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큘럼 안내 – 신학석사 (2 Years)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MATS)
➢ 목적 (Purpose)
MATS 과정은 신학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 비평적인 사고, 연구 및 작문 기술의 향상을 원하는 이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신학적 사고와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 과정은 신학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방법을 훈련시켜 하나님을 추구하는
리더들을 준비시킴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돕고자 한다.

➢ 목표 (Goal)
MATS (the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과정은 전문적인 연구 혹은 개인적 배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배움의 결과들 (Learning Outcomes)
1) 신학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
2) 비평적 사고, 연구 및 작문 기술 향상
3) 프로젝트 (Capstone Project) 혹은 논문 (Thesis) 작성

➢ 집중분야 (MATS Emphases)
MATS 프로그램은 신학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 중에 자신이
집중 영역을 선택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1) Biblical Studies (성서학) (2) Pastoral Care (목회상담) (3) Mission
Studies (선교학) (4) Church Worship (예배학) (5) Peacemaking/Reconciliation (화해사역) (6) 교육학 (Education) (7) General Track
(일반). 자신의 선택한 집중분야에서 학생들은 3 과목 (각 3 학점씩 9 학점)의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있으며, Capstone Project
(MA506, 3 학점) 혹은 Thesis (MA507, 3 학점)는 자신의 집중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된다.

➢ 커리큘럼 (Curriculum)
MATS 과정은 졸업을 위해 36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F-1 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 3 과목씩 6 학기 (2 년 과정) 로 이루어져 있다.

Nine Core Courses 9 개의 필수과목 (각 3 학점)
1)

NT501

New Testament I 신약 I (NT502 신약 II 로 대체 가능)

2)

HB501

Hebrew Bible I 구약 I (HB502 구약 II 로 대체 가능)

3)

CH501

Christian Heritage I

4)

TH501

Constructive Theology I

5)

ET501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

6)

PR504

Biblical Exegesis and Hermeneutics 성경 주해와 해석학

7)

MA509

Dynamics of Theological Thinking 신학적 사고의 역동성

8)

MA521

Research Skills [Preparation for Capstone/Thesis] 연구방법론

9)

MA506

Capstone Project 졸업 작품 or MA507 Thesis 졸업논문

교회사 I (CH502 교회사 II 로 대체 가능)
조직신학 I (TH502 조직신학 II 로 대체 가능)

Three Electives 3 개의 선택과목 (각 3 학점): Emphasis 에 따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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