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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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하는 협력기관  (컨

소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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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교회 평신도 훈련을 위한 

과정(Diploma of Ministry, AQF 5 레벨)도 시작합니다. (☞ AQF = Australian Qualification Framework) 

 

SCD 산하 MI (Member Institution) 명단 

: https://scd.edu.au/m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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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n College of Ministries (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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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의 인가를 얻어 한국어 프로그램 (Korean School of Theology)으로서 한국신학부를 개설하였습니다. 호주에

서 한국어로 정규 대학수 준의 학위를 인준하는 프로그램은 ‘Language Other than English’ (LOTE)라는 호주 

문교성의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시드니대학 한국신학부는 바로 이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 호주 교육부의 인증

된 학사 및 석사 학위들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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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동일한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교육당국의 평가(Moderation)를 통하여 그 학문적 

수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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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신학사’(B.Th) 학위부터 ‘문학석사/목회학석사/ 신학석사’(M.A / M.Div / M.Th) 등 다양한 학위들을 

https://scd.edu.au/mis/
http://www.ccs.edu.au/
http://www.aco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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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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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으며, SCD 본부에서 관장하여 박사과정(영어)에 덧붙여,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어 박사 과정’까지 제

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신학대학의 한국신학부의 신학과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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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 (Reformed Theology) 을 우리의 신학으로 받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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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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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이기도 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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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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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고 수준 높은 신학 교육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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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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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황에 대한 교육

과 교류를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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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신학생으로서의 기본적 품위 유지와 교회 봉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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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소개  (Course Introduction) 

 

평신도 지도자 과정 (Diploma of Ministry) 

• 목적: 본 과정은 건강한 이민교회정착과 이민성도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바른 성경적 관점을 통한 건전한 

교회관과 구원관 정립 그리고 올바른 선교와 기독교 교육, 더 나아가 바른 직분과 섬김을 통해 건강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과정이다. 

• 학위과정: 정식학위(Diploma of Ministry)과정으로서 풀타임 3 학기, 파트타임 9 학기, 졸업학점 12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특혜(Privilege):  

1. 이 과정후 상위과정(B.th)을 계속 공부할 수 있다.  

2. 시민권자일 경우 Fee-Hel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시민권자일 경우 Austudy 신청이 가능하다.(3 과목 이상 신청할 경우) 

4. 소속된 교단의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김 수 있다. 

5. 소속된 교단의 교회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 이 과정은 별도의 청강비를 내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 평신도지도자(Diploma of Ministry) 과정 과목과 내용  

- 성서신학: 신,구약전체, 공관복음, 모세오경 

-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성령론등 

- 교회사: 초대, 중세, 근대교회사, 

- 목회학: 교회행정, 교육, 선교, 상담, 등 

- 선교학: 선교방법, 선교전략, 전도등 

- 상담학: 기독교상담과 방법 

- 예배학: 예배관, 예배방법, 에배준비 등 

- 기독교교육학: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장년교육  

- 영적리더십: 영성지도자, 영성방법, 영성치유 등 

- 현장 목회: 이민교회관, 목회방법 등  

- 학술탐사 2 회/ 

   구약: 이스라엘, 요르단탐방,   

   신약: 그리스, 터키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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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도지도자(Diploma of Ministry) 과정 수업 안내 

- 1 학기 개강일: 2020 년 2 월 17 일(월) 7:00pm. 

- 수업기간: 13 주(한 과목당 1 시간 20 분), 특강 2 번 

- 강의: 하루에 두 과목 제공하여 이틀간 강의한다 (야간반/월, 화요일) 

- 강의시간: 1 강 7:00-8:15pm 

                  2 강: 8:30-9:45pm 

- 장소: 시드니신학대학 (6B/5 Talavera Rd. Macquarie Park, Tel:9888-1867) 

- 대상: 담임목사 추천한 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우선으로 하되 그 외 관심 있는 성도(유학생은 제외) 

 

* 평신도지도자 과정(Diploma of Ministry) 등록안내 및 수업료 

- 등록마감: 2 월 29 일(토) 

- 준비서류: 입학원서(학교에 비취), 최종학력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여권사진 2 장, 여권복사본 1 장 

- 수업료: 학위과정- Fee-Help 경우 1 과목당 AU$1000 

 

 

 

2020 년 1 학기 평생교육원 강의 시간 

 

 강의 시간 

요일 월 화 

 과목 과목 

7:00-

8:15pm 

구약개론 

(B5020Y) 

-심형권교수 

설교학개론 

(L5020Y) 

-임충경교수 

8:15-

8:30pm 

휴식 시간 

8:30-

9:45pm 

조직신학개론 

(T5005Y) 

-김행섭교수 

영성신학개론 

(S5092Y) 

-인용태교수 

 

 

 

 

 

 

tel:9888-1867


SCD Korean School of Theology_Orientation                                                                                          2020 년 1 학기 

 

6 

신학사(BTh) 과정 (Bachelor of Theology Korean – 063705A) 

• 목적: 신학과 경건의 균형을 갖춘 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 수업연한: 풀타임 3 년 파트타임 9 년 (유학생은 무조건 풀타임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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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률 규정: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요요에 요라 이 사요을 반드시 요요시요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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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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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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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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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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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영역은 에서 최소 부전공은 되야 한다.  

4. 전공은 6 과목(54 학점), 부전공은 4 과목(36 학점)을 한 영역에서 이수해야 하며 7100 레벨의 과목은 2

과목(18 학점)만 이수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7200 레벨 또는 7300 레벨의 과목들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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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 레벨은 최소 1 과목(9 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성서신학학문영역으로 전공 선택을 하면 반드시 

정규성경원어 과목 중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중 적어도 1 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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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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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신학 전공 시  6

개의 세부 학문영역중에 한분야를 골라 6 개를 맞추어도 되고, 아니면 섞어서 전공을 해도 되는데 적어도 

한분야의 세부영역에서 3 과목이상은 되어야 한다. 부전공시에는 2 개 이상이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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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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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위관련 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s://kst.scd.edu.au/kst-courses/bth-kor/ 참조.  

 

 

우등 신학사(BTh. Honours) 과정 Bachelor of Theology Honours Korean – 082722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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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은 무조건 풀타임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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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률 규정: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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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학점 규정  (총 5 과목 72 학점을 이수해야 함)  

- 필수과목(2 과목; 각 9 학점): 연구방법론(X8500)과 Honours Seminar(x8597) 

- 전공 선택 (2 과목; 각 9 학점): 전공관련 학문영역의 9600 레벨 2 과목 (IGS 로도 수강가능) 

https://kst.scd.edu.au/kst-courses/bth-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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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 (1 과목; 36 학점): Honours Thesis (X8598 : 20,000 자) 

 

• 졸업 논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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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 논문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SCD Research Committee 에서 심의 및 등록한 후 학위 

과정을 시작한다. 

2. 논문 심사는 2 명으로 구성하며, 한 명의 외부심사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종점수는 두 심사관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3. 논문 제출 과정 

(1) 논문 작성자는 학교 리서치커미티에 수강자의 연구결과가 포함된 논문을 3 부 복사하여 제출 합니다. 

모든 논문 복사부들은 임시제본합니다. 시드니 신학대학교에서 준비된 논문은 반드시 학교의 지침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2) 논문은 반드시 작성자의 독자적인 작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하는 논문은 학문적인 글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작성자는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논문 관련 지침과 요구사항이 반영되었음을 담당교수에게 

증명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만족될 경우, 담당교수는 논문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4) 만약 담당교수가 논문제출을 허가하지 않을시 경우, 학교 리서치 커미티에서는 교수와 수강자의 작성된 

제출 결과를 고려한 뒤 논문 제출을 결정합니다.  

 

4. 채점과정  

시드니 신학대학은 두 명의 채점자들을 지명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담당교수와 학생에 연계되지 않은 

외부자여야 합니다. 채점자들은 논문 제출일 이후 3 개월간 채점한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가 논문 

제출일 이후 4 개월안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서 작성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한 채점자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채점자에 의해 학교 표준 채점표에 따라 점수를 주며, 최종 결과는 채점한 점수를 평균내어 결정합니다.  

 

5. 최종성적 평가 

(1) 세 개의 교과과정 과목들은 시드니 신학대학 표준 채점표에 따라 점수가 반영됩니다. Honours 세미나 

과목에 대해선 채점은 이루어지나 최종 학과점수에는 불포함 됩니다. 연구방법론 과목과 두개의 추가된 

과목들은 최종 학과점수에서 3/8 비율로 포함이 됩니다.  

(2) Honours 최종 학과점수에서 Honours 논문은 5/8 비율로 반영되며 세 개의 교과과목 과목들은 3/8 

비율로 반영됩니다.  

(3) 교육부의 교과워원회는 최종학과결과 등급을 First Class Honours, Second Class Honours Division 

One, Second Class Honours Division Two 혹은 Third Class Honours 로 나눕니다. Honours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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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라인은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H = First Class; D = Second Class, Division One; C = Second 

Class, Division Two; P = Third Class. 

(4) 만일 수강자가 모든 Honours 코스 구성요소를 이수하였으나 어떤 Honours 등급에서라도 

수강완료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 그 학생의 교과결과는 “Failed to qualify for a class of honours 

in the BTh” (BTh Honours 학위등급 취득 불가) 이라고 표기되며, Honours 등급이 표기되는 항목이 

자체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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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들은 재학 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 학위관련 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s://kst.scd.edu.au/kst-courses/bth_honours_kor/ 참조. 

 

 

 

문학 석사(M.A.) 과정 Master of Arts Korean – 082726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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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은 무조건 풀타임 1.5 년) 

• 출석률 규정: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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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논문(research project)은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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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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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st.scd.edu.au/kst-courses/bth_honours_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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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 및 부전공을 정할 경우, 해당 영역에서 8500 레벨은 네 과목만 인정된다. 그리고 9600 레벨은 

2 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5. 신학영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단, SCD KST 학부에서 신학영어를 이수한 경우는 신학영어는 

면제된다. 신학영어는 어느 과정이든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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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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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M.A.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18pts)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적 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ology, X8500)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 졸업 논문규정 

1. 졸업논문은 18 학점의 Research Project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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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8 pts unit (presentation 10% + 2 Book Reviews 20% + Essay 

70%).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 15,000 단어 내외이다.  

3. 논문 연구계획서(한글로 제출)는 참고 문헌 목록을 제외하고 2,000 단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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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파트타임 학생이나 온라인 학생의 경우는 참석이 

의무적이지 않다). 

 

• 문학석사과정 기타 규정 

1. M.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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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업은 기본적으로 M.Div.과정과 중복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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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석사 (M.Div.) 과정 Master of Divinity Korean – 082727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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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가능하다. 

• 수업연한:  풀타임 3 년, 파트타임 9 년(유학생은 무조건 풀타임 3 년) 

• 출석률 규정: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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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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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윤리(Christian Ethics)  

           • 기독교 영성(Christian Spirituality)    

           • 상담(Counselling) 

           • 예전학(Liturgical Studies) 

           • 선교(Missiology) 

           • 목회학(Pastoral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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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공의 경우, 9600 레벨 과목을 4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부전공의 경우, 9600 레벨 과목을 2 과목 이상 이

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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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학영어(English for Theology)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단, SCD KST 학부에서 신학영어를 이수한 

경우는 신학영어는 면제된다. 신학영어는 어느 과정이든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  

6.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호주나 기타 영어권의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학영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가 허락되더라도 수강신

청은 해야 하며, 수업출석과 평가만 면제된다.)  

7. 전체 이수 과목 중에서 9600 레벨 과목은 최소한 8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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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생들은 모두 (전공, 부전공과 관계없이) 실천신학 영역에서 최소한 4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실천신

학 영역은 최대 12 과목까지만 수강이 허용된다 (실천신학 전공 시  6 개의 세부 학문영역중에 한분야를 골라 6

개를 맞추어도 되고, 아니면 섞어서 전공을 해도 되는데 적어도 한분야의 세부영역에서 3 과목이상은 되어야 

한다. 부전공시에는 2 개 이상이 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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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성서신학과 조직신학 영역은 반드시 최소한 전공 혹은 부전공 영역으로 선택해야 한다.  

11.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경우, 전공 6 과목 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12. 성서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도 졸업을 위해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과목을 이수하든지, 아니면 졸업고

사로 성경원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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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M.Div. 졸업 논문 (Research Project, 9 pts or 18 pts) 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및 성경원어졸업고

사를 통과해야 한다. (성경원어 졸업고사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면제된다.)  

15. M.Div. 졸업 논문 (Research Project, 9pts or 18pts) 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적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X8500) 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16. M.Div. 졸업 논문 (Research Project, 9 pts or 18 pts) 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 (Proposal)를 

KST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선임 받아야 한다.  

17. 신학영어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먼저 ‘신학영어 특강’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호주나 기타 영어권의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신학영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가 허락되더라도 수강신

청은 해야 하며, 수업출석과 평가만 면제된다.) 

 

• 졸업 논문(Research Project) 규정  

1. 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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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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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내외 (참고문헌 제외). 

► 졸업논문을 제출하려는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한국신학부 연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된 논문연구계획서가 연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학생은 학교가 지정해 주는 논문 

지도교수와 함께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심사를 받고 지도교수로부터 학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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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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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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파트타임 학생이나 온라인 학생의 경우는 

참석이 의무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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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h.) 과정 Master of Theology Korean – 082728C) 

 

• 목적: 신학의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학자를 양성하는 기본 과정으로, 신학을 교수할 수 있는 기본 자격를 

갖추는 학문적 과정이다. 

 

• MTh 과정 지원 자격 세부 규정 

1. 호주 B.Th. 2.70 이상 혹은 한국 M.Div. → M.Th.  

2. 호주 B.Th. 2.7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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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여부는 입학사정위원의 추천을 받고, 최종적으로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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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M.Th.로 진학한다.  

 

• 수업연한: 풀타임 3 학기, 파트타임 9 학기(유학생은 무조건 풀타임 1.5 년) 

• 출석률 규정: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해당과목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유학생은 호주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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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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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Resear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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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SCD KST 의 다른 과정에서 신학영어를 

이수한 경우는 신학영어는 면제된다. 신학영어는 어느 과정이든 한 번만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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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ay (X9696, 18 학점) 또는 Research Project (X9692, 

18 학점)로서 두 학기에 걸쳐 이수한다.  

► 졸업논문의 길이는 한글 기준 15,000 단어내외이다(영문으로는 12,000 단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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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Research Essay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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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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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 의 경우, 제출된 논문계획서가 SCDKST 의 Research Committee 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도교수(supervisor) 1 명을 배졍해 주며, 학생은 그 지도교수와 함께 두 

학기에 걸쳐 한글로 논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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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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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esearch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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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esearch Project 논문심사는 지도교수 1 인과 심사위원(Marker,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1 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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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Research Project, 18 학점)을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졸업 규정: 학생들은 재학중 학기중 경건회에 참석해야 한다 (단, 파트타임 학생이나 온라인 학생의 

경우는 참석이 의무적이지 않다). 

 

 

온라인 과정(Distance Education) 

SCD 한국신학부의 학부(Undergraduate) 및 원부(Postgraduate) 과정들을 모두 온라인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다. ‘무들’(Moodle)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원거리 교육 방식도 

가능하다. 

 

• SCD 한국신학부 온라인 사이트 접속 방법 

1. SCD 본부 싸이트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 

1)  https://kst.scd.edu.au  를 입력하여 클릭. 

2) 왼쪽 상단에 LANG: 호주국기/태극기 그림에서 ‘태극기’를 선택하면 한글 화면으로 바뀜.  

3) 화면 상단에 “Online Lectures”(온라인강좌) 클릭하면 온라인 무들 사이트로 바로 이동됨.  

2. 한국신학부 무들싸이트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 

1) https://korean.scd.edu.au/ 를 주소창에 입력, 클릭 (곧바로 본교 온라인 무들 싸이트로 이동).  

https://kst.scd.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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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들 (Moodle)이란? 

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의 약자로서, 학습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혹은 가상학습환경(VLE)로 알려진 강좌관리 시스템(Course Management System)이

다. 무들 프로젝트의 초점은 학습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를 교육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무들

은 매우 큰 규모로 수십만 학생까지 관리할 수 있다. 많은 기관들이 완전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기 위한 플랫폼

으로 무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면대면 (face to face) 강좌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우

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의의 콘텐츠를 동영상과 자료 화일을 제공하고, 과제나 퀴즈를 사용하여 학습을 평가하

는 수단으로서 무들을 사용하고 있다.  

 

• 무들 계정 만들기 

본교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교 무들싸이트에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1. 무들 사이트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 오른쪽 상단에 한국어와 영어 중 언어를 선택한 후,  

2. 오른쪽 칼럼 중간에 ‘새로운 계정 만들기(creat new account)’를 클릭하여 양식을 채워 넣는다. 

(비밀번호를 지시사항에 맞게 구성하여 입력하고,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따로 적어두어 잊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무들싸이트에서 자동 응답 메일이 즉시 전송된다.  

4. 본인의 이메일로 들어가서 내용을 읽고, 포함된 웹링크 (대개 파란 줄로 뜨거나 밑줄이 쳐진 부분)를 

클릭한다. 웹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입력하면 됨.  

5. 계정 등록이 확인되면 로그인 할 수 있다.  

6. 로그인 한 후, 수강신청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과목 등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등록해 주며, 개강 

후, 1주일이 지난 후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 온라인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 과목 수강 방법 

1. 본교 무들 홈페이지 – 본인 계정으로 입장 - 강좌 범주 (course catagories: 학부/대학원) – 학문 

범주(성서/조직/신학 등)- 세부 과목 순으로 클릭.  

2. 강의는 13주 분으로 되어 있음 (보통 3 주 분량으로 열림).  

3. 상단의 상자 안에 있는 ‘강의 개요’, ‘강좌 공지’ 등의 내용을 클릭하여 상세히 읽는다.  

4. 주별 강의 수강 – 해당 주간의 제목 란을 클릭.  

5. 동영상(음성파일)을 시청한 후,  

6. 강의안을 읽고,  

7. 제시된 독서 과제와 학습지원 자료를 열람하고 숙지함. 

► 주의 사항: 두 주 마다 강의 요약문을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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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입생 지침 

1. 오리엔테이션 

1)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석한다. 

2) 오리엔테이션 시  

a) 학과목 및 강의 관련 사항 소개.  

b) 온라인 사용법에 대한 강의 숙지.  

c) 논문 작성법에 대한 강의.  

d) 신청한 과목의 주 교재 구입. 

 

2. 수강에 관련한 주요 사항 

1)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강한다.  

2) 매주 해당 부분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의 내용을 읽은 후 담당 교수에게 리포트한다. 이를 위해 

최소 2주에 한번씩 매 강의안을 요약 제출함으로 출석을 대신한다. (담당교수의 안내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강의안 요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이 되어 학점을 받지 못한다).  

3) 매주 부여된 독서 및 기타 과제를 담당 교수에게 리포트한다.  

4)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 퀴즈와 포럼에 참여한다.  

5) 논문작성법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한 논문을 작성한다.  

6) 시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여 실시한다(반드시 수강과목 담당 교수와 상의할 것). 

 

3. 과목 이수 및 낙제 

1)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이 전공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학적처와 상담하여 수강 신청할 것.  

2) 2회 이상 정기 수강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낙제할 수 있다.   

3) 2주 이상 해외 여행, 입원 등으로 인해 수강치 못할 경우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과 

담당 교수에게 리포트한다. 

 

4. 온라인 과정에 대한 인식 오류 – 낙제나 중도 포기의 요인 

1) 온라인 과정이 캠퍼스 수강보다 쉽다고 생각하여 필요한 학습시간을 채우지 않는다. 

2) 아무 때나 접속하여 수강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규칙적인 수업을 등한시한다. (몰아서 한꺼번에 하면 

된다) . 

 

무들 사용법 

1. 과제 (Assignment)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1) 해당 강좌에 들어가 과제 (Assignment) 를 찾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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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에 관한 화면이 나오면, 아랫부분에 있는 파일올리기 (Upload files)를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이 뜨면 추가 (Add) 를 클릭합니다. 

4) 왼편에 있는 파일선택도구(File picker) 중 파일올림 (Upload a file)을 클릭하고, 찾아보기 

(Browse)를 클릭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과제물을 찾아 클릭합니다. 

5) 이 파일올림 (Upload this file)을 클릭합니다.  

6) 변경사항 저장 (Save changes)을 클릭합니다. 

 

2. 과제(Assignment)의 성적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1) 해당 강좌를 클릭합니다. 

2) 과제(Assignment)를 클릭합니다. 

3) 이미 과제를 제출했고 교수님이 성적을 매긴 경우,  자신의 성적 및 피드백 등을 볼 수 있습니다. 

 

3. 학생의 학습활동 점검 

무들에는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학생이 언제, 얼마동안, 어떤 내용을 

수강하였는지를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 대학은 이 기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정기적 수강 여부(출석에 

해당)를 확인합니다. 

 

 

 

호주 한인목회자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과정(Centre for Lifelong Education) 

 

1. 디플로마 과정 (Diploma of Christian Studies) 

• 목적: 본 과정은 호주 이민 교회를 섬기는 한국 사역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과정입니다. 

• 수업 연한: 풀타임 2 학기, 파트타임 6 학기 

• 입학 자격: 고졸 혹은 특례 경력 입학 

• 졸업 학점: 8 과목(72 크레딧 포인트) 

• 학비: B.Th. 과정의 학비와 동일(Fee Help  및 Austudy(풀타임 경우)  신청 가능) 

 

• 졸업 학점 규정 

1. 성서신학, 조직신학 두 영역에서 최소한 한 과목씩 이수해야 된다. 

2.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을 합한 세 영역에서 4 과목을 이수하여 Christian Thought 라는 학문 

영역의 부전공을 만들어야 한다. 

3. 선수 과목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먼저 그 선수과목 이수한 후 수강해야 한다.  



SCD Korean School of Theology_Orientation                                                                                          2020 년 1 학기 

 

19 

► 예) 학술탐사 과목: 구약학술탐사의 선수과목 - 구약개론 

                                     종교개혁 학술탐사의 선수과목 - 초대교회사, 종교개혁사 

 

• 기타 졸업관련  규정 및 특전 

1. 학기초 집중강좌 과목(Intensive courses) 이수 가능.  

2. 두 과목은 온라인 과목(Online courses)으로 이수 가능.  

3. 본 디플로마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정규 신학사(B.Th)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                

                                                     

2. 준석사 과정 (Graduate Certificate in Arts) 

• 목적: 호주 이민 교회를 섬기는 한국 사역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특별 과정입니다. 

• 수업 연한: 풀타임 1 학기, 파트타임 3 학기 

• 입학 자격: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이상 

• 졸업 학점: 4 과목(36 학점: 9 pts x 4 units) 

• 학비: 석사 과정의 학비와 동일 (Fee Help  및 Austudy(풀타임 경우)도 신청 가능) 

 

• 졸업 학점 규정 

1. 대학원 과정의 8500 레벨의 과목이나 9600 레벨의 과목에서 4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선수 과목(prerequistie)이 있는 과목은 반드시 선수과목 이수 후 그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예를 들면 학술탐사 과목등 : 1. 구약학술탐사(구약개론) 2. 신약 학술탐사(신약개론)  

 

• 기타 졸업  규정 및 특전 

1. 학기초 집중강좌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2. 두 과목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다.  

3. 본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정규 문학사(M.A) 과정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과정을 마친 

후, M.A 과정을 두 학기만 하면 학위(M.A)를 받을 수 있다. 

 

학기와 학과목의 구성 

호주 대학의 일반적 규정(BTh)에 따라, 각 과목은 145 시간의 학습시간(강의 39 시간, 참고도서 읽기 30 시간, 

에세이 작성 52 시간, 시험 24 시간)을 기준으로 학사학위(B.Th)를 위한 학점이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 

과목(unit)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3 주간의 강의(39 시간) 를 포함한 총 학습시간인 145 시간을 채 워야만 과목당 

9 학점(credit points)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 학습시간에 관한 세부적 인 사항은 과정별 및 과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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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탐사 (신약, 구약, 종교개혁사, 청교도 영성사) 

 

매 학기 전문적인 가이드와 교수의 인도에 따라 학술탐사를 통해 현장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목들의 목적은 

책으로 배운 각 지역의 역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며, 그때 그들의 신앙과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정황에서 

묵상하고 깊이 있는 적용을 위한 통찰력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 신약 학술탐사: 신약의 지리와 관련된 그리스와 터키를 방문, 현장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사역의 무대들을 돌아보면서, 교실에서 책으로 배운 신약적 

지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되새겨 볼 수 있다. 방문 지역 별로 미리 준비된 역사적 배경 설명을 통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현장에 남아 있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을 통하여 시간을 초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목은 수강생들에게 

신학적 본문들 또는 사건들의 성서학적, 신학적, 역사적 서술과 관련한 지역들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서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장소들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감상하고, 

소통하게 할 것이다.(격년으로 4 월 부활주일 이후에 진행하고 있다.) 

*구약 학술탐사: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을 방문, 탐사하는 과목이다. 구약의 중요 지역과 인물들이 사역했던 

지역을 직접 방문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정학적 문화적 이해에 주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과목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지정학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신앙적 깨우침을 고취하여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개발함을 목표로 한다.(격년으로 4 월 부활주일 이후에 진행하고 있다.) 

*종교 개혁사 학술탐사: 종교개혁의 중심지들을 방문, 현장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보헤미아의 얀 후스, 독일 종교개혁의 지도자 루터, 그리고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핵심적 인물인 칼빈의 주요 활동 

무대들을 돌아보면서, 교실에서 책으로 배운 역사적 지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되새겨 볼 수 있다. 방문 지역 

별로 미리 준비된 역사적 배경 설명을 통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현장에 남아 있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을 통하여 시간을 초월한 개혁자들의 숨결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격년으로 주로 9 월에 진행하고 있다.) 

*청교도 영성 학술탐사: 청교도 영성의 중심지들을 방문, 현장 연구를 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청교도 

영성의 핵심적 청교도들의 활동 무대들을 돌아보면서, 교실에서 책으로 배운 역사적 지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되새겨 볼 수 있다. 방문 지역별로 미리 준비된 역사적 배경 설명을 통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확고하게 다지는 

한편, 현장에 남아 있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을 통하여 시간을 초월한 청교도들의 숨결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통찰력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격년으로 주로 9 월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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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편의시설, 기타 

1. 도서관 

본교 도서관은 현재 13,000 여권의 한국어 신학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해 예산의 많은 부분을 도서구입에  

할애하여 점점 더 장서수를 다양하게 늘려가고 있다. https://koreanlibrary.scd.edu.au 

한편, 브리즈번 분교는 나사렛신학대학(Nazarene Theological College)과, 멜번 분교는 야라 신학대학(Yarra 

Theological Union)의 캠퍼스를 이용하며, 해당 학교의 도서관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아래의 SCD 의 회원신학교들(MI’s)의 도서관들도 상호대차확인증을 활용하여 무료로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다: 

• Autralian College of Minisries Library: www.acom.edu.au/library 

• Booth College Library: 

https://boothcollege.softlinkhosting.com.au/liberty/libraryHome.do?corporation=SalvationarmyBoo

thCollege 

•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Libarary: https://library.ccs.edu.au 

• Good Shepherd College – Te Hepara Pai: Colin Library: www.gsc.ac.nz 

• Nazarene Theological College: John D. Fulton Library: www.ntc.edu.au 

• NSW Colleg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Libarary: https://cpensw.com/tiki-index.php 

• Perth Bible College: Urquhart Memorial Library: www.pbc.wa.edu.au 

• St Andrews Greek Orthodox Theological College: www.sagotc.edu.au/library 

•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 Studies (AusCCS):   www.tabornsw.edu.au/library 

 

 

 

► 핸드북 뒷부분에 “도서관 이용 안내” 가 수록됨. 

 

https://koreanlibrary.scd.edu.au/
http://www.acom.edu.au/library
https://boothcollege.softlinkhosting.com.au/liberty/libraryHome.do?corporation=SalvationarmyBoothCollege
https://boothcollege.softlinkhosting.com.au/liberty/libraryHome.do?corporation=SalvationarmyBoothCollege
https://library.ccs.edu.au/
http://www.gsc.ac.nz/
http://www.ntc.edu.au/
https://cpensw.com/tiki-index.php
http://www.pbc.wa.edu.au/
http://www.sagotc.edu.au/library
http://www.tabornsw.edu.au/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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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 시설 

(1) 식당(Canteen) 

휴식시간에는 커피와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용 공간(Canteen)이 마련되어 있으며,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식당도 각 캠퍼스 별로 구비되어 있다. 

(2) 주차공간 

시드니 캠퍼스는 한정된 수량에 한하여 무료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들은 

옥상의 SCD 주차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다. 다만, 여러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요일의 경우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유의하여서 주차장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사항 

• SCD 한국신학부 학생에 대한 특전 Privilege 

1. 유학생일 경우 호주 내에서(on-shore) 곧바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Subclass 573,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현지에서 곧바로 전환 가능).  

2. 시민권자일 경우 호주 정부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Fee Help,  구 Hecs).  

3. 시민권자로 풀타임 학생일 경우 Austudy 지원이 가능하다. (Centrelink 에 개별신청).  

4. 아카데믹한 수업 환경 및 각종 장학금 (성적, 근로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 최신 한국어 도서및 각종 학술데이타 시스템 열람할 수 있다. (DB Pia, 교보 Schola, 국회도서관 등).  

6. 타학교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Accreditation system).  

7. 호주대학교수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다. (교수 소개 참조).  

8.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 교단에 목사안수 추천한다.  

9. 동반비자 자녀 학비 혜택이 있다. (정부보조).  

10. 무엇보다도 호주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식 신학학위를 제공한다. (B. A / M. A / M.Div / M.Th) 

 

위치(Location) 

시드니 캠퍼스: 6B / 5 Talavera Road-East, Macquarie Park  2112  

본교는 시드니 북서부의 한인 밀집 지역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가 소재한 맥콰리대학 (Macquarie)지역은 맥콰리 

파크역(Macquarie Park station)과 맥콰리 쇼핑센타가 인근에 

있으며, 소위 시드니의 바이블 벨트라는 안전된 지역에 있다. 학교는 

기차역에서 도보로 5 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기에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주차장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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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D 한국신학부 교수진 (2020-1 학기) 안내 

(학문영역별, 담당분야, 최종학력) 

 

1. Biblical Studies (성경신학) 

• 김호남 교수(학장): 구약, Sydney 대학 (박사) 

• 김세현 교수(MA,MTh 교학처장): 신약, 영국 Sheffield 대학 (박사) 

• 심형권 교수: 구약, 남아공 North West 대학교 (박사) 

• 천용석 교수(브리즈번 캠퍼스 코디네이터): 신약 SCD (Th.M.), 실천신학, 미국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 

• 윤명훈 교수(브리즈번): 구약, Queensland 대학 (박사 candidate)   

 

2. Theology (조직신학) 

• 이상진 교수(부학장/경건훈련처장): 조직신학, 윤리학, SCD (박사) 

• 유재인 교수(MDiv 교학처장): 조직신학, 호주 Charles Sturt University (박사)  

•  김동지 교수(멜번): 조직신학,  총신대 (석사) 

• 김선규 교수(브리즈번): 조직신학, Queensland 대학 (박사 candidate) 

 

3. Humanities in Christian Tradition (인문학, 기독교 철학, 역사신학) 

• 김진흥 교수(학부교학처장): 조직신학, 교회사, 화란 Kampen Theological University (박사) 

• 정기옥 교수: 호주교회사, Charles-Stuart 대학 (석사) 

• 신민석 교수: 교회사, 호주 Macquarie 대학교 (박사)  

• 김덕곤 교수: 신학영어, Macquarie 대학교 (석사) 

• 김동원 교수(브리즈번): 신학영어, 미국 San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석사)  

• 강효주교수: 신학영어, Sydney 대학교(석사, TESOL) 

 

4. 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  

• 인용태 교수(평생교육원장): 실천신학, Charles Stuart-Hannam 대학교 (박사) 

• 김양욱 교수 (대외협력처장): 목회학, Kernel University (박사) 

• 배진태 교수: 선교학, 장신대 (박사) 

• 류병재 교수: 설교학, Grace College & Seminary (박사) 

• 최춘식 교수 (브리즈번): 목회위기관리, 백석대학(박사) 

• 한규희 교수(브리즈번): 선교학, 연세대 연합신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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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한나 교수: 선교학,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박사) 

• 노경혜 교수: 상담학, Emmaus Bible College (석사) 

• 백준호 교수:  

 

5. 집중강의 및 온라인 담당 방문 교수 (visiting lecturers for intensive / online courses) 

 

• 김영희 교수 (ACTS 교수): 목회 상담학, 남아공 Stellenbosh (박사) 

• 정인교 교수(서울신학대학교수): 설교학, 독일 Bonn University(박사) 

• 한천설 교수(총신대학교수): 신약, 네델란드 Kampen (박사) 

 

6. 석사 논문 지도교수 (외래) 

 

• 천종민 교수: 신약, 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박사) 

• 박승민 교수: 상담학, 서울대 (박사), 숭실대 교수 

• 박종수 교수: 기독교 교육학, University of Divinity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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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 관련 안내 

 

학점이수 점검표(신학사) Course Plan: Bachelor of Theology 

학문영역 

Sub-Discipline 

과목코드 및 과목이름 

unit code and title 

이수 

학점 

 

학년 

CURRENT YEAR 미이수학점 

1 2 3 

전공 

과목: 

 

2 

영역 

필수 

선택 

성서신학 

Biblical 

Studies 

B  -      

B  -      

B  -      

B  -      

B  -      

B  -      

A  -      

신학 

Theology 

 

T  -      

T  -      

T  -      

T  -      

T  -      

T  -      

교회사 

Church 

History 

기독교철학 

Philosophy 

HorW-      

HorW-      

HorW-      

HorW-      

HorW-      

Ho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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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4 

과목 

필수 

선택 

 

S(기독교영성) 

L(예배학) 

P(목회학) 

C(상담학) 

M(선교학) 

E(윤리학) 

    -      

    -      

    -      

    -      

선택 

Electives 

    -      

    -      

    -      

    -      

    -      

    -      

한국신학부 이수과목 Internal Subjects of The 

Korean Program 

     

경건회 

Chapel 

      

영성훈련 

College 

Mission 

      

고전어 Greek  

& Hebrew 

                       /      

총 이수 학점 Sub total Credit Poi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