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9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학
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종별)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1. 신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 Ph.D.
2. 음악학박사(Doctor of Musical Arts) : D.M.A. <신설 2011. 6. 24.>
3. 사회복지학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 Ph.D.<신설 2011.
6. 24.><개정 2015. 4. 22.>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 Th.M.
2.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Theology) : M.A.
3. 음악학석사(Master of Arts in Church Music) : M.A.C.M.
4. 문학석사(Master of Arts in Christian Education) : M.A.
5. 사회복지학석사(Master of Arts in Social Welfare) : M.A.<개정 2015. 4. 22.>
6. 문학석사(Master of Art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 M.A.
7. 문학석사(Master of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M.A.<신설 2011. 6.
24.>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 - 신학석사(Master of Divinity) : M.Div.
2. 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석사(Master of Arts in Social Welfare) :
M.A.S.W. <개정 2014. 10. 10.>
3. 상담대학원
가. 상담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Counseling) : Th.M.
나. 상담학석사(Master of Arts in Counseling) : M.A.C.
4. 설교대학원
가.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Preaching ) : Th.M.
나.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Theology in Preaching ) : M.A.<개정 2016.
4. 6.>
④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Th.D.
1. 구약신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Old Testament Theology) :Th.D.
2. 신약신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New Testament Theology) :Th.D.
3. 조직신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Systematic Theology) :Th.D.
4. 기독교윤리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Christian Ethics) :Th.D.
5. 교회사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Church History) :Th.D.
6. 실천신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Practical Theology) :Th.D.

7. 선교신학전공 - 신학박사(Doctor of Theology in Missiology) :Th.D.
8. 상담심리학전공 - 상담심리학박사(Doctor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sy. D..
<개정 2016. 1. 20.>
⑤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성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Biblical Theology) : Th.M.
2. 이론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Theoretical Theology)
:Th.M.
3. 실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Practical Theology) : Th.M.
4. 선교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 in Missology) : Th.M.
5. 성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Biblical Theology) : M.A.
6. 이론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Theoretical Theology) : M.A.
7. 실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Practical Theology) : M.A.
8. 선교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Arts in Missiology) : M.A.
9. 성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 M.T.S.
10. 이론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 M.T.S.
11. 실천신학전공 -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 M.T.S.
제3조 (학위수여자격) 각 과정별 학위수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1. 신학과-신학박사 (Ph.D.)
가. 3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전공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교회음악학과-음악학박사(D.M.A.) <신설 2011. 6. 24.>
가. 3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졸업연주심사에 합격한 자
* 전공별 졸업연주 규정은 아래와 같다.
작 곡 - 작곡발표회(3회), 음악예배형식의 작곡발표회 또는 렉쳐
(Lecture)리사이클(1회)<개정 2014. 10. 10.>,
오르간 - 오르간독주회(3회), 음악예배형식의 독주회 또는 렉쳐(Lecture)
리사이클(1회)<개정 2014. 10. 10.>
피아노 - 피아노독주회(3회), 음악예배형식의 독주회 또는 렉쳐(Lecture)
리사이클(1회)<개정 2014. 10. 10.>
성 악 - 성악독창회(3회), 음악예배형식의 독창회 또는 렉쳐(Lecture)리

사이클(1회)<개정 2014. 10. 10.>
지 휘 - 합창지휘연주(3회), 음악예배형식의 합창연주회 또는 렉쳐
(Lecture)리사이클(1회)<개정 2014. 10. 10.>.
* 모든 졸업연주 (각60분 내외)는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바.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3.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Ph.D.) <신설 2011. 6. 24.>
가. 42학점이상 취득한 자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전공어학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신학석사(Th.M.)
가. 28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2. 신학과-신학석사(M.A.)
가. 28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3. 교회음악학과-음악학석사(M.A.C.M.)
가. 2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졸업연주심사에 합격한 자
바.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4. 기독교교육학과-문학석사(M.A.)
가. 28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마.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5.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M.A.)
가. 30학점이상 취득자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마.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6. 보육학과-문학석사(M.A.)
가. 28학점이상 취득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마.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7.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M.A.) <신설 2001. 6. 24.>
가. 28학점이상 취득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
다.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마.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신학석사(M.Div.)
가. 92학점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1. 2. 25.>
나. 성적평균이 Co이상인 자
다. 성서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마. 경건훈련에 합격한 자
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사. 삭제<개정 2016. 4. 6.>
2. 사회복지대학원-문학석사(M.A.S.W.)
가. 33학점이상 취득자 <개정 2011. 6. 24.>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
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라. 삭제<개정 2016. 4. 6.>
3. 상담대학원-상담학석사(Th.M., M.A.C.)
가. 37학점이상 취득자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
다. 삭제 <2011. 6. 24.>
라.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마. 삭제<개정 2016. 4. 6.>
바. 카운슬링센터에서 임상실습에 합격한 자 <신설 2009. 3. 3., 개정 2011. 6.
24.>
4. 설교대학원–신학석사(Th.M., M.A.)

가. 33학점이상 취득자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자<개정 2016. 4. 6.>
④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 신학박사 (Th.D.)
1. 3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2.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⑤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 선교학과-신학석사(Th.M.)
가. 2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삭제<개정 2016. 4. 6>
2. 신학과, 선교학과-신학석사(M.A.)
가. 2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삭제<개정 2016. 4. 6>
3. 신학과-신학석사(M.T.S.)
가. 27학점이상 취득한 자<개정 2016. 4. 6.>
나. 성적평균이 Bo이상인 자
다.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삭제<개정 2016. 4. 6.>
제4조 (학위수여) 위 3조의 각 과정별 모든 요건을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학위를 수
여한다.
제5조 (명예박사 학위수여) 명예박사학위는 학문연구와 사회발전, 교계, 대학발전에 특
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동등한 공적이 있는 자에
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①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후보자를 대학원 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②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심의는 대학원 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 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④ 명예박사 학위수여는 본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이를 수여 할 수 있
다.
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학위기 양식)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별지 제1, 2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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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규의 개폐) 이 내규의 개정 및 폐지는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
한다.
③ (폐지) 이 내규 시행이후에는 구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은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3항 3호는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는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 ④항은 신학전문대학원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학위수여자격) ③항 1호의 “가”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
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학위수여자격) ③항 3호의 “다”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조(학
위종별) ①항 2~3호, ②항 7호 및 제3조(학위수여자격) ①항 2~3호, ②항 7호는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③항 2호는 2014학년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하고, 제3조 ①항 2호
의 “마”목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①항 3호, ②항 5호는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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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④항 8호, ②는 2015학년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④항 8호는 2015학년도 학위수여자부터 적용하며 이미 졸업한 자
들에게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급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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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

박사

(인)

장

학위번호 : 서울신대○○○○(석,박)○○○

<별지 2> 학위기

명박

제

호

학

위

기

본적(국적) :
성 명 :
년

월

일생

위 사람(분)은

에

공헌을 하였으므로 그 공적을 기리고자
명예 ○○ 박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인)

서울신학대학교

총

박사

(인)

장

학위번호 : 서울신대○○○○(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