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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시드니 신학대학 한국신학부 대학원 과정 개요및 안내

시드니 신학대학의 한국신학부의 신학과 교육 목표
하나,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역사적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 받습니다.

둘, 우리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건강한
초교파 신학을 추구합니다. 이는 이단이 아닌 한 건전한 여러 교단들의
신앙적 특성과 신학 방법론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 입장에서의 동역이며 또한 시드니 신학대학의 입장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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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인목회자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정들 안내

2. 준석사 과정 (Graduate Certificate in Arts)
목적 본 과정은 호주 이민 교회를 섬기는 한국 사역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과정입니다.
수업 연한 풀타임 1학기, 파트타임 3학기
입학 자격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셋, 우리는 호주의 정규 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견지하며, 또한 한국
교회의 긍정적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는 호주와 호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열방을 섬기는 균형잡힌 기독교 지성인과 신뢰할만한 헌신된
사역자를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졸업 학점 4과목(36 크레딧 포인트)

넷, 우리는 호주 연방정부의 고등교육인증 기구(TEQSA)가 인준한
비영리 교육기구로서 재정적 이득을 추구하지 않고 수준 높은 교육을
추구합니다.

졸업 학점 규정

이런 교육 목적들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신학부는 아래의 몇 가지
사항들을강조합니다.

한국과 호주및 다른 나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가진 분들 중에서
교계의 평판이 좋은 분들을 초빙하여 신뢰할만한 교수진을 형성합니다.

학비 석사 과정의 학비와 동일함 (Fee Help 신청 가능함. 풀타임일
경우는 Austudy 도 신청 가능함)

1. 대학원 과정의 8500 레벨의 과목이나 9600 레벨의 과목에서
4과목을 이수해야 됨.
2. 선수 과목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 이수 후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함. 예를 들면 학술탐사 과목등 : 구약학술탐사(구약개론),
종교개혁 학술탐사(초대교회사, 종교개혁사)
기타 졸업 규정 및 특전

또한 학기별로 한국의 유수한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의 신학적
동향과 한국 신학계의 정황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학생들에게는 재학 중 능동적인 캠퍼스 생활과 도서관 활용및
경건회 참석과 칼리지 미션 참가, 전공과 상관없이 고전어 이수및
신학생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유지와 교회 봉사를 요구합니다.

학기초 집중강좌 과목도 이수할 수 있음, 두 과목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음, 이수 후 정규 문학사(M.A)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 이 과정을 마친 후, M.A 과정을 두 학기만 하면 학위
(M.A)를 받을 수 있음.

연락처: 시드니 캠퍼스 (9888 -1867), 브리즈번 캠퍼스(07-3206-4919),
멜번캠퍼스 (03-9889-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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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한인목회자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과정들 안내
1. 디플로마 과정 (Diploma of Christian Studies)
목적 본 과정은 호주 이민 교회를 섬기는 한국 사역자들의 전문성 향상
을 돕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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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석사 (M.Div.) 과정
목적 헌신적이고 훈련된 전임 사역자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분명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선발하여 충성되고 실력있는 주의
일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본 학문적 과정입니다. 지원자격은 정규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입니다.)

수업 연한 풀타임 2학기, 파트타임 6학기

수업연한 풀타임 3년, 파트타임9년
(호주 연방정부 공식학위이며, Fee Help 및 Austudy 신청가능)

입학 자격 고졸 혹은 특례 경력 입학

졸업 학점 24과목(216 크레딧 포인트/ 한과목은 9크리딧 포인트임)

졸업 학점 8과목(72 크레딧 포인트)
졸업 학점 규정
학비 B.Th. 과정의 학비와 동일하다.
(Fee Help 신청 가능함. 풀타임일 경우는 Austudy 도 신청 가능함)
졸업 학점 규정
1. 성서신학, 조직신학 두 영역에서 최소한 한 과목씩은 이수해야 된다.
2.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을 합한 세 영역에서 4과목을 이수하
여 Christian Thought 라는 학문 영역에서 ‘부전공’을 만들어야 한
다.
3. 선수 과목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 이수 후 그 과목을 이수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술탐사 과목 : 구약학술탐사(구약개론),
종교개혁 학술탐사(초대교회사, 종교개혁사)

1. 모든 학생은 두 영역의 전공과 한 영역의 부전공을 택하든지, 아니면
한 영역의 전공에 부전공을 두 영역으로 정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사정에 통과된다. 학문 영역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인문신학/
실천(P.E.C.L.M.S) 신학으로 구별되며, 실천신학영역은 세분되어
있는 명칭 영역으로 전공, 부전공을 정하게 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2. 전공은 6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부전공은 4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3. 전공과 부전공 영역은 9600레벨 과목이 각각 두 과목 이상이
있어야 한다.
4. 전공과 부전공 영역에서 8500레벨 과목은 두과목까지만 인정이 된다.
5. 모든 학생은 신학 영어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기타 졸업 규정 및 특전
학기초 집중강좌 과목도 이수할 수 있음, 두 과목은 온라인으로
이수 할 수 있음, 이수 후 정규 신학사(B.Th)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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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이수 과목중에서 9600레벨 과목은 최소한 8과목이상 이수해야
된다.
7. 모든 학생은 실천신학 영역에서 최소한4과목 이상은 이수해야 되고,
실천신학 영역은 최대12과목까지만 수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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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학생은 전공,부전공과 상관없이 교회사 영역중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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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공영역에서 7100레벨은 세과목까지만 허용된다.
12. 모든 학생은 교회사 영역에서 최소한 한 과목은 이수해야 한다.

9. 어떤 영역을 전공으로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영역은
반드시 최소한 부전공 이상으로 선택되어 이수해야 함.

13.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중 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0. 전공이 성서신학인 학생은 전공6과목외에 반드시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과목을 이수해야 성서신학 전공이 확정된다.

기타 졸업 규정

11. 전공이 성서신학이 아닌 학생들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반드시 이수하
든지 아니면 졸업고사로 제공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성경원어 졸업고사 대신 해당 과목 이수로 이를 인정함).

1.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와 각 학기에 개최되는 개강수련회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하며, 칼리지 미션에 최소한 일 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12. 독립 지도 과목(IGS)은 최대한 2과목 까지만 할 수 있다.

13. 모든 학생은 졸업고사(신구약 성경, 성경원어:헬/히)를 통과한 후,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18크레딧포인트)을 제출할 수 있다.
14.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학생은 그 이전에 반드시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학기 한 학기 전에 졸업
논문에 대한 논문연구계획서(Proposal)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선임
받아야 한다.
15.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을 이수
한 후 신학영어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16.호주나 영어권에서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학
영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허락되더라도 수강신청은 하고 수업과
평가만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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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사 (BTh)과정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규정

목적 신학과 경건의 균형을 갖춘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입니다.

1. 졸업 논문은 18크레딧 포인트 리써치 프로젝트이며, 한 학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수회의 허락을 받고 교수회가 정해 준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써서 졸업 학기말 한달 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점을 받아야 한다.(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15,000자 내외이다.)

수업연한 풀타임3년 파트타임9년
졸업 학점 24과목(216학점)
졸업 학점 규정
1. 한국신학부를 졸업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내규를 지켜야 한다
2. 모든 학생은 재학중 경건회를 참석해야 한다.
3. 모든 학생은 재학중 최소 일회 이상 칼리지 미션에 참석해야 한다.

4. 학술탐사과목은 학점은 얻되 졸업학점으로는 계산하지 않는다.

2. 논문연구계획서(한글로 제출)는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하고 2000자이며,
참고문헌 목록은 최소한 5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3.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이수도 가능함)
4. 논문 심사는 KST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한다.
졸업 자격 시험 규정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신약,구약, 헬라어,히브리어 등 네 과목이다.

5. 만약 학술탐사 과목을 졸업학점으로 계산하여 졸업하기를 원하는 학생
은한국신학부의 졸업장을 받을 수 없으며, SCD졸업장을 받게 된다.
이 경우는 반드시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만약 학술 탐사과목이 3과목을
넘으면 1과목은 계산한다)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50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6. 학생들은 세 개의 학문 영역(성서신학, 조직신학, 인문&역사신학)에서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하고, 나머지 세 영역(실천신학 포함)에서 부전공
하나를 선택하여 졸업해야 한다. (전공은 6과목, 부전공은 4과목)

4. 모든 학생은 졸업고사(신구약 성경, 성경원어:헬/히)를 통과해야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 18크레딧포인트)을 제출할 수 있다.

7. 학생들은 실천신학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부전공으로는 가능하다.

기타 졸업 규정

8. 전공이나 부전공 과목중 최소한 7300 레벨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1. 다른 하위 석사과정 이수 후 본 과정으로 옮겨온 학생은 이 과정을 이수
하게 되면 기존의 하위 학위는 반납해야 한다.

9. 모든 학생은 신학영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0.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두 영역에서는 각각 최소한 4과목씩을 이수해
야 한다.(이때 각 영역에서 최소한 7300 레벨 과목이 한 과목은 포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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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정규과목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에 있는 경건회에 참석해야 하며, 칼리지 미션에
최소한 일 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3. 대학원 과정 중 다른 과정으로 옮긴 학생들은 IGS와 졸업논문등을
합쳐서 전체 4 과목만 이수 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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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 석사(M.A) 과정

졸업 논문 규정

목적 목회의 실천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선교학, 설교학, 예배학, 리더쉽,
목회학, 영성신학, 청소년사역, 다문화사역등)

1. 입학이 되면 곧 바로 논문 지도교수를 임명하고, 논문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서 SCD연구위원회에 보고 등록한 후 지도해야 한다.

수업연한 풀타임3학기, 파트타임9학기

2. 논문 심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한 명의 외부심사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점은 두 심사관 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결과가 N혹은HD 경우
는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졸업 학점 12과목(108크레딧포인트)

졸업 자격 시험 규정

졸업 학점 규정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다음 두 과목이다: (신약,구약)

1. 전공을 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12과목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하다.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50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2. 전공(한 학문영역에서 6과목),부전공(4과목)이어야 한다.
3. 전공이 성서신학일 경우는 그것들 외에 2과목의 성경원어를 이수해야한다.

3. 모든 학생은 졸업고사를 통과해야, 졸업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대학원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은 이 과정에서 졸업고사를 치루지
않아도 된다.

4. 전공과 부전공을 정할 경우는 해당 영역에서 8500레벨은 두과목만 인정된다.
기타 졸업 규정

5. 신학영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6. IGS는 두 과목만 인정된다.
7. 졸업 논문(리써치 프로젝트 19크레딧 포인트)을 쓰려는 학생은
‘연구방법론’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8. 최소한 하나의 특화된 과목 (issues in.. or, research project, or research
essay)을 이수해야 함.
9. 이전에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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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등 신학사(B.Th. Honours)과정

졸업 논문(선택) 규정

목적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중에서 상위 연구학위로 진학할 학
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1. 졸업논문은 18크레딧 포인트짜리의 리써치 프로젝트이며, 한 학기 전
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수회의 허락을 받고 교수회가 정해준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써서 졸업 학기말 한달 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점을 받아야 한다.(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15,000자 내외이다)

수업연한 풀타임 1년, 파트타임3년
B.Th.평균2.7(전공3.0)이상인 자
졸업 학점 8과목(대학원 수업 4과목, 그리고 4과목에 해당되는 졸업논문)

학비 대학원 학비가 적용됩니다. 시민권자들일 경우 Fee-Help에 이자가
붙지 않는 과정(학비만 받음)입니다.

2. 논문 연구 계획서(한글로 제출)는 참고 문헌 목록을 제외하고 2,000자
이며, 참고문헌 목록은 최소한 5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3.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이수도 가능함)
4. 졸업논문은 KST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한다.

졸업 학점 규정
졸업 자격 시험 규정
1과목 연구방법론(8500레벨)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다음 두 과목이다: (신약,구약)
3과목 전공관련 학문영역
(x8598 Honours Seminar / 2 과목의 9600 전공과목)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50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허용된다.

4과목 (36credit points) 졸업논문(X8598 : 20,000자)
3. 모든 학생은 졸업고사를 통과해야,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졸업 규정
1. 다른 하위 석사 과정 이수 후 본 과정으로 옮겨온 학생은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기존의 하위 학위는 반납해야 한다.
2.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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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 석사(MTh)과정

졸업 논문 규정

목적 신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양성하는 기본 과정임.
(신학을 교수할 수 있는 교수의 기본 자격이수과정)

1. 졸업 논문은 18크레딧 포인트짜리의 리써치 프로젝트이며, 한 학기
전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교수회의 허락을 받고 교수회가
정해 준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써서 졸업 학기말 한달 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점을 받아야 한다.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15,000자
내외이다.)

수업연한 풀타임3학기, 파트타임9학기
졸업 학점 12과목(108 크레딧 포인트)

2. 논문연구계획서(한글로 제출)는 참고문헌 목록을 제외하고2,000자이며,
참고문헌 목록은 최소한 5페이지 이상이어야 한다.
졸업 학점 규정
1. 하나의 전공으로 해당 영역에서 6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두 영역에서 3과목을 이수하여 이를 심화학습으로 인정하여 전공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 졸업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이수도 가능함)
4. 논문 심사는 2명으로 구성하며, 한 명의 외부심사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점은 두 심사관 점수의 평균으로 하며, 결과가 N혹은HD 경우는
사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최소한 하나의 리써치 에세이(18크레딧 포인트 짜리)를 써야한다.

졸업 자격 시험 규정
4. 한 학문영역에서 8과목까지만 허용한다.(리써치 에세이를 포함하여)
1. 본 과정의 졸업고사 과목은 신약,구약, (헬라어나 히브리어중 하나선택)
5. 독립지도과목(IGS)은 2과목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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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학영어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 졸업고사 합격점은 각50점이며, 해당 학기에는 일 회에 한하여 재시험
이 허용된다.

7. 8500레벨의 과목은 최대4과목까지만 허용한다. (연구방법론은 이 네
과목에 계수되지 않음, 이것 포함하면 5과목까지 됨)

3. 모든 학생은 졸업고사(신구약 성경, 성경원어:헬/히)를 통과해야,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18크레딧포인트)을 제출할 수 있다.

8. 그외의 모든 과목은9600레벨에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졸업 규정

9. 신학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과 같은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1.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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