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큘럼 안내 – 신학 석사 (기독교사역 트랙)
Master of Arts in Missional Church Studies (M.A.M.C.S.)
➢ 목적 Purpose
MAMCS 프로그램은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면서 이를 통해 현시대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사역을 이끌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
사역과 평신도 사역에 필요한 사역의 원리와 기술을 다루도록 디자인되었다.

➢ 목표 Goals
1) 학생은 기독교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신학적, 상황적, 실제적 토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학생은 기독교 사역의 토대를 제공하는 관련 학문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3) 학생은 기독교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4) 학생은 기독교 사역을 이끌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영적 훈련들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

➢ 학습결과 Learning Outcomes
1) 학생은 기독교 사역을 위한 적절한 신학적, 상황적, 실제적 이해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학생은 다양한 학문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역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3) 학생은 도시 및 이민 상황 속에 있는 다양한 그룹들의 필요와 관점을 적절히 고려한 사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얻을 수 있다.
4) 학생은 개인적, 영적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성장에 헌신할 수 있다.
5) 학생은 지역 교회나 지역의 기관들 속에서 실제적인 사역 경험을 할 수 있다.

➢ 지역과 학업기간 Location and Duration
MAMCS 프로그램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겸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개설한다. 이 과정은 졸업을 위해
총 36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소요기간은 2 년이다 (F-1 학생 기준으로 학기당 9 학점, 4 학기)

➢ 커리큘럼 Curriculum Requirements

Courses

Cr.

Learning Outcomes

MCM501 기독교 사역의 기초

4

#1, #4

MCM502 사역 상황 이해

4

#1, #2

MCM503 선교적 리더십

4

#3, #4

MCM504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코칭

4

#2, #4

MCM505 세계 종교와 선교

4

#1, #2

MCM506 교육 사역과 주요 쟁점

4

#1, #2

MCM507 상담 사역과 주요 쟁점
MCM508 사역 디자인

4
4

#1, #2
#2, #3

MCM509 사역 실습 (1 credit x 4 sem.)

4

#5

TOTAL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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