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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CRUCIS COLLEGE
뉴질랜드 오클랜드 펜로즈에 위치하고 있는 Alphacrucis College (알파크루시스
컬리지)는 호주에서 1948년 설립된 최대 신학 교육기관이며, 지금까지 배출된
수천명의 졸업생들은 교회나 기업, 정부의 비영리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알파크루시스 컬리지가 뉴질랜드
교육부 산하 정식 대학교로써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별히 2018년에는
한 국 어 과 정 이 신 설 되 어 뉴 질 랜 드 정 부 에 서 인 증 한 자 격 기 준 (NZQA) 에
등록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한국어 과목 수강으로 정식 학사(Bachelor)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영어점수 없이 누구나 입학하여 깊이 있는 학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학업과정 소개
•

Bachelor of Contemporary Ministry 한국어 과정은 뉴질랜드 정부 교육청
승인 Level 7, 정식 대학교 학사 과정입니다.

•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 한국어로 진행되며 원하실 경우 영어과목 청강과
수강이 가능합니다.

•

총 3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기독교학 필수 전공, 사역학 복수 전공, 신학,
성서학 부전공 중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오클랜드 캠퍼스 수업 외에도 온라인 과정을 병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 특전
•

학기 중 무료 영어 어학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학업기간 중 주 20시간까지 뉴질랜드 내에서 합법적인 근로가 가능합니다.

•

뉴질랜드 내 교회 및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의 직업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졸업 후 특전
•

졸업과 동시에 3년간 뉴질랜드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잡서치
(Job Search) 비자가 제공됩니다.

•

배우자에게도 오픈 워크비자가 제공되며, 자녀의 학비도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

잡서치 기간 중 뉴질랜드에서 공인된 종교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간 종교인 비자가 발급됩니다.

•

종교비자 획득 후 3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기관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연봉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 안내
•

알파크루시스에서는 오클랜드 캠퍼스 수업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하여
Blended Learning Program을 제공합니다. (영주권자에 한하여)

•

학생분들은 과목별로 캠퍼스 수업,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는 온라인 수업의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과정에는 튜토리얼 제도를 통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직접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주권, 시민권자 혜택
•

알파크루시스는 정식 허가된 뉴질랜드 대학교로서 학생의 학력 조건에 따라
생애 첫 대학 1년 무상 등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비는 Study Link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 Credit 결제가
가능합니다.

•

학기별로 한 과목부터 네 과목까지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며, 풀타임 학생
등록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학생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학비용안내
1년 기준

풀타임

파트타임 (과목당)

영주권자

5,712 NZD

714 NZD

유학생

14,032 NZD

1,754 NZD

입학절차안내
입학상담

서류제출

입학원서
추천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영문)
여권사본

인터뷰

(유학생) 비자신청

최종입학

비고

입학문의
Kakaotalk 플러스 친구 ID검색:
‘뉴질랜드 알파크루시스’
Email : acnzkorean@acnz.ac.nz
한국어 학부 입학 담당자 Sarah Won
뉴질랜드 +64 (0)27 270 8250
한국 +82 (0)10 9329 0169

http://acnz.ac.nz
https://www.facebook.com/acnzkorean
60 Rockfield Rd, Penrose, Auck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