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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SCD 는 Sydney College of Divinity 의 약자로, 호주 교육부가  위임한 신학학위 인증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1983 년 설립되어 신학학위에 관한 모든 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신학학위를 수여하

는 협력기관  (컨소시움: consortium)입니다. 현재 SCD 안에는 총 8 개의 신학교들이 회원기관

(Member Institutions)으로 가입 되어 있으며, Diploma of Theology 부터 Th.D, Ph.D(신학박사)까지 SCD 

주관하에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한국신학부(KST)는 SCD 본부 직영 신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BTh, MA., M.Div., MTh. 

학위 과정(AQF 7-9 레벨)을 개설하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 년 2 학기 부터 한인교

회 평신도 훈련을 위한 과정(Diploma of Ministry, AQF 5 레벨)도 시작합니다. (☞ AQF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SCD 산하 MI 목록: http://scd.edu.au/mis/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ACCS), (formerly Emmaus Bible College) 

 Australian College of Ministries (ACOM) 

 Booth College (BC) 

 Catholic Institute of Sydney (CIS)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NTC) 

 NSW Colleg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NSWCCPE) 

 St Andrew’s Greek Orthodox Theological College (SAGOTC) 

 St Cyril’s Coptic Orthodox Theological College (SCTC) 

 

시드니신학대학 한국신학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0 년에 SCD 에서는 호주 내에서 점차 증가하는 한국교회의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호주정부(교육부)의 인가를 얻어 한국어 프로그램(Korean Program)으로서 한국신학부를 개설하였습

니다. 호주에서 한국어로 정규 대학수 준의 학위를 인준하는 프로그램은 ‘Language Other than 

English’ (LOTE)라는 호주 문교성의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드니대학 한국신학부는 바로 이 프

로그램의 기준에 따라 호주 교육부의 인증된 학사 및 석사 학위들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http://scd.edu.au/mis/
http://www.ccs.edu.au/
http://www.acom.edu.au/
http://boothcollege.edu.au/
http://www.cis.catholic.edu.au/
http://ntc.edu.au/
http://cpensw.com/tiki-index.php
http://www.sagotc.edu.au/
http://stcyrils.edu.au/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호주대학 수준으로 학문적 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호주 신학 

대학의 영어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교육당국의 평가

(Moderation)를 통하여 그 학문적 수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 받고 있습니다.   

SCD 한국 신학부는 호주 내 한인 사회 및 한인 교회들의 많은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 호주 교

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신학사’(B.Th) 학위부터 ‘문학석사/목회학석사/ 신학석사’(M.A / M.Div 

/ M.Th) 등 다양한 학위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SCD 본부에서 관장하여 박사과정(영어)에 덧붙여,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어 박사 과정’까지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신학대학의 한국신학부의 신학과 교육 목표 

 

1.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

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Reformed Theology)

을 우리의 신학으로 받습니다. 

2. 우리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들과 함께 사역하는 건강한 초교파 신학(Interdenominational 

Theology)을 추구합니다. 이는 이단이 아닌 한 건전한 여러 교단들의 신앙적 특성과 신학 방법

론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 입장에서의 동역이며 또한 

시드니 신학대학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3. 우리는 호주의 정규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견지하며, 또한 한국 교회의 긍정적 성취를 바탕으

로 우리가 사는 호주와 호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열방을 섬기는, 균형잡힌 기독교 지성인과 신

뢰할만한 헌신된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인증기구(TEQSA)가 인준한 ‘비영리 교육기구’로서 재정적 이

득을 추구하지 않고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육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신학부는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1. 한국과 호주 및 다른 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가진 분들 중에서 교계의 평판이 좋은 

분들을 초빙하여 신뢰할만한 교수진을 형성합니다. 

2. 학기별로 한국과 해외의 유수한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의 신학적 동향과 한국 신학계의 정

황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갖게 합니다.  

3. 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적극적인 캠퍼스 생활, 도서관 활용, 경건회 참석,  칼리지 미션 참가, 성

경 고전어 이수 및 신학생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유지와 교회 봉사를 요청합니다. 

 

학위과정 소개  (Course Introduction) 

 

신학사(BTh) 과정 

• 목적: 신학과 경건의 균형을 갖춘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 수업연한: 풀타임 3 년 파트타임 9 년 

• 졸업 학점: 24 과목 (총 216 학점 = 9 pts x 24 units) 

•  졸업 학점 규정 

1. 한국신학부를 졸업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내규를 지켜야 한다 

(1) 모든 학생은 재학중 경건회를 참석해야 한다. 

(2) 모든 학생은 재학중 최소 일회 이상 칼리지 미션에 참석해야 한다. 

(3) 성경원어 (히브리어 & 헬라어) 를 이수해야 한다 (정규과목이든 특강이든…)  

2. 전공과 부전공의 선택은 다음과 같다: (전공은 6 과목, 부전공은 4 과목) 

► 전공선택: 네 개의 학문 영역들(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전통의 인문학, 실천신학) 중에서 두 

개 선택 

► 부전공 선택: 전공 영역 외 나머지 두 영역 에서 하나를 선택 

3. 전공이나 부전공 과목중 최소한 7300 레벨의 과목이 하나씩 있어야 하고, 7100 레밸은 두 개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4. 모든 학생은 신학영어(Theological English)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5. 성서신학(B)과 조직신학(T)의 두 영역에서는 각각 최소한 4 과목씩을 이수해야 한다. (이때 각 

영역에서 최소한 7300 레벨 과목이 한 과목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두 영역은 반드시 각각 

부전공 혹은 전공 영역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신학사(BTh) 졸업학점에 관한 세부 설명 

1. B.Th(신학사) 과정은 총 216 학점(24 과목:1 과목 9 학점)으로 이루어지며 학위과정을 통해서 전공 

둘, 부전공 하나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 

2. 전공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기독교전통의 인문학(교회사, 기독교철학), 실천신학에서 선택할 수 

있다. 

3. 부전공은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영역에서 최소 한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4. 전공은 6 과목(54 학점), 부전공은 4 과목(36 학점)을 한 영역에서 이수해야 하며 7100 레벨의 과목

은 2 과목(18 학점)만 이수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7200 레벨 또는 7300 레벨의 과목을이수해야 한다. 

이때 7300 레벨은 최소 1 과목(9 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5. 부전공 과목도 7100 레벨의 과목은 2 과목(18 학점)까지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들은 7200, 7300 레

벨의 과목에서 이수해야 한다. 이때 7300 레벨은 최소 1 과목(9 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6. 다음의 실천신학 영역들의 과목중에서 최소 4 과목(36 학점)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상담(Counselling) 

           예전학(Liturgical Studies) 

           선교(Missiology) 

           목회학(Pastoral Theology) 

    ♣ SCD 의 학문영역 및 세부학문영역 분류표(핸드북 뒷면)를 참조하시오. 

7. 교회사(Church History)과목에서 반드시  1 과목 이상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8. 학생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립지도학습(Independent Guided 

Study) 과목을 2 개까지 이수할 수 있다. 

9. 한국신학부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Pass) 과목은 ‘경건회’, ‘영성훈련’(College Mission), ‘성경원어’(헬

라어, 히브리어)인데, 성경원어 과목들은 정규과목 혹은 특강으로 수강할 수 있다. 

 

우등 신학사(BTh. Honours) 과정  

• 목적: 우수한 성적(B.Th.평균 2.7 (전공 3.0) 이상)으로 학부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상위 연구학위로 

진학할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 

• 수업연한:  풀타임 1 년, 파트타임 3 년 

• 졸업 학점: 8 과목 (대학원 수업 4 과목, 졸업논문 = 4 과목에 해당) 

• 학비: 대학원 학비가 적용됩니다. 시민권자들일 경우 Fee-Help 에 이자가 붙지 않음(학비만 받음) 



• 졸업 학점 규정   

1 과목: 연구방법론(X8500) 필수 이수 

3 과목: 전공관련 학문영역 (x8598 Honours Seminar / 2 과목의 9600 전공과목) 

4 과목(36 pts): 졸업논문(X8598 : 20,000 자) 

• 졸업 논문 규정 

(1) 입학 후 한국신학부 연구위원회(KST Research Committee)가 논문 지도교수를 임명하여 진행한다. 

► 영문 논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SCDResearch Committee 에서 심의 및 등록한 후 학위 과정을 

시작한다. 

(2) 논문 심사는 2 명으로 구성하며, 한 명의 외부심사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점은 두 심사관 

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결과가 N(Fail)혹은 HD (High Distinction) 경우는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졸업 자격 시험 규정 

(1)  학생들은 졸업고사(성경)를 통과해야 졸업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만약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이 과정에서 졸업고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다음 두 과목이다: 신약, 구약  

(3)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 50 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1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 기타 졸업 규정: 학생들은 재학 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문학 석사(MA) 과정 

• 목적: 목회의 실천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하는 과정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설교학, 예배학, 리더쉽, 목회학, 영성신학, 청소년사역, 

다문화사역 등) 

• 수업연한: 풀타임 3 학기, 파트타임 9 학기  

• 졸업 학점: 12 과목(총 108 학점 =  9 pts x 12 units) 

• 졸업 학점 규정 

(1) 전공을 정할 수도 있고, 혹은 전공을 정하지 않은 채 12 과목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다. 

(2) (전공을 정할 경우) 전공은 한 학문영역에서 6 과목,부전공은 4 과목이어야  한다. 

(3) 전공이 성서신학일 경우는 별도로 2 과목의 성경원어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전공 및 부전공을 정할 경우, 해당 영역에서 8500 레벨은 두 과목만 인정된다. 

(5) 신학영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IGS(Independent Guided Study)는 두 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7) 졸업 논문(18 pts)을 쓰려는 학생은 ‘연구방법론’ 과목(X8500)을 이수해야 한다. 

(8) 특화된 과목(issues in.. or, research project or research essay)을 최소한 1 개 이상 이수할 수 있다. 

• 졸업 논문(선택사항) 규정: 현재까지는 졸업 논문을 요구하지 않음. 

N.B. 이 사항은 현재 SCD 본부 및 회원신학교들(Membership Institutes)과 협의 및 조정 중입니다. 



1. 졸업논문은 18 크레딧 포인트짜리의 리써치 프로젝트이며, 한 학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고, 연구위원회가 선정해 준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써서 

졸업 학기말 한달 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점을 받아야 한다.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 15,000 자 내외이다.  

2. 논문 연구계획서(한글로 제출)는 참고 문헌 목록을 제외하고 2,000 자이며, 참고문헌 목록은 

5 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 졸업 규정 

   1. 하위 석사 과정 이수 후 본 과정으로 옮겨온 학생이 본 과정을 이수하면 기존의 하위 

학위는 반납해야 한다. 

   2.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 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문학석사과정 기타 규정 

• MA(Master of Arts)는 3학기로 이루어지며, 1학기만 이수할 경우는 Graduate Certificate in  Arts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고,  2 학기까지 이수할 경우는 Graduate Diploma of Arts 학위를 수여한다.  

• 수업은 기본적으로 MDiv과정과 중복해서 이루어진다.  

• 영어에 관한 규정은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 목적: 헌신적이고 훈련된 전임 사역자 양성을 위한 과정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선발하여 충성되고 실력있는 주의 일군들로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 신학 교육 과정으로서, 지원 자격은 정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 호주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공식학위이며, 따라서 Fee Help 및 Austudy 신청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  풀타임 3 년, 파트타임 9 년 

• 졸업 학점:  24 과목 (총 216 학점 = 9 pts x 24 units) 

• 졸업 학점 규정 

(1) 이 과정을 마치기 위하여 학생들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해야 한다: 

      전공 2 영역 + 부전공 1 영역 

      전공 1 영역 + 부전공 2 영역 

► 선택할 수 있는 학문영역들은 다음 4 분야이다: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교회사), 

실천신학(P.E.C.L.M.S)  

(2) 전공 영역은 최소 6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부전공 영역은 최소 4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3) 전공과 부전공 영역에서 각각 9600 레벨 과목을 두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전공과 부전공 영역에서 8500 레벨 과목은 두 과목까지만 인정된다. 

(5) 신학영어(Theological English)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6) 전체 이수 과목 중에서 9600 레벨 과목은 최소한 8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7) 학생들은 모두 (전공, 부전공과 관계없이) 실천신학 영역에서 최소한 4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실천신학 영역은 최대 12 과목까지만 수강이 허용된다. 

(8) 학생들은 (전공, 부전공과 상관없이) 교회사 영역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9)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영역은 반드시 최소한 전공 혹은 부전공 영역으로 선택해야 한다. 

(10)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경우, 전공 6 과목 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1) 성서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졸업을 위해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과목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졸업고서로 성경원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12) Independent Guided Study(독립지도과목, IGS)은 최대한 2 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13) MDiv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9 pts or 18 pts)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및 

성경원어졸업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성경원어 졸업고사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제된다.) 

(14) MDiv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9pts or 18pts)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적 연구방법

론’(Research Methodology, X8500)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15) MDiv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9 pts or 18 pts)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Proposal)를 KST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선임 받아야 한다. 

(16)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매년 7 월 중 개설)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호주나 기타 영어권의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학영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가 허락되더라도 수강신청은 해야 하며, 수업출석과 

평가만 면제된다.) 

•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규정  

(1) MDiv. 졸업논문(Research Project) 과목은 두 종류가 있다:  X9691Y (9 pts), X9692Y (18 pts) 

X9692 (18 학점)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는 다른 과목들은 최대 두 개만 수강 신청해야 한다.  두 

과정 모두 최소한 두 가지 방법 이상으로 성적을 평가 해야한다(예, 논문 +프레젠테이션 or 서평). 

한국신학부(KST) 연구위원회가 2017 년에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9 pts unit (presentation 20% + Essay 80%) 

18 pts unit (presentation 10% + 2 Book Reviews 20% + Essay 70%)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로 15,000 자 내외 (참고문헌 제외) 

► 졸업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한국신학부 연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논문연구계획서가 연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은 학교가 지정해 주는 논문 지도교

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고 지도교수로부터 학점을 받는다.  

(2) 논문연구계획서(한글)는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하고 2,000 자이며, 참고문헌 목록은 5 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3)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4) 논문 심사는 한국신학부(KST)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한다. 

• 졸업 자격 시험 규정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신약,구약, 헬라어,히브리어 등 네 과목이다.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 50 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3)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정규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4) 학생들은 졸업고사(성경 및 성경원어)를 통과해야 졸업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졸업 규정 

(1) 하위 석사과정 이수 후 본 과정으로 옮긴 학생이 이 과정을 이수하면, 기존의 하위 학위는 

반납해야 한다. 

(2) 학생들은 학기 중에 있는 경건회에 필히 참석해야 하며, 칼리지 미션에 1 회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 대학원 중 다른 학위 과정으로 옮긴 학생들은 특화된 과목들(IGS, Issues…, Research Project 등)을

4 과목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신학 석사(MTh) 과정  

• 목적: 신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양성하는 기본 과정이다. 

  ► 신학을 교수할 수 있는 기본 자격를 갖추는 학문적 과정이다. 

MTh 과정 지원 자격 세부 규정 

(1) 호주 B.Th. 2.75 이상 혹은 한국 M.Div. → M.Th. 

(2) 호주 B.Th. 2.75 이하 → Graduate Certificate (1학기) → M.Th. 

(3) B.A. → M.Div. → M.Th.  

(4) M.A. (in Th.) → M.Th.  

  ► M.A.에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과 같은 과목이 전체 이수한 과목 중 50% 이상된 

자에 한한다. 

Nota Bene! 

• 위의 지원 자격을 모두 갖춘 자라도 그 최종 입학여부는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대학원 입학 관련 세부 규정 추가 (2015 년 5 월 1 일 교수회의 결정) 

 (1)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시 해당 학교가 정규 대학원이었으나,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M.Div. equivalent 였을 경우는 e1 케이스로 곧 바로 M.Th.과정으로 등록 가능하다. 

(2)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시 비정규 대학원이었으나, 현재는 정규 대학원이 되었을 경우 e2 

케이스로 M.A.를 거쳐 M.Th.과정으로 등록한다. 

(3) (한국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시 비정규 대학원이었고, 현재도 비정규 대학원인 경우 e3 케이스로 

M.Div.를 거쳐 M.Th.로 진학한다.  



• 수업연한: 풀타임 3 학기, 파트타임 9 학기 

• 졸업 학점: 12 과목 (총 108 학점: 9 pts x 12 units) 

• 졸업 학점 규정 

(1) 전공으로 선택학 학문 영역 영역에서 최소 6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9600 레벨 2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전공 영역의 8500 레벨 과목들은 2 개까지만 인정된다. 

(2) 한 학문영역에서 (논문을 포함하여) 오직 8 과목까지만 수강이 허용된다. 

(3) 졸업연구논문(Research Essay, 18 학점 )를 두 학기에 걸쳐 작성해야 한다. 

(4) 한 학문영역에서(리써치 에세이 포함) 최대 8 과목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 

(5) 독립지도과목(IGS)은 2 과목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6) 신학영어(Theological English)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7) 8500 레벨의 과목은 최대 4 과목까지만 수강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을 포함하면 최대 5 과목) 

(8) 기타 과목들은 9600 레벨에서 이수해야 한다. 

• 졸업 논문 규정 

(1) 신학석사 졸업 논문은 Research Essya(X9696, 18 학점)로서 두 학기에 걸쳐 이수한다(1 년 과정).  

►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 기준 15,000 자 내외이다(영문으로는 12,000 내외). 

► 이 과목을 수강하는 첫 학기에 학생은 논문계획서(Proposal)를 SCD 양식에 따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논문계획서가 SCD 본부의 Research Committee 의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신학부 

연구위원회에서 지도교수(supervisor)를 배정해 주며,  학생은  그 지도교수와 함께 두 학기에 걸쳐 

한글로 논문을 작성한다.  

(2) 연구계획서(Research Essay Proposal, 영문)는 SCD 의 양식(Proforma)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신학석사 졸업논문 과정을 수강하기 이전에 반드시 연구방법론(X8500)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 논문 심사는 두 사람의 성적평가자(Markers,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최소한 1 인은 

SCD 외부의 인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두 평가자의 채점 결과가 크게 다를 경우, 제 3 의 

평가자에게 의뢰한다.) 

• 졸업 자격 시험 규정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성경 및 성경언어(헬라어나 히브리어 중 택일)이며, SCD 

한국신학부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성경 원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 50 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3)학생들은 졸업고사를 통과해야, 졸업논문(Research Essay, 18 학점)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졸업 규정: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