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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큘럼 안내 – 기독교상담학 석사 과정 
Master of Christian Care and Counseling (M.C.C.C.) 

과정 개요 Description 

기독교상담학은 36 학점 석사 학위로, 채플린, 코칭, 상담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독교 돌봄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MCCC is a 36-credit master’s degree that 

provides students with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specialize in Christian care and counseling in a 
variety of settings such as chaplaincy, coaching, and counseling.  
 

목적 Purpose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효과적인 상담이론과 기술을 제공하여 유능한 기독교 상담자를 준비, 훈련 및 

육성한다. To prepare, train, and nurture competent Christian caregivers and counselors by providing effective 

helping theories and skills necessary for diverse contexts. 
 

프로그램 목표 Program Goals 

1. To help students develop a firm theological foundation as Christian caregivers (theological base) 

학생들이 기독교 상담자로서 확고한 신학적 기반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해 (신학 기반) 

2. To enable students to develop personal integrity and spiritual maturity foundational for competent 

caregivers, coaches, and counselors (formation base) 학생들이 유능한 돌봄자, 코치, 및 

상담자로서의 기초가 되는 개인적 성실성과 영적 성숙을 개발하기 위해 (형성 기반) 

3. To aid students to gain understanding of relational and cultural contexts of helping ministries 

(knowledge base) 학생들이 상담사역의 관계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 기반) 

4. To empower students with interpersonal and caregiving competency to be servant leaders in a variety 

of relevant ministry settings (leadership base) 다양한 관련 사역 환경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한 

대인 관계 및 돌봄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 (지도력 기반)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s 

As students complete the degree, they will be able to: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articulate appropriate theological, contextu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s of Christian ministries. 

기독교 사역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상황적, 실천적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2. demonstrate knowledge of helping theories and skills fundamental for a variety of ministry settings. 

다양한 사역 환경에서 근본이 되는 상담 이론과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3. demonstrate the ability to integrate theological tenets with helping ministry skills in giving care and 

counseling. 돌봄과 상담을 제공하는 사역 기술을 신학적 원리와 통합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4. demonstrate the ability to engage in competent care for those seeking guidance and healing. 지도와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돌봄을 유능하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5. demonstrates commitment to continuing growth in personal and spiritual maturity. 개인적, 영적 

성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함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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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Curriculum 

Religious Heritage & Formation (9cr)  

MCC5011 Care and Counseling in Multicultural Contexts (3cr) 다문화상황에서의 돌봄과 상담 

MCC5021 Theology and Caring Ministry (3cr) 신학과 돌봄사역 

MCC5031 Helping Relationship: Identity, Ethics, and Process (3cr) 돌봄관계: 정체성, 윤리, 상담과정 

 

Counseling Theories (12cr) 

MCC521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3cr) 성장발달이론 

MCC522 Personality Theories and Psychotherapy (3cr) 성격이론과 심리치료 

MCC523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3cr) 결혼과 가족상담 

MCC524 Counseling Theories (3cr) 상담이론 특강 

 

Cultural Context & Leadership (9cr)  

MCC5111 Theories and Skills for Coaching (3cr) 코칭의 이론과 실제 

MCC5121 Counseling Skills and Techniques (3cr) 상담의 실제와 방법론 

MCC5141 Theories and Skills for Chaplaincy (3cr) 채플린사역의 이론과 실제 

 

Practicum and Internship (6cr) * 

MCC531 Supervised Internship I (3cr) 현장실습 I 

MCC532 Supervised Internship II (3cr) 현장실습 II 

* 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 (6cr) (3cr/CPE) (2 units of CPE may meet the internsh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