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기초과목에 대한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 대학원 교과과정의 기초과목 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2019.03.01.
개정)
제 1 장

일반대학원

제2조 입학전공과 다른 타 학과 출신자로서 기독교교육전공 석사(M.C.E.), 유아교육전공 석사
(M.A.), 상담심리전공 박사(Ph.D.) 과정에 입학한 자는 다음의 기초과목을 이수해야 한
다.(2019.3.1.개정)
1. 기독교교육학 석사 과정 기초과목(16학점 이상)(2017.12.20.개정) (2019.5.1. 개정)
구약성서개론

2학점 이상

신약성서개론

2학점 이상

조직신학

2학점 이상

교 회 사

2학점 이상

종교교육론

2학점 이상

아동교육론

2학점 이상

청소년교육론

2학점 이상

교육목회론 또는 목회와교육 2학점 이상
계 16학점 이상
기독교교육학과 기초과목들은 학부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이수하되 타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학원장의 인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된 학점은 총 기초과목의 학
점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아교육과 기초과목 수강대상자는 학부의 과목 중 유아교육과에서 지정하는 소정의 해당과
목(9학점 이내)을 수강하여야 한다. 단. 학부 또는 타교에서 이미 유아교육관련 과목을 이수
한 경우, 대학원장의 인준으로 대체(9학점)할 수 있다.(2017.12.20.개정)
3. 삭제(2017.12.20.개정)
4. 박사과정의 상담심리학과 입학자 중 석사과정에서 목회상담관련 전공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15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석사과정의 이수학점 중 기초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은 학과장이 추천하면 일부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기초과목은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제4조 기초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되며, 대학원 성적 평균 평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제 2 장

상담복지대학원

제5조(기초과목) ①학부에서 상담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은 상담복지대학원에서 지정하

는 기초과목(심리학개론(3학점), 가정사역개론(3학점))을 이수해야 한다.(2017.12.20.개정)
②학부 또는 타교에서 이미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학원장의 인준으로 대체(6학점)할
수 있다.
③기초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되며, 대학원 성적 평균 평점에는 가
산되지 않는다.
④기초과목이수 증명서를 원장이 발행할 수 있다.
제 3 장

교회음악대학원

제6조(기초과목)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기초 음악이론 과목(화성학 및 음악사)을 이
수하지 않은 M.Div. with C.M.과정의 학생은 기초과목 10학점을, M.C.M.과정의 학생은 12학
점(전공별 필수 2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2019.7.1. 개정)
화성학(또는 기초화성학) Ⅰ․Ⅱ 4학점(2+2)(2019.7.1. 개정)
음악사 Ⅰ․Ⅱ
6학점(3+3)(2019.7.1. 개정)
전공별필수
2학점
계 12학점
①기초과목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시험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②(삭제)
③기초과목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 및 성적 평균평점에는 가산되지 않는다.
④(삭제)
⑤기초과목 면제를 위한 시험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실시한다.
⑥학부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초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경우, 교회음악대학원장이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⑦전공별 필수 과목은 M.C.M.과정만 이수한다.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⑪모든 기초과목은 우리대학교 학부에서 수업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2019.7.1. 개정)
제 4 장

선교대학원

제7조(기초과목)
①학부나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개론(혹은 이에 동등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선교학개
론 과목을 기초과목(3학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②기초과목 학점은 대학원 수료과정의 성적과 별도로 처리되며 성적 평균평점에 가산되지 않
는다.
③기초과목 이수 증명서를 원장이 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일반대학원 기초과목에 대한 규정과 음악대학
원의 기초과목에 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으로 구 규정 시행 당시의 대학원 재학생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정 6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경과조치) 2019.5.1.부터 개정 시행되는 제2조 1호는 시행일 당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적
용한다.
14.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