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ng the saints for the glory of the Triune God                

 

 

 

 

 

   SSSaaaiiinnnttt   PPPaaauuulll   AAAcccaaadddeeemmmyyy   ooofff   TTThhheeeooolllooogggyyy 

 

 Catalog 2022-2023 

 

 

 

 

 

 

 

 

 

 

 

 

 

 

 

                



 2 

 

 

MISSION STATEMENT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 

                              말씀 중심 

      Word Centered 

                              교회 중심 

                           Church Centered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hagiospat@gmail.com 

    T: 845-596-8398  F: 845-423-7610 

 

 

 

 

 

 

 

 

 



 3 

원장 인사말씀 

 

현재 세계는 빈곤 지진 유행병 전쟁과 같은 많은 말세의 현상으로 점

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와 자연재해와 더불어 기독교는 거짓선지자들

과 이단들의 사악한 위협과 영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

하여 우리는 바른 성경해석을 바탕으로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준

비시켜야 합니다. 불행히도 현대 신학교육기관들은 후기근대주의에 영합하여 

올바른 성경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되어 있습니다. 이에 바울신학원은 

성경의 무오론을 바탕으로 미래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 그들

이 실천적 마음과 함께 지식을 소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왕국의 신실한 

개척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욕권역은 극도의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

다. 이 지역에서 구원파와 신천지의 사악한 활동 뿐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의 

세계본부가 워익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이비집단과 심령론자들이 뉴욕

권역에 자리를 잡고 모국과 연결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심할여지 

없이 이천만이 살고 있는 뉴욕권역은 외국에 가족과 친지를 둔 다양한 이민

자들이 사는 현대 세계 문명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은 실로 예수님께서 공생

애 기간동안 75% 이상을 보내셨던 오늘의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신학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영적싸움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영적의 승리를 이루는 갈멜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울신학원은 뉴욕권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개혁

주의에 바탕을 둔 신학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신학원은 무신

론과 여러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오늘의 사회에서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는 

칠천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바울신학원은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전세계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할 것입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

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롬 11:4) 

 

김동수박사 PhD 

바울신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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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Welcome 

 

Our current world is characterized by a plethora of end time symptoms such as 

famine, earthquakes, pandemics, and wars. Besides these natural and human troubles, 

modern Christians are exposed to sinister threat and influences from activities by false 

prophets and heretics. Facing these challenges to the church today, we need to continue 

teaching and equipping the Christian leaders with sound doctrines based on righ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dly, contemporary theological institutions have departed 

from the sound biblical doctrines and teachings while pandering to postmodern trends 

of people. At this juncture,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is purposed to teach and 

equip church leaders based on the doctrine of the errancy of Scripure so that they may 

become faithful kingdom pioneers with informed faith with practical mind. 

 Metro-New York is a representative region where fiercest spiritual battles are 

undergoing. Let alone sinister activities of Kuwonpa and Shincheonji in this area, the 

world headquarter of the Jehovah's Witness is located in Warwick, NY. And all sorts of 

cult and spiritualist are harbored in the Metro-New York to outreach people networked 

to their home countries. Without doubt, metro-New York, a habitat of 20 million people, 

is a melting pot of modern world civilization in which the residents of diverse ethnic 

backgrounds are connected to their families and relatives overseas. It is today's 

Capernaum where Jesus Christ our Lord spent more than 75% of his time during his 

earthly ministry. Engaged in spiritual warfares with all powers that oppose the Kingdom 

of God,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will function as a Mt. Carmel for the spiritual 

victory in our generation. Undergoing a gloomy period of the Covid-19 pandemic, PAT 

has launched online programs in which PAT can offer biblical and theological education 

based on reformed theological tradition to students enrolling from all over the world.  

 Thus, PAT will offer programs both online and offline to teach and train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PAT will produce seven thousand spiritual leaders who 

will not bow down to Baal in today's society steeped in atheism and all kinds of idolatry.  

“But what is God’s reply to him? ‘I have kept for myself seven thousand men 

who have not bowed the knee to Baal’” (Rom 11:4). 

 

Dongsu Kim, PhD 

President of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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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신학원 연혁 

History of PAT 

 

2014, 6, 1 (주일). 바울성서원 설립 예비 신학 강좌 개최 결정. 김동수목사  

(원장), 강원호목사 (총무) 

2014, 7, 7, 오후 8시. 뉴저지교협 주최 세미나: 바울의 새관점 비판 (강사:  

김동수박사). 장소: 리지필드 시온성교회 (목회자 25명 참석) 

2014,8. 바울성서원 이사선임: 양춘길목사(필그림교회), 임장기교수(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2014, 8. 공동 총무 선임: 박근재목사 (시나브로교회) 

2014, 9, 15. 가을학기 개강: 로마서 I (김동수박사), 장소: 팰팍  

필그림하우스 

2014, 12, 8. 바울성서원 이사, 스태프 연석모임. 기획실장 (강원호목사),  

홍보실장 (박근재목사), 총무 (허민수목사), 회계 (최동용목사) 

2014, 12, 10. 이사선임: 한충희장로 (서울 온누리교회) 

2015, 3, 2. 봄학기 개강: 로마서 II (김동수박사). 장소: 팰팍 필그림하우스 

2015, 3, 16. 뉴저지주 비영리단체 법인 등록 

2015, 4. 브로셔발간 

2015, 5, 3 (주일). 바울성서원 개원예배 (장소: 필그림교회). 순서: 기도  

(김종윤목사), 성경봉독 (박근재목사), 특순 (뉴저지장로성가단), 설교  

(김의승목사: 주님의 역사와 그의 말씀), 경과보고 (강원호목사), 축사  

(이병준목사), 특순 (목사 중창단), 인사말 (김동수목사), 축복송  

(Resurgence Trio: Andrew Kim외 2인), 광고 (최동용목사), 축도  

(양춘길목사) 

2015, 6, 23-24. PAT Staff Training (NJ Christian Academy) 

2015, 7, 27. 특강: 바울의 4차전도여행 (한규삼박사) 

2015, 7, 28. 팻 피크닉 (Rossdock Picnic Area, Fort Lee, NJ) 

2015, 9, 14. 가을학기 개강 (로마서 속강: 김동수박사) 

2015, 10, 17 (토). 신학심포지움: 종말적 유대인구원 (발제자: 김동수,  

한규삼, 박덕준, 홍승민).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2015, 11, 30. 특강: 영국의 종교개혁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조영천박사).  

장소: 뉴저지초대교회 포트리 선교관 

2015, 12, 14. 종강예배와 디너. 특강: 개혁주의신학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의 발전 (조영천박사) 

2016, 1, 11. 특강: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세계선교  

(한충희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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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9. 봄학기 개강: 요한복음 I (김동수박사) 

2016, 5-7월. 여름 특강: 종교개혁사 (조영천박사) 

2016, 6, 6. 특강: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 (이윤석박사) 

2016, 6, 27. 특강: 교회와 문화 I (이윤석박사) 

2016, 7, 11. 특강: 21세기 이민교회 목회상담 (이규섭목사) 

2016, 8, 15. 특강: 더불어 이루는 구원: 나는 왜 가난한 이들의 이웃이  

되었나? (이태후목사) 

2016, 9, 12. 가을학기 개강: 요한복음 II (김동수박사) 

2016, 9, 17. 제2차 신학심포지움: 종말적 성도의 고난 (발제자: 김동수,  

Peter Lillback, 양춘길, 조영천). 장소: 필그림교회 

2017, 2, 27. 봄학기 개강: 신약개론 (김동수박사); 윤리학 (이윤석박사) 

2017, 5, 15. 특강: 요한복음의 성령론 (한충희대사) 

2017, 6월 19일, 7월 3,10일: 특강: 청교도 언약사상 (이길호목사) 

2017, 7, 17. 봄학기 종강예배와 디너. 특강: 천년설에 대한 고찰  

(김동수박사) 

2017, 9, 11. 가을학기 개강: 요한복음 (김동수박사); 구약개론 (박찬섭목사) 

2017. 12. 이사선임: 조석진 (변호사)  

2018, 3, 5. 봄학기 개강: 로마서 I (김동수박사) 

2018, 4, 30. 특강: 교회헌법 (김남수목사) 

2018, 5, 7. 특강: 18세기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에서 감정(affection)에 대한  

논쟁 (Jonathan Edwards와 Charles Chauncy 중심으로) (이길호목사) 

2018, 9, 10. 가을학기 개강: 로마서 II (김동수박사) 

2018, 10, 22. 특강: 시대를 읽어라 (백운영박사) 

2018, 12. 이사선임: 이윤석목사 (브루클린제일교회), 이범교수  

(콜럼비아대학) 

2019, 2, 10. 사무처 직원 임명: 이범 (Assistant Dean of Students),  

이유진 (총무) 

2019, 2, 11. 특강: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상 (채영준목사) 

2019, 3, 10. 봄학기 개강: 초급헬라어 (김동수박사); 한국교회사  

(석태준박사) 

2019, 6, 3. 특강: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적 언어에 대한 고찰 (이길호목사) 

2019, 7월. 특강: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세계관 (김인환박사); 하나님  

나라와 크리스천의 삶 (심상법박사); 그리스도인의 행복관  

(박은호교수) 

2019, 8, 19. 특강: 다원주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강영안박사) 

2019, 9, 8. 가을학기 개강: 초급헬라어 II (김동수박사); 모세오경신학  

(이윤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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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6. 종강예배와 디너.  팻후원이사: 최휘웅장로 (뉴저지초대교회),  

김봉훈장로 (분당지구촌교회), 김용성목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2019, 12, 23. 사무처 직원 임명: 박경주 (VP of Advancement), 이범  

(Dean), 김명자 (Assistant Dean of Students), 장태석 (총무) 

2020, 3, 24. 바울신학원 뉴스레터 발간 (창간호). 편집위원: 박경주, 이범,  

김명자, 장태석 

2020, 4, 5. 봄학기 개강 (줌 강의): 중급헬라어 (김동수박사);  

기독교신앙원론 I (이길호교수) 

2020, 5, 1. 바울신학원 새 웹사이트 런칭 (www.stpaulat.com).  

Webmaster: 장태석 

2020, 9, 8. 가을학기 개강 

2020, 12, 14. 종강예배 

2021, 1, 10. 봄학기 개강 

2021, 9, 7. 가을학기 개강 

2021, 12, 13. 종강예배 

2022, 1, 3. 봄학기 개강 (선지서) 

2022, 4, 2. 공동체성경읽기 개시 

2022, 6, 12. 팻 새웹사이트 런칭 

2022, 6, 18. 제일회 동문바베큐 

 

http://www.stpaul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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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고백  

                   Statement of the Faith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본에 오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완전계시요, 모든 신앙과 

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임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inspiration and inerrancy of the Bible as the absolute authority 

for the faith and Christian practices. 

 

2.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원

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perfect and eternal God of the Trinity, the Creator of the 

universe. 

 

3. 우리는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

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그가 성경의 예언

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적 희생제물로 죽으셨

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변자

로 사역하고 계심을 믿는다  

We believe in Jesus as the true God, His incarnation, sacrificial atonement,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session in the right hand of God in heaven. 

 

4.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현

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

며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셔서 

경건한 삶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는다  

We believe in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resides but not limited in 

glorifying the name of Jesus Christ, quickening people to repent, regenerating, 

indwelling, guiding, illuminating, and strengthening them to live a life of 

holiness and servanthood. 

 

5.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하여 멸망

하게 되었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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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elieve that man is created by God in His image but fell to eternal 

punishment so as to be saved and live a spiritual life only through the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만이 믿는 모

든 사람을 위한 의로움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하는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

는다  

We believe that one can obtain righteousness from God and salvation to be 

God’s child only through the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and the faith in 

Jesus Christ who shed His blood on the cross and was raised from the dead. 

 

7.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현시대 동안 교회가 지켜야 할 성례이나 성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믿는다  

We believe in the sacraments of the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that the 

Christ’s church celebrates until the time of judgment, without assenting that they 

are means of salvation. 

 

8. 우리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연합하여 하나됨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the believers, who are regenerated and saved through the faith in 

Jesus Christ, constitute the true church being united in the unity of the body of 

Christ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9. 우리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

는다  

We believe that the local church should consist of the members of the true 

church.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모든 교회

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사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We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 and the head of the church, so that the 

latter should serve in submission to the reign of Christ. 

 

11.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이 ‘복된 소망’이 신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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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We believe that our Lord Jesus Christ will come again from the heaven at any 

time to accomplish and rule in His Kingdom, and this hope determines the 

confines of life and practices of the believers. 

 

12. 우리는 믿는 자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

이 있음을 믿는다  

We believe that the believers in Christ will be raised to life from the dead and 

will participate in the eternal heavenly blessings and joy whereas the 

nonbelievers will receive the judgment of eternal condem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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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2022-23 Academic Calendar  

                                  

   January 3   봄학기 개강 Spring Semester begins 

   March 7   봄학기 예배 Chapel Service 

   March 19   열린 토론 Open Forum 

   April 11-17   봄방학 Spring Break 

   April 17   부활주일 Easter Sunday 

  May 1   수강취소 마감일 the last day for withdrawal 

  May 21   동문회 home coming day 

         July 24   가을학기 개강 Fall semester begins  

   September 17   열린 토론 Open Forum  

   October 17   뉴스레터 발행 Newsletter publication  

   November 21-27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Break  

  December 17   종강예배 Year End Service  

   December 18   겨울방학 Winter Vacation Begins 

   December 22   학점제출마감 Grade Submission Due Date 

 

  January 2   봄학기 개강 Spring Semester begins 

   March 11   봄학기 예배 Chapel Service 

   March 18   열린 토론 Open Forum 

   April 10-16   봄방학 Spring Break 

   April 9   부활주일 Easter Sunday 

  May 1   수강취소 마감일 the last day for withdrawal 

  May 20   동문회 home coming day 

         July 24   가을학기 개강 Fall semester begins  

   September 16   열린 토론 Open Forum  

   October 16   뉴스레터 발행 Newsletter publication  

   November 20-26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Break  

  December 16   종강예배 Year End Service  

   December 18   겨울방학 Winter Vacation Begins 

   December 22   학점제출마감 Grade Submission Du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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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Mission Statement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is purposed to teach future Church leaders to become 

transformative and pioneering spiritual leaders to prepapre Jesus' second coming, based 

on the inerrant Word of God, the sixty-six books of the Bible, and committed to the 

Reformed faith as set forth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the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Vision 

Saint Paul Academy of Theology exists to glorify the Triune God and to serve His 

Church in all branche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by providing Reformed graduate 

theological education that is globally accessible. PAT equips its students for ministry, 

primarily through pastoral preparation, to be servant leaders consecrated for Christ 

Jesus. 

                                  Core Values 

God Centered 

PAT educates students to be God centered in their motives and Christian life whether 

they are involved in lay services or pastoral ministry, as our foremost purpose of life is 

to glory God’s name with our mind and soul and heart. 

Scripture Centered 

The Word of God is the inerrant revelation written by prophets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PAT seeks to equip students with sound doctrines transmitted from apostles 

and prophets in the Bible. 

Church Centered 

PAT is purposed to train leaders to build the Church,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Mission Centered 

PAT equips leaders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we need 

to spread the gospel to the end of the world until he comes back from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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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d Creeds Centered  

PAT prepare students to serve the Church of Christ based on the reformed tradition. We 

are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regeneration brought about by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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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Information  

 

Class Attendance 

Class Attendance is fundamental to good scholarship and is expected of all students.  

Professors may set an attendance policy for each course and describe it in the course 

syllabus. 

 

Grading System 

Final Grades are given at the end of the semester for each course. Grades assigned at the 

completion of a course are as follows: 

 

등급 Grade 산술평균점수 평가 Achievement 

A... ..........90 - 100%.......... 최우수 Excellent 

B... ..........80 - 89%............ 우수 Good 

C... ..........70 - 79%............ 양호 Satisfactory 

D... ..........60 - 69%............ 통과 Passing 

F ... ......below - 60%............ 낙제 Fail 

 

 

Other Grades 

청강 (AUD - Audit Policy) 

청강은 수료증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청강은 강의실이 

수용 가능할 때 등록이 됩니다. 청강은 그 청강하는 과목이 전공 필수인지 

혹은 선택인지 혹은 다른 과목을 듣기 위해 먼저 들어야 할 과목인지를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청강한 과목은 학생이 정식 등록하고 난 후에도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강은 학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 성적은 

AUD 로 기록됩니다. AUD 는 다른 학점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Matriculated and non-degree students may audit a course on a seat available basis. 

Students are cautioned to consider the effect of auditing a class that is required for their 

major or is a pre/co-requisite of another course. Audited courses cannot be used to 

qualify for full-time or part-time status. No credit will be given and a grade of "AUD" 

will be recorded. "AUD" grades cannot be changed to any other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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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 (INC – Incomplete) 

미결은 어떤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학과의 과제를 완결하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학생이 과제 제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 과제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This grade indicates that the objectives of a course have not been completed for good 

and sufficient reasons, and that there is reasonable expectation that the student can, in 

fact, successfully complete the requirements of the course. 

 

 

등록 철회 (WD - Withdrawal without penalty) 

등록철회는 학생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학과의 등록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등록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학과 수업일수 2/3 이전에 

그 때까지의 모든 과제를 다 완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This grade indicates that a student has good and sufficient reasons for withdrawing from 

the course, and is doing so at a time when he or she is doing passing work, prior to the 

tenth week of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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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와 수수료 Tuition & Fees 

 

수강료 Tuition 

 

목회학 석사 과정 (MDiv) 

  1학점당    $250.00 

청강     $100 

 

성경신학석사 과정 (MA in Biblical Theology) 

  1학점당    $250.00 

청강                             $100  

 

수료과정 (Certificate) 

  1 학점당    $250 

 

 

수수료 Fees 

 

전형료 Application Fee     $20 

 

졸업지원비 Graduation Application Fee    

  석사과정    $100.00 

  수료과정    $50 

 

장학금 및 재정지원 Scholarship and Financial Aid  

 전교생에게 등록금 면제 Tuition is waived for all enrol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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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신학원 학위과정 안내 

                         2022-2023 

 

목회학 석사과정 (MDiv) 

성경에 대해서 심도 있고 완성된 이해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목회학 석사과

정은 당신의 성경과 신학적 지식의 기반을 다져줄 것입니다. 목회학 석사과

정은 장차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실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

아가 이 과정은 장차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앙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자신, 이웃, 사회, 국가, 나아가 세상의 목

적과 종말과 연결되어 실천적 통합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선교지, 기독교기관 등에서 종사하시는 평신도들에게도 필요한 교육훈련 과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학점: 88학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수세 또는 입교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성경신학 석사과정 (MA) 

성경신학 석사과정은 성경에 대해서 심도 있고 완성된 이해를 가지기 원하

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교회나 각종 기관에서 영적 사

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기반을 쌓도록 해 줄 뿐 아니라 타 학문과 신학의 통

합적 이해를 도와 주게 될 것입니다. 졸업 후 목회학 석사과정은 물론이고, 

목회학이나 교육학 등 여타 학문의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가능합니다. 

요구학점: 38학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수세 또는 입교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신학 수료과정 (Certificate) 

신학수료과정은 성경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입니다. 교회 사역이나 기관 사역을 위해서 성경 신학적 기

초를 놓아 줄 뿐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전공을 연구할 수 있도

록 도와 줍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신앙안에서 발견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요구학점: 24학점 

특전: (1) 소정의 수료증과 함께 지역교회에서 평신도 대학 과정 이수로 인

정; (2) 신학 석사 과정이나 목회학 석사과정으로 진학할 때, 자격요건 충족

시에 신학 수료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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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수시 

등록금: 전액 장학금 

기부: 본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자유로 한다 

 

제출서류 Documents to Submit 

 

1. 입학원서 Application Form 

2. 최근사진 2매 2 latest Passport Pictures or 반명함판 크기 사진 

3. 개인 간증문 (800자 내외) Testimony of Faith 

4. 지원자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추천서  2부 Recommendation Letter 

목회자 혹은 교회 지도자 from a pastor of your church  

은사나 고용주 from a professor or an employer 

5. 전형료 Application Fee 

6. 개인 이력서 Resumé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Official Certificate of the Highest Diploma 

 

 

서류심사후 필요할 경우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After the review of the documents submitted, we may request an interview with the 

applicant, if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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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석사과정 3년 표준과목표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1

년 

Grk NT Greek I   3__ 

OT 모세오경     3__ 

TH 언약신학     3__ 

PT 목회학입문   3__ 

Elect 선택        3__ 

Grk NT Greek II   3__ 

OT 역사서/시가서 3__ 

CH 고대/중세교회 3__ 

PT 예배/전도학   3__ 

PT 목회리더십   2__ 

Elect  선택      2__ 

 

 

30학점 

2

년 

NT 신약석의     3__ 

Heb 히브리어 I  3__ 

ST 조직신학 I   3__ 

PT 멘토링       3__ 

AP 변증학       3__ 

Heb 히브리어 II  3__ 

ST 조직신학 II   3__ 

CH 종교개혁사   3__ 

PT 멘토링       1__ 

OT 선지서       3__ 

OT 구약석의    3__ 

PT 선교학      3__ 

 

 

32학점 

3

년 

NT 복음서/행전  3__ 

CH 이민/한국교회사 

                3__ 

AP 윤리학       3__ 

PT 멘토링       1__ 

Elect 선택       3__ 

NT 서신서/계시록 3__ 

PT 목회상담학    3__ 

PT 설교학        3__ 

PT 멘토링        1__ 

Elect 선택        3__ 

 

26학점 

총 88학점 

 

성경/신학 석사과정 2년 표준과목표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1

년 

NT 성경신학개론 3__ 

NT 복음서/행전   3__ 

ST 조직신학 I    3__ 

PT 멘토링        1__ 

NT 서신서/계시록 3__ 

OT 역사서/시가서 3__ 

ST 조직신학 II   3__ 

Elect  선택      3__ 

 

 

22학점 

2

년 

OT 모세오경     3__ 

CH 종교개혁사   3__ 

Elect 선택        3__ 

NT 성경주석     3__ 

OT 선지서       3__ 

PT 멘토링       1__ 

 

16학점 

총 3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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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과정 1년 표준과목표 

 

        가을학기        봄학기       여름학기 

1

년 

NT 복음서/행전   3__ 

NT 성경신학개론 3__ 

ST 조직신학 I    3__ 

NT 서신서/계시록 3__ 

OT 모세오경     3__ 

ST 조직신학 II   3__ 

OT 선지서      3__ 

CH 종교개혁사  3__ 

 

총2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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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Course Description 

 

BT201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은 조직신학과는 달리 구속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분야

다. 언약신학 하나님의 나라 견인과 배교 등의 주제에 있어서 신구약에 점진

적으로 전개되는 가르침을 따라가며 이해를 깊게 해 주는 과목이다. 

Unlike systematic theology, biblical theology studies God’s revelation as progressively 

unfolding in the redemptive history. The students will att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biblical writers’ treatment of themes and topics such as God’s covenant, Kingdom of 

God, and perseverance and apostasy in terms of progression of God’s revelation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 

 

NT 201a 신약개론 I New Testament Survey I 

신약개론에서는 신약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살펴봅니다. 이 과

목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바탕으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과 복음

의 전파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아울러 각 책의 문학적 구성, 신학적 주제, 기

록 목적, 수신자, 그리고 주된 가르침이 무엇이며 신자들의 삶에 대한 적용

을 다룹니다. 또 성경말씀이 어떤 고대 사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 번

역과정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봅니다. 

New Testament Survey investigates into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background to the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books. Surveying from the Gospel of Matthew through 

the book of Revelation, it deals with each book’s literary structure, theological subject, 

purpose of writing, recipient, and main teachings, and discusses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to the modern Bible readers. It also deals with the subject of textual 

criticism, origin and transmission of the ancient manuscripts.  

 

NT 201b 신약개론 II New Testament Survey II 

신약개론 II에서는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을 학습합니다. 아울러 각 

책의 문학적 구성, 신학적 주제, 기록 목적, 수신자, 그리고 주된 가르침이 

무엇이며 신자들의 삶에 대한 적용을 다룹니다.  

New Testament Survey investigates into the historical and religious background to the 

writing of the New Testament books. Surveying from the Gospel of Matthew through 

the book of Revelation, it deals with each book’s literary structure, theological subject, 

purpose of writing, recipient, and main teachings, and discusses the question of the 

application to the modern Bible readers. It also deals with the subject of textual 

criticism, origin and transmission of the ancient manu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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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211 요한복음 The Gospel of John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살펴보고 요한복음 기록의 역사적 배경, 기록 

목적, 중심적인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이는 완성된 종말론, 성령론, 기독론, 

유대주의와의 갈등, 요한에 나오는 인물들 등을 포함합니다.  

The Gospel of John looks into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in the account of John and 

that of the Synoptics. It also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purpose of writing, 

and central teachings of the Gospel of John, which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theory of realized eschatology, Pneumatology, Christology, conflict with “the Jews”, 

and major figures described in the Gospel of John.  

 

NT 301 로마서 Epistle to the Romans 

로마서가 쓰인 역사적 교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바울서신 전체의 맥락에서 

로마서의 기록목적, 주제들, 그리고 그 중심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은 구

원론, 성화론,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 교회내의 분쟁, 성도의 윤리 등을 포

함합니다. 

The Epistle to the Romans deals with the historical and ecclesiastical context of the 

book and looks into the purpose of writing, major subjects, and central messages in the 

context of the whole book of Romans. The main subject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oteriology, theories of sanctifi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Israel, the 

conflict in the church, and the question of the Christian morality.  

 

NT 311 바울신학 Theology of Paul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옥중서신, 목회서신들을 살펴

보고 바울 신학을 포괄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그리고 최근의 바울신학에 대

한 새 관점을 조명해 보고 그것을 주석적으로 그리고 성경해석학적으로 평

가해 봅니다. 

Looking into Paul’s Epistles such as Romans, 1,2 Corinthians, Galatians, Prison Epistles, 

and Pastoral Epistles, this course deals with Paul’s theology of major subject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also is interested in dealing with the New Perspective on 

Paul’s theology and evaluates it from an exegetical and a hermeneutical perspective. 

 

NT 312 베드로전후서 First/Second Epistle of Peter 

베드로전후서의 역사적 배경과 기록목적, 그리고 주된 가르침을 살펴봅니다. 

베드로전후서가 바울서신들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며, 베드로전후

서와 유다서 혹은 외경의 에녹서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베드로전후서의 정

경속의 위치를 조명해 봅니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purpose of writing, and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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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of 1,2 Peter, and looks in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teachings of 

1,2 Peter and those of Paul’s Epistles. It will deal with the question of the canonicity of 

1,2 Peter among the canons comparing them with Jude and 2 Enoch. 

 

NT 313 바울의 생애와 가르침 Life and Teachings of Paul 

바울의 생애와 가르침은 바울의 회심, 전도여행을 포함한 그의 삶과 그가 남

긴 13권의 서신서를 통해 나타난 그의 중심된 가르침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가 유대의 랍비와 같은 선생이었는지 혹은 헬라세계의 철학자와 같은 지식

인이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는지를 분석해 줄 것입니다. 

This course will look into Paul’s life that includes his conversion and itinerary 

evangelism and his teachings that are presented in his 13 epistles. It will make clear 

whether he was merely a Jewish rabbi, a learned philosopher in the Greek world, or an 

apostle of Jesus Christ.  

 

OT 221A 구약개론 Old Testament Survey 

구약개론에서는 구약의 각 문학장르를 통해 성경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는가를 살펴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 신

앙인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개관하면서 

각 책의 신학적 주제, 기록 목적,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The OT Survey cours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the OT literary genre without losing sight of the question of how to apply the 

OT teachings to the modern Christians in light of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Surveying from the book of Genesis through the Second Chronicle, it will deal with the 

theological messages, purpose of writing, and central themes of each book of the OT. 

  

OT221B 구약개론B Old Testament Survey B 

구약개론에서는 구약의 각 문학장르를 통해 성경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

는가를 살펴봅니다. 특히 구약의 말씀을 구속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현대 신

앙인에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개관하면서 각 

책의 신학적 주제, 기록 목적, 주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The OT Survey cours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the OT literary genre without losing sight of the question of how to apply the 

OT teachings to the modern Christians in light of the redemptive historical perspective. 

Surveying from the book of Job through the book of Malachi, it will deal with the 

theological messages, purpose of writing, and central themes of each book of the 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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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222 구약속의 메시야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구약의 메시야에 관해 예언된 구절들을 주석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신약성경 저자들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주석적으로 

그리고 성경해석학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will deal with the question of interpretation of the OT 

passages that prophesy the Messiah in relation to the New Testament that describes their 

fulfillment in Jesus. It will illuminate the fact that the New Testament writers do not 

arbitrarily assert the fulfillment in Jesus, but make the correct hermeneutical and 

exegetical interpretation of the OT prophecies about the Messiah. 

 

OT 223 시편 Psalms 

시편을 시가서의 장르속에서 그 저자들, 역사적 배경, 그리고 주된 주제들을 

살펴봅니다. 시편의 구조, 형식, 그 문학적 기법 등도 살펴봅니다. 

Psalms deals with the writer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major themes of the 

book of Psalms. It also discusses the literary structure, form, and literary devices in each 

book of the Psalms. 

 

OT 224 역사서 Old Testament Historical Books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등 구약의 역사서의 저자, 기록연대, 역사적 상황, 기

록 목적, 신학적 주제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기준으

로 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구약의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합니다. 

This course deals with 1,2 Kings, 1,2 Chronicles focusing on the question of the writer, 

date, historical background, purpose of writing, and theological subjects of each book. It 

also investigates what the writer of each book evaluates concerning the life of the Kings 

of Israel in terms of the Mosaic Law and the OT covenant theology. 

 

OT 321 모세오경 The Pentateuch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신학의 관점에서 해

석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과목입니다. 구속사에서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모세 

오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는가를 조명합니다. 

The Pentateuch course deals with the five books of Moses in the Old Testament in terms 

of covenant theology. The students will learn how God’s covenant is made in the 

account of the Pentateuch; what are its main components; and how it is fulfilled through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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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 322 선지서 The Prophetic Books 

구약의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개괄합니다. 이는 각 선지자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 그들의 주된 메세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해

석해야 하는지 그 주석적 문제들도 함께 살펴봅니다. 

The Prophetic Books investigate into the major and minor prophetic books in the OT 

focusing on their histor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 and major themes of each book. 

It also will deal with the interpretive question as to how to exegete the OT prophecies in 

terms of the modern redemptive historical context.  

 

ST 231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I (신론, 죄론, 기독론, 구원론) 

신론은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론, 악의 기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의 관계 등을 다룹니다.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 속성, 형상, 구조 그리고 

죄론은 죄의 기원과 그 결과를, 구원론에서는 중생, 칭의, 성화, 견인, 영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개념, 예정론, 예수님과의 연합의 개념 등을 살펴봅니다. 

The Doctrine of God deals with the attributes of God,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he 

origin of evil, the relationship of God’s sovereignty and the freedom of human will, etc. 

The doctrine of man deals with the origin of human being, human attribute, constitution, 

image, etc. The doctrine of sin deals with the origin of sin and its consequences. The 

doctrine of salvation deals with regeneration,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perseverance, 

glorification, order of salvation, concept of salvation, predestination, and union with 

Christ, etc. 

 

ST 232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2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에서는 성령의 창조, 임재, 구원, 성화 등의 사역을 교회론에서는 교회

의 정의, 기원, 속성, 교회정치형태, 세례와 성찬 등을 살펴봅니다. 종말론에

서는 예수님의 재림, 최후심판, 죽음이후, 천년설, 대환란, 심판이후 등을 다

루게 됩니다. 

Pneumatology deals with the Holy Spirit’s work of creation of the universe, indwelling, 

salvation, sanctification, etc. Ecclesiology deals with the concept, origin,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the forms of church government, and baptism and the Lord’s Supper. 

Eschatology deals with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e last day judgment, things after 

death, millennialism, the tribulation, and things after judgment.  

 

ST 233 기독론 Christology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

의 화육, 공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보좌에서의 통치 등을 살펴봅니다. 기

독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도 비판함으로써 예수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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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인합니다. 

Christology deals with the human and divine nature of Jesus, Jesus’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Holy Spirit, Jesus’ incarnation, public lif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session in the right hand of God. Assessing the fallacies of heretical doctrines of Christ, 

it will Biblical theologically substantiate the supremacy and the absolute authority of 

Jesus Christ.  

 

ST 234 성령론 Pneumatology 

삼위일체의 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합니다. 성령

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신구약에서 가

르치는 성령님을 주석신학적 측면에서 공부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천지창조, 

우주 질서 유지, 기독론적 증거, 중생, 성화 등 구원에 관계된 사역, 은사 등 

교회에 관계된 사역을 포함합니다. 

Pneumatology deals with the person and work of the Holy Spirit. It will assess the 

theories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study the Biblical teaching of the Holy Spir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xegetical theology. The study of the Holy Spiri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s creation of the universe, preservation, 

testimony about Christ, works related to salvation such as regeneration and 

sanctification, and works related to the church such as gifts of indwelling and 

empowerment.  

 

ST 235 고난의 신학 Biblical Theology of Suffering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라, 레아, 룻 등 성경속에 그려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과 함께 살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목은 고난의 원인, 경과, 결과, 고난에 대한 신자의 자세 

등을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탐구합니다. 

Predecessors in faith recounted in the Bible such as Abraham, Isaac, Jacob, Joseph, 

Sarah, Leah, and Ruth went through periods of suffering in their life and were brought 

to maintain intimate and faithfu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it. This course will look 

into the cause, dynamic, and fruits of suffering and the spiritual and godly attitude to 

deal with it from the perspective of biblical theology. 

 

ST 331 신약의 종말론 New Testament Eschatology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들, 영혼 불멸설, 죽은 자의 부활 등을 포함하지만 구

속사적 관점에서 보다 종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시합니다. 즉 현재적 삶

을 종말적 관점에서 투영해 보고 종말적 관점에서의 성도의 삶의 의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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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봅니다. 

Eschatology deals with the theories of Christ’s second coming. It also explores the 

theories of millennialism, immortality of soul, resurrection of the dead, etc. with a view 

to suggest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hings of the last d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demptive history. This study helps illuminate the meaning of our 

earthly life in terms of the eschatological consummation of human history. 

 

ST 332 교회론 Ecclesiology 

교회론에서는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살펴봅니다. 교회의 멤버의 자격과 사역을 살펴보고 성경적 교회 조직형태를 

공부합니다.  

Ecclesiology looks into the origin and purpose of the church in the light of Christ as the 

body of the church. It also studies the forms of church government with a view to 

finding the Biblical form of church government. It also deals with the question of the 

qualification of its members and their ministries. 

 

ST 333 영성신학 Spiritual Theology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는 구원받은 자로써의 특권이자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이 강좌는 어떻게 신자들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

는가를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공부합니다. 

The Christian’s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is a privilege that he/she enjoys after 

being saved as well as the essential element in life. This course looks at the question of 

how to maintain spirituality in terms of bib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ST 334 루터와 캘빈 Luther and Calvin 

두 대표적 종교개혁자 루터와 캘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세 교회적 배경

을 살펴보고 그들의 신학사상과 성경해석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볼 

것입니다.  

This course will look into the historical and ecclesiological background of the medieval 

churches that brought about reformation by the two representative reformers, Luther and 

Calvin. It will also seek to fi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ir theological 

thought and hermeneutics. 

 

CH 201 초대교회사 (Ancient Church) 

초대교회사는 일세기부터 8세기까지 예루살렘교회 시리아교회 콥틱교회 그

리스정교회 로마교회의 태동과 발전 그리고 교회의 신조가 정립되 가는 과

정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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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i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the early church from the apostolic age 

through the making of the Christendoms up to the rise of the Islam, tracing the major 

doctrinal and ecclesiological developments within the social,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 of these periods.  

 

CH 241 종교개혁사 Reformation History 

종교개혁사는 중세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 경과, 결과를 다

룹니다. 대표적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생애, 스위스 종교개혁가 쯔빙글

리의 생애, 그리고 캘빈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Reformation history studies the background, process, and consequences of the 

Reformation that took place in the medieval Europe. It deals with the life of Martin 

Luther, a representative reformer, that of Zwingli, a Swiss reformer, and John Calvin’s 

life and reformation. 

 

CH 242 미국청교도교회사 New England Puritans 

미국 청교도들이 정착했던 뉴잉글랜드의 교회개척과 성장, 신학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뉴잉글랜드 언약신학, 신자의 조건, 도덕률페기론, 타

협적 언약론,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론, 대각성운동 등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로는 존 카튼, 로져 윌리암스, 앤 허친슨, 죠지 휫필드, 죠나단 에드워

즈 등을 다룹니다. 

This course deals with New England Puritans’ theology and their plant of the church 

and its development. The study of Puritan theology includes New England covenant 

theology, qualification of the believer, antinomianism, half covenant, the church state 

relationship, and the Great Awakening. The representative New England puritan 

theologians are John Cotton, Roger Williams, Anne Hutchinson, George Whitefield, and 

Jonathan Edwards.  

 

CH 243 청교도신학 Puritan Theology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청교도 신앙과 신학에 대한 탐구로서, 청교도 신학의 역사와 신앙

의 내용과 신학에 대해 강조할 뿐 아니라, 그 광범위한 신앙의 깊이에 대해 개괄하며 고

찰할 것이다. 이 과정을 학생들은 칼빈주의의 꽃이요 개혁주의 신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

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내용을 추적하며 우리의 개혁신앙과 신학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

회가 될 것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Puritans’ faith and theology in the context of the rise and development of 

Puritans’ theology in England. It also looks into the main elements of the Puritans’ theology as the 

essence of Calvinism and fruit of reformed theology so that this course will help evaluate reformed faith 

and theolog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ological tra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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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341 한국교회사 The Korean Church History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처음 한반도에 포교된 때부터 현대 한국 교회에 이르

기까지 한국 교회사를 총괄합니다. 특히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

제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조명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을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찾도록 합니다. 

This course surveys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from the date when the gospel is 

first preached in the peninsular down to the time of the modern Korean church. 

Focusing on the past historical context that has brought about the issues which the 

Korean church faces today, it explores the ways of dealing with challenges to the church 

as well as attempt to cast vision for its future. 

 

CH 342 아시아 교회사 Asian Church History 

아시아에 기독교가 포교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가 아시아 각 나라들의 토착 문화와 어떤 반응을 일으켰고 그 결과 현

대 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아시아 

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This course looks into the process in which the gospel is spread in Asia and the 

consequences of the fact that the Christian worldview and value inflicted on the innate 

culture of the Asian countries that accepted the gospel. It also looks into the challenges 

that Asian churches face today so as to put in perspective the vision and future of the 

Asian church. 

 

CH 343 이스라엘 성지순례 Visit to the Holy Land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발자국들의 흔적들을 찾아

가 봄으로써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와의 시간과 공간과 문화적 차이를 좁혀

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원저자

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공할 것입니다. 

Visit to the Holy Land is geared to overcome the distance in time, place, and culture 

between us and the ancient biblical world by walking through the traces of Jesus’ life 

and teachings. The visit to the Holy Land will bring about the paradigm shift in locating 

the authorial meaning of the text of the Bible. 

 

CH 344 소아시아 일곱교회 순례 Trip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터어키에 있는 1세기 아시아의 일곱교회가 있던 도시들을 둘러봄으로써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고 신약성경의 역사적 문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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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ip to the Seven Churches in Asia will make the students discover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writings in the New Testament through the encounter with the 

cultural, historical, and religious context of the cities where the seven churches in Asia 

were located in the first century. 

 

AP 351 기독교변증학 Christian Apologetics 

변증학에서는 비기독교인들에 대해 학문적으로 기독교의 타당성과 진리성을 

제시하는 것을 배웁니다. 20세기의 대표적 기독교 변증학자 코넬리우스 벤틸, 

고든 클락, 존 프레임, 존 거스너, 노만 가이슬러 등을 다루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리차드 니버, 알빈 프랜팅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밀라드 에릭슨 

등의 변증학도 같이 살펴봅니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defend academically the validity of the Christian truth 

in the face with the non-Christians’ philosophical attack. It will deal with the 

representative apologists of the twentieth century such as Cornelius Van Til, Gordon 

Clark, John Frame, John Gerstner, Norman Geisler, etc. Besides them are included 

Richard Niebuhr, Alvin Plantinga, Nicolas Wolterstorff, Millard Erickson for the study 

of apologetics.  

 

AP 352 기독교세계관 Christian Worldview 

세상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자연에 대한 이해 등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낸시 피어시, 챨스 콜슨, 아브라함 카이퍼, 존 스토트 등 현대 대

표적 기독교 사상가들의 철학을 통해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도록 합

니다. 

There are two conflicting worldviews in this world: Christian vs. non-Christian 

worldview. They maintain opposite views on God, man, sin, salvation, and the nature. 

This course explores the Biblical Christian worldview alongside surveying the Christian 

philosophies held by such modern Christian thinkers as Nancy Pearcey, Charles Colson, 

Abraham Kuyper, and John Stott.  

 

PT 261 예배학 Worship 

이 강의는 음악, 예배전략, 창조적 형식, 특정 이벤트 예배 등 예배의 성경적 

기초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을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가 되게 하고 능률적인 

예배의 리더들이 되도록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The biblical foundations of worship, including music, worship strategies, creative 

styles, and worship for special occasions are considered in this course. The goal is to 

prepare students to be worshippers and effective leaders in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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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262 멘토 사역 Mentored Ministry 

본 코스의 목적은 학생들이 실제 목회나 사역 현장에서 잘 사역하도록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인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탤런트를 분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나 사역의 방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선임된 멘토의 지도하에 목회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잠재적인 사역기회 영역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선택된 사역의 종류에 맞는 자신에게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찿게 될 것입니다.  

The course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and discussion of the personal and 

vocational preparation of the student.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n the nature of the 

church, ministerial identity, character, calling, and practice will flow together in the 

course. Issues related to the process of discerning appropriate mentors and ministry 

situations and learning to evaluate a ministry opportunity will be a primary focus. 

 

CC 361 상담학 Counseling 

가정상담학에서는 결혼, 부부관계, 성숙된 신앙적 동반자적 삶, 자녀 교육 등

의 문제를 다룹니다. 부부간의 갈등, 이혼, 재혼 등 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적 삶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성경신학적 접근방식을 통해서 알아 봅니

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issues of marriage, conjugal relationship, mature faithful 

companionship, child education, etc. Biblical counseling seeks to find Biblical methods 

to resolve the conflict of husband and wife, and to deal with the problem of divorce and 

remarriage that the modern Christians also may struggle with. 

 

CC 362 관계와 소명 (Relationship and Vocation) 

본 코스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성격적 측면과 직업 적성 측면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묵상해보고, 가족, 믿음, 소명, 그리고 자기자신과의 관계에 있어

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할 부분들을 탐구해보도록 인도합니다.  학생들은 자

신들의 삶과 리더십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생기와 활력이 있는

지 평가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세상사람들의 삶에 더욱 구속적

(redemptive) 관계를 통해 참여하게 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건강하고 전인격적

인 실천계획 또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his course guides students to reflect on their own personal and vo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explore areas in which they need to grow and mature in 

relationship with family, faith, calling, and self. Students will assess the health and 

vitality of their own life and leadership as well as their primary relationships. The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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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develop a plan of action for health and wholeness so they may engage the world 

through redemptive relationships. 

 

PT 362 전도학 Evangelism 

전도학은 전도의 당위성, 전도의 목적, 전도의 방법 등에 대해서 성경신학적

으로 공부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전도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실습과 훈련을 제공해 줍니다.  

The Art of Evangelism aims to study the mandate, purpose, and methods of evangelism 

taught in the Bible in terms of biblical theology. Besides the theological study of 

evangelism, this course will provide the students with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evangelism, so that they may become discipl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evangelism in 

their life and ministry. 

 

PT 363 리더십 Christian Leadership 

세상적 리더십과 기독교 신앙적 리더십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리더십

과 평신도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간에 많은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평신도가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하

는지 그 성경적 가르침을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여름에 열리는 리더십서밋으

로 대체가능)  

Non-Christian leadership differs from Christian leadership. Further, pastoral leadership 

differs from lay leadership. But they share a lot of common characters. This course will 

explore the Biblical teaching of the leadership that the lay Christian should be equipped 

with to exercise godly leadership inside and/or outside the church. (The Leadership 

Summit of Willow Creek Church can be substituted for this cource) 

 

PT 364 Gospel Communication 

21세기에 있어서 후기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

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봅니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

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의 장단점을 

전도학적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This course explores the methods of evangelizing the modern people who are under the 

shades of postmodernism of the 21st century. We observe that innovation in evangelism 

technique takes place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is course 

will analyze the strengths and shortcomings of this trend in terms of the study of 

Biblical evangelism. 

 

PT 365 윤리학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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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학 공부와 실천의 입문과목인 본 과목은 도덕적 결정을 하는 타

당한 방법을 발전하기 위해 학생들이 윤리학의 철학적 신학적 배경, 성경의 

권위의 역할, 교회와 문화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하고, 목회윤리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윤리적 이슈를 평가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In this introduction to the study and practice of Christian ethics, the student will 

examine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backgrounds for ethics, the role of biblical 

authority, and the historical relation between church and culture in order to develop a 

valid method of moral decision making, examine the importance of ministerial ethics, 

evaluate ethical issues, and lead the church in applying the gospel to life. 

 

MI 371 선교학 Missiology 

선교학은 선교의 당위성, 선교지에서의 문화적응, 선교방법, 선교사와 본국 

선교부나 지역교회와의 협력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종족별 지역별 문화적 

선교 전략을 성경적 관점에서 찿아 봅니다. 

Missiology is to study the legitimacy of mission, enculturation in the mission field, 

mission method, and missionaries’ relationship with the mission board and mission 

churches of home country. It also explores the Biblical mission strategies suitable to 

ethnicity, region, and culture in the mission field. 

 

MI 372 이민교회 선교학 Missiology of Immigrants’ Church 

이민교회 선교학에서는 이민교회가 이민 현장의 독특한 문화적 교회적 상황

을 방해적 요소가 아닌 도전적 요소로써 극복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

하는 목적을 어떻게 능률적으로 성취할 것인가를 알아 봅니다. 

Missiology of Immigrants’ Church is to study the method of how to efficiently achieve 

the Great Commission of the world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the immigrants’ church 

in which it must prevail the unique cultural and ecclesiological challenges rather than 

overwhelmed by them. 

 

MI 373 문화와 선교 (Culture and Mission) 

복음을 전하는 선교현장에서 전도자는 원주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적응해

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원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된

다. 본 강의는 다양한 선교현장의 문화적 특질과 환경을 관찰하고 복음을 효

과적으로 전하는 방법과 전략을 궁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issionaries should understand the culture of the tribes whom they evangelize in the 

context of mission. To this end, they need to prepare mission strategies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gospel to them. So this course explores the diverse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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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people in the mission field with a purpose to 

understanding methods and strategies of doing effective evangelization. 

 

ED 281 가르침의 원리들 Principles of Teaching 

이 강좌는 교육 혹은 배움에 관한 일반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 이론들이 

어떻게 기독교 신앙형성에 관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폭넓은 관점에 상응하며 

교육의 환경에 있어서 적절한 교육적 의미를 창출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될 다양한 교육과 학습이론들을 

이용해서 그들 자신의 강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돕도록 해 줄 

것입니다.  

This course seeks to provide various instructional theories; to examine the popular 

teaching/learning theories to see how these theories fit into the wider perspective of 

educational paradigms of Christian faith formation as well as draw out relevant 

educational implications in educational context; to help students plan and organize their 

own instructional session by utilizing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theories learned in 

the course. 

 

GRK 101 초급헬라어 I  Elementary Greek I 

이 과목은 신약성경 헬라어를 이해하기 위해 코이네 헬라어의 발음, 단어, 

기초 문법을 가르친다. 또한 중급헬라어 공부 준비 단계로서 명사 형용사 동

사의 격변화를 익한다. 나아가 헬라어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서 헬라어 문장 

스타일을 이해하고 헬라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증진한다 

This course teaches students pronunciation, words, and basic grammar of the Koine 

Greek with a purpose to reading and translating the biblical Greek. Preparing to study 

the intermediate Greek,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to grapple with declensions of 

nouns, adjectives, verbs of biblical Greek. Also, by having the students exposed to the 

Gospel of John in Greek, they will understand the basic Greek grammar in a live 

linguistic context.  

 

GRK 102 초급헬라어 II  Elementary Greek II 

이 과목은 코이네 헬라어의 단어, 격변화, 중급 문법을 습득한다. 또한 관계

대명사, 관계형용사, 접속사 등을 공부하며 헬라어 문장의 구문을 분석하고 

이해하게 한다. 아울러 헬라어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서 헬라어 문장 스타일

을 이해하고 헬라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증진한다. 

This course studies words, declensions, and intermediate grammar of the Koine Greek. 

Also, by learning relative pronouns, relative adjectives, and conjunctions,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nalyze and understand basic syntax of Greek sentence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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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the Greek Gospel of John will help the students understand the syntax of Greek 

sentences with enhanced interest in learning the New Testament Greek.  

 

GRK 201 중급헬라어 Intermediate Greek 

이 과목은 코이네 헬라어의 단어와 기초 문법 (미래시제, 명령형, 완료형, 

비교법 등)을 습득하게 한다. 헬라어 단어를 파싱(parsing)하며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This course teaches the students the grammar of the intermediate Greek (future tense, 

the imperative mood, perfect tense, comparatives, etc.).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parse Greek verbs and understand grammatical structure of Greek sentences. They will 

learn to translate the Greek text and understand theological meanings embedded in 

diverse construction of Greek sentences. 

 

GRK 301 신약헬라어독해 Reading the Greek New Testament 

본 과정은 초급헬라어와 중급헬라어를 수강하고 헬라어 기초 문법을 습득한 학생들

이 헬라어 신약 본문을 독해하고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적 

학문 활동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본문 주석을 바탕으로 한 강해 설교를 위해서도 헬

라어 본문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본 과목은 헬라어 문

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헬라어 공관복음 본문을 바르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법을 학

습한다. 

After finishing the elementary and intermediate Greek courses, students can learn to 

translate and interpret the Greek New Testament in this course. Correct expositon of the 

New Testament is possible only by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This course teaches the students how to interpret the Greek New Testament by correctly 

analyzing the Greek text based on correct application of the Greek grammar. 

 

HEB 101 성서히브리어 I Biblical Hebrew I 

이 과목은 성서 히브리어 읽기를 위한 기초 문법과 단어를 소개한다. 그리하여 학

생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 해석, 적용하여 성경공부에 있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

도록 준비시킨다. 학생들은 구약의 선별된 구절을 읽거나 연습문제를 풀면서 필요

한 문법과 알맞는 단어를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elementary grammar and words of biblical Hebrew to prepare 

students to read, translate, and interpret the Hebrew Bible for doing biblical studies. 

They will read select passages from the Hebrew Old Testament to grapple with basic 

grammar and words of Hebrew.  

 

HEB 102 성서히브리어 II Biblical Hebrew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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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성서히브리어 기초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히브리어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한 문법과 단어 그리고 구문을 읽히게 한다. 학생들은 구약의 선별된 구절을 읽

거나 연습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문법과 알맞는 단어를 습득한다. 

After finishing the course of Biblical Hebrew I, students can take this course to continue 

learning the grammar and words of the biblical Hebrew. They will be able to parse 

Hebrew verbs and analyze the syntax of Hebrew sentences. They will absorb the 

knowledge of biblical Hebrew language by reading select Old Testament passages and 

solving exercises in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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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훈련 Spiritual Discipline 

 

학생들의 경건훈련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자로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학생들은 출석교회의 정규예배에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며 그 밖에 새벽기

도회와 여타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외에 가정예배, 금식기도 등으

로 신앙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직장선교, 단기선교 등 활동에 적극 참여

해야 합니다. 

Practicing spiritual disciplines are indispensable to the student’s spiritual learning of 

God’s Word.  Students are strongly encouraged to develop good spiritual habits during 

the course of the semester such as the attendance of the regular church worship services, 

the daily devotional family worship service, fast, street evangelism, short term mission 

trip, etc. 

 

학교적으로는 개강예배, 종강예배, 정기적인 채플과 학생회 주체 경건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The students must participate in worship services and spiritual sessions offered by PAT 

such as convocation service, semester end worship service, and regular chape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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