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큘럼 안내 - 신학연구석사 (MAMCS)
Master of Arts in Missional Church Studies Curriculum
 목적 (Purpose)
MAMCS 과정은 이 시대의 도전적인 현실 속에서 M.div 를 마친 학생들로 하여금 사역에 있어서의 견고함과 보다 예리하고 폭넓은 능숙함을
개발시켜 그들의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 과정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교회 건강, 선교적 사역, 그리고 목회적 돌봄 등의
학문들을 통합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리더들을 준비시킴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돕고자 한다. MAMCS 프로그램의 모든
방향들은 학생들은 물론,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의 성숙과 변혁을 필요로 하는 상황 (context)에 대한 신학적, 분석적, 영적, 조직적 이해에 있어서의
균형을 추구한다.

 목표 (Goal)
MAMCS 과정은 본질적으로 선교적인 도시/이민(urban/immigrant) 상황에서의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보다 훌륭하게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움의 결과들 (Learning Outcomes)
1)

교회갱신, 교회개척, 그리고 지역 사회 개발을 돕는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에 기반을 둔 조직들을 개발한다.

2)

사역의 상황들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고 회중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들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다.

3)

개인적, 영적, 그리고 전문적 성숙을 위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4)

도시/이민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적 그룹들의 관점, 필요, 목적들에 민감한 선교적 (missional) 사역들을 개발한다

 신학연구석사 커리큘럼 (Curriculum)
● The MAMCS degree require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36 semester hours.
MAMCS 과정은 졸업을 위해 36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Eight Core Courses 8 개의 필수과목 (각 3 학점)
1)

MCS501

Special Topics in Missional church 선교적 교회 특강

2)

MCS502

Conflict Transformation and Peace Building 갈등전환과 화해조성

3)

MCS503

Congregational Development of New Faith Communities 선교적 교회 개척

4)

MCS504

Incarnational Theology 성육신 신학

5)

MCS505

Leadership: Theology and Practice 선교적 리더십의 신학과 실제

6)

MCS506

Creating Mission-minded Congregations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

7)

MCS507

Transformational ministry and Adaptive Change 변혁사역과 적응적 변화

8)

MCS508

Research Method and Capstone Project 연구방법과 논문설계

Alternatives for core courses
Systems Thinking I 시스템 사고 I

1)

MCS509

2)

MCS 510 Self-Care and Stress Management for Ministers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3)

MCS511

Community Analysis & Engagement 지역 사회 분석과 선교적 참여

4)

MCS512

Thinking Theologically about Ministry 사역을 위한 신학적 사고

5)
6)

MCS513
MCS514

Worship and Preaching in Missional Congregations 선교적 교회의 예배과 설교
Mentoring, Couching, and Learning Communities for Missional Ministers
선교적 사역을 위한 멘토링, 코칭 학습 공동체

7)

MCS515

Entrepreneurial Ministry 창업적 목회사역

Four El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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