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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하나님 편에 선 자
[출 32:26]

인사말씀

합신의 정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교훈삼아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무오성을 따르는 개혁신학을 가르치며,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신앙과 윤리가 일치하는 삶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학유

본교는 지난 40년 동안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토대로 한
개혁 신학을 정립하고, 바른 신학을 토대로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합신은 신학과 실천이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합니다.
합신의 신학은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학문입니다.
합신은 성경이 지지하고 가르치는 내용만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떠난 신학은 죽은 신학이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위에 세워진 신학은 산 신학입니다.
산 신학만이 교회와 선교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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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의 3대 개혁이념

바른신학

합신 교수진

바른교회

명예교수

김명혁 윤영탁 박형용 성주진 조병수 정창균

석좌교수

박영선

구약신학

김진수 박덕준

신약신학

김추성 이복우 김영호

조직신학

이승구 김병훈 이남규

바른생활

바른신학이란 칼빈주의(혹은

바른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바른생활이란 신앙과 윤리가

역사신학

안상혁 박상봉

개혁주의) 신학을 의미하며,

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

일치한 생활을 의미한다. 우리

선교신학

김학유(총장) 김충환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인정하

르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예

자신을 부인하며(마 16:24)

설교학

이승진 박완철 권 호

고 하나님의 주권(롬 11:36)

수 그리스도가 머리와 주인(엡

내적인 성결과 겸손으로 주님

을 높이는 신학을 의미한다.

2:22)임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을 의미

기독교교육학 이동열 김만형 김명호

받는 교회를 의미한다.

한다.

기독교상담학 홍구화

※ 이외에도 특임교수 및 분야별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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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P DONG TH E OL OGI CAL S E MI NARY

목회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M.Div.) 과정은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 학문적인 철저함을 추구합니다.

● 세계선교의 비전

소수의 목사후보생(M.Div.)을 선발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가 담긴

향후 선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M.Div. 과정 내 선교전공을 마련하고 선교관련 과목에

80학점 가량의 필수 과목과 20학점 이상의 다양한 선택 과목을 교육과정으로 제공합니다.

비중을 둔 교과목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교합신’ 주간을 정하여 현장 선교사를 초청, 현지 선교

교과목을 통해서 설교자의 길과 교회 지도자의 길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으며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갑니다. 또한 ‘해외선교훈련’ 교과목을 통해 선교

또한, 학문적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탐방하고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체험합니다.

● 성경지리답사
2년에 한번씩 방학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요르단 등 성경의 역사적 현장들을 답사하여 성경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서의 내용을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강의실
에서의 교육 학습을 벗어나 현장에서 성경의 지식을 넓혀 나가는 교육 과정입니다.

● 성경적 창조론 전문 강사
한국창조과학회와 함께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을 비판하고 성경적 창조론을 견고히 가르칩니다.
4학기의 전문 강사 과정을 이수하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전문 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 성경적 창조론 답사
진화론과 비성경적인 유신진화론이 확산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신과 미국창조
과학선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매년 여름에 ‘성경적 창조론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질학적인 자료들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과학적인 설명에 근거하여 진화론을 배격하고
성경적인 창조론을 확증함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인 창조론을 올바로 교육할 신학적인

● 개강심령수련회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합신은 개강심령수련회로 매 학기를 시작합니다. 3일간 교내외에서 열리는 수련회를
통해 합신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경건회를 비롯하여 그룹별
모임, 학년별 모임, 교수님과의 시간,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함께하는 경건
H.M.S.(Hapshin Mentoring System)는 소그룹별로 함께 경건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학년별 약 5명씩, 3개 학년이 한 그룹이 되어 담당교수님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룹
안에서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재학생들은 동역자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경험
합니다. 합신은 3년간 함께하는 동기들 간에 친밀한 유대가 있습니다. 가족같은 규모 속
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여러 행사를 갖는 가운데 끈끈한 동기애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합신인의 정체성은 졸업 이후에도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 일상의 경건
매일 새벽기도와 경건회, 수요저녁 예배로 일상의 경건을 추구합니다. 교수들은 수업뿐
아니라 설교와 삶을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바른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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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AP DONG TH E OL OGI CAL S E MI NARY

신학석사(Th.M.), 박사(Th.D., Ph.D.)

문학석사(M.A.)

M.Div.를 졸업한 후 현장 목회 및 학문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합신은 다양한 문학석사(M.A.)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기독교교육, 선교, 기독교생명윤리,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교에서 심도 있는

상담심리 전공을 두어 개혁신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교수들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탁월한 설교자 및 교수 요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 전공 (M.A. in Christian Education)
신학석사 (Th.M.)
● 개설전공

 약신학, 신약신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성경강해와 설교, 		
구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 성경주해

	개혁주의 신학, 기독교 철학,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여 교육 및 사역 현장에 적합한 지
도자를 양성하는 석사과정입니다.
교과목

(Th.M. in Biblical Exegesis)

	① 기독교 교육 신학
④ 기독교 교육 과정 개발
⑦ 어린이 사역

② 기독교 교육 철학
⑤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⑧ 청소년 사역

③ 기독교 교육과 인간발달		
⑥ 교육 행정 세미나		

⑨ 다음 세대 제자 훈련

⑩ 가정 사역

		성경주해 과정은 목회자가 성경을 주해하는 원리와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학기에 걸쳐 신구약 성경 과목을 균형 있게 개설하며, 각 과목에서는 성경 각 부분의 주요 본문들을 심도있

선교 전공 (M.A. in Intercultural Studies)

게 다룹니다. 이를 통해 학생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선교후보생이나 현지 선교사들에게 선교학적 지식을 제공하고, 전문인선교사로 선교지에서 헌신할 분들과 선
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선교적 지식과 다양한 정보를 배우는 석사과정입니다.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설교학

(Th.M. in Homiletics)

		설교신학의 이론적인 토대 구축을 위하여 성경 해석학 분야의 제반 이론들, 성경 해석과 원리화, 청중 분석

교과목

론, 장르별 설교 작성법, 효과적인 설교 형식론을 학습합니다.
● 성경강해와

교 형식론을 학습하고, 목회 현장에 연관성 있는 연간설교계획에 관한 목회연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기독교상담학

(Th.M. in Christian Counseling)

		목회자로서 민간 자격증인 한국목회상담협회 목회상담사 1급 혹은 기독상담사 1급,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

①
 상담의 과정과 심리상담 이론들
④ 심리역동주의 상담
⑦ 기독교와 상담
⑩ 상담 사례 실습과 지도

② 발달심리학
⑤ 인지행동주의 상담
⑧ 가족 상담

신학박사 (Th.D.)
● 개설전공 선교신학, 설교학

철학박사 (Ph.D.)
● 개설전공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④ 선교신학의 변화
⑧ 전문인 선교전략

다
 원주의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통합적인 생명윤리전문가 양성,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 세계
관으로 가르치는 통합생명윤리 석사과정입니다.
교과목

③ 이상심리학		
⑥ 심리평가와 검사		
⑨ 집단상담		

 생명윤리1 (생명의 시작과 관련된 윤리)
①
③ 생명윤리와 법
④ 전인치유
⑥ 전인 치료와 생명윤리를 위한 조직신학

② 생명윤리2 (생명의 마지막과 관련된 윤리)		
⑤ 기독교윤리학 개론				
⑦ 성경과 생명윤리
⑧ 역사와 생명윤리

상담심리 전공 (M.A. in Counseling Psychology)
	심리상담 전문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수련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 자격증인 임상심리사 1급과, 청소년 상담사 1급과 2급을 취득할 수 있
으며 *민간 자격증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과 2급,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한국목회상
담협회 목회상담사 1급 혹은 기독상담사 1급,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의 전문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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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계선교역사
⑦ 타종교 선교전략

기독교생명윤리 전공(M.A. in Christian Bioethics)

회의 전문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② 바울 선교전략
⑥ 선교지 교회성장 원리
⑩ 의료 선교실제

설교 (Th.M. in Bible Exposition and Preaching)

		지역 교회 설교자가 목회 현장에서 설득력 있는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경 해석 능력과 설

		

 성경과 선교
①
⑤ 선교인류학
⑨ 의료 선교전략

	① 상담의 과정과 심리상담 이론들
④ 심리역동주의 상담 ⑤ 인지행동주의 상담
⑧ 가족 상담
⑨ 집단상담

② 발달심리학
③ 이상심리학		
⑥ 심리평가와 검사
⑦ 기독교와 상담
⑩ 상담 사례 실습과 지도

※ M.Div.에 준하는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M.A. 과정 학생들은 M.Div. 신학 교과목 9학점(구약총론, 신약총론, 인간
론)을 추가 이수해야 함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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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교육연구지원

2023 신입생
● 1인용 캐럴 제공

과정별 입학전형 안내

Th.M., 박사 과정 학생들의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해 전용 개인연구실(10개)
과 공동연구실(4인용, 6인용 등)을 제공하여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
고 있습니다.

H A P D O N G

T H E O L O G I C A L

S E M I N A R Y

● 풍성한 장학 제도
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 유학 장학금
합신 동문 유학생에게는 한국교회 지도자 및 교수 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유
학생 장학금을 지급합니다.(현재 매월 80만 원씩 3년간 지급)

모집과정

목회학석사(M.Div.)

● 합신 스튜디오
합신은 신학의 현장화와 개혁신학의 발전을 위해 합신 스튜디오를 개관하

문학석사(M.A.)

여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를 제작, 보급합니다.

● 합신 도서관
본교 도서관은 교수 및 재학생의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신학 서적을 포함

신학석사(Th.M.)

하여 18만 9천여 권의 장서와 온라인 컨텐츠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 학생지원센터
전임교수 4인과 외부위촉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학생지원센터’를 통

철학박사(Ph.D.)

신학박사(Th.D.)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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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전공
선교전공
기독교교육전공
기독교생명윤리전공
상담심리전공

전형방법

전형일

면접시험

9.1.(목)
~10.25.(화)

10.29.(토)

일반전형

필기(영어, 성경)
및 면접시험

9.1.(목)
~12.2.(금)

12.6.(화)
~7.(수)

모집정원

면접시험

필기(전공) 및 면접시험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필기(영어) 및 면접시험

조직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필기(영어, 전공) 및 면접시험

성경주해, 성경강해와 설교

필기(전공) 및 면접시험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필기(영어) 및 면접시험

설교전공, 선교전공

원서접수

특별전형

선교전공

조직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하여 재학 중 진로상담, 심리상담, 사역 지원, 법률 지원 등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

필기(영어, 전공) 및 면접시험

100
9.1.(목)
~12.2.(금)

12.5.(월)

9.1.(목)
~12.2.(금)

12.5.(월)

6

필기(전공) 및 면접시험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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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학전형
모집과정

모집전공

전형

학제

특별
목회학석사
(M.Div.)

신학전공
선교전공

3년
(6학기)

일반

문학석사
(M.A.)

신학석사
(Th.M.)

기독교교육전공
선교전공
기독교생명윤리전공
상담심리전공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선교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일반

일반

2년
(4학기)

2년
(4학기)

지원자격

박사

일반

신학박사
(Th.D.)

설교전공
*Th.D. 선교전공
석·박사
통합과정

정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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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학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형 과목 및 배점

전형 일정

원서 접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본교 홈페이지)

10. 29.(토) 오전 10:00

11. 2.(수)

⑴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고 인정된 자
⑵ 수세(입교) 후 2년이 경과한 자(2020.10.29.이전)
⑶ 아래의 추가 조건 만족
①합
 신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수세(입교)후 만 3년(2019.10.29.이전)이 경과하고 합신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한 후 만 3년 이상 출석한 자로, 노회가 주관하는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
하고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본교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4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한 자
③본
 교와 MOU를 체결한 학생선교단체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생선교단
체에서 4년 이상 간사로 사역한 자
④ 본교와 MOU를 체결한 대학교 졸업생(또는 졸업 예정자)
⑤평
 생교육원 여자신학연구과정 또는 합신 바이블아카데미(온라인과정)에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면접(서류전형) : 100점
MCMI-4

9. 1.(목) ~ 10. 25.(화)

⑴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⑵ 수세(입교) 후 2년이 경과한 자(2020.12.6.이전)

필기 : 성경

200점, 영어 100점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400점 / MCMI-4

9. 1.(목) ~ 12. 2.(금)

12. 6.(화) 오전 9:00

12. 6.(화) 오후 2:00 ∼
7.(수)

12. 9.(금)

⑴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자(학사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된 자
⑵ 수세(입교) 후 2년이 경과한 자(2020.12.6.이전)

전공(필기 또는 구술) : 200점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300점

9. 1.(목) ~ 12. 2.(금)

12. 5.(월) 오전 9:00

12. 5.(월) 오전 10:30

12. 9.(금)

12. 5.(월)
필기고사 마친 후

12. 9.(금)

12. 5.(월)
필기고사 마친 후

12. 9.(금)

⑴학
 사학위 소지자로 M.Div.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동등자격(Equiv.)이 있다고
인정된 자

성경주해
성경강해와 설교
구약신학 신약신학
철학박사 조직신학 역사신학
(Ph.D.) 선교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MCMI

⑴ M.Div.학위(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 및 Th.M. 학위 소지(예정)자
⑵ 기독교교육학 : M.Div. 학위 및 교육 관련 석사학위 또는 일반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⑴ M.Div.학위 소지(예정)자 또는
⑵ M.Div. 동등자격(Equiv.) 소지자로 M.A. 또는 Th.M. 학위 소지(예정)자

4년
(8학기)

⑴ 학사학위 소지자로 M.Div. 동등자격(Equiv.) 소지(예정)자
※ 박사정원의 50% 내에서 선발

과정별
학제
참조

⑴ 대상자
① 북한이탈주민
②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
한 재외국인 및 외국인
④ Ph.D.(역사신학) 듀얼공동학위 지원자 - 교학과에 별도 문의
⑵ 공통사항
① 한국어 수강이 가능한 자(TOPIK 4급 이상)
② 후원자(개인 또는 교회 등)의 재정보증을 받은 자
⑶ 각 과정별 입학자격을 따르되, 아래 추가사항을 참조
① 신학석사(Th.M.) 지원자 : M.Div. 평균학점 B0 이상 취득한 자
② 철학박사(Ph.D.) 지원자 : TOEFL iBT 60점 이상(또는 본교에서 실시하
는 영어시험), Th.M. 평균학점 B0 이상 취득한 자

필기 : 전공

200점
(영어포함)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300점

12. 5.(월) 오전 9:00
9. 1.(목) ~ 12. 2.(금)

전공(필기 또는 구술) : 200점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300점

12. 5.(월) 오전 10:10

필기 : 전공(또는

구술) 100점
영어 100점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300점

12. 5.(월) 오전 9:00

필기 : 전공 100점
면접(서류전형) : 100점
총 200점

목회학석사 - 서류심사
			면접		
MCMI-4

9. 1.(목) ~ 12. 2.(금)

12. 5.(월) 오전 10:10

면접일시 : 12. 6.(화) 오전 10:00
12. 9.(금)

문학석사, 신학석사, 박사
- 각 과정별 전형 방법, 일정과 동일하게 실시

2023학년도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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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안내
목회학석사(M.Div.)
모집과정

전형

서류접수 유의사항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소명진술서(본교양식)
•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양식)
•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첨부
[특별전형 추천 유형에 따른 추가서류]
• 노회추천 : 노회추천서(본교양식) 목사후보생등록확인서(총회양식)
• 선교단체 : 선교단체 추천서, 재직증명서
• 학생선교단체 : 학생선교단체 추천서, 재직증명서
• MOU체결한 학교 : 학교장 추천서(본교양식)
• 본교 평생교육원 : 성적증명서

특별

목회학석사
(M.Div.)

입학원서

공통
졸업증명서

일반

• 입학원서(온라인 입력 후 출력)
• 졸업증명서(대학)
• 성적증명서(대학)
문학석사
(M.A.)

일반

신학석사
(Th.M.)

일반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온라인 출력 후 본인서명)
• 입학지원 확인서 및 서약서
(온라인 출력 후 본인서명)

일반
신학박사
(Th.D.)

정원외 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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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제출)

철학박사
(Ph.D.)
박사

성적증명서

• 소명진술서(본교양식)
• 추천서(2부, 다음 중 택일)
① 합신교단 노회 가입자
- 노회 추천서(본교양식)
-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양식)
② 일반지원자(또는 노회 미가입자)
-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양식)
- 목사 1인 추천서(본교양식)
•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첨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졸업증명서(대학원)
• 성적증명서(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 졸업증명서(신학대학원, 대학원)
• 성적증명서(신학대학원, 대학원)
• 박사학위 연구계획서(본교양식)
• 석사(Th.M. 또는 M.A.) 학위논문 및 요약본 또는 15쪽 이상의 소논문
• 목사안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학석사
(M.A.)

• 과정별 입학서류를 제출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
⑴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제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② 추가 :
- 부모와 본인의 외국시민권 사본				
(중국인일 경우, 본인 및 부모 호구부 원본과 거민신분증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본인 명의, $20,000 이상)
- 여권 사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 TOFEL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⑵ 북한이탈주민
① 추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TOFEL 등 공인영어시험 성적표(해당자)

주요사항
• 유아세례 후 입교자는 입교일 기준으로 날짜 표기
•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여 기록할 것
• 전화번호 입력 시 ‘-’ 표시 삽입
• 비상연락처 반드시 기입
• 자세한 사항은 원서접수 화면의 ‘입력요령매뉴얼’ 참고
•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 서류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본교 입학 전 졸업증명서를 제출
• 편입생은 전적대학 졸업(또는 재적)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외국대학교 졸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제출할 것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력입증서류
※ 외국대학 학력인증 기관
① 중국 대학 :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www.chsi.com.cn) 또는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www.cdgdc.edu.cn)에서 발급하는 인증보고서를 제출
②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 : 졸업, 성적증명서 Apostille 받아서 제출 / www.apostille.co.kr
③ 그 외 국가의 대학 :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 제출(현지 주재 한국영사관 발급)

• 1개월 이내 발급서류 제출

소명진술서

• 본교 양식에 맞춰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

목사 추천서

• 목회자후보생에 대해 교회가 인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담임목사 추천서가 필요
• 같은 교회에서 두 명의 목사 추천서를 받아도 무방
• 타 교단 목사의 추천도 가능
• 본교 전임교원은 추천자가 될 수 없음
• 노회 추천서에 대한 사항은 출석교회 담임목사 또는 소속노회 서기 목사에게 문의(노회 가입자에 한함)

• 제출서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입학 후에라도 제적될 수 있습니다.
•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방법
접수 순서

전형료

• Step 1 - 본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전형료를 납부합니다.
• Step 2 - 홈페이지 입학안내 메뉴에서 지원과정별 지정양식을 다운로드, 작성합니다.
• Step 3 -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서류를 제출합니다(접수처 : 교학과, 평일 5시까지 접수).

• 석사과정 - 100,000원, 박사과정 - 120,000원
【 본인명의로 송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1-449448 (예금주: 합동신학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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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Th.M., 박사 과정 전공분야별 <필기시험> 및 <면접> 안내
전공분야

구약신학

학위과정

Th.M.
Ph.D.

시험유형
(필기, 면접)

전공(구술) 면접

참고도서 및 유의사항

전공분야

학위과정

시험유형
(필기, 면접)

• Th.M.
1. 『최신구약개론』, 롱맨 & 딜러드
2. 『성경히브리어』. 페이지 켈리
3.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이안 프로반 외
위 내용을 숙지할 것

• 전 과정 공통 참고도서
1. 『교회를 세우는 설교목회』, 이승진, CLC, pp.13-179
2. 『본문이 살아있는 설교』, 권호, 아가페북스, pp.25-208
석사과정은 위의 페이지 범위 안에서, 박사과정은 전체 범위 안에서

• Ph.D.
Th.M. 참고도서 외에 구약학 및 구약신학 일반에 대한 지식과 원문주해능력을
테스트함

신약신학

성경주해

조직신학

Th.M.
Ph.D.

전공(구술) 면접

Th.M.

전공(구술) 면접

Th.M.
Ph.D.

• Th.M.
1.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 D. A. Carson, Douglas
Moo, and Leon Morris.
2. Backgrounds of Early Christianity . Everett Ferguson.
3. Hermeneutical Spiral . Grant Osborne.
4. 이 외 신약성경 헬라어 이해 능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

성경강해와 설교
설교학

• Ph.D.
1. Th.M. 참고도서
2. Textual Criticism . Bruce Metzger.
3. New Testament Theology . Eldon Ladd.
4. 이
 외 신약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헬라어 성경 주해 능력을 갖추어야 함.

Th.M.
Th.D.
Ph.D.

전공(필기) 면접

1. 『최신구약개론』, 롱맨 & 딜러드
2. 『신약총론』, 조병수, 합신대학원출판부

• Ph.D.
Th.M. 참고도서 외에 『개혁교의학』, 헤르만 바빙크, 부흥과개혁사 / 개념이 정확
하고 개혁파적 입장이 분명할 것

• M.A., Th.M.
『New SS혁신보고서』, 김만형, 도서출판 에듀넥스트:서울. 2008.
『개혁주의 교육학』, 루이스 벌코프, 코넬리우스 반틸, P&R, 2017.
『참된 기독교 교육자를 만드는 교수법』, 케네스 갱글, 하워드 헨드릭슨 외,파이디온선
교회:서울. 1990.

초대교회에서 근대교회사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골고루
출제됩니다.

역사신학

Th.M.
Ph.D.

전공(구술) 면접

※ 읽어야 할 교재
1. 초대교회사 : 『초대교회사』, 후스토 L. 곤잘레스, 은성 / 『초대교회의 형성』,
김명혁, 성광
2. 중세교회사 : 『중세교회사』, 후스토 L. 곤잘레스, 은성
3. 종교개혁사 : 『종교개혁사』개정증보판, 오덕교, 합신대학원출판부
4. 근세교회사 : 『현대교회사』, 후스토 L. 곤잘레스, 은성
5. 한국교회사 : 『한국교회사』, 김영재, 합신대학원출판부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학

M.A.
Th.M.
Ph.D.

기독교상담학

M.A.
Th.M.

전공(구술) 면접

※ 단권 교회사 추천서적 : 『기독교교회사』, 김영재, 이레서원 / 『터닝포인트』,
마크 A. 놀, CUP

선교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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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Th.M.
Th.D.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공(필기) 면접

『변하지 않는 성경적 선교』, 김학유, 합신대학원출판부. 2019.
『현대선교의 이해』, 이현모, 침례교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기독교 세계 선교사』, 허버트 케인,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선교와 문화 인류학』, 폴 히버트, 서울: 죠이선교회 출판부. 1996.
※ 현직

선교사는 선교 현장 경험을, 전문인 지원자는 사역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별도의 논술시험을 진행
(1. 선교지 문화, 종교, 사회적 현황 2. 선교 전략 및 방법)

기독교생명윤리

M.A.

• 전 과정 공통 준비사항
1. 설교 개요 작성하기(10분 구상, 20~25분 작성, 출제 여부는 유동적임)
구약의 내러티브 본문이나 신약의 복음서 본문의 중심사상(main idea)을 정하고
청중의 상황을 설정하여 이 상황에 적실한 설교의 개요(아웃라인) 작성하기(전체
분량 A4 1/2~1page 이내)
① 본문의 중심사상(2-3문장)
② 청중의 상황과 문제점(2-3문장)
③ 설교의 개요(또는 outline)(6-8 문장)
2. 한국교회 설교 현황과 문제점, 비평의 신학적인 기준, 개선 방안
3. 구속사 설교론, 해돈 로빈슨의 강해설교론, 효과적 연관성과 적용, 크래독의 귀납
적 설교 형식, 유진 로우리의 내러티브 설교 형식.
• 각 과정 출제 내용
1. Th.M.(설교학)
① 설교신학 분야의 기본 지식 점검
②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설교 아웃라인 작성
2. Th.M.(성경강해와 설교)
① 설교신학 분야의 기초 지식 점검
②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설교 아웃라인 작성
③ 설교 현장에 대한 설교학적인 견해
3. Th.D. / Ph.D.
① 설교학의 기본 지식을 설교 현장에 접목한 질문들을 해결하는 능력
② 설교학의 기본 지식을 다른 신학적인 관점들과 통합하고 설교 현장에 적용하
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③ 박사학위연구계획서 및 석사(Th.M. 또는 M.A.) 학위논문 요약본 또는 이에
준하는 15쪽 분량의 소논문

• Th.M.
『조직신학 합본』, 루이스 벌코프, 크리스챤다이제스트 / 개념을 정확히 숙지할 것
전공(필기) 면접

참고도서 및 유의사항

• Ph.D.
『기독교교육의 기초』, 로버트 W. 파즈미노, 디모데:서울. 2002.
『기독교세계관』, 아더홈즈. 이승구 역, 솔로몬, 2017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알버트 E. 그린, CUP, 2016
『철학과 기독교교육』, 조지 R. 나이트. 박영철 역,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대전. 1995.

전공(구술) 면접

『현대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스탠턴 L. 존슨, 리처드 버트만, 이관직 역, 대서출
판사, 2009.
『상담과 심리치료』, 샹 양 탠, 정동섭 외 역, 이레서원, 2014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 기독교 인간관, 기독교적 상담치료 접근에 대한 이해 필요

전공(구술) 면접

다음 책을 읽고 생명윤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기
1. 『인간 배아 복제 과학의 승리인가』 박상은, 한국누가회출판부 CMP, 2004.
2.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이승구, 예영, 2006.
3. 『복음주의윤리학』 존 제퍼슨 데이비스, 정원호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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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입학전형 Q&A

Q
■ 모집과정 전체공통
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형료는 반환 사유 발생 시 고등교육법시행령(제 4조의 3)에 따라 처리합니다.
⑵ 필기시험 및 면접 시 반드시 수험표(입시 당일 교학과에서 배부)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⑶ 전형일 필기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⑷ 입학시험 성적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⑸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허락하지 않습니다(단, 군입대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만 가능함).
⑹ 이단에 연루된 적이 있는 지원자는 본교가 지정한 이단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 또는 상담 등에 관한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⑺ 입학 전 이단, 동성애, 성 비위, 각종 사회적 범죄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M.Div.과정 추가사항
⑴ 합격자는 동계 헬라어Ⅰ강좌에 필히 참석해야 합니다. 【 기간 : 2023. 1. 30.(월) ∼ 2. 17.(금) 】
⑵ 신입생은 1년간 생활관(기숙사)에 의무적으로 입사해야 하며, 동계 헬라어Ⅰ강좌 전에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⑶ 신입생에게는 입학성적 최우수(일반전형) 장학금과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⑷ 어느 한 부분의 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 M.Div.과정
• 합신대학원출판부에서 발행(2018.7.)한 『성경문제』를 구입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A

2023학년도 시험범위는 <사무엘하, 사도행전, 야고보서> 입니다. <독해, 번역> 능력을 평가합
니다.
⑴ M.Div. 과정
① 단문(성경기준 2∼3절) 혹은 중문(성경 기준 4∼5절)에 해당되는 지문을 독해하고 한글
로 번역하는 문제입니다.
② 문제는 NIV성경에서 출제됩니다.
⑵ Th.M., Ph.D. 과정
① 중문(성경기준 4∼5절) 혹은 장문(성경 기준 10절 이상)에 해당되는 지문을 독해하고 한
글로 번역하는 문제입니다.
② 문제는 NIV성경과 일반 신학서적이며 성경의 비율이 높습니다.

Q

면접 방법과 면접 시
평가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과정 면접은 12. 6.(화) 또는 12. 7.(수) 2일간의 전형일중 개별 공지되는 일시에
• M.Div.
진행됩니다. 30∼40분 가량의 그룹면접으로 수학능력, 소명, 인격, 신앙과 신학의 건전성
등을 심도있게 평가합니다.

Th.M., 박사 과정 면접은 12. 5.(월) 필기고사 후 진행됩니다. 30∼40분 가량의 개
• M.A.,
인(또는 그룹)면접으로 전공에 대한 지원동기 등과 전공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계획 등
을 심도있게 평가합니다.

Q

합격 후 동계강좌(헬라어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입학이 어려운가요?

A

• M.Div. 과정 입학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수 과목이므로 재학 중 꼭 이수해야 합
니다. 헬라어Ⅰ미수강시 헬라어를 선수과목으로 하는 과목들을 1학기부터 수강할 수 없으며
장학금 수혜와 졸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기간 : 2023. 1. 30.(월) ∼ 2. 17.(금)]

Q

• 정원외 전형 추가사항
⑴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주소를 가진 자로 재외공관에 등록된 자이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⑵ M.Div. 과정 합격자에게는 장학금 규정에 따라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한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A


문제 유형으로 90%이상 출제되며 책에서 70% 가량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 객관식
• 구입방법 : 교내서점(031-217-0222) 또는 인터넷 도서구매 사이트 이용

• M.A., Th.M., 박사 과정 추가사항
⑴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은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⑵ M.A. 상담심리 전공 신입생 중 M.Div.에 준하는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M.Div. 신학 교과목 9학점(구약총론, 신약총론,
인간론)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박사(Ph.D.)과정 추가사항
⑴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졸업요건으로 제2외국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과목 : 독일어, 불어, 일어, 중국어, 라틴어, 서반아어, 화란어 또는 해당 전공분야에서 승인하는 과목 중 택일)
⑵ 기독교교육학 : M.Div. 외의 석사과정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는 입학 후 기독교교육 교과목 6학점 이상을 이수
해야 합니다.

성경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사정상 기숙사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M.Div.과정
• 합신에서 3년간 함께할 동기들은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생활관(기숙사)에서의 경건훈련을
통해 동역자의식 고취와 교과목 학습, 새벽기도의 훈련 등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학 후 생활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사 면제가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타 과정은 입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기숙사의 여분이 생길 경우 생활관장의 면담을 통
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전공별 수업일
월

화

박사, Th.M.(신약신학, 조직신학,
설교학, 기독교교육학)

목

수

금

입학시험에 대해
교수님이나 재학생을 통해
별도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 M.Div.과정
• 본교는 올해 9. 15.(목) 오전 11:00부터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건회, 식사, 질의응답,
수업(또는 특강) 참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학교에서 도서 및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설
명회에 오시면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익히고, 입학시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
습니다. 입학설명회전이라도 언제든지 학교 교학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입학시험

M.Div.(신학전공, 선교전공)

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M.(성경주해,
성경강해와 설교, 기독교상담학)

박사, Th.M.(역사신학)

박사, Th.M. (구약신학)
박사, Th.M., M.A.(선교신학)

M.A.(기독교교육, 상담심리)

M.A.(기독교생명윤리)
오후 5:00~10:00

M.A.(기독교생명윤리)
오후 7:00∼9:30

※ Th.M., 박사과정의 자세한 입시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입학안내-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공별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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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은 합신입니다.”

(165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0 (원천동)

 입학상담 : 031-212-3694 (교학과)
 홈페이지 : www.hapdong.ac.kr

 팩스 : 031-212-6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