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ster of Divinity/목회학석사(MDiv)과정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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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B. 목회학석사과정(한국어과정) 

한국어 목회학석사과정 역시 [트랙 P: 목회사역 집중과정], [트랙 M: 선교와 문화 집중과정], 

[트랙 S: 성서/신학연구 집중과정]이 있습니다. 3학기 시작 전에 본인의 트랙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며, 트랙별 커리큘럼에 따라 학업을 진행합니다. 트랙을 변경할 경우에는 

졸업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수업연한 3년 재학연한 5년 

졸업이수학점 8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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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및 트랙 

 Track P: 목회사역 집중과정 

 Track M: 선교와 문화 집중과정 

 Track S: 성서/신학연구 집중과정  

수업일정 

 월: 오전 9:10~오후 5:30  

 화, 목: 오후 4~10시,  

 토 오전 9:10~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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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경읽기 4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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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3-2 

Old Testament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1-2 

OT1101 구약개론 (3) 1-1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2-1 

OT1103/4 구약강해 (3)  2-2 

New Testament  

NT1100 성서 헬라어 (4) 1-1 

NT1101 신약개론 (3) 1-2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1-2 

NT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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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0.5) 1-1~2-2 

Mission & Intercultural Studies  

MI1101 선교학개론 (3) 2-2 

MIxxxx  선교학 필수 (3)* 3-2 

Christian Counseling / Christian Education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3-1 

CE1101 교육목회 (3) 3-2 

총 이수학점 68 



 

▶ 트랙 필수 (각 14학점)                                   *표시된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음  

트랙 개설과목 (학점) 개설시기 

Track P PT/MI/CC/CE/ED 선택 (2) OR PT ThM 과목 (3)1 1~3 

PTxxxx 예배음악 관련과목 (2) 1~3 

CH1103 아시아교회사 (2)*   OR  

CH1104 한국교회사 (2)* 

2-1 

2-2 

PT1106 미디어와 사역 (2)   OR  

PT1201 개인영성형성 (2)*   

2-1 

2-2 

PT1202 설교실습 (2)* 3-1 

BS1101 성서신학 (2)*    OR  

OT1203 구약설교 (2) 

3-1 

3-2 

CE/EDxxxx 기독교교육학 관련과목  OR 

CCxxxx 기독교상담학 관련과목  

3-1 

3-2 

 트랙 필수 이수학점 수: 14학점  

Track M MIxxxx 선교학 관련과목 I (2) 1~3 

MI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 (2) 1~3 

MI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I (2) 1~3 

CH1103 아시아교회사 (2)*   OR  

CH1104 한국교회사 (2)* 

2-1 

2-2 

PT1106 미디어와 사역 (2)    OR  

PT1201 개인영성형성 (2)*   

2-1 

2-2 

BS1101 성서신학 (2)*   OR  

OT1203 구약설교 (2)  

3-1 

3-2 

CE/EDxxxx 기독교교육학 관련과목  OR 

CCxxxx 기독교상담학 관련과목  

3-1 

3-2 

트랙 필수 이수학점 수: 14학점  

Track S OT1401 히브리어강독 (2)* 2-1/3-1 

OT1402 구약석의: ________ (3)* 3-2 

NT1401  헬라어강독 (2)* 2-2 

NT1402 신약석의: ________(3)* 3-1 

ST1401 변증학 (2)  3-2 

CH/ST1402 역사신학 (2) 3-1/2-1 

트랙 필수 이수학점 수: 14학점  

 

1 12명 제한: 수강 우선권은 ThM 재학생 – P 트랙 학생(3학년 우선) – 다른 트랙 학생순으로 있다.  



 

[NOTE-1] 선수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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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은 특정 트랙의 필수과목도 있습니다. 본인의 트랙선택에 따라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들도 아래에 표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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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사 II (3) → 아시아교회사 또는 한국교회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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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선교학개론 (3) → MIxxxx 선교학 필수(3) 

 [PT] 성경적설교 (2) → 설교실습 (2) 

 [PT] 영성형성 (2) → 개인영성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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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MDiv 한국어 목회학석사: Track P = 목회사역 집중과정   

목회사역 트랙 (Pastoral Ministry Track)에서는 실천신학 분야 및 기타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지정될 코어 과목들만을 수강하고 1학년 말 셋 중 어느 

트랙에 속할지 결정해서 2학년부터 트랙중점 과목을 수강합니다. 

 

Example P-1)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PT1106 미디어 사역 (2)  CH1104 한국교회사 (2)*  

5학기 (12 학점) 6학기 (12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PT1202 설교실습 (2)* 

CExxxx 기독교교육학 관련과목 (2) 

PT1203 구약설교 (2) 

PTxxxx 예배음악 관련과목 (2) 

선택과목 (5 학점) 

PT/MI/CC/CE 선택 (2)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Example P-2)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CH1103 아시아교회사 (2)* PT1201 개인영성형성 (2)*  

5학기 (12 학점) 6학기 (12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BS1101 성서신학 (2)* 

PT1202 설교실습 (2)* 

PTxxxx 예배음악 관련과목 (2) 

CCxxxx 기독교상담학 관련과목 (2) 

선택과목 (5 학점) 

PT/MI/CC/CE 선택 (2)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  K MDiv 한국어 목회학석사: Track M = 선교와 문화 집중과정  

선교와 문화 트랙 (Mission and Culture Track)에서는 선교/다문화 분야 및 기타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지정될 코어 과목들만을 수강하고 1학년 말 셋 

중 어느 트랙에 속할지 결정해서 2학년부터 트랙중점 과목을 수강합니다. 

 

Example M-1)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CH1103 아시아교회사 (2)* PT1201 개인영성형성 (2)*  

5학기 (10 학점) 6학기 (10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CE/EDxxxx 기독교교육학 관련과목 (2) PT1203 구약설교(2) 

선교학 선택: 매 학기 수강가능 (6 학점) 

Mxxxx 선교학 관련과목 I (2) 

M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 (2) 

MI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I (2) 

선택과목 (3 학점)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Example M-2)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PT1106 미디어사역 (2) CH1104 한국교회사 (2)* 

5학기 (10 학점) 6학기 (10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BS1101 성서신학 (2)* CCxxxx 상담과 과목(2) 

선교학 선택: 매 학기 수강가능 (6 학점) 

Mxxxx 선교학 관련과목 I (2) 

M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 (2) 

MIxxxx 선교학 관련과목 III (2) 

선택과목 (3 학점)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 K MDiv 한국어 목회학석사: Track S = 성서/신학연구 집중과정  

성서-신학연구 트랙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Track)에서는 성서, 교회사, 신학 분야의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지정될 코어 과목들만을 

수강하고 1학년 말 셋 중 어느 트랙에 속할지 결정해서 2학년부터 트랙중점 과목을 

수강합니다. 

 

Example S-1)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CH/ST1402 역사신학 (2) NT1401  헬라어강독 (2)* 

5학기 (13 학점) 6학기 (13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NT1402  신약석의: ________(3)*  

OT1401 히브리어강독 (2)* 

OT1402 구약석의: ________ (3)*   

ST1401 변증학 (2)  

선택과목 (3 학점)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Example S-2) 

1학기 (14.5 학점) 2학기 (14.5 학점) 

GI1101   신학입문과 글쓰기 (2) 

OT1101  구약개론 (3) 

NT1100 성서 헬라어 (4) 

CH1101 세계교회사 I (3) 

PT1104   영성형성 (2) 

PT1191   목회형성멘토링 I (0.5) 

OT1100 성서 히브리어 (4) 

NT1101 신약개론 (3) 

NT1102 신약석의 방법론 (2)* 

ST1101 조직신학 I (2) 

CH1102  세계교회사 II (3)* 

PT1192 목회형성멘토링 II (0.5) 

3학기 (13.5 학점) 4학기 (13.5 학점) 

OT1102 구약석의 방법론 (2)* 

NT1104  신약강해 (3) 

ST1102 조직신학 II (3)* 

PT1101   예배-목회학 개론 (3) 

PT1193 목회형성멘토링 III (0.5) 

OT1104  구약강해 (3) 

ST1103 조직신학 III (3)* 

MI1101 선교학개론 (3) 

PT1102 성경적 설교 (2) 

PT1194 목회형성멘토링 IV (0.5) 

OT1401 히브리어강독 (2)* NT1401  헬라어강독 (2)* 

5학기 (13 학점) 6학기 (13 학점) 

GI1102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 (2)* 

ST1104 기독교 윤리 (3)*  

CC1101 기독교상담과 사역 (3) 

GI1103 목회학석사 통합세미나 II (2)* 

MIxxxx 선교학 필수과목 (3)* 

CE1101 교육목회 (3)  

NT1402  신약석의: ________ (3)*  

CH/ST1402 역사신학 (2) 

OT1402 구약석의: ________ (3)* 

ST1401 변증학 (2) 

선택과목 (3 학점) 

PT 찬양대 (1) 

모줄라 (2) 

* 표시가 있는 과목은 선수과목이 있습니다. 19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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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학교전문교사자격증 프로그램에 관한 안내 

본교 한국어 목회학석사과정 학생들은 2015년부터 본교의 기독교학교 전문교사자격증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한 학년에 열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ttgu.ac.kr/html.do?menuSeq=331&lang=en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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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2021-1, 2022-1 

CE1101교육목회 (3): 3학년 필수 과목 2020-2, 2021-2, 2022-2 

ED5010 기독교 교육철학 (3) 2021-1, 2023-2 

ED6050 교육과정과 평가 (3) 2021-2, 2024-1 

CC5130 발달심리학 (3) 2022-1, 2024-2 

ED6040 교수학습이론과 실제 (3) 2020-1, 2022-2 

CE6423 교수법 (3) 2020-2, 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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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반)과 가을학기 학기중(한국어 & 영어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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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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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0.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