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6601 Monticello Road. Shawnee, KS 66226
한국부: 913-667-5720 Fax: 913-667-5780
www.cbts.edu Email: ks@cbts.edu

학점인정 신청서 Credit Transfer Request Form
Request Information
Student Name (학생이름):

Degree Program (과정):

Student Phone (전화번호):
E mail (이메일):
Address (주소):

• 주의 사항 Important Notes: please read and understand •
1.

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ATS 에서 인준된 학교의 대학원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Academic department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Transfer credit is accepted from graduate institutions
accredited by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Exceptions to this policy must have approval from the academic department.

2.

대학원 과정에서 취득한 B 학점 이상의 과목들만이 학점인정 대상이며, 학점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에 대한 충분한 개요와 실러버스를 등록처에 제출해야 한다. Graduate courses completed with a grade of B or higher
will be considered for transfer credit. To transfer courses, the prospective student must provide an extensive course description or
syllabus to the registrar’s office.

3.

학점인정이 승인된 과목들은 센트럴에서 9 학점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신청 학생의 성적표에 표기된다.
Approved transfer credits will be placed on a student’s transcript after 9 credit hours of satisfactory work have been completed at Central
Seminary.

4.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에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최소 25 학점 이상을 센트럴 신학교에서
이수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목회신학석사 (MA) 과정에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그
프로그램의 이수 학점 중 절반 이상을 센트럴 신학교에서 이수해야만 학위를 받을 수 있다 (MATS: 24 학점,
MAMCS : 18 학점).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tudents transferring into the M.Div.
degree program must complete at least 25 credit hours at Central Seminary. Students transferring into one of the M.A. degree programs
must complete a minimum of a half of total credit hours at Central Seminary. Exceptions to this policy must have approval from the
faculty.

5.

학점인정을 받은 후에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타도시 혹은 타주에 있는 센트럴 캠퍼스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After the approval of transferring credits,
students may not have suitable courses to take in her or his campus. In the case, the student should take courses in other Central sites.

Required documents


학점트랜스퍼 신청양식 Credit Transfer Request



원본성적표 Original Transcript



실러버스 Syll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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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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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valent course(s) at other school
School Name (학교이름):

Degree Program (학위과정):

Master of Divinity

CBTS course(s)
HB501 Hebrew Bible I 구약
HB502 Hebrew Bible II 구약
NT501 New Testament I 신약
NT502 New Testament II 신약
CH501 Christian Heritage I 교회사
CH502 Christian Heritage II 교회사
TH501 Constructive Theology I 조직신학
TH502 Constructive Theology II 조직신학
ET501 Christian Ethics 기독교윤리
ET502 Ministry Ethics 목회윤리
CS501 Formation for Christian Ministry 사역을 위한 기독교 영성훈련
CS502 Spiritual Formation and Adult Human Development 영성과 인간발달
PR501 Homiletics 설교학
PR502 The Practice of Preaching 설교실습
PR503 The Worshiping Church 예배학
PR504 Biblical Exegesis and Hermeneutics 성경주해와 해석학
PT501 Caring Ministries of the Church 교회의 돌봄사역
PT502 Counseling Ministries of the Church 교회의 상담사역
MP501 Basics of Contemporary Christian Witness 전도학 입문
MP502 Church's Worship and Rituals 교회의 예배와 의식(실습포함)
MP503 Ministry Dynamics 사역의 역동성(실습포함)
Electives(12 credit hours) 선택과목(12학점)

Student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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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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