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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목회학 학사
현대목회학은 전체 24개의 과목들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각 과목당 15  크레딧이고 전체
가 360  크레딧).  이 학위를 위한 모든 과정
은 다음을 포함하게 됩니다.

-  기독교학 전공(8  과목,  필수)과
-  목회학 전공(8  과목)  혹은 부전공 각 2과  
  목씩(목회학,  리더십,  성서학,  신학)
-  선택 과목들(8  과목)

기독교학 필수
기독교학 전공은 현대목회학 학위의 핵심 
과목들입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건전한 
윤리적 규범들을 지닌 기독교 신앙(성서적, 
역사적 & 신학적)에 대해 더 확실하게 이해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독교 영성
훈련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이야기(성서학101)
   신약의 저술들(성서학102)
   신앙이해(신학101)
   성서해석학(성서학201)
   개인 및 공공윤리(신학205)
   기독교 영성 및 소명(영성201)
   신학 한 과목(300  l eve l )
   성서학 혹은 신학 한 과목(300  l eve l )

목회학 필수
기독교 목회교육의 전통적 핵심은 전문적인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목회학은 잘 준비된 
사역자들을 공급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을 
주 핵심으로 이어갑니다.  목회학 전공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방식을 
통해 목회훈련과 목회실습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전문성은 목회학 
이론에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것들과 또한 
목회학 기술들과 현장경험을 위한 기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성서학 전공
성서학 부전공은 학생들에게 해석학적 
기술들과 이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서본문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학 전공
신학 부전공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리들의 
신학적 이해들과 신앙의 기초들과 영성 
그리고 삶의 현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들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더십 전공
리더십 부전공은 학생들에게 리더십 이론에 
대한 이해와 또한 리더십과 관리 기술들 
그리고 리더십 성장 및 현장경험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회학 전공
목회학 부전공은 학생들에게 목회훈련과 
실습의 이론들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또한 목회사역 기술들의 성장과 
현장경험을 위한 기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인 
알파크루시스 학교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1989  교육법 조항하의 
뉴질랜드 자격기준(NZQA)  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등록방법
홈페이지(acnz .ac .nz)를 통해 등록을 
위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등록 양식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알파크루시스 학교
60 Rockfield Road
One Tree Hill, 1061, Auckland PO Box 12747, 
Penrose 1642, Auckland

E: jameslee@acnz.ac.nz  
P: +64 (9) 580 1500 
M: 021 2711988

포기 각서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시에 정확했습니다. 
이 학교는 이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는 홈페이지(acnz .ac .nz)를 조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

영향력
소통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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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달 형식:  직접 대면,  온라인
위치:   60 Rockfield Road, Penrose,
Auckland

승인:  뉴질랜드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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