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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신학대학 및 신학대학원  
 

2023 년기준 졸업을위한 학사규정 수정안 

 

1. 졸업필수과정이었던 신학영어 및 영어특강은 페지하기로함 

 

2. College Mission (컬리지 미션) 

- KST Faculty 에서 졸업규정으로된것을 페지하기로함 

 

3. 성경 고전어 특강은 페지하기로함 

- 학부과정에서는 성경신학을 전공으로 이수할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2 두개의 원어 중 

1 개가 이수 하면 됨 

- 대학원과정에서는 성경신학을 전공으로 이수할 때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2 개의 원어를 다 

이수해야함, 부전공으로 할떄에는  원어를 수강하지 않아도 됨 

 

4. 대학원 졸업시험은 폐지하기로 함 – 성경고사만 진행하기로 = MDiv/MTh 두 과정만 

 

5. 대학원 학위를 위한 졸업논문: 졸업논문 대신 개인학습지도 INDEPENDENT GUIDED 

STUDY (IGS) 로도 졸업이 가능함. (일반과목과 비슷한 형식임) –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학기 

오리엔테이션 자료집을 참고하기바람  ➔ Research Project(9 학점; 18 학점), Research 

Essay(18 학점), IGS (9 학점; 18 학점) 중 1 과목 이수하면 됨.  

  

학점이수를 위한 학문영역 지침표 

   

학문영역(전공분야) 세부학문영역 비고 

성경신학 (B) 코드로 시작하는 과목 구약 또는 신약 
학부 -  성경신학 & 조직신학 영역에서 100  

레벨인 선수(개론)과목 이수 후 200 레벨 과목 

수강 가능, - 성경신학을 전공하는 학우는   

졸업을 위해 A 로 시작하는 성경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중 1 개이상은 이수해야함 

Biblical Studies 

실천신학 (P) 목회학 &  기독교 교육학     

(C) 목회상담학  /  (S) 영성학 /  M) 선교학  
 Christian life & Ministry 

기독교전통의 인문학  (H ) 교회사  / (W) 기독교 철학  /  (A) 성경원어 대학원 – 성경신학 & 조직신학 영역에서 81000  

레벨인 선수(개론)과목 이수 후 9200 레벨 과목 

수강 가능, - 성경신학 영역으로 전공시 

히브리어와 헬아어를 다 이수해야함 

Humanities in the Christian 
Tradition  

조직신학  

(T) 조직신학  /  (L) 설교학 & 예배학  / (E)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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