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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철학박사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김성현 �총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회와 신학교를 보는 눈은 그리 너그럽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 양성이라는 이전의 단일화된 목적과 
방식을 제고하여 이제는 사랑과 겸손으로 무장된 
실천적인 "작은 예수"를 배출하는 학교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졸업학점은 낮추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더 실효성이 있고 더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도록  
학교과정을 개편하였습니다. 
 
교회와 이웃에 실질적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실 분들을 
학교로 초대합니다. 
  

이제�베대원은�
사랑과�겸손으로�무장된�

�작은�예수를�
배출하는�학교가�
될�것입니다���

현시대는



다양한�옵션의�학교�등록�방식�

학교의 �변화�

�더�전문적인�커리큘럼�

최소이수학점�낮추고��한과목부터�수강신청�가능!��

최대이수학점�높이고�많은�과목을�단시간�집중적으로�공

부�가능!��"집중과정제"���

�����'파트타임�학위제'��

세부전공분야에�따라�주임교수제의�지도로�더�깊이�있는

공부가�가능!

소수�튜터링�수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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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과목편성�04

부담은�적게,�양질의�수업으로�

졸업�최소�이수학점�낮춤�M.Div.��93학점��������85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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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을�이론만이�아닌�실천�신학에�맞추어�실질적으로�

�지성,영성,인성의�기량을�다져서�하나님을�섬기고�이웃

을�섬길�수�있도록�하는�과목으로�편성해�가려�함.

베대원�부설�기관인�평생교육원에서는�실용교양단기���

�프로그램�(예.�영상편집,�OA�문서작성,�보컬)을�개설하

여�교회와�사회에서�실제로�봉사하며�일하는데���도움이

되도록�함.�



학위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
Master of Divinity 

일반 석사과정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술 신학석사 및 박사 과정 
Master of Theology
Doctor of Philosophy
Doctor of Theology



목회학 석사 
성서학과 신학의 전분야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교과과정을 기초로 하여 

21세기 교회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전문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및 

학술 신학을 위해 집중 과정으로 

2년내 졸업이 가능하고 

반대로 1과목부터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등록방식이 있으니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과목 (20과목)

신약개론, 그리스어기초, 초대교회사
구약개론, 히브리어기초, 조직신학, 베뢰아선교학
기독교 교육개론, 기독교 상담개론
목회실습, 목회영어 등

일반 목회석사 General  분야

성서학 Biblical Study 분야

조직신학 Theological Study 분야

교회사 Biblical Study 분야

목회실천학 Public Leadership & Ministry 분야

 (목회학, 선교학, 상담학, 교육학) 

분야별 선택과목 (11과목)

교육명: 목회학석사 
교육기간: 3년     

총이수학점: 85학점 
개강시기: 매년 3월 및 9월 
교육내용: 전공필수 45학점
+ 공통필수 17학점 + 전공
선택 23학점 
입학요건

졸업 요건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

    - 졸업 학점 이수, 
      졸업고사 및 채플 PASS, 
      베뢰아아카데미 수료

M.Div.(Master of Divinity)

(조기졸업가능)             



일반 신학석사

평신도로서 신학교육을 배우는 

일반신학석사(M.T.S.)과정은 

교육목회, 상담목회, 선교목회, 문화사회목회, 

설교목회를 배웁니다. 

올바른 신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 

평신도 지도자의 길을 

안내하는 과정입니다. 

 

근래에는 전문 목회자보다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 과정은 부담은 적지만 

필수적인 신학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명: 일반신학석사 

교육기간: 2년

총이수학점: 36학점 

개강시기: 매년 3월 및 9월 

교육내용: 전공필수 24학점 

 입학요건

졸업요건: 졸업 학점 이수, 채플 PASS 등

 

      + 전공선택 12학점  (총10~12과목)

      - 대학졸업자 혹은 예정자(동등학력 소지자) 

M.T.S.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학술 � 신학학위과정 � �

학술 석사 및 박사

분 류 신학석사
(Th.M.)

철학박사
(Ph.D.)

신학박사 
(Th.D.)

미 선 � 스 튜 디 오

Fauget

졸업요건 

과정소개 

교육기간 

총이수학점

개강시기

교육내용

입학조건

2년
 

30학점
 

3월, 9월
 

전공필수 18학점
+선택 12학점

 
M.Div 학위자

 
졸업논문 등

 
박사학위 전단계의

과정 
 

3년 
 

32학점
 

3월, 9월
 

전공필수 29학점+선택
3학점

 
M.Div 및 Th.M 학위자

 
졸업논문 등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등 

3년
 

40학점
 

3월, 9월
 

전공필수 34학점+선택
6학점

 
M.Div 및 Th.M 학위자

 
졸업논문 등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등 



평생교육원  
목회신학원 

BITS 전문 아카데미 

실용교양 

베 뢰 아 국 제 대 학 원 대 학 교  부 설   

학점은행제



진정한 배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가는 것도 평생 해야 할 것 같구요. 교회와 사회에 도움
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리모델링 한 강의실과 현대적인 기자재로 
새롭게 단장하였고,
국가의 바우처 제도로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도 
 교육을 배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두들 베대원에 꼭 와보세요.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평생교육원

 

최을숙 �원장

이곳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나가는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 

사람과 자신과 현대를 

연결하는 만남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발전  
               프로젝트
도서관�및�평생교육원�강의실�환경�업그레딩���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실생활과 교회봉사에 
꼭 필요한 교육이 이뤄지고,  

누구나 찾는 매력적 배움 공간으로
학교가 발전하고자 합니다. 



 
경직되고  답답한  도서관이  아니라  
현대적  갤러리와  같은  분위기에  까페가  있는  
신학  도서관입니다 .    
큰  유리문을  통해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우리학교의
대표  시그니처  장소가  되며 ,  교회와  이웃과  학교를
연결하는  가시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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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는  학교의  첫인상입니다 .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맞이하려  합니다 .  

컴퓨터  교육 (문서  및  영상편집  등 )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현대적  디지털  교육  공간입니다 .  

보컬과  음악악기로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음악을  배웁니다 .    

특별  신학강의  및  음악  공연을  하는  다목적  강의실
로서  크고  세련된  공간이  됩니다 .    

중강
의실

컴퓨
터실 

실                 용
 음악실

북
갤
러
리

학교 발전 ing 



평신도를�위한�신학이론과�실용교양�과정�

목회신학원 

본�문서는�

교육명: 목회신학원

교육내용: 

교육기간: 3년(6학기)
개강시기: 매년 3월초, 8월말 (년2회)
교육대상

 지원요건: 학력 제한 없음

 

       일반과정/비학점과정 (신학+실용교양 통합) 

       필수신학 6과목 + 응용신학 6과목 + 실용교양 6과목

           - 신학에 관심 있는 분
           - 실용교양에 관심 있는 분
           - 여전도사 청원을 희망하는 분

 
 

 

이 과정은 신학 수업을 희망하는 남녀성도 

및 여교역자를 희망하는 직분자 

또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이며,     

주1회 월요일 집중 전일교육으로 

진행합니다. 

 

교육기간 3년동안 필수신학 뿐 아니라 

응용신학과 실용적인 교양 과목을 

전반적으로 배움으로써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위취득�학점�이수�및�실용교양�통합�과정��

BITS 전문 아카데미  

교육명: BITS 전문 아카데미

교육내용

교육기간: 2년(4학기)
개강시기: 매년 3월초, 8월말 (년2회)
교육대상

지원요건

 

       학점은행제(학점과정) + 실용교양(일반과정/비학점과정)

       학점은행제(학점과정) 신학 및 교양 12과목
       실용교양(일반과정/비학점과정) 8과목

          - 실용교양에 관심 있는 분
          - 신학에 관심 있는 분 
          -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이상
 
 

이 과정은 여러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기간 2년동안 학점은행제 과목과 

개개인의 적성 개발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실용교양 과목을 혼합하여 

배움으로써 신학에 대한 학문적 

배움 뿐 아니라 적문사역을 위한 

학습자의 적성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적성을 발견

및 개발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사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학위취득 � 학점 � 이수 � 과정

학점은행제   

교 육 명 : 학점은행제 (학점과정)

교육내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육기간: 과목당 15주(4개월)

개강시기: 매년 3월초, 8월말 (년2회)

교육대상: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분

지원요건

 

                      신학 과목 + 교양 과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이상

 
 
 

이 과정은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습자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추후

M.Div 등과 같이 석사과정

진학이 가능합니다. 

 



영상 편집   

본�문서는�사니다�

OA 문서작성  

교육기간: 6주, 18시간(주1회, 1회3시간)
교육대상: 누구나

교육기간: 8주, 24시간(주1회, 1회3시간)
교육대상: 누구나

" 나도 1인 브이로그" class
       기획, 촬영, 편집까지 브이로그 영상 제작의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

 
"나도 영상 마스터" class
       영상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실무 영상편집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

실용교양 프로그램   

보컬   

교육시간: 8주, 24시간(주1회, 1회3시간)
교육대상: 누구나

“찬양 리드보컬이 되자” class 
      보컬 이론과 기본기 및 응용테크닉을 
      학습하는 과정 (1:1레슨포함)

교육시간:  6주, 18시간 (주1회, 1회3시간)
교육대상: 누구나

"보고서 작성의 달인" clas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보고서작성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

우리 본원은 평생교육바우처 등록 교육기관입니다.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Berea International Theological School 

 
 

07381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59
02-831-2272

 

CONTAC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