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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학이념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은 「한반도의 복음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북쪽의 끝 회령에서부터 남쪽의 

끝 제주도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길 만이 우리나라가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 복지의 나라가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교육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흠모하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하여 한반도 복음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성경말씀에 근거한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재상과 교육목표 
「밀알정신을 갖춘 복음전도자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 「말씀에 거하는 성서인」, 「복음을 위한 전문인」,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이라는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성서인, 전문인, 사회인이라는 인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흠모(欽慕)하는 대학슬로건

한반도 복음화비  전

밀알 정신을 갖춘 복음 전도자 양성
교육

       목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교육
      이념

밀알정신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쳐

'복음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초교파적 지도자를 양성' 하는 것

(대학 헌장 제1조)

설립
      목적



대학원장 인사말 
PRESIDENT'S MESSAGE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장

본 대학원은 성서의 밀알 정신의 설립이념을 바탕으로 학문발전과 세계와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전문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대학원은 1999년 일반대학원(M.A, 및 Ph.D.) 및 신학대학원 인가의 신설을 

시작으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신

학, 간호, 상담)과 사회인 및 일반 성인의 재교육을 통하여 실용적인 전문지식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해외선교 등 국내외 현장에서 리더와 개척자로서 활동

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도 기여함으로 세계와 지역

에서 밀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학원의 역

할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학문 간의 융복합과 신설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 궁극

적으로 ‘진리에 거하는 신앙인’, ‘복음을 위한 전문인’,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의 교

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꿈들이 여러분이 선택한 이 곳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름다운 현실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귀하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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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안내

일반대학원 신학과

일반대학원은 복음주의 신학의 학술이론과 

그 체계적 방법을 더욱 심오하게 연구하고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실시하여 학문과 신앙을 

두루 갖춘 조화된 신학자를 배양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세상의 화합과 소통을 이끌고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는 

전문 지도자를 양성합니다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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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운영 

구  분 내    용

강의일시
 매주 월요일 주간 

 수업시간 : 09:00 ~ 18:00

장학제도

 1. 신학연구장학 : 매 학기 일정액(석사 : 40만원, 박사 : 50만원) 지급

 2. 성경연구외부장학 : 성경강해, 성경주해 과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액 지급

 3. 선교단체 간사장학 : 매 학기 등록금 30% 지급

 4. 동문입학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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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에 기초한 전문적 신학교육

교육목적 

첫째,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한 경건훈련을 통한 인격함양을 목표로 한다.

둘째,  최근 신학동향들을 소개하고 연구함으로 전공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을 배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기독교 복음의 실천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심오한 학문탐구를 통해 기독교 교회와 사회에 

이바지함으로 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발전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세부전공 

•  •  구약학(Old Testament) 구약성서의 기원, 원문, 배경, 사상을 연구하고 성서해석의 다양한 방법론과  

기본적인 성서언어와 고대 근동어를 탐구한다. 

•  •  신약학(New Testament) 신약성서의 기원, 원문, 배경, 사상을 연구하고 성서해석의 다양한 방법론

과 기본적인 성서언어를 탐구한다. 

•  •  성경강해(Biblical Exposition) 신약과 구약, 설교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성경주해(Biblical  Exegesis) 설교를 위한 성경주해과정으로 신구약 성경본문 연구를 통해 목회현장 

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성경해석의 방법을 배운다.

•  •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기독교의 교리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다룬다.

•  •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기독교 전 역사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 그리고 사상에 대하

여 구체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  •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신학적 성찰과 실천이라는 교회의 두 영역의 연계를 통해 신학적이고    

목양적인 주제들에 대한 원리와 그 대처방안을 탐구한다.

•  •  기독교상담심리학(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기독교 사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사회전반 

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원리 및 치유방법론을 연구한다.

학위과정 

구  분 내    용

학기제

석사과정
M.A.  2년 과정(4학기제) - 학사 졸업자

Th.M.  2년 과정(4학기제) - M.Div 학위 취득자

박사과정(Ph.D.)  3년 과정(6학기제)

석박사통합과정(Ph.D.)  4년 과정(8학기제)

교육과정 

구  분                        수업연한          이수학점                         세부전공                                  

학

기

제

석사과정(Th.M., M.A.) 2년과정(4학기제)  27
 구약학 / 신약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실천신학 / 성경주해 / 성경강해 / 

 기독교상담심리학

박사학위과정(Ph.D.) 3년과정(6학기제)  36

석박사통합과정(Ph.D.) 4년과정(8학기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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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실무,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며 건강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간호전문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복음주의적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인류건강 증진을 

실천하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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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운영 

구  분 내    용

강의일시

 목 : 18:30~21:00

 금 : 13:30~21:00

 목, 금요일 야간수업(금요일 주야간 1일 수업도 가능)

장학제도

 1. 간호연구장학 : 매 학기 40만원 지급(전원)

 2. KBC장학 : 본교 간호학과 교류기관 직원에게 20% 지급

 3. 성적장학 : 매학기 성적 최우수자에 50% 지급

 4. 동문입학 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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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간호지도자 양성

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 간호학석사(M.SN.) - 2년 과정(4학기제)

교육과정 

구  분                          수업연한            이수학점                          세부전공                                  

학

기

제

석사과정(M.SN.) 2년과정(4학기제)

 30

(논문자)
 간호관리학 / 성인간호학 / 아동간호학

 여성건강간호학 / 정신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33

(비논문자)

교육목적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간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간호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첫째, 전문화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형성한다.

둘째,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한다.

셋째,   간호전문인으로서 리더십 전략을 개발하고 발휘한다.

세부전공 

● ● 간호관리학(Nursing management) 

간호조직의 혁신과 성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관련 이론과 연구를 수행하고 리더십

을 발휘한다.

● ● 성인간호학(Medical & Surgical nursing) 

성인의 내외과적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성인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 아동간호학(Child health nursing) 

아동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아동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 여성건강간호학(Maternity & Women's health nursing) 

여성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여성건강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

한다.

● ● 정신간호학(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대상자의 건강관련 문제와 관련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정신간호 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 ● 지역사회간호학(Community health nursing)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여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하고 관련 건강문제와 이론을 탐구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간호실무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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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학원은 성서적 복음주의에 입각한 

목회자 양성 및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성경의 깊이 있는 

가치와 진리를 탐구하며

인격과 소양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합니다

대학원 운영 

구  분 내    용

강의일시
 월, 화, 목요일 야간 수업 / 수, 금 온라인 수업

 수업시간 : 18:00 ~ 22:30

장학제도

 1. 신학연구장학 : 매 학기 40만원 지급(전원)

 2. 성적장학 : 학년별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

 3. 선교단체간사 장학 : 매학기 등록금 30% 지급 

 4. 동문입학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목사안수
 1. 사단법인한국성서선교회

 2.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학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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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충실한 전문 목회자 양성 교육

특성화된 프로그램 

● ● 성경중심의 커리큘럼(A Bible Centered Curriculum)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되도록 신학 훈련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함께 갖추도록 훈련시킨다. 성경 66권에 대한 바른 석의(exegesis) 및 강해

(exposition) 능력을 배양시켜 학생 스스로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한다.

● ● 기독교 정통복음주의신학(A Theology of Evangelical Orthodoxy) 교리를 고수한다 

기독교 정통복음주의신학을 고수하며 신학적 입장을 학문적으로 확장해나간다. 따라서 성경의 무오성과 

절대적 권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인간의 완전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신학의 근간으로 한다. 

●  ●  초교파적 전문인력(Leaders for Interdenominational Churches in Korea and World)을     

양성한다 

국내 및 세계 복음주의 계통의 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에 필요한 초교파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헌신적으

로 사역 하도록 한다. 현재 정통복음주의 신학적 이해를 견지한 졸업생들은 한국성서 선교회와 한국독립

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 그리고 소속된 교단과 교회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통해 목회자로 안수 받고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 영성을 갖춘 지도자(Leaders with Dynamic Spirituality)로 훈련한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 충만이 필수적임을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나가고 있다.

●  ●  해외복음주의 신학대학원들과 활발한 학술교류(Cooperative Educational Program with 

Foreign Seminaries)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지도자로 훈련한다 

신학적 입장을 같이 하는 해외 신학대학원들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지도자들

과 사역할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언어, 문화적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

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3년 야간과정(6학기제)

교육과정 

  졸업이수학점                        교과목구분              학 점                                     비    고                                 

90
전공필수

전공선택

48학점

42학점

 학부에서 필수과목과 동일과목을 이수한 경우

 해당영역(전공)에서 선택과목 대체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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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기독교밀알정신을 

바탕으로, 나를 세우고, 클라이언트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세우는 인재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현장에 기반한 실천적 지식체계, 

창의적 실무능력, 현장중심 연구역량을 증진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이끌어가는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급변하는 사회위기와 

복지환경에 대처하는

전문 사회복지사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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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안내

대학원 운영 

구  분 내     용

강의일시
 매주 월, 목요일 야간 수업

 수업시간 : 18:00 ~ 23:00

장학제도

 1. 신입생장학 : 1학기차 등록금 50% 지급(전원)

 2. 재학생장학 : 2~4학기차 등록금 20% 지급(전원)

 3. 성적장학 : 성적우수자 50% 지급

 4. KBC장학 : 본교 법인 및 유관기관 직원 등록금 30% 지급

 5. 선교단체간사 장학 : 매 학기 등록금 30% 지급

 6. 동문입학장학 : 본교 출신 입학자에게 입학금 면제

 7. 사회복지대학원동문장학 : 일정액 지급



기독교적 사명감과 박애, 인간존중의 교육

11
10

교육목적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본교 설립이념인 기독교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전문가 양성

을 추구한다. 교육목적은 실천적 지식역량 증진,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와 복지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실무역량 개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현장중심적 연구역량 향상이다. 

세부전공 

● ● 사례관리 

공공 및 민간 사례관리 정책, 전달체계, 사례관리 실무 학습을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

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관리 전문역량 함양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 노인복지 

초고령사회를 선도할 노인복지 제반 이론 및 실천현장에서 요구되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전문학습을 통

한 융복합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노인복지 전문역량 함양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 사회복지실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에서 신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 개인‧가족‧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전문

적 실천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식‧기술‧가치 습득을 도모하여 실천능력 함양 및 사회문제해결 역량 증

진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 사회복지학석사(M.SW.) - 2년 야간과정(4학기제) 

교육과정 

     전 공          졸업학점     교과목 구분          학 점                                      비    고 

사례관리

29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2학점

3학점

18학점 이상

6학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 선택 가능

비논문자는 논문 대신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공통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논문

2학점

18학점

6학점 이상

6학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선택

비논문자는 논문 대신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대학원 운영 

구  분 내    용

강의일시
보육학 매주 월, 화요일 야간, 수업시간 : 18:00 ~ 23:00

특수보육학 매주 월, 목요일 야간, 수업시간 : 18:00 ~ 23:00 

장학제도

1. 신입생장학 : 1학차 등록금 50% 지급(전원)

2. 재학생장학 : 2-4학차 등록금 20% 지급(전원)

3. 성적장학 : 매학기 성적이 우수한 원우에게 지급

4. 선교단체간사 장학 : 매학기 등록금 30% 지급

5. KBC장학 : 본교 법인 및 유관기관 등록금 30% 지급

6. 동문입학장학 : 본교 출신의 입학자에게 지급되는 입학금 면제

보육학전공

•  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 자격소지자가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을 가지고 승급교육을 받아야 함)

•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 평가제 현장관찰자, 

   대기업 직장 보육사업 담당자 및 연구자, 대학강사, 부모교육 강사 

특수보육학전공

•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원장자격소지자로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취득 후 

   원장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함) 장애영유아보육교사(보육교사 2급 자격소지자)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장애전문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아동지원센터, 어린이집치료사

2022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과안내

보육대학원

보육대학원은 보육의 현장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의 양성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사랑과 헌신, 진정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보육현장을 책임질 

영유아 보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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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 보육학석사(M.CE.) - 2년 야간과정(4학기제)

세부전공 

● ● 보육학

-  희생과 봉사의 자질을 갖춘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보육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유아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천하는 

연구자로서의 전문가적 역량을 함양한다.

-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보육정책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유아보육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리더로서의 자질을 계발한다.

● ● 특수보육학

-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서 특수교육관련학과로 인정받고 있는 본 전공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장애통합현장의 개선을 위한 지도자적 리더십을 개발한다.

-  장애영유아통합 현장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 교수법, 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학문적 자질과 실

천적 능력을 개발한다.

-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활성화 하는 

현장 중심의 보육 전문성을 기른다.

지식과 지혜가 융합된 사랑의 교육

13
12

교육과정 

     전 공          졸업학점     교과목 구분          학 점                                       비    고 

보육학

36

   공통필수

   전공과목

   논문학점

2학점

28학점 이상

6학점

 - 비논문자는 논문대신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

특수보육학
   공통필수

   전공과목

   논문학점

2학점

28학점 이상

6학점

* 매 학기 최대 이수학점 :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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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GUIDE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22 spring semester) 
1. Application Schedule

Classification Schedule for admission period Notes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
(Online Application)

November 15(mon), 2021 at 09:00 ~
November 26(Fri), 2021 at 16:00

Apply online through the Office of admissions website 
(http://grad.bible.ac.kr/).

Submission of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or by postal mail )

November 15(Mon), 2021 at 09:00 ~
December 2(Thu), 2021 at 16:00

●    After completing online application, applicants should 
submit the hard copies of completed application forms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by postal mail or in 
person.

    * Submission by postal mail:
(zip code: 01757) Graduate School, Korean Bible  
University, 32, Dongil-ro 214-gil, Nowon-gu, Seoul, 
Republic of Korea 

    * Submission in person: 
Office of Graduate School. (Please don’t visit on 
Saturday & Sunday)

Interview & Test

The exact time will be announced later

Notification of
Admissions Decision

Tuition Payment

Issuance of
Certificate of Admission

2. Admission Procedures

Online Application

Submission of Hard Copies of
Completed Application Forms and
other Required Documents
(in person or by postal mail)

Document Evaluation &
Interview, Test

Notification of Admissions Decisions 
and Scholarships

Replying to Letter of Affidavit and
Tuition Payment

Issuing Certificate of Admission

Visa Application and
Arrival to Korea

Orientation for new International
Students, Course Enrollment

Course Starting

ADMISSION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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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eral Admission Information    

Degree Duration Language 

Master of Divinity 3 years (6 semester) Korean 

Master of Arts
Master of Theology

2 years (4 semester) Korean 

4. Admission Qualifications    
● 4-year bachelor’s degree    
● Confessing, baptized believer of over 4 years    
● TOPIK level 4 

5. Required Documents (scan and send via email in PDF format)        

① All documents (non-English) must be notarized and submitted in English  
② Incomplete documents will not be reviewed. Submitted documents are not returned. 
③ Applicants must also send original copies. All documents will be strictly reviewed.  

   
●   Prescribed Forms   

① Application form (include recent photograph)   
② Personal Statement   
③ Certificate of Baptism    
④ A reference letters (professor and pastor or missionary)
     (must send directly via email: grad@bible.ac.kr)    
⑤ Copy of Passport 

6. Apostille     
         ●  Applicants who graduated from school(s) outside of Korea must submit documents with apostille stamps or notarization verifying 

school’s accreditation.    
● Member countries of the Apostille: apostille stamp   
● Non-Member: notarization from nearby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 China : 中國高等敎育學曆査詢報告 (www.chsi.com.cn)     
             教育部 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 (www.cdgdc.edu.cn)   
● Seoul Confucius Academy ( www.cis.or.kr )    

7. Application Fee     

 One-year tuition : 65,000 won  

▣ Phone number : 82-2-950-5456   
▣ Homepage : http://grad.bibl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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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 정 학 과 전 공  학 위 입학정원

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M.A., Th.M.)

구약학, 신약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석사(문학, 신학)

15

간호학과(M.SN.) 간호학 간호학 석사

박사과정
신학과(Ph.D.) 

구약학, 신약학, 성경강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상담심리학
철학박사 5

석・박사 통합과정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신학과(M.Div.) 목회학 목회학 석사 37

사회복지대학원 석사과정 사회복지학과(M.SW.)
사례관리
노인복지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학 석사 7

보육대학원 석사과정 보육학과(M.CE.) 보육학・특수보육학 보육학 석사 17

총      계 81

■  공통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독교인으로 세례(침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  Th.M. 과정(성경주해,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  

신학) : 목회학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이 있다고 인정된 자

●  M.A. 과정(기독교상담학) : 학사 학위 취득자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  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및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Th.M. 소지(졸업예정)자

●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자는 동일계열 M.A. 소지(졸업예정)자, 

Th.M. 및 M.Div. 학위 소지(졸업예정)자

■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  학사학위 취득(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기독교상담심리학)

●  신학전공은 목회학 석사학위(M.Div.)를 취득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기독교인으로 세례(침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래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 본교 학부 성적이 우수한 자(평균 백분율 90점 이상인 자)

  - 국내외 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명예박사 및 비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않음)

  - 국적이 외국인인 자 

구 분 서류
면접

(인성검사포함)
필답고사

일반대학원
(석사)

50% 50%

일반대학원
(박사, 통합)

20% 30%
50%

(전공시험+외국어시험)

신학
대학원

서류전형 20% 30% 50%(성경시험)

특별전형 50% 50%

사회복지 및 
보육대학원

50% 50%

01 모집부분 및 모집인원

전형방법

일반전형 지원자격02 일반전형 지원자격03

04

모집요강



■  문  의 

●  전      화 : 02)950-5456, 5464

●  홈페이지 : http://grad.bible.ac.kr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복음관3층)

■  원서접수 절차

①  원서 작성 후 접수(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 입시자료실 → 

2022학년도 대학원 신입생모집에서 양식 확인)

② 접수방법 : 우편, 창구방문,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 (0175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 방문접수

     - 이 메 일 : grad@bible.ac.kr

③  전형료 납부 : 현금결제 or 계좌이체(국민 835-25-0009-978 

                         한국성서대학교) 

                              ●  계좌이체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겉봉에 [입시서류] 표시 요망

●  첨부서류 미비, 주소불분명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  공통서류

●  자기소개서(본교양식)

●  출신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  출신대학교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 증명서 각 1통

   (총 평균평점은 백분율 표시)

※ 편입 전적이 있는 경우 편입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통

■  신학대학원 추가서류

●  담임목사 추천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

■  일반대학원 추가서류 

●  연구계획서

●  (간호학과) 간호사 자격증 사본 1통

■  전형일자

●  원서접수 : 2021년 11월 15일(월) ~ 11월 26일(금)

●  원본서류제출 : 2021년 12월 2일(목)

●  면접 및 필답고사 : 2021년 12월 8일(수) or 12월 9일(목)

●  장소 및 시간 : 추후공지

대학원구분 영어 전공 면접

일반대학원 신학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 ● ●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사과정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과정 ●

신학대학원 ● ●

사회복지대학원 ●

보육대학원 ●

●  합격발표 : 2021년 12월 22일(수) 오후 2시

●  등록금납부 : 추후안내

■  전형료

●  석사과정 : 65,000원

●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75,000원

●  입금계좌 : 국민 835-25-0009-978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17
1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05  전형일자 및 전형료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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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요강

장학금 종류 대상 장학금

성적최우수장학

일반대학원(간호학과)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보육대학원

수업료의 50%

신학연구장학 신학 전공자에게 매 학기 지급 일정액

간호연구장학 간호 전공자에게 매 학기 지급 일정액

사회복지신입생장학 사회복지대학원 신입생 수업료의 50%

사회복지재학생장학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생 수업료의 20%

사회복지대학원장학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생으로 학과발전에 기여한 자 일정액

보육신입생장학 보육대학원 신입생 수업료의 50%

보육재학생장학 보육대학원 재학생 수업료의 20%

KOKKOS장학 긴급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지원이 필요한 자 일정액

선교단체간사장학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근무하는 간사 수업료의 30%

성서장학 성서선교회 소속 부교역자 일정액

동문입학장학 본교 출신의 입학자 입학금 면제

KBC장학
(Korean Bible Community)

유관기관 및 교류기관 직원 수업료의 20~30%

가족장학 본교 직계가족 및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수업료의 30%

외국인장학 본교 입학 및 재학 중인 외국인 수업료의 50%

교직원장학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수업료의 50%

근로장학 교내에서 일정 시간 근로한 자 일정액

장학 안내08

장학안내 / 캠퍼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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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1. 복음관 2. 갈멜관 4. 밀알관 5. 일립관3. 모리아관

버스노선
• 간선버스  102, 105, 146
• 지선버스  1137, 1139 

지하철노선
•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 출구
• 4호선 노원역 2번 출구

 오시는길



우) 01757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Tel. 02.950.5456     Fax. 070.4275.0172

지하철 7호선 중계역(한국성서대역) 1번 출구 3분, 지하철 4호선 노원역 2번 출구에서 10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