해석). 

2) 사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 영적인 헌신과 사역적 전문성을 통해 영적 자기인식과 성숙을 보여준다 (형성). 

3)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신앙 전통을 적절하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여준다 (상황화). 

4) 리더십과 사역실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확장하기 위해 해석, 상황화, 형성 영역을 통해 얻은 사역기술과 역량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 

 

 

*MDiv 커리큘럼 (졸업이수학점 75 학점 [필수 66 학점 (22 과목/각 3 학점) + 선택 9 학점 (3~4 과목]) 

• KI-IN511 성서배경연구 Foundations for the Bible: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terpretation 

해석 

• KI-HB511 구약 I Hebrew Bible I 

• KI-HB512 구약 II Hebrew Bible II  

• KI-NT521 신약 I New Testament I 

• KI-NT522 신약 II New Testament II 

• KI-IN501 성경 해석학 Biblical Interpretation  

• KF-FM501 신학연구서론 Foundations for Seminary Studies 

 
Formation 

형성 

• KF-TH511 조직신학 I Theological Foundations I 

• KF-TH512 조직신학 II Theological Foundations II  

• KF-ET501 기독교 윤리와 일 신학 Christian Ethics and Work Theology 

• KC-CH501 교회사 I Christian Heritage I 

 
Contextualization 

상황화 

• KC-CH502 교회사 II Christian Heritage II 

• KC-MS511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 KC-LD521 사역 혁신과 리더십 Ministry Leadership & Innovation 

• KC-JP501 정의와 평화 사역 Justice and Peace for All 

목회적 리더 트랙 사회적 리더 트랙 

2 개의 

트랙 중 

택일 
Performance 

실행 

• KP-PL511 
Homiletics  

설교학 
• KP-SL511 

Foundations of Social Ministry 

사회적 사역 기초 

• KP-PL512 
Preaching Practices 

설교실습  
• KP-SL512 

Practices of Social Ministry 

사회적 사역 실제 

• KP-PL521 
Worship Design  

예배 디자인 
• KP-SL521 

Social Ministry Design  

사역 디자인 

• KI-CE501 Contextual Engagement: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 KF-CE511 Contextual Engagement: Caring Ministry 돌봄과 상담 사역 

• KC-CE521 Contextual Engagement: Community Outreach 공동체 돌봄과 봉사사역 

• KP-CE531 Contextual Engagement: Capstone 졸업작품 

*선택과목 (9 학점): 성서원어/성지순례/성서관련 과목 및 교육, 문화, 역사, 사역 관련 실천신학 과목 등등 선택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