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서학과

교육목적

한 알의 밀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성을 기반으로 성서에 대한 전문지식

과 교회 현장에서의 실천능력을 겸비한 교회 사역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1. 성서 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성을 키운다.

2.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교육한다.    

3.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4. 성서의 원문을 이해하고 바르게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5. 성서내용 파악과 해석능력을 갖추고 바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6. 기독교 교리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7. 교회사역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구비한다.

8. 다양한 문화상황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9.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성서의 정신을 구현한다.

인재상

1.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인성을 닮은 신앙인                



2.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신학인

3.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에 대한 실천 능력을 구비한 사역인

역량

역량 역량 설명

1. 경건생활역량 성서읽기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과 인성을 키운다.

2. 복음전도역량
복음과 일치되는 삶을 교육한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

3. 설교역량
성서원문을 이해하고 바르게 독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성서내용 파악과 해석능력을 갖추고 바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4. 교육역량 기독교 교리와 교회역사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한다.

5. 교회사역역량
교회사역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구비한다.

다양한 문화상황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6. 조직관리역량 변화하는 사회 속에 성서의 정신을 구현한다.

졸업이수학점

일립
교육

기초교양교육 전공교육
자유선택 졸업학점

학문기초 배분이수 자유이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8 18 15 (6) 27 39 66 33 140

  ※ 복수학위전공 이수학점 : 전공필수(27학점,PASS 과목 제외), 전공선택(24학점) 총 51학점 이수

     복수전공자 이수학점 : 전공필수(27학점, PASS 과목 제외), 전공선택(15학점) 총 42학점 이수 



이수구분별 교육과정표

이수구분 학년
1학기 2학기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전공필수

1
TH177 바이블리딩Ⅰ TH178 바이블리딩Ⅱ 

TH204 진로세미나 TH204 진로세미나

2

TH216 구약Ⅰ TH218 신약Ⅰ

TH204 진로세미나 TH219 전도의이론과실제

TH204 진로세미나

3

TH220 신약Ⅱ TH221 구약Ⅱ

TH199 조직신학Ⅰ TH200 조직신학Ⅱ

TH204 진로세미나 TH204 진로세미나

4

TH222 설교실습 TH008 교회사

TH204 진로세미나 TH228 교회학교운영

TH204 진로세미나

전공선택

2

TH223 헬라어Ⅰ TH227 헬라어Ⅱ

TH224 성경교수법 TH229 멀티미디어사역

TH225 예배찬양인도 TH230 기독교레크리에이션

TH226 SC(speech&communication)

TH217 기독교교육

3

TH231 히브리어Ⅰ TH234 히브리어Ⅱ

TH232 한국교회인물사 TH164 정통과이단

TH233 선교실습 TH054 성서해석학

4

TH235 신약Ⅲ TH239 구약Ⅲ

TH236 기독교변증학 TH027 기독교윤리

TH237 한국사회와다문화 TH240 특수목회사역

TH238 교회사역실습 TH241 예배와실제



학년별 교육과정표

학년
이수
구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시간수

과목명 학점
시간수

이론 실습 이론 실습

1
전공
필수

바이블리딩Ⅰ P 0 5 바이블리딩Ⅱ P 0 5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2

전공
필수

구약Ⅰ 3 3 0 신약Ⅰ 3 3 0

진로세미나 P 0 1 전도의이론과실제 3 3 0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헬라어Ⅰ 3 3 0 헬라어Ⅱ 3 3 0

성경교수법 3 3 0 멀티미디어사역 3 1.5 1.5

예배찬양인도 3 1.5 1.5 기독교레크리에이션 3 1.5 1.5

SC
(speech&communication)

3 1.5 1.5

기독교교육 3 3 0

3

전공
필수

신약Ⅱ 3 3 0 구약Ⅱ 3 3 0

조직신학Ⅰ 3 3 0 조직신학Ⅱ 3 3 0

진로세미나 P 0 1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히브리어Ⅰ 3 3 0 히브리어Ⅱ 3 3 0

한국교회인물사 3 3 0 정통과이단 3 3 0

선교실습 3 1.5 1.5 성서해석학 3 3 0

4

전공
필수

설교실습 P 1.5 1.5 교회사 3 3 0

진로세미나 P 0 1 교회학교운영 3 3 0

진로세미나 P 0 1

전공
선택

신약Ⅲ 3 3 0 구약Ⅲ 3 3 0

기독교변증학 3 3 0 기독교윤리 3 3 0

한국사회와다문화 3 3 0 특수목회사역 3 3 0

교회사역실습 3 0 3 예배와실제 3 3 0

 ※ 바이블리딩 I. II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 ~ 8시 50분 

 ※ 진로세미나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 선교실습은 격년제로 운영(선교실습 지역이 상황에 따라 해외 혹은 국내일 수 있다)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교과목 선수과목

헬라어 헬라어 II 헬라어 I 구약
구약 II 구약 I

구약 III 구약 II

히브리어 히브리어 II 히브리어 I 신약
신약 II 신약 I

신약 III 신약 II

교회사역 교회사역실습

예배찬양인도
조직신학 조직신학Ⅱ 조직신학 I

멀티미디어사역

기독교레크리에이션
설교 설교실습 구약 I~III, 신약 I~III

SC, 성서해석학교회학교운영

졸업 후 진로

1. 신학대학원진학 : 목회자, 선교사, 해외유학

2. 성서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은 단체를 포함하여 기독교 언론사, 방송국, 선교단체 등 각종 기독교 기관에 취업

교과목 설명 (가나다 순)

TH226 SC(speech&communication) : 이론과 실습과목

교회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게 한다. 의사소통 이론과 실질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배우

며 또한 설교에 필요한 수사학적 스피치를 훈련한다.

TH216 구약 I : 이론과목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구조와 내용,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구약의 율법서

라 불리는 이들 책은 창조, 족장사,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 제사법,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 등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TH221 구약Ⅱ : 이론과목

언서 및 역사서를 포함한 책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과목의 주요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통일왕조와 분열

왕조이다. 그리고 BC 6-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메시지와 신학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TH239 구약Ⅲ : 이론과목

구약의 시. 지혜 문학으로 불리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책들에 관한 연구이다. 이 책들의 구조와 내용, 신학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TH21 기독교교육 : 이론과목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됨을 가르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

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육방법과 기독교적인 인격을 함양하는 교육이론을 발전시킨다. 

TH236 기독교변증학 : 이론과목

변증의 발생과 이유, 그리고 기독교 철학으로 발전된 과정들을 살펴보며 기독교 철학으로 발전된 변증론의 유형과 목적과 

같은 주제들을 다룬다.

TH230 기독교레크리에이션 : 이론과 실습과목

기독교 사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레크리에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일과 여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관한 강의와 토론

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관한 적절한 관점을 연구할 것이다.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의 가장 효율적인 체험과 삶의 질에 관



한 심리학적 관점들에 집중할 것이고 지역 사회 레저 서비스가 다루어질 것이다.

TH027 기독교윤리 : 이론과목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운다. 윤리 이론들과 현실에의 적용 방법 등 기독교윤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함으로

써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일군들이 되게 한다.

TH008 교회사 : 이론과목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교회 설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룬다. 세부적으로 초대, 중세, 종교

개혁, 근세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사를 시대별로 살피면서 주요 인물들과 사상들을 함께 점검한다. 

TH238 교회사역실습 : 실습과목

신학수업 과정에서 습득한 목회의 제반이론들을 현장목회 상황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목회사역 전반의 현장학습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228 교회학교운영 : 이론과목

교회학교 운영을 다룬다. 학생들이 교회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서식과 절차를 배우며 또한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예

산과 결산의 방법 등을 배운다.

TH229 멀티미디어사역 : 이론과 실습과목

사역을 위해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의 결합 된 사용에 초점을 둡니다. 이 워크숍의 주된 목적은 참

가자들에게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에서 정지 이미지, 사운드 및 비

디오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TH177 바이블리딩 I : 실습과목

성서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창세기에서 시편까지 읽는다.

TH178 바이블리딩 II : 실습과목

성서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기본훈련 과정으로 교수와 함께 매일 잠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다.

TH233 선교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먼저 교실수업을 통해 특정 지역 혹은 국가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적 상황을 익힌 후 타 문화권에서 실습을 통하

여 선교이론을 현장에서 한 주 혹은 두 주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함으로 미래 선교사로서의 적응력과 실력을 갖추게 한다

(선교실습 지역이 상황에 따라 해외 혹은 국내일 수 있다).

TH222 설교실습 : 이론과 실습과목

설교의 구성과 전달에 대해 학습한다. 이 과목은 여러가지 설교의 형태의 설교방법과 그의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고 실제적

인 기술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

TH054 성서해석학 : 이론과목

성서해석학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연구하고 습득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역사-문

법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의 원리들과 본문의 의미를 창출하기 위한 본문 분석과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TH224 성경교수법 : 이론과목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통한 귀납법적 성경공부방법을 알게 하고 그런 후 동일한 원리를 성경의 여러 책 및 구절들에 

적용함으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터득게 한다. 이 강의는 신구약과목의 선수과목이다.



TH218 신약 I : 이론과목

4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공부한다. 공관복음의 독특한 문제들을 개론적으로 

다루고 공관복음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220 신약 II : 이론과목

바울서신에 대한 주해적 연구다. 바울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상황, 서신적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바울의 사역들을 

탐구하고 현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바울서신의 특정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과목이다. 

TH235 신약 Ⅲ : 이론과목

일반서신에 대한 주해적 연구이다. 각 서신의 사회적 배경, 역사적 정황, 서신의 구조, 주요 신학적 주제 등을 탐구하고 현

대교회와의 연관성도 고찰한다. 각 서신의 주요 본문을 문맥 속에서 주해하고 해석하며 적용한다.

TH241 예배와실제 : 이론과목

예배의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의미들을 밝히고 예배 관련 각론들을 이해하며 예배 인도자가 갖춰야 할 소양을 가르친다.

TH225 예배찬양인도 : 이론과 실습과목

학생들은 기독교 사역에서 필요한 예배찬양인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과 기술을 배운다.

TH219 전도의이론과실제 : 이론과목

전도의 성경적 기초, 전도신학, 복음에 대한 이해, 전도자의 자질과 영적생활, 다양한 전도 방법론을 소개한 한 후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목사에 의해 개발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프로그램의 복음개요를 암기함으로 복음 전도능

력을 터득하게 한다.

TH164 정통과이단 : 이론과목

이 과목은 개신교 신학의 정통적 신앙 노선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이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성경의 역사적 문법적 해석의 원리에 근거하여 비판함으로써 정통교리를 공고히 한다.

TH199 조직신학 I : 이론과목

조직신학 서론, 성경의 기원, 계시, 영감, 무오성, 권위, 생동성을 중심으로 성서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품성을 중심

으로 신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고 인간의 창조,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요소, 영혼의 기원을 

중심으로 인간론을 다룸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성서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TH200 조직신학Ⅱ : 이론과목

조직신학 서론, 성경의 기원, 계시, 영감, 무오성, 권위, 생동성을 중심으로 성서론, 하나님의 존재, 본질, 속성, 품성을 중심

으로 신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중심으로 기독론, 그리고 인간의 창조,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요소, 영혼의 기원을 

중심으로 인간론을 다룸으로써 기독교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성서에 기초하여 연구한다. 

TH204 진로세미나 : 실습과목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명과 사명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진

로방향설정에 도움을 제공한다. 이 수업은 수업형식뿐 아니라 개별상담형식으로도 진행된다.

TH240 특수목회사역 : 이론과목

방송, 문서, 언론, 선교기관, 비즈니스, 스포츠, NGO를 통한 선교의 실제를 교수하고 현장경험을 통한 필요한 지식을 획득

하여 특수선교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다.



TH232 한국교회인물사 : 이론과목

19세기 말부터 한국에 전해 내려온 개신교회역사를 주요 인물 중심으로 다룬다.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초기 선교사들 및 

주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활동 등을 점검한다.

TH237 한국사회와다문화 : 이론과목

다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계층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모색한다. 세계는 현재 지구촌화되면

서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국제결혼 등으로 한국사회는 더 이상 단일문화 국가가 아니다.

TH223 헬라어 I : 이론과목

신약성서 헬라어의 기초과정으로 알파벳, 읽기, 쓰기를 공부하고 기초문장을 익히기 위해 기초 문법을 공부한다. 

TH227 헬라어 II : 이론과목

초급헬라어를 수강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초급헬라어에 이어 헬라어문법 남은 부분을 공부하여 성서헬라어의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게 한다. 

TH231 히브리어Ⅰ : 이론과목

구약성서 히브리 원문을 이해하기위한 연구이다. 이 과목을 통해 기초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 그리고 구문론을 익히고 간단

한 문장을 해석한다. 

TH234 히브리어 II : 이론과목

기초 히브리어 과목의 연속이다. 히브리어 불규칙 동사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다. 히브리 문장의 

상세한 고찰과 선택된 본문의 독해를 통하여 주해를 위해 준비된 중급 히브리어이다. 



성서학과 2018학번 신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

유형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졸업

인증

성경 영어 컴퓨터 (엑셀) 컴퓨터 ( ∝ )

□ 자격증 or □ 과목 

취득

학점

졸업학점 이수학점 졸업기준 평점평균 이수평점평균

140학점 이상 총평점평균 1.5 이상

참고

사항

1. 전공학점(기초+필수+선택)으로 6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선택 과목은 『대학생활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승인자는 해당 학과에서 교육과정 확인

3.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학과에서 교육과정 확인

4. TOEIC 600점 이상 또는 TEPS 483점 이상 취득 시 점수 제출시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영어교과 면제

  ① 1학년 1학기 제출자 : 영어2~영어4 면제 (단, 영어연습 또는 실용영어 중 1과목 필수로 수강)

  ② 1학년 2학기 제출자 : 영어3~영어4 면제         ③ 2학년 1학기 제출자 : 영어4 면제

5. 졸업인증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자유이수 컴퓨터영역의 ‘소프트웨어코딩기초’ 이수 시 대체
 

학년 이수구분 1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2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배

분

이

수

교

과

인간, 가치, 

논리

비판적사고와논리 인문학적사유와철학
철학적인간이해 신학적인간이해
세계에대한이해 초월적세계에대한내면탐구
호모에티쿠스윤리적인간 애타주의:상호성의원리
신화와상상력 서양신비사상의기원

자연, 생명, 

기술

과학적사고의이해 과학산업의발달과세계관
환경과인간 에너지의이해
우주와생명 생명윤리와법
미래기술과컴퓨터과학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
빅데이터사회와정보활용 호모엠파티쿠스:소통,공감

사회, 공동체, 

시장

심리학의이해 힐링과행복코칭
인간행위와사회구조 경영과사회
시민생활과법 생활경제
청소년심리및상담 정치학적사유의원리
소셜네트워크:소통과집단지성 교육학적학습의원리
여성과현대사회

역사, 문화, 

소통

역사해석의방법들 문화와인류
헬레니즘과헤브라이즘 청소년문화
서양고중세역사와신 주제로살펴보는서양근현대사
한국인의정신세계 한국근현대사
서양음악의역사 공연예술의이해와감상
중국의역사와문화 근대일본과동아시아

예술, 문학, 

신체

예술과철학 문학과삶
영화속그림읽기 한국현대시와삶읽기
현대인의스포츠와마케팅 신체활동과건강
기본발성과가창실습 교회음악의이론과실제
현대예술과디자인 동양미술의멋

 ※ 핵심교양은 졸업 전까지 4개영역 이상에서 각 영역별로 1개 이상씩 최소 15학점 이수해야 함



학년 이수구분 1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2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1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Ⅰ 전도훈련Ⅱ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교양필수

학술적글쓰기Ⅰ 학술적글쓰기Ⅱ

영어Ⅰ 영어Ⅱ

대학생활과자기계발

전공필수
바이블리딩 I 바이블리딩II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2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Ⅲ 전도훈련Ⅳ

교양필수 영어Ⅲ 영어Ⅳ

전공필수

 구약Ⅰ  신약Ⅰ

 진로세미나  전도의이론과실제

  진로세미나

3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신약Ⅱ  구약Ⅱ

 조직신학Ⅰ  조직신학Ⅱ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4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설교실습  교회사

 진로세미나  교회학교운영

  진로세미나



성서학과 2020학번 편입생 졸업요건 점검표 

전공

유형

단일전공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모듈

졸업

인증

성경 영어 컴퓨터 (엑셀) 컴퓨터 ( ∝ )

□ 자격증 or □ 과목 

취득

학점

졸업학점 이수학점 졸업기준 평점평균 이수평점평균

70학점 이상 총평점평균 1.5 이상

참고

사항

1. 이중전공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 승인자는 해당 학과에서 교육과정 확인

2.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설 학년, 학기, 과목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학과에서 교육과정 확인

3. 자유이수 컴퓨터영역의 ‘소프트웨어코딩기초’ 이수시 졸업인증 컴퓨터(∝) 자격증 대체

학년 이수구분 1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2학기 과목명 이수여부

1 기초공통필수  성서적세계관의기초Ⅰ 밀알훈련

2 전공필수
 구약Ⅰ  신약Ⅰ

  전도의이론과실제

3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Ⅴ 전도훈련Ⅵ

전공필수

 신약Ⅱ  구약Ⅱ

 조직신학Ⅰ  조직신학Ⅱ

 진로세미나  진로세미나

4

기초공통필수
경건훈련 경건훈련

전도훈련Ⅶ 전도훈련Ⅷ

전공필수

 설교실습  교회사

 진로세미나  교회학교운영

  진로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