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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탈로그의 모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개혁대학에서 최신 버전의 카탈로그 다운로드
웹사이트.

일반 정보
우리의 비젼
개혁 대학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목회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해외에, 학식 있는 자들로 세상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에 지시된 대로 모든 민족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기술
28:18-20: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개혁 대학의 사명은 교회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18의 두드러진 성경 원칙: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 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자,” 이 정신으로 개혁주의
대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문화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가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1세기 리더십 교육을 재정의합니다.
도전에 대처하고 발견하기 위해 관점, 지식 발전 및 영성을 심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신앙고백
개혁 대학은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확고히 주장합니다.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사도신경.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인류의 죄를 위한 어조에 대한 신성한 영감으로서, 무오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오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 표준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전능하고 존재하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의 동일한 세 위격으로, 그러나 모두는 하나의 본질이고 모두는 동일한 것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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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 신성한
완전성,삼일성의
속성, 그리고
각각은
정확히아버지
동일한하나님은
경배와 무한한 영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복종.
첫 번째
위격이신
그분의 모든 속성에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히 존귀와 흠숭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종.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죄 없는 인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신성
기적적인 잉태와 성육신에 의해 유일하게 성육신하신 이후로 한 신-인간 위격으로 연합
처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성육신하여 신적 본성과 인간 본성 모두에서, 그분의 기적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에 그분의 뜻대로 무덤에서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실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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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과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대속과 구속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문자적인 육체적 죽음, 장사,
부활하신 후 육신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봉하시는 신격의 세 번째 위격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에게.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현재와 활동 중에도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성령
세상에.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어 사람을 구원한다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의지하고 격려하며 능력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실성
우리는 원시 역사에 대한 성경 기록의 완전한 역사성과 명료성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문자적 존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 바벨탑에서 국가와 언어의 기원.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모으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까지 자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요 그 밖에는 평범함이 없느니라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과 규례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개인적인 구원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보는 오직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일.
마지막 것들
죄를 심판하고 정화하고
그의 영원한 왕국, 그리고 창조의 일과 창조의 일에서 그의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영원한 보상과 형벌이 있는 구속. 구원받은 사람과 잃은 사람 모두
부활;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에, 잃어버린 자는 멸망의 부활에 이르느니라.
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소서.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이 행위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영적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과 물질이 없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진화 과정, 기존 시공간 우주와 모든 기본 시스템의 생성 및
창조 주간의 문자 그대로 6일 동안의 유기체의 종류.
사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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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믿습니다.
참소하는 자 곧 그를 위하여 영원한 형벌이 예비된 자니 거기 밖에서 죽는 자가 다 거기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 속에 감금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원래
완벽한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타락하여 마귀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이며 그와 함께 쓰러진 천사의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과 패배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궁극적인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의 철학
개혁 대학교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지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커리큘럼은 그리스도의 영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 그리스도 중심
2. 성경에 근거함
3. 학문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위 및 비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세계
4. 학문적 우수성 추구
5. 기독교인이며 기관의 교리적 신념을 따르는 교수진이 가르칩니다.
6. 양질의 고등 교육에 전념하는 교수진의 강의
7. 적절한 학력을 보유한 교수진의 지도
8. 학업 및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가르쳤습니다.
학문적 훈련과 기독교적 헌신을 통합하다
10.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기독교적 믿음에 기초함.

기관 목표
• 각자의 목회적 소명을 위해 학생들을 형성하는 데 교회와 함께 참여한다.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신학 교육의 모범을 제공함으로써
개혁된 전통
•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다는 기독교 원칙에 헌신한다.
~이다
•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숨겼더라"
• 기독교 교양 교육을 포스트모던 사회의 변화하는 요구와 연관시키기 위해
• 지식과 영성을 결합하여 우리 존재의 온전함과
인생의 관점
• 미국과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
•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봉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학문적 우수성은 비판적
학습된 지식과 영성에 대한 성찰, 지식 사용에 대한 책임
사회는 인류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eformed University는 몇 가지 교육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학생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한다.
• 성경에 대한 철저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목양한다.
영감을 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 학생들이 다음의 내용을 충실하고 실용적이며 복음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경전
•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위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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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에게 성경, 조직, 역사 및 실제 신학의 모든 영역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
1646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작성한 신앙과 교리문답
• 학생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경건하고,
• 영적, 지적, 전문적 사역자
•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역의 강점과 능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업을 제공하여 설교, 예배,
상담, 대인 관계 기술 및 교회 행정, 미래 지원 및 지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역자들.

기관 학생 학습 결과
개혁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학업 프로그램은 신앙 선언문과 일치하며,
사명과 목표,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학습 결과가 기대됩니다.
• 신학 석사 및 학부 과정과 같은 대학원 수준의 프로그램을 통해
• 학위 프로그램, 졸업생은 신학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관점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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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음을비판적
통해 교회와
학문적
우수성,
성찰 및사회의
충실한지도자로
증언.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졸업생은 글로벌 문제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고급 리더십 기술을 습득합니다.
(교회 또는 사업)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변화와 인류의 복지를 통해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정치적, 영적 현실과 관계.

유효성
Reformed University의 주요 목표는 모든 면에서 효율성과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캠퍼스 생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평가, 전략 계획 및 예산 계획 주기
기관의 사명과 목표에 중점을 둡니다. 제도적 효과성 평가
학업 서비스, 행정 서비스, 시설 관리 서비스 및 학생 서비스,
이러한 모든 서비스가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혁대학이 추구하는
지속적인 평가, 전략적 기획을 통한 성공적인 제도적 효과성
및 예산 계획.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 효과성 사무국이 발족되었습니다.
평가 주기 및 교무처는 교육 목표,
철학과 명시된 목표는 학교의 사명과 일치하며 전반적인 결과는
학습의 내용은 학교의 사명과 일치하며 각 프로그램은
명시된 목표. 교육의 일반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교수진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잘 조직된 강의 계획서 제출, 모든 졸업생 및 미수료자의 출구 인터뷰
학생을 고용하고 지역 부처 및 조직과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관의 졸업생. 또한 각 학급의 각 학생에게는 평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 학기 말에 강사. 각 교수진은 다음을 통해 학생을 평가합니다.
시험, 보고서 등의 직접 평가 방법

차별 금지 선언문
개혁대학교 는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취향, 나이, 유전 정보, 장애 또는 보호 대상 재향 군인으로서의 지위. NS
대학의 차별 금지 정책은 고용 과정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입학 및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의 다른 모든 측면. 또한 이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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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과 성희롱(성차별의 형태) 모두에 적용됩니다.
그 행위가 개인의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학 내부 및 외부에서
교육 또는 직장 경험 또는 전반적인 캠퍼스 환경. 모든 사람에 대한 보복
차별에 대한 불만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차별에 가담하는 사람
조사 또는 기타 불법적인 차별에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리폼드대학교 의 민권법 제6편 적용에 관한 문의사항
1964년,
1972년 교육 수정안 타이틀 IX*, 1973년 재활법 섹션 504,
1990년 미국 장애인법 또는 기타 민권법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교무처 개혁.
*Title IX는 모든 분야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을 금지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

윤리적 가치 및 기준
이사회, 교수진, 직원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
개혁주의 비전, 사명, 목표 및 발전에 전념
대학교
•
현재와 미래의 목회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시오.

•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전 세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된
성경의 무오성과 개혁주의 신앙을 굳게 고수하십시오.
1646년 웨스트민스터가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총회와 사도신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리 탐구를 인도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추구합니다.

•

업무 수행의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라.
보살핌과 지시

•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 발전에 헌신한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효과적인 직업 사역 훈련과 훈련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육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학자
인종 및 기타 다양한 사람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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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속성
성경적 세계관을 직업 생활의 모든 측면에 통합
대학에서의 상호 작용에서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삶, 그리고 기독교인의 소명과 봉사에 대한 헌신;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 표준을 존중하여 기업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구축합니다.

•

기관
개혁 대학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
•

장애 및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973년 재활법 섹션 504에 따라 개혁 대학은 다음을 추구합니다.
장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와 접근을 제공합니다. 학생처
대학에 대한 장애 학생의 숙박 요청을 조정합니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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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나 편의가 필요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학생 업무는 가능한 한 빨리 장애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숙박”을 요청합니다.
학생들은 다음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장애의 성격 및/또는 특별 요청
2)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를 입증하는 모든 문서
3) 특별 편의 시설에 대한 공식 요청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의 진실
Reformed University는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과 광고 표준을 존중하여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무결성. 따라서 개혁 대학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
진실하고 기만적이지 않으며 공정하게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준수합니다.
그것의 광고
•

기관의 비즈니스 관행(회계 등)에서 기만적인 요소를 피하기 위해.
개혁 대학은 FTC의 사기 정책 성명을 따릅니다(www.ftc.gov 참조).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기만적인 광고와 관련하여 이 정책이 적용됩니다
온라인, 인쇄물, 텔레비전 등 모든 마케팅 매체에 개혁 대학은 인정
인터넷상의 광고 또는 판촉 주장은 진실되고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20 USC § 1232g; 34 CFR Part 99)은
학생 교육 기록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연방법. 법은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미국 교육부의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기금을 받는 자.
FERPA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리
학생이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닐 때 전학
학교 수준. 권리가 양도된 학생은 "적격 학생"입니다.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생의 교육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기록. 학교는 기록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먼 거리와 같은 이유로 부모나 자격이 되는 학생이
기록을 검토합니다. 학교는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기록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면 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공식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문회 후, 만약
학교가 여전히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은
논쟁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기록과 함께 진술을 하십시오.
정보.

•

일반적으로 학교는 부모 또는 적격 학생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 기록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나 FERPA는
학교는 동의 없이 해당 기록을 다음 당사자 또는 아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34 CFR § 99.31):
▪ 정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공무원;
▪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6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3/160

8/11/2021

개혁 대학

18페이지

▪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 인증 기관;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건강 및 안전 비상 사태의 경우 적절한 공무원; 그리고
▪ 특정 주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의 주 및 지방 당국.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장소, 명예 및 수상, 출석 날짜. 하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주소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학부모와
적격한 학생이 학교에 디렉토리를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
그들에 대한 정보. 학교는 매년 부모와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FERPA에서. 실제 통보 수단(특서, PTA 게시판 포함, 학생
핸드북 또는 신문 기사)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깁니다. 추가 정보는
1-800-USA-LEARN(1-800-872-5327)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TDD 사용자는 Federal Relay Serv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주소로 FCP 사무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정책 준수 사무소
미국 교육부
400 메릴랜드 애비뉴, SW
워싱턴 DC 20202-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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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소개
배경 및 역사
정립 장로교 총회 신학교, 서울, 한국에 설립
1984년 9월 교단의 기관으로서 개혁개신교(Reformed
신학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설립된 개혁 대학교:
• 1984 - 정립 장로교 총회신학대학교 설립, 서울,
이후 약 1,700명의 학생을 졸업하고 1,200명의 목회자를 안수한 한국.
한국에서만 이 졸업생들이 800개 이상의 교회와 13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
선교사들은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 1992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된 개혁신학대학교
교육 신학교로 운영됩니다.
• 1998 - RTU는 Pacific Union Accrediting Association of Christian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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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College & Seminaries 및 신학교의 편입 학점이 인정되고 인정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 2006년 - 기관이 미국 조지아주로 이전하여 주정부로부터 운영 승인을 받았습니다.
3개동 17에이커 부지를 매입하여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간, 강의실, 예배당, 기숙사.
• 2009년 - 미국 조지아주 덜루스에 10,000제곱피트 규모의 신규 시설을 조달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새 시설에는 본당, 3개의 강의실,
여러 사무실, 친교 홀 및 도서관.
• 2011 - 종교가 없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정식 승인
조지아 비공립 고등교육위원회(GNPEC) 기관
• 2013 - 1724 Atkinson Rd., Lawrenceville, GA 30043에 있는 새 시설로 이전
• 2014 - GNPEC에서 신학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승인됨,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문화 간 연구 및 사역,
기독교 교육, 신학 연구 및 문화 간 학부 프로그램
연구 및 사역
• 2014년 4월 - 기관명을 "Reformed University"로 공식 변경
• 2015년 4월 - 리폼드 대학교는 초국가적 연합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TRACS), 범주로 후보 자격을 획득한
TRACS 인증 위원회의 III 기관
• 2016년 11월 - Reformed University는 TRACS의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TRACS 인증에서 카테고리 III 기관으로 인증된 상태를 수여함
수수료
• 2017년 1월 – 개혁 대학이 연방 학생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타이틀 IV 프로그램에 따라
• 2017년 3월 – 개혁대학교 SEVP(Student Exchange Visitor) 승인
프로그램) I-20 양식을 유학생에게 발급하여 F-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017년 7월 – TRACS는 개혁 대학의 새로운 경영학 학사를 승인했습니다.
행정 프로그램 및 개혁 대학은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 2018년 7월 – TRACS는 128 Bangchuk-gil, 128 Reformed University의 강의 장소를 승인했습니다.
TRACS에서 제주도 애월읍.

20페이지

• 2018년 10월 – TRACS는 개혁 대학의 MBA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 2020년 4월 – TRACS는 개혁 대학의 MAL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 2020년 7월 – TRACS는 개혁 대학의 MATS 및 MAICS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혁 대학은 현재 다음과 같은 고등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의 승인 및 승인
(GNPEC) 및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신학 석사(MDiv)
경영학 석사 (MBA)
리더십 연구 석사(MALS)
신학 연구 석사 (MATS)
이문화 연구 석사 (MAICS)

학부 학위 프로그램
신학 연구 학사(BATS)
경영학 학사(BABA)

인증
개혁 대학은 기독교 대학의 초국가적 협회의 회원이며
학교(TRACS),
2016년 11월 1일 TRACS 인증 위원회. 이 상태는 최대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5년으로 연장되며 2021년 갱신 대상입니다. TRACS는 미국에서 인정합니다.
교육부(USDE),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 및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기관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INQAA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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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
15935 Forest Road,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전화:(434) 525-9539
팩스:(434) 525-9538
http://www.tracs.org/
info@tracs.org

캠퍼스 위치
리폼드 대학교는 애틀랜타 북동부 교외 지역인 로렌스빌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S
애틀랜타 대도시권의 인구는 570만 명 이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한인 인구는 50,0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대다수
Fulton, DeKalb 및 Gwinnett의 국제 회랑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의 비율
카운티. 따라서 개혁 대학은 한인과 한인을 섬기기 위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제 사회와 지역 주민들.

9

21페이지

애틀랜타는 국제 이민의 주요 중심지로 활기차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활기찬 예술 현장, 많은 아름다운 공원과 랜드마크. 그것은이다
코카콜라를 비롯한 여러 주요 Fortune 100대 기업의 세계 본사가 있는 곳
Company, Home Depot, Inc., Delta Airlines, AT&T Mobility, Newell Rubbermaid 및
다른 많은 주요 회사 및 기업. 애틀랜타는 주요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Lake Lanier, Chattahoochee-Oconee 국유림 및 아름다운
애팔래치아 트레일의 남쪽 끝과 기타 여러 곳이 있는 조지아 북동부 산맥
하이킹 코스, 캠핑장, 강, 호수. 많은 유적지와 관심 장소가
남북 전쟁 랜드마크, 마가렛 미첼 하우스, 펀뱅크 내추럴을 포함한 도시 주변
역사 박물관, High Museum of Art, 조지아 수족관, CNN 센터 및 수많은
미국 시민권 운동의 역사적인 교회와 랜드마크
도시.

시설
개혁 대학의 주요 행정 및 교육 시설은 1724 Atkinson Rd.,
조지아주 로렌스빌. 다른 교육 장소는 한국 제주도에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에는 17,000평방피트 이상의 공간과
과외 활동을 위한 추가 3600평방피트 건물. 시설은
8에이커의 땅에 약 400개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식사 공간,
저장 공간.
시설은 Sugarloaf Parkway와 I-85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높은
학문적 목적에 도움이 된다. 강당, 다양한 크기의 교실,
도서관, 상담 및 시험을 위한 사무실, 교수진 및 행정 관리 사무실,
정보 서비스 데스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터넷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컴퓨터실, 캠퍼스 전역의 무선 인터넷 접속.

도서관
리폼드대학교는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도서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현재까지 약 24,000권의 도서 및 참고 문헌이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 도서관에서. 이는 리폼드 대학교 커리큘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의 학업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영역을 지원합니다. 공급하기 위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캠퍼스 커뮤니티에서 문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개혁 대학 도서관의 참고 문헌 중 일부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 대학의
컬렉션은 특히 성서 연구 분야에서 강력합니다.
도서관 사명 선언문
개혁 대학 도서관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와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서비스와 성경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정보 요구,
• 요청하고, 조직하고, 대학 외부의 사람들과 자원을 공유합니다.
인쇄 및 비인쇄 자원의 우수한 컬렉션을 유지하고,
• 도서관 이용자에게 정보 획득에 관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 평생 학습과 지적 탐구를 촉진하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0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6/160

8/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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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목표
개혁대학교 도서관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 및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수집
•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액세스를 위한 리소스 구성
•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정보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연구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 학문적,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유지
•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 학문적, 영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료
•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돕기 위해 도서관 간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도서관 시설 및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관계를 구축합니다.
전자 자원
연구 정보 시스템은 개혁주의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과 여러 대의 컴퓨터가 도서관 구내에 있습니다. 또한, 스물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추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 도서관은 도서관 장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한 도서관 장서를 위한 전통적인 인쇄
편의를 제공하고 학생과 연구자가 도서관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혁 대학은 학생들에게 무료 웹을 허용할 수 있는 전자 자원을 향상했습니다.
검색, 전자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및 전자 책 컬렉션. 자세한 정보는
Populi를 통한 개혁 대학 도서관 포털
https://runiv.populiweb.com/ "파일"/router/library/links/index에서.
EBSCO Host's Religion and Philosophy Collection에서 종교 전자 자료를 제공합니다.
및 Reformed University의 전자 리소스에 대한 Business Source Elite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매우 다양한 전문 출판물, 저널, 기사, 논문 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키스도서관과 협약 체결
한영 도서 및 연구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컬렉션 개발
사서의 주요 책임은 다국어 도서의 취득 과정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또는 참고 자료, 특히 주로 한국어 제목. 사서가 접수
교수진, 직원, 학생, 동문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의 추천. 의 선정
시청각 컬렉션을 포함한 인쇄 및 비인쇄 자료에 대한 취득은 공유됩니다.
도서관과 교수 출판 위원회 사이. 교수진과 직원들은
교과서, 읽을거리, 저널 등을 위한 도서관 인수 요청 제출
재료. 교수 추천은 컬렉션 개발 선택에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순환 서비스
순환 데스크는 도서관 입구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직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도서관 자료의 위치에 대한 지침 및 지침을 제공하는 운영 시간
및 순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서는 필요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이틀의 체크아웃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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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현재 운영시간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름, 학기 사이, 공휴일에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변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운영 시간의 변경 사항은
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및 도서관 주변 공공게시판.
유통 정책
학부

체크아웃당 최대 10개 품목, 유통기간 1개월,
2 1개월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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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직원

5품목 2주 2주 2회 갱신
10품목, 1개월, 1개월 갱신 2회

커뮤니티 방문자

5품목 2주 2주 2회 갱신

분류 체계
책은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시스템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렬됩니다. NS
다음 개요는 광범위한 과목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분류개요
000
일반 작업
100
200

철학
종교

300
400

사회 과학
순수 과학

500
600

기술
기예

700

언어
문학

800
900

역사

이러한 광범위한 분류 그룹은 더 구체적인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분류 번호 200(종교)은 다음 범주로 세분화됩니다.
231
기독교 신학, 교리 신학
232
기독론
233
성경
234
235

경건 문학, 종교 생활
설교, 선교학, 기독교교육, 사역

236

교회론
예배, 의식 및 성사

237
238

기독교 교회의 교단과 분파
유태교

239

책에는 책의 서가 위치를 결정하는 분류 번호가 하나만 있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통화 번호"로 알려진 이 번호는
책의 등뼈이며 책의 "주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 책의 전화번호는
분류 번호, 저자 편지 및 제목 편지로 구성됩니다. 많은 책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분류 번호로 번호 내에서 저자 및 제목별로 정렬됩니다. 을위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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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Lyle E. Schaller의 New Context for Ministry에 대한 호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35.3 S298T:
235.3 (사역에 대한 분류 번호)
S298T("S"는 저자의 첫 글자, "T"는 제목의 첫 글자*)

* 한국의 분류체계에서는 Dewey Decimal이나 미국국회도서관과 달리
분류 시스템에서 제목의 시작 부분에 있는 관사("a", "an" 및 "the")는
제목.

학업 학습 지원 센터
2018년 봄부터 리폼드대학교는 도서관과 컴퓨터실 외에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화된 학업 지원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해력, 쓰기 향상 및 수학 영역에서 튜토리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운영 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5시)에는 튜터가 있습니다.
교육, 편집, 교정 및 개인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돕기 위해 이용 가능
영어와 수학.

컴퓨터 실
컴퓨터실은 정상 업무/관리 시간에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컴퓨터 사용 지원은 요청 시 컴퓨터실 조수가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장비는 Computer Lab Assistant 또는 Director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름).
학생 컴퓨팅 시설에는 프린터가 있는 인터넷에 연결된 20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환경에서. 연구실은 월요일부터 학생과 방문객에게 개방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컴퓨터실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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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실 입장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현재 등록된 학생
• 직원 및 교수진
• 유효한 계정을 가진 일반인(시설 이용 시 필요). 연락주세요
도서관 계정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 또는 개혁 대학.
네트워크 관리
개혁 대학 정보 기술 부서는 개혁을 관리합니다
대학 네트워크. 이러한 관리자는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권한과 일치하는 정책을 설정하고 해당 정책을 사용자에게 공개합니다. 그들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권리 및 결정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만들었다.
일반 규칙 및 조건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개혁 대학의 정책입니다.
교육, 연구 및 교육의 기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트워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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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네트워크 사용자는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의 운영 무결성 및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 없이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무단 사용 또는 무단 사용 시도를 조장하거나 당국으로부터 은폐
개혁 대학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이용자는 다음의 규칙과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및/또는 시설 직원이 결정하는 기간 동안 시설 특권의 상실. 사용자는
시설 및/또는 장비에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비/시설 사용
네트워크 사용자는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체계
• 다른 대학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교직원 및 직원의 권리에 대한 정책,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
•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해 수립된 특정 정책을 알고 준수합니다.
입장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사전 승인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의 승인. 모든 사용자는 다음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해야 합니다.
관련된 컴퓨터에 정책을 설정하여 더 중요한 작업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협력
동일한 장비의 다른 사용자와 완전히
• 사용자는 동료 사용자, 시설, 직원 또는 장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 컴퓨터에서 먹고 마시며 담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역
• 안내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시설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이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사람은 시설을 떠나야 합니다.
• 학생은 교직원/직원 사용보다 우선합니다.
• 기관은 분실 또는 도난된 물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게임 정책(아래 참조)은 항상 유효합니다.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어떤 구성원도 기관의 자산을 다음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사용. 개혁 대학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제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의 개별 구성원. 개혁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기관의 장비, 용품,
자료 또는 서비스. 근무 시간 중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보수 또는 개혁 대학의 장비 사용,
개인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소모품, 재료 또는 서비스,
개혁 대학 커뮤니티는 해당 행정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학의.
이러한 정책을 위반할 경우 다른 정책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한 유형의 징계 조치가 취해집니다.
심각한 범죄 기소를 포함하여 대학 정책 또는 주 또는 연방법을 개혁했습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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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책
게임을 할 때 모든 사용자는 다음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게임은 시설이용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모든 기계가 사용 중인 경우 및/또는 다른 기계가
사용자는 게임에 사용되는 PC에서 특수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게임 사용자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를 포기해야 합니다.
• 실험실 직원이 결정하는 피크 사용 시간에는 게임 플레이가 금지됩니다.
및/또는 개혁 대학 행정
• 게임 플레이어는 사운드를 끄고 플레이하거나 헤드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 게임 플레이어는 특수 장비를 갖춘 기계의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 기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도메인이 아닌 모든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게임 플레이어는 컴퓨터 시설에서 다른 사용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게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설치는 다음 없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혁 대학 행정부의 사전 승인.
인쇄
인쇄 서비스는 대학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학생 및 교수진에게만 제공됩니다. 대량의
클럽 전단지, 뉴스레터, 포스터 제작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러 사본을 원하는 경우
학생들은 자비로 적절한 복사 시설에 가야 합니다.
투명 필름: 오버헤드 투명 시트는 시설의 흑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제공하지만, 프린터의 인쇄 품질을 증명하기 위해 포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투명 필름은 당사 프린터와 호환됩니다.
특수 용지: 사용자는 자신의 특수 용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명 필름이나 특수 용지에 인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컬러 프린터 또는 컬러 투명 필름 인쇄.
교실 사용 정책
다음 정책의 목적은 시설의 일정 및 사용에 대한 기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 리폼드대학교의 수업시간표에 있는 학점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사용
대학 일정 정책에서 승인한 시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예약한다고 해서 결선 주간에 컴퓨터 예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승전은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이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업
해당 기간은 결선 주간 일정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3. 한 학기로 예정된 과정은 자동으로 다음 학기 또는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매 학기마다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4. 다른 관련 부서 및/또는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이 보도된 후 기준.
5. 수업은 학생 컴퓨터 시설의 운영 시간 내에 예약됩니다.
이 사양을 벗어난 클래스는 시설 조정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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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정책
랩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강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요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2. 소프트웨어 설치 미디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다운로드를 위한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3. 유효한 사용자 라이선스 및 사본 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4. 설치 문서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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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양식 및 해당 소프트웨어는 2주 동안 제출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전에. 더 짧은 리드 타임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선착순으로 설치되며 설치 기간은 최대 2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테스트할 준비가 되면 강사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Reformed University 컴퓨터에서 첫 수업을 사용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수업 요구 사항에 따라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상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실험실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수업을 사용하기 최소 1주 전에 테스트해야 합니다.
수업 필요에 따라. 컨설턴트는 일반적인 컴퓨터 문제에 대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지만
및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컨설턴트는 설치된 클래스의 사용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지원 형식
강사, 소프트웨어 매뉴얼 및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움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교직원 자신. 추가 질문은 수업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강사 또는 부서. 강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는 경우
빈번한 업데이트, 데이터 수정 등의 경우 특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시설 관리자 또는 관련 직원.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에 대한 정책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든 교수든 소프트웨어. 모든 사용자는 개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오용으로부터 통제하고 보호할 책임. 감독관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학 정책을 통보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적으로
허가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에 대한 사본은 만들지 않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거나, 판매용으로, 거래용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무단 복제를 하는 자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학 재산의 절도 또는 오용.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복사 및 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소프트웨어가 허용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무단 배포는 연방 규정 위반입니다.
개혁 대학에서 법과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컴퓨터실 규칙
• 컴퓨터실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거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시각.
•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저작권 데이터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오픈 액세스, 개혁 대학 후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 모든 사용자는 연구실 마감 시간 최소 15분 전에 인쇄 주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어느
이 시간 이후에 프린터의 활성 작업은 인쇄 대기열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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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든 웹 페이지를 보는 것을 금지하는 대학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성희롱 정책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나 학업 수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용자 워크스테이션은 학업, 과제 완료,
컴퓨터 기술의 발전. 액세스 요구를 고려하여
연구실 오픈 액세스 사이트에 있는 컴퓨터, 로컬 및 모든 게임 실행
인터넷, 피크 사용 시간에는 금지됩니다.
• 어느 누구도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비밀번호를 누구에게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를 취득하는 행위
도대체 무엇이. 컴퓨터를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아무도 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컴퓨터의 암호를 발급합니다.
•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분이나 대학과의 관계를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권한 획득 또는 사용.
• 특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파일 또는 전자 메일. 이 규칙은 운영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합니다.
• 누구든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 파일을 복사,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운로드 및/또는 다운로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 계약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또는 기타 전자 매체의 배포.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토렌트, P2P 공유 또는 기타 형태의 무단 배포
• 누구도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은밀하게 파괴적인 프로그램 또는 개인 정보 검색 도구
입증 가능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
결과.
• 적절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학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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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컴퓨터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게. 대학은 컴퓨터 파일, 전자 메일,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컴퓨터에 의해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기타 정보
만들어진.
• 이용자는 본교를 통해 전송하는 메시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시설. 누구도 대학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명예 훼손, 희롱, 외설 또는 위협적인 메시지, 또는
법으로 금지된 통신.
• 대학에 World Wide Web 페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 자원을 게시하는 자
컴퓨터는 게시한 내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허용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료가 있는 컴퓨터의 사용 조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상업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기관 요구 사항 및 채플 서비스
예배는 신학교 생활의 영적 중심이며 개혁 대학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확신을 삶에 반영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동안
학기 동안, 개혁 대학은 예배의 비학점 과정을 제공합니다(INS101부터
INS112) 대학 공동체에 예배와 영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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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게 함. 모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이러한 예배 과정을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합격/불합격 등급 시스템 및 학위 프로그램 완료 요건의 일부로,
모든 학생은 졸업 자격을 얻기 위해 모든 필수 채플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 신실함 및 영적 여정 과정(TRU100 및 TRU500)은
선택 과목으로 제공됩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들의 영적 여정과 개혁 대학 이후의 영적 삶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 수업에서 모두는 개혁 대학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각 참가자의 것입니다. 교수진과 학생의 도움을 받아 대학 교목이 예배당을 인도합니다.
서비스. 학생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다른 예배(시작, 부활절, 추수감사절)도 제공됩니다.

학생회(SA)
SA는 학생 커뮤니티의 우려에 응답합니다.
대학 활동은 세 가지 주요 참가자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교수진, 행정 및
재학생. 협회는 선출 된 개혁 대학 학생들의 활동을 조정합니다.
학생회. 학생에 요약된 대로 전체 학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핸드북과 SA 내규에 따라 학생회 임원과 회원을 선출합니다. 그것의 기본
기능은 토론을 시작하고 학생의 웰빙과 학습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학업 전반에 걸쳐 예정되고 승인된 학생 활동을 조정합니다.
년, 여학생 클럽 활동 및 결성을 통제하고,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학, 그리고 그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학업 목표를 추구합니다. 협회는 학생들이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및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복지, 대학 행정과 개혁 대학 사이의 중재자 역할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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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정보
입학 정책
입학처에 모든 필수 정보와 수수료가 접수되면,
신청서는 입학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입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0 영업일 이내에 결정 신청자. 리폼드에 승인된 학생 지원서
대학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모든 신청자 는 신청 당시 다음 정보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입학 지원:
a)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학생 공개 동의서
b)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신앙 진술서
c) 윤리적 가치 및 표준(서명 및 날짜 기재)
d) 교육철학 성명서(서명 및 날짜 기재)
e)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릴리스 및 양도
학부 학위 프로그램 지원자 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입학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작성된 지원 양식;
b) 등록 동의서
다) 환불 불가 신청비
d)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예: 고등학교 졸업 증명 사본).
학교 졸업장, 성적 증명서 또는 GED 증명서)
e) 신청인의 모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추천서
또는 신청자, 교사 또는 교사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안수 목사
대학 교수.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 지원자 는 이미 학사 학위(또는
동등한) 공인 기관에서 다음을 제출해야합니다.
a) 입학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히 작성된 지원 양식
b) 등록 동의서
다) 환불 불가 신청비
d) 모든 단과대학의 Reformed University로 직접 우송된 공식 성적표, 또는
추구하는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를 보여주는 신학교 기록
e) 신청자의 집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추천서 2장
신청자, 교사 또는
대학 교수 외 가족이 아닌 사람
f)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추구하려는 이유를 나타내는 개인 에세이.
g) 응용 연구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장 경험의 증거(있는 경우)
유학생 지원자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된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험 응시, 적용과 같은 몇 가지 필수 단계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입학, I-20 확보, F-1 비자 취득,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 공부를 하는 것. 부터
2017년 3월, 개혁 대학은 미국의 승인 및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민 및 세관 집행, 자격을 갖춘 유학생에게 I-20 발급.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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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0 국제 지원자를 위한 신청서
b) 등록 동의서
c) 환불되지 않는 I-20 신청비
d) 여권 및 현재 비자 사본
e) 고등학교 졸업장, 검정 고시 증명서 및/또는 공인 기관 성적 증명서 사본
영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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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OEFL IBT 점수 60점 또는 영어 능력(즉, ESL
자격증)
g) 편입 허가서(편입/입학생 전용)
h) 유학생 예방접종 기록 양식
i) 유학생 건강 보험 면제 양식
j) 지원 진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20,000/$25,000)
개혁 대학 카탈로그의 부록을 참조하거나 국제
유학생 입학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고문. 다른 모든
유학생에 관한 정보는 학생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능력 요구 사항
입학 초기 입학 학생(현재 미국에 있지 않은 학생)
경영학(BABA) 프로그램은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을 보유해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 등록하려면 인터넷 기반 시험(TOEFL iBT)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TOEFL 점수가 없는 지원자는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레벨 테스트. 배치 시험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허용되기 전에 RU의 영어 지원 프로그램 수업에 참석하십시오.
정규 수업. 개혁 대학은 현재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래스. TOEFL 점수에 관한 질문은 국제 학생 고문에게 문의하십시오.
재정 지원 입학 - FAFSA 지원자
재정 지원 절차를 위해 학생은 재정 지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1단계:
a) www.fafsa.gov에 접속하여 FAFS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개혁 대학의 FSA 학교 코드: # 04256700
2단계:
a) 온라인으로 FAFSA를 완료한 후 다음에서 개혁 대학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www.reformeduniversity.vfao.com
b) 2단계를 완료하면 재정 지원 사무실에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이메일로.
참고: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대학에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료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의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입학 지원서.
3단계:
Federal Direct Loans를 신청하는 경우 www.studentloans.gov 에 접속해야 합니다.
동일한 FSA(FAFSA) ID 및 PW를 사용하여 액세스합니다.
'입학상담'을 이수해야 함
* 확인 페이지를 재정 지원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에 서명해야 합니다.
마스터 어음'(M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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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테스트
학부생은 입학 전에 수학 및 영어 배치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 학습 지원 센터( hd.yoo@runiv.edu) 에 문의하십시오 .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조언
모든 학생들은 등록 기간 동안 지도교수에게 배정됩니다. 보다
아래 섹션은 "학문 상담 및 상담"입니다.
* 제출된 정보를 검토한 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GED가 없고 연방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연방 정부는 귀하가 대학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코스워크. 1996년에 처음 시행된 이 혜택 혜택법은 연방
학자금 갚지 않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학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대출. 능력 시험은 졸업장 또는 학교가 있는 학생이 치러야 합니다.
외국 기관의 자격 증명 및 등록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2013년 봄학기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TAP).
승인된 혜택에 대한 능력 테스트 및 합격 점수
학생들은 승인된 ATB(Ability-to-Benefit) 중 하나에서 최소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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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 ASSET 프로그램: 기본 기술 테스트(읽기, 쓰기 및 숫자) – Forms B2, C2, D2,
그리고 E2. 합격 점수: 읽기 35, 쓰기 35, 숫자 33.
• American College Testing(ACT) 배치 평가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
2201 North Dodge Street, PO Box 168, Iowa City, Iowa 52243.
• 통합 영어 능력 평가(CELSA): 양식 1 및 2. 합격 점수:
CELSA 양식 1 90 및 CELSA 양식 2 90.
• ACTT(Association of Classroom Teacher Testers), 1187 Coast Village에서 사용 가능
Road, PMB 378, Montecito, California 93108-2794.
• COMPASS 하위 시험: 예비 대수학/숫자 능력 배치, 읽기 배치,
및 쓰기 배치. 합격 점수: 예비 대수학/숫자 25, 읽기 62,
작문 32. American College Testing(ACT), 배치 평가에서 사용 가능
프로그램, 2201 North Dodge Street, PO Box 168, Iowa City, Iowa 52243.
• CPT(Computerized Placement Tests)/Accuplacer(독해력,
문장 기술 및 산술). 합격 점수: 독해력 55, 문장
기술 60, 산술 34.
• The College Board, 45 Columbus Avenue, New York, New York에서 이용 가능
10023-6992. 언어 기술 기술 테스트(DTLS)(독해력,
서면 영어의 문장 구조 및 규칙) – Forms MK-3KDT 및 MK-3LDT; 및 DTMS(수학 기술 테스트)(산술) – 형식
MK-3KDT 및 MK-3LT. 합격 점수: 독해력 108, 문장
구조 9, 영어 표기 규칙 309 및 산술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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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llege Board, 45 Columbus Avenue, New York, New York에서 이용 가능
10023-6992. 성인 기초 교육 시험(TABE): (독해, 종합 수학,
언어) – 양식 7 및 8, 레벨 A, 전체 배터리 및 설문조사 버전. 통과
점수: 읽기 559, 총 수학 562, 언어 545.
CTB/McGraw-Hill, 20 Ryan Ranch Road, Monterey, California 93940-5703.
대학원생
학위가 없는 학생은 학점을 위해 제한된 수의 과목만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공식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리폼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생
다른 기관으로 편입하기 위한 대학 과정 학점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비
학위 학생은 개혁 대학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수 학생으로 코딩됩니다.
비학위과정 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NS. "Special Admission"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완성된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청비, 입학처로.
NS. 신청 전 60일 이내 날짜의 공식 서신을 귀하의
귀하가 우수한 학생이며 어떤 프로그램에 재학 중임을 나타내는 현재 기관
귀하가 등록한 연구; 또는 취득한 최고 학위의 성적 증명서 사본. 만약 너라면
현재 다른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최근의 고등 교육 기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씨. 필요한 모든 서류가 개혁 대학에 접수되면 지원 파일
검토됩니다. 입학 현황을 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비 학위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현재 기관 정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 학업 및 행동 요구 사항.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특별 입학 절차는
학습 장애로 인한 정규 입학 요건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있는 경우
리폼드 대학교 입학처의 특별 고려를 요청합니다.
확립된 지침을 사용하여 학습 장애에 대한 문서를 평가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례별로 검토했습니다.
입학처에서 특별전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입학 지원자는 다음 정보를 입학 사무소로 전달하십시오.
• 입학 지원서
• 등록 동의서
• 리폼드 대학교 진학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기술한 자기소개서
• 학교 카운슬러, 해당 학교의 추천서 최소 2장
직원 및/또는 교사
• 성적 증명서(비공식 사본은 입학 고려 사항으로 허용됨)
• SAT 또는 ACT 시험 결과 사본(시험의 특별 시행을 나타내는 경우,
해당) 또는 대학에서 30개 이상의 편입 가능한 단위를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 특정 학습 장애 확인 - 허용되는 문서는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심리 교육 보고서 및/또는 기타 전문적 검증. 문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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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 지원자의
최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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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특별전형(조기전형)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등록을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등록 시 사진이 부착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학기당 최대 6.0단위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서명한 양해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양해각서는 보충 자료를 제공합니다.
개혁 대학에 미성년자의 입학에 관한 정보. NS
메모는 각 특별 입학 패킷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혁교단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사무실 또는 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 입학안내(조기전형)
• 처음으로 특별(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 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입학 지원서는 학생이 허용되기 전에 제출하고 수락해야 합니다.
등록합니다. 학생들은 수락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학생은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학기 신청.
• 처음으로 특별(조기) 입학하는 학생은 서명한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을 허용하기 전에 이해. (초기생 필수, 아님
매학기 필수)
• 모든 특별(조기) 입학 학생은 특별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교 교장 또는 피지명인, 학생 및 학생이 서명한 입학 허가서
부모의. (매학기 특별전형으로 재학할 때 필수)
• 모든 특별 (조기) 입학 학생은 학생의 가장 많은 비공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학교 성적표. (매학기 특별전형으로 출석 필수
학생.)
개혁 대학은 제한된 수의 우수한 지원자를 풀 타임으로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친 후. 조기 입학을 고려하려면,
• 학생은 강력한 학과에서 최소 15학점에서 탁월한 기록을 달성해야 합니다.
공인 고등학교의 대학 준비 프로그램
• 학생은 교장 또는 교장의 무자격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입학 담당관과의 개인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조기 입학 지원자는 최소 2주 전에 등록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학기의 공식 시작까지
• 입학 지원서 작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및 고등학교가 서명한 특별 입학 신청서 작성
카운슬러 또는 관리자. 홈스쿨링 학생은 홈스쿨에 연락해야 합니다.
서명할 코디네이터 또는 관리자
• 배치 시험을 봅니다. 모든 학생들은 영어 및 읽기 평가를 치러야 하며,
수학, 공학, 과학 또는 비즈니스를 보는 학생들은 수학 평가도 함께 치러야 합니다.
배치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학생증 번호가 필요합니다.
• 학생은 대학 수준의 영어 및 읽기 점수를 받아야 특별 지원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가입
• 학생은 특별 입학을 고려하기 위해 대학 수준의 수학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과학, 수학, 공학 및 일부 비즈니스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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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입학 관리자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방문접수는
시간이 허락하는 경우 존중 – 약속을 권장합니다.
• 학생은 수업 등록 시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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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입학 학생은
등록이 보류되어
추가하거나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수업합니다.
특별 입학
관리자가삭제할
수동으로
등록합니다.
수업에 학생
모든 관련 서류에 적절한 서류가 없으면 학생들은 수업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서명.
특별전형(조기전형) 안내 및 안내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가 없는 18세 미만 학생의 경우,
• 대학은 학생이 등록할 수 있는 학점 시간을 최대 학점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6학점 이상.
• 16세 미만 학생은 교수진 승인에 따라 과목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군에 통보됩니다.
• 학생/학부모는 모든 수업료, 수수료 및 책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불 마감일, 정책 및 프로세스.
• 특별 입학 학생은 동일한 추가/삭제 및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다른 학생들을 위해 대학에서.
• 특별 입학 학생은 모든 입학 요건과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온라인에 접속하여 학업 진척도와 성적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https://rfuniv.populiweb.com/. 성적은 학생의 거주지로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 Reformed University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식 성적표에 표시되며,
영구적인 학업 기록입니다.
• 해당 기록을 동의 없이 다음 당사자 또는 다음 아래에 공개합니다.
조건(34 CFR § 99.31):
▪ 정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
▪ 학생이 전학하는 다른 학교;
▪ 감사 또는 평가 목적으로 지정된 공무원;
▪ 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적절한 당사자;
▪ 학교를 위해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특정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
▪ 인증 기관;
▪ 사법 명령 또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 건강 및 안전 비상 사태의 경우 적절한 공무원; 그리고
▪ 특정 규정에 따라 청소년 사법 시스템 내에서 주 및 지방 당국
주법.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장소, 명예 및 수상, 출석 날짜. 하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디렉토리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학부모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
그들에 대한 디렉토리 정보.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FERPA에 따른 그들의 권리. 실제 통지 수단(특별 서한, PTA에 포함
게시판, 학생 핸드북 또는 신문 기사)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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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점
• 대학 학점을 고등학교로 다시 편입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
학교 학점은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고등학교 관계자와 만날 책임이 있습니다.
대학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 고등학교/고등학교 학군은 대학 과정이 다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등학교 학점.
비전통적 신입생 입학 기준
이 범주의 검토 대상 지원자는 SAT/ACT 및 대학에서 면제됩니다.
준비 커리큘럼 요구 사항; 그러나 다른 모든 입학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학생은 지난 5년 이내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다닌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학생은 30학점 미만의 양도 가능한 학기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 학생은 인가된 중등학교(학교
초등학교와 대학 사이의 중간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제공됩니다.
일반, 기술, 직업 또는 대학 준비 교육 과정) 또는 GED 인증서
조지아 주의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TOEFL 요구 사항은
학습 과정 중 조건부 ELSP 완료
• 성실하고 헌신적임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무학위 입학 가능
공공 및 정부 기관에 대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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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감사 학생University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
Reformed
여기에서 가르치는 과정은 감사 학생으로 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학생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전한 응용 프로그램 패키지
• 환불 불가 신청비 $50
• 공식 졸업 증명서 또는 GED 시험 점수의 공식 사본
감사인은 "V" 등급을 받고 양도 가능한 학점을 받지 않습니다. 되기 위해서는
정규 학생, 감사관은 정규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 학생은 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과정을 시작한 후 일반 학생 신분으로 변경. "V" 감사 등급은
어떤 과정에서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보호 관찰에 대한 입학
최소 학력 또는 대학원생 미달 시 보호관찰로 입학할 수 있음
프로그램 입학 요건. 학부과정 수습입학의 경우,
신입생은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6 이상의 ACT 종합 점수 또는 SAT 추론 테스트 수학 및
Critical Reading 하위 점수 총계 760점 이상
• 모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4.0 척도에서 2.3의 누적 GPA 획득
• 고등학교 졸업반 상위 70%
9학점 또는 2학기 중 먼저 도래하는 학기 또는 12학기 이수 시
학부 학점 또는 2개 학기 중 먼저 도래하는 학기, 평균 학점:
3.00 이상, 학생은 보호 관찰에서 제거됩니다. 보호관찰에 합격한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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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GPA가 3.00 미만인 경우 학업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9개의 대학원 학점 또는 2개의 학기(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 또는 12개 이수
학부 학점 또는 두 학기(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

학업 정책 및 규정
신용 시간의 정의
학점이 인정되는 모든 개혁 대학 학위 프로그램 및 과정의 경우 "학점
시간"은 "의도된 학습 결과로 표현되고 검증된 작업의 양"으로 정의됩니다.
제도적으로 확립된 동등성인 학생 성취의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근사치 이상:
1. 1시간의 강의실 또는 교수진의 직접 지도 및 최소 2시간의 교외 수업
수업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약 15주 동안 매주 작업합니다.
학점 또는 다른 시간 동안의 동등한 작업량; 또는
2. 이 정의의 단락 (1)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동등한 작업량
실험실 작업을 포함하여 기관이 설정한 기타 학업 활동,
인턴십, 실습 및 학점 인정으로 이어지는 기타 학업."
신용 시간은 50분(60분이 아님)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코스에서 학점 시간
학생의 성취도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동등한 양의 작업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학기제
GNPEC 승인 학부 및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개혁 대학교
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학년도는 가을학기와 봄학기로 구성되며,
여름학기. 각 학기는 최종 수업을 포함하여 최소 15주의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주간. 각 학교 교수진의 결정에 따라 학기말을 제출할 수 있다.
시험 대신 제출. 코스 시험 또는 평가는 최소 두 번 제공됩니다.
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와 가끔 퀴즈 및 학기 논문. 학생
출석률이 전체 수업의 3분의 2 미만인 학생은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최종 시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말고사에 결석한 자
보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 여름 및 겨울 기간
이 특별 학기 동안 신중하게 선택되고 계획된 평생 교육 과정은
정규 과정 외에 지역 사회 교육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한 등록
기간은 6학점으로 제한됩니다. 학생들은
손실 학점을 높이거나 학점 평균을 조정합니다. 이 기간의 일정은 기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Reformed University의 웹사이트 및 다음에서 특별 학기 일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판된 자료.
독립적인 연구
Reformed에서 과정의 마지막 해에 등록하거나 등록하는 학생
대학은 다음 주제를 추구하기 위해 독립적인 학습(이후 "IS)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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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특정 조건에 따른 특별 이익:
• 학부 학생 지원자는 누적 GPA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의 전체 등록. 대학원생 지원자는
개혁 대학의 전체 등록 기간 동안 최소 3.0 이상의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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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제안된 코스 강사 및 학교 프로그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자율학습신청서는 교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12호실).
• 지원자는 IS 과정을 신청하기 전에 제안된 강사와 상의해야 하며,
의 내용과 요구 사항에 대해 강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강의. 지원자는 또한 교수진에게 묻는 사실을 고려해야합니다.
업무의 정상적인 요구 사항을 벗어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따라 그들의 응용 프로그램.
• 학생들은 또한 코스의 강사와 학습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또한 IS 제안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근거
승인되지 않습니다.
• IS 과정은 필수 과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IS 과정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즉, 적어도 격학기).
• 학생들은 한 학기에 한 과목(3학점)의 IS 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단일 학위 수료 기간 동안 2개 이상의 IS 과정(6학점)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IS 코스 신청 승인은 전적으로 제안된 강사, 학생의
교수 고문 및 학교 프로그램 책임자. 이들 중 하나는 IS 과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든 신청.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 국제(F-1 비자) 학생은 다음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IS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학생.
• 위의 기준 중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특별 예외는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디렉터와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에 대한 다른 개별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등록 절차
학기 중 현재 개혁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등록 날짜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우편,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연간 아카데믹
달력은 공식 카탈로그와 개혁 대학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ww.runiv.edu.
과정 등록을 위해 학생들은 등록 사무실을 방문하여 과정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등록 기간 동안 등록 양식. 이 기간 이후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계정에 부과된 늦은 등록 수수료. 자세한 등록 정보는
등록 사무실 및 공식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학기의 처음 10일 동안 등록(추가 또는 삭제). 코스
변경(추가/삭제) 양식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과정 추가에는 다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강사의 서명. 과정 추가는 학기의 10일까지 허용됩니다.
정규직 미만으로 떨어지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거나 교내 취업 자격을 얻습니다. 파트타임은 12세 미만으로 간주됩니다.
매학기 등록된 학점. 누적 과정은 과정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짐.
신청자는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을 작성하고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환불하다. 환불 일정은 리폼드 대학 카탈로그 또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runiv.edu. 대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정된 과정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충분 한 등록. 이 경우 해당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
무료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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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학기 또는 세션 중에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예약한 모든 크레딧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필요합니다. 철회하면 다음과 같은 모든 과정이 취소됩니다.
학생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학생이 하기로 예정된 과정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전달 시스템에 관계없이 다음 학기 또는 세션.
참고: 학생이 학업 위반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청렴 정책에 따라 학생은 심사 기간 동안 과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
• 학생은 의료, 군대 또는 기타 이유로 자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기의 10 영업일 이전에는 철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강신청 취소는 수강신청 취소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후
학기 10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 과정 취소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수업료 지불은 "예정된 상태"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예정된 상태"의 학생은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학기/세션 등록을 취소합니다.
공식적으로 자퇴하지 않고 수업을 중단한 학생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기 또는 세션에 예정된 모든 과정에서 "F".
마감 시간
수강취소는 개강일 오후 5시까지(기말고사 전)
기간 시작). 학생이 철회를 처리하기 위해 캠퍼스에 있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경우
학생 포털 시스템을 사용하여 철회를 처리하려면 철회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하여 적절한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보내 철회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양식을 우편으로 보낼 때 전화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 양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됨.
상의
철회 결정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은 다음을 받아야 합니다.
자퇴를 고려할 때 지정된 교수진 고문의 조언. 또한,
다음 학생은 위험으로 인해 철회하기 전에 지정된 사무실과 상의해야 합니다.
이민 신분으로.
• 학생 재정 지원 수혜자는 재정 지원 사무실에 이메일 또는 770232-2717, 또는 학생 지원 담당자. 현재 및 미래의 재정 지원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은 국제 학생 고문에게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상태.
• 학생 운동 선수 는 자퇴하기 전에 학업 카운슬러와 만나야 합니다. 현재의
대학간 운동 경기에 대한 향후 적격성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정
학생이 학생 운동 선수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 및 학생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포털, 학업 배경 섹션, 운동 참여가 포함됨
학생의 상태를 표시하는 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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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록에 미치는 영향
공식 철회는 과정에 대한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W"기호가 기록됩니다.
탈퇴 당일 세션. 크레딧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학점 평균은
체하는. 과정(예: 학기제 과정)을 수료한 경우
철회가 처리되면 등급 또는 해당 기호가 기록됩니다.
개혁 대학의 미래 등록에 미치는 영향
학생이 다음 학기/세션에 등록한 모든 수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취소됩니다.
학생이 철회합니다(여름에만 철회하는 경우 제외). 학생이 계획하는 경우
학위취득 후 재입학 후 재입학을 이해하여야 함
절차. 학생이 여름방학 동안 자퇴하지 않는 한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세션 전용.
철수에 대한 대안
학생은 자퇴하기 전에 일정 조정 또는 성적 연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NS
휴학을 원하는 경우 다음 학기 휴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 행동
가을 및 봄 학기 동안 철회 처리를 위해 학생들은 다음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여름 세션에서 탈퇴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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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
계획
및 철수 대안의
가능성.철회가 미래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2. 해당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3. 미결제 계정 잔액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사무국에 문의하십시오.
4. 출금 양식 인쇄
5. 수업 마지막 날까지 작성된 양식을 등록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탈퇴하는 학기.
자퇴하는 학생은 개혁대학의 규정에 따라 등록금 조정을 받습니다.
환불 정책. 일부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사무국은
학생에게 빚이 있는 경우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름 철수
한 여름 학기에서 자퇴한 학생이 나중에 제공되는 학기에 등록하기로 선택한 경우
여름에는 세션에 등록(또는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료한 학생
단일 여름 세션의 코스 작업은 이후 세션에서 철회될 수 있습니다. 코스 성적 또는
학생이 이전 세션에서 완료한 과정에 대한 적절한 기호는 유지됩니다.
징계 철회
학생의 서면 요청에 따라 학생처장이 징계를 승인할 수 있음
학생이 대학에 의해 기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됨. 적절한 경우 징계 철회가 승인됩니다.
계류 중인 형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학의 행동 절차를 연기하거나
다른 합의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징계 철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징계 절차가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특정 시간 제한. 언제
징계 철회 요청이 승인되면 학생은 등록하거나 출석할 수 없습니다.
수업, 캠퍼스에 거주하거나 대학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문합니다. 보류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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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철회 기간 동안의 학생 등록. 학생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보류가 해제될 때까지 등록하십시오.
의료 철회
건강상의 이유로 자퇴하는 학생은 특별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철회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의료 철회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의료 철회를 처리할 때 학생은 "의료"라는 제목의 확인란을 선택해야 합니다.
철회 양식.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지역 사회 건강, 안전 및 보안 국장은 다음을 처리한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한 의료 허가를 받기 위한 의료 철회.
군대 철수
군 제대는 현역 복무 중인 학생만 가능(현역 복무)
및 예비 의무 구성 요소) 미국 군대(계약자 또는 민간 근로자가 아님)
군용) 수업 요건(출석 및 기타 참여)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요구 사항(웹 기반 활동 포함)은 재배치 명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 등록한 학생
철수 자격이 있는 학기 또는 세션은 등록관에게 연락해야 하며,
서명된 부대 레터헤드에 공식 서신이 포함된 군 명령서 사본을 제시하십시오.
지휘관이 명령에 따라 개혁 대학에서 군대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NS
공식적인 서신에는 부대 지휘관의 연락처 정보와 확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보류 중인 과제의 기간 및 위치.
학생들은 철회 사유로 "군대"를 인용하여 철회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
철회가 처리될 때 레지스트라가 일반적으로 연락하는 사무실에 추가
학생 학자금 지원 사무소 및 비즈니스 사무국에 통보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학생이 철수 양식을 작성하고 군대 명령을 제출하도록 허용
학생은 캠퍼스를 떠나기 전에 레지스트라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770232-2750).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의/그녀의 군사 명령 및 공식 서신의 사본,
요청을 동반해야 합니다.
• 군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은 등록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철회가 처리된 학기/세션. 에 거주하는 학생
캠퍼스는 철회 이전에 발생한 숙식비에 대해서만 청구됩니다.
• 군대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에 대한 학생 재정 지원 및 비용은
자동으로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 군대 철수를 처리하는 학생은 군대 재등록 자격이 있습니다.
비공식 철수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Title IV 연방 지원 목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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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으로 인한 학점인 “U” 이외의 학기 성적이 없을 것.
식별 프로세스
"U"의 최종 성적은 결석 또는 결석으로 인해 학생을 낙제시키는 강사가 지정합니다.
과정 수료. 강사가 "U"등급을 할당하면
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출석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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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기 말에 Title IV 연방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에 대한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학기 GPA가 0.00인 사람. "U"가 모두 있는 학생은 '비공식적으로
빼는'.
행정 조치
보고서는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생 중
대학에서 비공식적으로 자퇴했다. 다음 중 하나가 보고한 마지막 출석 날짜
강사는 Title IV 자금 반환 계산에 결정되고 사용됩니다. 만약 마지막 날
출석을 달리 결정할 수 없으며 학생은 수업의 50%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학 기간 및 공식은 출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학생들은
연방 및/또는 주 재정 지원의 결과 기관 요금 및 상환에 대해 청구됩니다.
"U" 등급은 다른 모든 정책 목적에서 'F'로 취급됩니다.

학생 및 학점 편입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하려는 학생은
아래에 요약된 문서를 제출하면 입학 허가가 고려됩니다.
이전에 완료한 대학 또는 신학교 작업의 공식 성적 증명서. 이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에 제공된 공식 양식에 따라 리폼드 대학교에서 직접
학생이 다녔던 기관.
편입 학점은 지역 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국가 인증. 이것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인증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학생은 외부 코스 작업에 대한 평가 를 요청 하고 제공 할 책임이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공식 성적표. 편입학점 인정을 요청하는 학생
학업 카탈로그 또는 코스와 같은 기타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모든 코스 작업은 교무 담당관 또는 훈련된 편입 학점에 의해 평가됩니다.
평가자.
모든 이전 과정 작업은 학생의 등록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첫 학기. 외부 편입 학점은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표시되지만
누적 GPA에 포함됩니다. 편입학 학점을 받은 후 같은 학과에 등록하는 경우
리폼드 대학교의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은 GPA에 사용됩니다.
재향군인관리국을 통해 기금을 받는 주한미군 재향군인
양도 신용에 관한 특정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공식 평가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예상 크레딧 금액을 원하는 잠재적인 신청자를 위해 작성
등록 결정의 일부로 수여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비 견적을 제공할 해당 관리자에게. 예비
견적은 포상도 아니고 크레딧을 주기 위한 약속도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만
공식 성적표를 포함하여 요청된 모든 자료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이체 신용 평가에 대한 일반 기준
• 모든 평가는 해당 단위의 학점(즉, 분기 또는 학기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편입을 위해 고려되는 3 학기 시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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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 대학교 등록실은 교육의 학점 이전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른 곳에서 완료된 작업. 사무실은 코스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적절한 요인. 코스 설명 및/또는 강의 계획서와 같은 추가 문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과정은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정은 대학 수준이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및

제2언어로서의 영어 과정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편입 학점은 대학원 시간이어야 하며 2.5의 누적 GPA 또는

더 우수하고 적용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 학부 과정은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숫자

전통적인 등급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평균 74% 이상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 과정은 "B"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숫자

전통적인 등급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평균 84% 이상이 필요합니다.

•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외국 증명서로 외부 평가 가능

전미자격평가서비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가 승인한 평가자 또는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 Officers(학교에서
훈련된 외국 자격 평가사). 목록은 www.naces.org 또는 www.aacrao.org를 참조하십시오.
승인된 평가자.

• 모든 과정 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1학점 학점이 일치합니다.

대학 학위 과정과 외부 과정이 허용됩니다.

• 1/4시간은 한 학기 시간의 2/3에 해당합니다. 분기 시간이 변환됩니다.

다음과 같이: 분기 학점 시간 x 0.67 = 학기 학점 시간
둘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을 고려한 학점
기관의 경우 각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의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총 금액
부여되는 편입 학점은 배정된 교수진 및 대학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정은 성적표 및 성적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개혁 대학 규정의 문서. 적어도 대학의 정책은
학부 프로그램 학위 요구 사항의 학점 시간의 25%가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이수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이는 본교의 정책입니다.
학생들은 개혁 대학에서 대학원 프로그램 학위를 위해 대부분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대학.
다른 기관으로 이전
다른 고등 교육 기관으로 편입하려는 학생은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교의 기존 학기를 재학 중이며 개강 이전에 등록 담당관에게 전학을 신청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 마감.
거주 요건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거주 요건(또는 학점 시간 거주
요구 사항)은 개혁 대학을 통해 완료해야 학점 수를 나타냅니다.
졸업하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의 등록 거주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개혁 대학 카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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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정 요구 사항
핵심 과정 요구 사항은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다룹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과목 및 일반적으로 이 영역에서 코스 학점만 수여될 수 있습니다. 을위한
이러한 유형의 신용에서 이전 신용 평가자는 외부 신용 평가의 비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스는 특정 코스와 함께 작동합니다. 핵심 과정에 대한 징계 학점이 수여 될 수 있습니다.
학과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험적 학습
성인 학생들은 개인 및 직업을 통해 엄청난 자산을 교실에 가져옵니다.
경험담. 이러한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 경험의 기대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높입니다. 개혁 대학
이를 매우 인식하고 학습은 평생 활동이며 많은 삶이
학습 경험은 대학 수준의 학습과 동등한 가치가 있습니다.
경험 학습 포트폴리오(ELP)는 학습을 통해 얻은 학습 방법입니다.
개인의 삶의 학습은 개혁 대학에 대한 가능한 대학 학점에 대해 평가됩니다.
강의. 학생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출하며, 이는 교수 과목별로 평가됩니다.
문제 전문가. 과정을 위한 ELP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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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학습이 학습의 최소 80%에 해당하는 것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코스의 목표. ELP를 통해 취득한 학점 평가는 등록자만 가능
재학생.
개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양도성
개혁 대학은 다른 대학이 학점을 인정할지 여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전송 크레딧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신용 양도에 대한 결정은 개인이 합니다.
기관.
크레딧이 이전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적절하지 않다.
두 학교 간의 커리큘럼 일치. 학생들은 대학의 레지스트라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의 학점이 해당 대학으로 이전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관.

학업 조언 및 상담
소개
개혁 대학은 학업 조언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경험과 영적 발전. 학업 상담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및 경력 계획; 회의 기관 및 학위
요구 사항; 변화와 도전, 개인의 성취의 삶을 능동적으로 준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민. 따라서 지도 시스템은 책임감 있는 학생회와 강력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지원.
A. 따라서 개혁 대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은 수업 기간 동안 지도 정책과 지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대학에 대한 초기 소개 및 적절한 고문에게 안내
2.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는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습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과정에 등록 및 등록하는 학생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등록된 경우 등록 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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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졸업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5. 다른 모든 자문 프로그램은 4년마다 평가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6. 각 지도교수는 한 번에 10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
7. 자금과 자원은 다음을 위해 모든 행정 단위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언 보장
8. 학생 정보는 정확하고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조언자
B. 학업 상담의 목표는
1. 학생들이 교육을 선택할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격려합니다.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상응하는 경력 목표
2. 교과 또는 직업 훈련(목사 업무, 교육 및
선교 사업), 목회적 관심, 신성한 본성과 개인의 성장
3.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고 가능한 짧은 시간 및
그들의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
4.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학생의 교육과 관련될 수 있는 대학에서의 기회
목표
5. 대학의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6. 학생들의 삶과 학업 목표에 대한 대화와 조언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기 위해
교수진 지도 절차
가. 지도교수 배정
교무처에서는 접수된 지도교수 배정을 조정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최소 1주일 전에 입학처에서 학생을 안내합니다.
1.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의 전공
2. 각 교수진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새로 배정된 모든 학생들을 만나 소개를 받습니다.
조언 시스템
3. 교무처는 초기에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있는 지도교수(학생들은 지도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정보시스템)
4. 입학처는 모든 관련 학생 정보를 배정된 교수진에게 제공합니다.
조언 패킷에서 오리엔테이션 전에 고문.
B. 지도교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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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른 Reformed University 교수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 사항"을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교무처에 통보합니다.
지도교수 요청서' 양식입니다. 교무처에서 데이터 입력을 조정합니다.
업데이트된 교수진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학생 정보 시스템. NS
요청 양식은 학생의 파일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 지도교수 임용
개혁 대학 교수진은 다음 질문에 대해 학생들에게 조언하기 위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 전공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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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등록기간마다)
• 수업 추가/삭제(매학기 첫 주)
• 수습 또는 수혜자격에 대한 상담(매학기)
• 학생 생활(언제든지)
• 영적 생활(언제든지)
• 경력 배치(언제든지)
학생 조언을 제공하도록 지정된 교수진은 다음을 위한 2주 조언 달력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타일 슬롯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조언을 요청하면 교수진이 예약합니다.
통지 또는 연락을 위한 시간 및 슬롯이 아닌 경우 통지 시간을 재배열
사용 가능.
D. 조언 시
교수진은 학생이 보관하는 학생 조언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조언 패킷. 교수진은 과정 등록 또는 과정 추가/삭제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형태.
책임
A. 지도교수의 책임
교수진은
1. 학생들에게 대학 정책, 프로그램,
커리큘럼 요건 및 변경, 등록 절차
2.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적절하고/또는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3.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및/또는 직업 기회를 소개합니다.
4. 학생들에게 캠퍼스의 자원과 기회를 알리고 격려합니다.
참여
5. 학년도 동안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권장하는 경우
필요,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
6. 필요한 경우 적절한 추천을 제공합니다(예: 프로그램 디렉터, 관리 사무소,
상담센터, 목사)
7. 특히 학생의 학업 상담을 위해 매주 근무 시간을 제공합니다.
8.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학생의 기본 상담 파일을 유지하고 액세스합니다.
이러한 파일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NS.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서 사본
NS. 각 공식 자문 세션을 문서화한 자문 및 추천에 대한 서면 기록
씨. 각 학기 성적표 사본
NS. 모든 입학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 (시험,
논문, 방어 등)
이자형. 프로그램 졸업 진척도 체크 시트
B. 학생의 책임:
학업 상담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1. 정기적으로 합의된 근무 시간에 상담 시간을 예약합니다.
2. 필요시, 최소 학기 1회, 지도교수와 상담
3.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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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약속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가지고
필요한 양식, 게시된 수업 일정 검토,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 및
다음 학기에 대체
5. 세션 전에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고문과 논의하십시오
6.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7. 수업을 변경, 삭제 또는 추가하는 마지막 날과 같은 각 학기의 중요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졸업 지원 마감
8. 전공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과 졸업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숙지하십시오.
해당 대학 카탈로그 및 기타 대학에 포함된 요구 사항
출판물
9. 자신의 개인 학업 상담 폴더를 유지하고 모든 상담에 가져갑니다.
약속. 이 폴더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NS. 개별 학습 계획
이자형. 공식 자문 세션의 참고 사항
10. 학업 상담 프로그램 및 개별 학업 평가(선택한 경우)
프로그램 디렉터 및 기타 감독자에게 말하거나 서면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각 학업 지도 부서
11.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C. 행정 사무소의 책임
학업 조언은 대학 교수진, 특히 다음 분야의 교수진의 주요 책임입니다.
학과, 학교 및 기타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별개의 학습 과정을 감독합니다.
특정 학위, 자격 증명 및 인증서. 학업 상담은 다음과 통합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교육 과정. 학업 지도 행정은 다음을 담당합니다.
1. 학생이 필요로 하거나 원할 때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보다
대학이 요구할 때만.
2. 학년도 내내 학생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규칙적이고 합리적인 간격.
3. 다음과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NS. 대학 정책, 규정 및 절차
NS.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리소스
씨. 학생의 지도 책임 사본
NS. 필요한 양식 및 날짜
이자형. 현장 체험 기회
NS. 전공 및 프로그램 요구 사항
G. 주요 학과별 개설과목
NS. 학생들의 개별 학업 계획을 위한 표준화된 템플릿
NS. 대학 카탈로그
4. 적절한 학위와 경험을 갖고 있고 훈련된 고문을 제공합니다.
조언을 담당
5. 각 고문에게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의 기본 조언 파일을 제공합니다. 에
최소한 이러한 파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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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이전 대학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의 비공식 사본
NS. 편입학점 평가
씨. 학기 성적표
NS. 개별 학습 계획
상담을 위한 조정 및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대학에 있습니다.
관리.
관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고문의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학업 조언 자료를 수집하고 배포합니다.
3. 참조 서비스 역할을 하고 학교 및 부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진과 학생들로부터
4. 캠퍼스 전반에 걸친 조언 문제에 익숙하고 제안을 공식화하고 제시합니다.
상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5. 신임 교원에 대한 학업 지도 오리엔테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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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 교수진 및 적절한 직원에게 다음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카탈로그, 수업 일정 및 기타 출판물의 정확한 정보
D. 학업 상담 평가
이 평가에는 서면 절차에 대한 행정 감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직원, 교수진 또는 학생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인터뷰; 통계적으로 설계된 연구
설문조사 또는 체계적인 인터뷰를 기반으로 합니다. 교무처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러한 검토의 일부를 이사회에 조언한 결과.

성적 증명서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업 성적표에 영구적으로 기록되고
그의 또는 그녀의 학업 기록. Reformed에서 수행한 모든 학업 작업의 기록 시트
대학 및 기타 고등 교육 기관의 누적 학업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됩니다. 누적 학력에는 개인 식별 정보(이름, ID
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입학기관, 입학연월일), 학위
구하고 부여한 날짜.
학생의 학업 기록은 해당 학생이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록은
기밀로 간주되며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적표
요청은 기록이 속한 사람이 작성하며 다음에 의해서만 제공됩니다.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면 요청
(페르파). 학생 학업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됩니다.
학생의 서면 동의는 에 지정된 승인된 사람에게만 제공됩니다.
동의서. 졸업 시 각 졸업생에게 하나의 공식 성적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모든 재정적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 기록의 공식 문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증명서를 처리하는 데 $10.00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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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학위 완료 시간 제한
박쥐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바바
MDiv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

MBA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매트
MAICS

최초 등록일로부터 2.5년

말스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최초 등록일로부터 2.5년

눈금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 학년도에 등록해야 하며,
졸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에서 대학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하기 최소 2주 전. 개강식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통지해야 함
졸업 2주 전까지 레지스트라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는 한 번만 수여됩니다.
년. 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료일에 다음 졸업을 위해 재지원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졸업비.
졸업 우등생
개혁 대학은 세 가지 수준의 학업 영예를 수여합니다.
• Summa Cum Laude (GPA 3.95-4.00)
• 우수상(GPA 3.75-3.94)
• 우등(GPA 3.40-3.74)

학업 평가 시스템
등급 및 평가
리폼드 대학교의 등급 척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은 문자 및 이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숫자 값. 모든 학생은 현재 학업을 알고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 및 규정. 학생 핸드북 또는
카탈로그는 정책에 예외를 부여하는 유효한 이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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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등급
NS

수치
등급
95-100

NS-

90-94

B+

87-89

3.3

NS

84-86

3.0

NS-

80-83

2.7

C+

77-79

2.3

씨

74-76

2.0

씨-

70-73

1.7

평점
4.0
3.7

설명
뛰어난 작품; 모든 기준 초과

잘 했어; 대부분의 표준 충족

공정한 노동; 최소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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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60-69

1.3

가난한 일; 최소 기준 미달

NS*

0 -59

0.0

과정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NS**

불완전한 작업

여

학점을 받기 전에 교과목을 그만 두는 것

유

비공식 철수

CR/NC

학점(CR)은 'A'에서 'C-'까지의 등급을 대신합니다. 신용 없음
(NC)는 등급 'D' 또는 'F' 자리에 있습니다.

* F(FAILURE) – 과정을 마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과정 학점 상실을 의미합니다.
** I (INCOMPLETE) – 과정 요구 사항의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학기 종료 후 2주 이내에 학생들은 미완성 항목을 보충해야 합니다.
작업하고 강사에 의해 문자 등급이 지정됩니다. 필요한 모든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I" 등급은 자동으로 "F"가 됩니다.
굿 스탠딩
개혁 대학 인증 또는 입학 목적으로 학부생
2.0 이상의 누적 GPA; 또는 누적 GPA가 3.0 이상인 대학원생; 그리고
시간 내에 학위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
승인된 연장을 포함한 학위 프로그램의 한계는 우수한 학업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서 있는. 보고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의사 소통의 목적으로, 그리고 부재 시
학기의 추가 자격이 있는 경우 학생은 학생이
해고, 정지 또는 탈락되었으며 재입학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SAP) 정책
개혁 대학(RU)은 만족스러운 학업 준수 여부에 대해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매 학년도 말에 재정 지원 자격에 대한 진척도(SAP) 정책. 그 학생들은
SAP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재정 지원 정지에 처하게 되며 더 이상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 자격을 상실한 학생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복원을 위해 재정 지원 사무국(OFA)에 문의하십시오.
항소 절차는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이
졸업을 향한 불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로 인해 재정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정 지원 회복을 위한 청원. 연방 및 주 규정은 학생들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OFA에서 정의한 학업 진도 기준을 준수합니다.
연례 봄 체크 포인트에서 SAP 표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패배합니다.
연방 및 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학생
허용된 최대 시도 시간은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규정은 학생이 완화를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 OFA가 자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1. 학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기 중에 발생한 경우 또는
2. 학생이 허용된 프로그램 최대 시간 내에 졸업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완화 상황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시도한 과정의 67% 이상을 이수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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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누적 학점 평균; 또는 허용된 최대 시도 횟수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습니다.
시간 기간. 완화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학생이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료 응급 상황 또는 건강 문제
• 14일 이상 입원
• 직계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사망.
• 귀하 또는 귀하의 부모가 경험한 이혼
•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중대한 예상치 못한 문서화된 상황
• 학생의 삶에 중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Reformed University는 명시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문서를 요구합니다.
상황:
1. 해당 학생을 진료한 의사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증명서
학생의 건강 상태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코스워크를 시도했습니다. 이 의료 문서는 의사의 레터헤드에 있어야 하며
적자가 발생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가족 구성원의 사망 및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가급적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 기사).
3.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중대한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 OFA 및 교무처에서 승인 및/또는 요청한 기타 문서
학생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모든 완화 상황에는 항소에 제공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문서가 불완전하거나 올바른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거부됩니다.
또한 이의 제기를 제출한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 절차
재정 지원 자격 회복을 호소하는 학생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
1. 이의 제기 절차,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무처와 약속을 잡습니다.
및 옵션;
2. OFA에서 SAP 이의 제기 양식을 얻습니다.
3. 관련 조건을 입증하는 적절한 문서를 입수하여 첨부합니다.
상황;
4.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학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지도교수와 방문
학문적 결함과 그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예를 들어, 고문과
학생은 수업 부담을 줄이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코스; 과외 옵션; 또는 기타
학생과 고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식.
5. 위의 어떤 조건에서 지원하는지를 나타내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의를 제기하고 학업 계획 사본을 제공하십시오.
이의 제기 검토는 양식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이의제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SAP를 충족하지 못함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통지.
학생이 SAP 이의 제기 양식을 제출하면 OFA는 다음 절차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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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FA는 완전한 이의 제기 문서만 검토합니다.
2. OFA와 교무처는 특별히 고려하여 항소를 검토할 것입니다.
승인 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규정과 함께 항소의 성격.
3. 이의 제기가 승인되면 학생은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호 관찰을 받고 재정 지원을 계속 받습니다.
4. 이의 제기가 거부된 경우, 학생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결정.

출석 정책
과정에 대한 학점은 정규 수업 출석을 요구합니다. 수업 출석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정된 전체 수업 회의 동안 수업에 참석합니다. 물리적 존재는 모든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과제 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수업 회의. 부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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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누락된 정보나
수업작업이
내용에필요할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우,
결석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수 있습니다.
보충하지
않으면
결근
코스에 대한 낮은 등급 또는 낙제 등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formed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모든 온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출석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자동 로그인 확인과 같은 많은 학습 관리 시스템 도구를 통해 일일 퀴즈
기록을 취하는 것; VOD 시간 확인; 강사가 지정할 수 있는 기타 방법
또는 각 개별 학생의 출석 및 학업 진척도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자.
교내 출석 학생은 각 수업 회의의 80 % 이상 참석해야합니다.
그가 등록한 과정. 한 학기 동안 진행되는 캠퍼스 내 과정의 경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리폼드 대학교 학기 이후 최대 3회 수업을 결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일반적으로 15주 또는 16주입니다. 수업 회의의 20% 이상을 결석하는 학생은
"F"를 받거나 과정을 강제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극단적 인 경우에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무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결석 및 지각 정책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NS. 결석은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취해야 합니다.
NS. 늦은 등록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수업의 두 번째 주 이후에는 과정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씨. 강사는 다음과 같은 모든 학생을 레지스트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일찍 나간다.
2. 3주 연속으로 전체 수업을 빠지는 경우
3. 특정 과목의 수업을 20% 이상 결석한 경우
NS. 강사는 결석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규칙을 적용합니다.
1. 15분 미만의 지각만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3번의 지각은 1번의 결석으로 처리
3. 15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 1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정책은 학생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에 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Title IV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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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출석에 관한 중요 정보
결석은 퇴학 사유가 되며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학생은 수업의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철회됩니다.
수업에서. 수업을 행정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학생은 다음을 받게 됩니다.
철회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 마감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
해당 클래스에 등록하기 위해 학생은 다음이 될 때까지 해당 클래스에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기.
공식 수업 출석
학생은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공식 수업 출석 목록에 나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이 코스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
비록 그 또는 그녀가 수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과정에 등록하려면 학생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학생 계정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사무국을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전
웹사이트 등록은 과정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거나 세 번째가 될 때까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하는 당사자가 승인됩니다. 실제 개강 후 등록이 승인된 경우,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학생이 참석한 수업 세션은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결석은 학기 총계로 계산되며 현재 결석에 따릅니다.
기관 출석 정책.
정규직 상태
학부 프로그램의 "풀타임"은 12학기 등록 및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학점(4개의 3학점 수업);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등록 및 출석
한 학기당 9학점(3학점 3학점)
장기간 결석
학생들은 가능하면 언제든지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장기간 등록을 중단합니다. 2년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학기에는 재입학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스 작업을 재개할 때 유효한 학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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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제한적으로
쉬고자
재학중인
학생
학위 상태를
유지하고
학위하는
요구학위과정에
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공식 휴학합니다.
참고: 연속 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위 후보자
휴학은 자동으로 학위취급이 취소되며 재신청을 해야 함
학위 상태를 재개하기 위한 입학.
공식 휴학이 적절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상황:
• 학생이 여름 코스 작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 학생이 자퇴하거나 제적 또는 제적된 경우(재입학 참조).
• 학생이 학기 중에 학업을 중단하려는 경우(자퇴 참조).
리폼드 대학교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휴학 중인 학생은 누구나
타이틀 IV 목적을 위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학생의 마지막 날짜는
출석은 학생이 완료한 학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학생이 재등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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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첫 학기" 날짜로 새 학생 정보를 생성합니다.
학생이 다시 출석하기 시작한 학기에 해당합니다.
군휴학
학기 또는 세션 이전에 현역 미군에 소집된 학생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군대 휴가를 주선하기 위해 등록관 사무실에 군대 명령 사본.
군휴학은 주한미군 현역명령을 받은 학생만 가능합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외국 군복무는 휴학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학생은 자신의 지도교수 및 리폼드 대학교와 탈퇴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관리.
휴가 신청 마감
휴학 신청서는 수업 시작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학기/세션 휴가가 시작됩니다(Academic Calendar에 기재된 마감일 참조).
최대 휴가 기간
휴학은 한 학기 동안만 부여됩니다. 추가 조건에 대한 요청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휴가 첫 학기가 끝나기 전에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서면으로 제공됩니다.
1개의 추가 기간에 대한 연장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상황(즉, LOA 양식, 설명 서신 및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지원 문서).
휴가 변경
학생은 휴학 양식에 명시된 날짜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휴학이 예정되어 있는 학기/학기 개강 전에 학생이
휴가가 처리 된 사무실에 연락하여 휴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휴가가 시작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휴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휴학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을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연장은 대학 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위후보를 재개하기 위해 재입학을 신청해야 함
양식에 표시된 반환 날짜보다 빠르거나 수업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돌아오는 학기에
휴가 중 코스 작업
휴학은 개혁 대학교의 모든 학점 과정에 적용됩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은
다른 기관에서 코스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휴학 중 대학생 포털 개편
학생의 리폼드 대학교 학생 포털 계정은 학기 초에 정지됩니다.
휴학이 시작되는 학기. 동일한 사용자 ID를 가진 계정은 자동으로
학생이 돌아오는 학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에 재활성화된 경우
적어도 하나의 학점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휴가중 일반예금
휴학생이 휴학하는 동안 본교는 학생의 일반예치금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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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학자금 지원 여부
휴학 중인 학생은 대출 기관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상환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휴학 중 학점 연기
휴학을 한다고 해서 학점이연 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학 신청 시 필요한 학생 조치
1. 휴학 양식을 인쇄하십시오.
2.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휴가 확인
학생들은 휴학이 승인될 때 알림을 받지 않습니다. 공인 고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학생의 휴학이 기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들
휴가의 첫 학기와 첫 학기는 LOA(Last
출석일).

영구 학업 기록
기록된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업 기록에 영구적인 부분이 됩니다. 학생이라면
낙제 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은 기록에 남습니다. 실패한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
신규 등록 및 성적도 학생의 영구 기록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약 2년 후, 교수와
학생은 자신의 학년 문제를 조정할 시간이 충분하므로 조정된 학점은
개혁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관리.

학부
학생들이 코스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거나
연구 프로그램, 개혁 대학은 대학원 수준의 교수진이
인정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말기 학위(Ph.D. 또는 Th.D.)를 받았습니다. 을위한
리폼드 대학교는 학부 수준의 교육을 위해 교수진이
최소한 MA, Th.M. 또는 D.Min.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리폼드 대학교의 모든 교수진은
를 기준으로 채용
a) 적절한 이력서 제출
b) 선정된 사람을 프로그램 디렉터와 인터뷰
c) 인사부는 교수 후보자에게 표지가 포함된 패킷을 제공합니다.
서신, 인사정보목록, 입사지원서, 세금정보, 명세서
신앙의 철학, 교육철학, 계약, 직무기술서
모든 프로그램 디렉터는 현재 정규직 직원이며 기타 교육 목적으로
겸임 교수는 지정된 과제를 가르치고 수행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대학 학습 목표와 일치합니다. 모든 교수진의 중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탁월한 교육 목표 및 결과, 자체 평가 및 수석 아카데미의 검토
장교. 따라서 Reformed University는 교수진이 제공하는 잘 설계된 강의 계획이
회원은 적절한 평가와 함께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이 목적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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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교과목을 배정받은 교직원은 해당 교과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 시작 4주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한 자료와
정보는 학기 첫 주에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혁
대학은 모든 교수진이 개발에 Bloom의 분류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과정에 대한 적절한 강의 계획서, 대학 사명을 학과 목표와 비교하고
특정 과정의 목표, 적절한 평가 및 교육 개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결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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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보는 모든 개혁 대학 강의 계획서에 있어야 합니다.
• 코스 제목
• 코스 번호
• 교실/교실 위치
• 강사 이름 및 사무실 위치
• 사무실 전화번호
• 교직원의 이메일 주소
• 교직원의 근무시간
• 코스 설명
• 코스 목표
• 과정 목표가 부서 목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설명
• 수업 주제, 과제 및 날짜의 잠정 일정
• 교과서 제목 및 저자
• 전제 조건에 관한 진술
• 출석 정책
• 수업 규칙(예: 교실에서 식사 금지, 휴대 전화)
• 평가 없이 삭제하는 마지막 날
• 강의 방법론
• 서면 과제
• 등급 체계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학업 보호 관찰

누적 학점 평균이 적정 누적 학점 미만인 학생
학기말의 평균은 다음 기간 동안 학업 근신에 배치 될 수 있습니다.
학기. 모든 학사 학위의 적정 누적 학점 평균은 2.0(C) 이상입니다.
학위; 대학원 학위의 경우 3.0(B).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 관찰에서 제외됩니다.
누적 학점 평균은 다음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요구되는 최소 평균에 도달합니다.
학기.
학사경고에 합격한 학생은 12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학기.
리폼드 대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할 예정인 학생은
지도교수 및 교무처. 아래 상황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철회 또는 해고 사유:
• 장기 질병(의사의 확인 필요)
• 징계를 요구하는 학교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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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결격

해임
누적 학점 평균이 2.0 미만인 학생은 학업
해임. 학생은 학업 또는 기타 이유로 대학에서 제적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은 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학업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를 받았고 평균 학점을
다음 학기 각 학위의 적정 누적 학점 평균
• 정해진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광범위한 입원이 필요한 질병 발생
• 징계 및 비행에 관한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중범죄 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퇴
리폼드 대학교에서 자퇴하려는 학생은 등록 담당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철회 양식(과정 철회 양식 또는 F-1 비자 상태)을 작성하십시오.
탈퇴신청). 적절한 철회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향후 재입학 거부. 개혁 대학은 요구되는 최소 12학점을 유지합니다.
매 학기 등록 시간.
참고: 재정 지원 및/또는 철회의 학업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전에 강사, 고문, 카운슬러 또는 유학생 고문과 상의하십시오.
철수. 자세한 내용은 환불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학업적 부정행위
모든 학생은 자세한 내용은 개혁 대학 학생 핸드북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 부정 행위에 대해. 학업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43/160

8/11/2021

개혁 대학
표절:
학생이
사람의
아이디어,
단어 또는
작업을
자신의
생각, 다른
말, 일.
표절은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것과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인정하려고 시도합니다. 표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에 제한받지 않고
• 교과서에서 승인되지 않은 구절 복사
• 다른 학생 또는 수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작업 전체 또는 일부를 재사용
• 웹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것으로 제출
자신의 일
부정 행위: 학생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정 학습 경험, 평가 또는 시험을 위해. 부정 행위는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된
• 설문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 시험에서 다른 학생의 답변을 복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허용하는 행위
시험에서 답을 복사하다
•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시험에 가져가는 행위
• 다른 학생을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자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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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꺼내는 것
지시에 반하는
• 시험 전 시험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입수하여 사용하는 행위
• 채점된 과제를 변경한 다음 재채점을 위해 반환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
담합: 학생이 강사의 허락 없이 작업할 때 다음과 담합
완료된 작업으로 표시되는 작업을 생산하는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
학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담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기
• 다른 사람의 메모를 사용하여 과제 준비
• 주석이 달린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강조하거나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 같은 주제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다른 학생에게
다른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과제
과제 제출 시 이점
학생이 다른 사람의 학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기타 학업 부정 행위가 발생합니다.
합법적인 학습 또는 가르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특히 다음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 규칙 위반
•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류
필요할 때 책에 접근
• 도서관에서 책을 훼손하는 행위
•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행위
• 수업 방해
• 기타 타인의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그들의 일, 연구 또는 연구.

대학 행동 강령
학생 행동 관리자
학생처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은 학생 행동 관리자입니다.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노력을 지시하는 사람
규율. 학생 행동으로서의 학생처장의 책임
관리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NS. 본 행동 강령에 따라 제기할 징계 혐의 결정.
NS. 징계 절차와 관련된 당사자를 인터뷰, 조언 및 지원합니다.
징계 회의 또는 교수진 전에 균형 잡힌 발표를 준비
학문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
씨. 모든 학생 징계 기록을 유지합니다.
NS.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 개발.
이자형. 본 강령에 명시된 학생 비행 사례 해결.
교실 기준
개별 교수진은 주로 교실 환경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이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기타 행동을 하는 경우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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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업시간. 더 긴 정학 또는 징계에 의한 해고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회의 또는 청문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수 및 강사
가능할 때마다 교실에서 자유로운 토론, 질문 및 표현을 장려할 것입니다.
학생의 성적은 오로지 수업 과제에 기반한 학업 성취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및/또는 시험, 표현된 의견이나 학업 기준과 관련 없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이 행위가 학문적 노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학생의 권리와 책임
리폼드 대학교에 등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들은 학계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소수민족 교육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
미국의 커뮤니티. 따라서 학생들은 권리, 보장 및
기독교인과 관련하여 모든 시민이 갖는 보호와 책임
신념. 학생은 지역, 주 또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기소에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사법 절차를 개시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 회원으로서
대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은 대학을 알고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학생 담당실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사무 및 학술상임교수위원회. 모든 상황에 학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 문서 또는 이 행동 강령에 명시된 만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규정. 따라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청렴, 정직, 타인과 캠퍼스 환경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 보호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다음과 같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유와 판단력. 학생들이 정보 또는
모든 수업에서 제시되는 견해, 그들은 모든 과정의 내용 학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적절한 학업 평가로부터 보호
학생들은 편견이나 변덕스러운 학업 평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업 성취 기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모든 코스 작업에 대해 설정됩니다. 자신을 믿는 학생
부적절하게 평가된 경우 강사에게 우려 사항을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 강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사소통한 후에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학생은 학업 기록 수정 요청 양식을 레지스트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 RU 행정부는 공식 청문회 또는 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학생의 수업 기록과 관련하여 강사.
공개에 대한 보호
교수진이 학습한 학생의 신념, 견해 및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정보,
직원 및 관리자는 업무 과정에서 불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에 대한 태도. 재량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사될 것입니다.
공개는 학생이나 대학 커뮤니티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금지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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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행동 강령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적용됩니다.
구내 및 대학 후원 활동; 뿐만 아니라 교외 행동에
대학 커뮤니티 및/또는 목표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커뮤니티 회원은
실제 학위 수여를 통한 입학 또는 취업 지원 또는
그러한 행위가 수업 전에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종료(또는
고용) 시작 또는 수업(또는 고용) 종료 후, 학업 중
연도 및 실제 등록 기간 사이의 기간(또는 휴가 또는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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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수여받거나 취직할 때까지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종료. 대학 행동 강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학생의 행동에 적용됩니다.
징계 문제가 계류 중인 동안 학생이 학교를 자퇴합니다. 학생 행동의 경우,
학생처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다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학 행동 강령은 사례별로 캠퍼스 밖에서 발생하는 행동에 적용됩니다.
사례 근거.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며 대학 강령에 위배됩니다.
지휘하다.
학생 담당 이사는 행동 위반 혐의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감독합니다.
조직이 행동 강령 위반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여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고려됩니다.
NS. 조직의 한 명 이상의 구성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NS. 조직의 임원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씨. 조직 자금이 부적절하게 상환되었습니다.
NS. 조직이 후원하는 기능의 결과로 발생한 부정행위
이자형. 조직 구성원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
학문적 부정직
학문적 부정직은 고의로 학생회 또는 RU 교수진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설명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
아래에. 개혁 대학은 모든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존중합니다.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교수진과 직원들에게도. 학생, 교직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재산은 법과 개혁 대학 정책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혁대학교의 모든 학생은 동료의 지적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차용하는 등의 행위
적절한 인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모든 과정 자료, 인쇄된 정보, 문서,
모든 시각적 자료, 녹음된 코스 작업 및 학업 개발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개혁 대학에 의해. 또한, 대학은 교육과
캠퍼스 생활에는 지속적이고 비판적이며 도전적이며 건설적인 의사 소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카데미와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학생, 교수진 및 행정부 사이, 그리고
그러한 의사 소통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지식 소스. 소스가
정보가 인정되거나 공유되지 않으면 의사 소통의 힘이 상실되고
권위가 떨어지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잃고 출처는 무결성을 잃습니다. 따라서 에
개혁 대학, 학문적으로 부정직한 행동, 특히 표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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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기 때문에 좋은 학습 및 학업 표준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개혁 대학의 더 나은 교육 조건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다음은 개혁대학교에서 금지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목록입니다. NS
이 항목을 위반하는 학생은 대학에서 영구 제명됩니다.
재입국 가능성. 이러한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교수는 사법적 조치에 직면해야 하며,
대학과의 고용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표절
학생 또는 교수진이 아이디어, 단어 또는 작업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 또는 교수진이 표절
자신의 생각, 말, 작품으로 다른 사람의 것. 표절은 다음과 구별해야 합니다.
의 말, 작품 또는 아이디어를 인정하려는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시도
다른 사람. 표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교과서에서 복사, 승인되지 않은 구절
• 다른 학생이나 수정된 사람의 작업 전체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웹에서 자료를 가져와 제출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작업으로
부정 행위
대학의 구성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학습 경험, 평가 항목 및/또는
시험.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설문조사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얻은 데이터를 위조하는 행위
• 시험에서 다른 학생의 답을 복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허용
시험에서 답을 복사하는 학생
•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시험에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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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생을 대신해 시험장에 앉거나 시험장에 다른 사람을 데려가게 하는 행위
자신을 대신하여
•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지를 꺼내는 경우
지시에 반하는
• 시험 전 시험에 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획득하고 사용하는 행위
시험
• 표시된 과제를 변경한 다음 다시 제출하기 위해 반환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표시
공모
학생이 강사의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작업할 때 담합하는 행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표시되는 작업을 생산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
학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담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과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작성
• 과제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메모를 사용
• 주석이 달린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이 강조하거나 밑줄이 그어진 텍스트
• 같은 주제에 대한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다른 학생에게
다른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조건에서 자신의 과제
과제 제출 시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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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업 부정 행위
학생이 다른 학생을 억제하거나 방지할 때 학생은 학업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합법적인 학습 또는 가르침.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특히 다음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 규칙 위반
• 다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보류
필요할 때 책에 접근
• 도서관에서 책을 훼손하는 행위
• 도서관에서 책을 훔치는 행위
• 수업 방해
• 기타 타인의 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그들의 일, 연구 또는 연구
기타 부정직 행위
기타 금지된 학업 부정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고의적으로 대학 및 교직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부 기관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대학과의 제휴를 오용
• 잘못된 정보나 대학 자원을 사용하여 이름을 도용하는 행위
대학교
• 대학 문서의 위조, 무단 변경 또는 무단 사용
전자 전송 또는 식별 도구, 또는 학술 및 비
학력·서명·인감 또는 그 도장
• 대학 문서, 기록의 위조, 변경 또는 오용
신분증
• 대학 기록의 작성을 유발, 묵인 또는 장려하는 행위,
문서화하거나 부정직하게 작성하다
• 대학 관계자에게 뇌물이나 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다
•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생회 선거를 조작하는 행위
개혁 대학의 협회
• 캠퍼스의 모든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둘 이상의 투표용지를 던지거나 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무질서한 행동
"무질서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NS
• 교육, 연구, 행정 또는 기타 대학의 방해 또는 방해
활동
• 학업을 방해하는 방해를 일으키거나 유발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권리, 사생활 또는 특권을 추구하거나 침해하는 행위
•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위협, 협박, 괴롭힘, 강압 및/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입력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승인과 지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조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행위 위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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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에 관한 대학 정책 및 절차 위반, 기타
괴롭힘 및 차별 금지 정책. 에 관한 정보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성에 관한 정책에서 대학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괴롭힘(Reformed 대학의 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괴롭힘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 게시된 대학 정책, 규칙 또는 규정 위반
• 대학 관계자 또는 법 집행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의무를 수행할 때 및/또는 이러한 사람에게 자신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무료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모으는 행위
불법 행위를 유발하거나 임박한 집회 및 시위
인명 또는 재산에 대한 상해를 위협하는 행위, 다른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예정된 및/또는 정상적인 것을 방해하도록 다른 사람을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대학 커뮤니티
캠퍼스 건물 또는 지역 내 활동
• 사전 승인 없이 광고 또는 판촉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적절한 대학 관계자 또는 학교의 정책을 위반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대학, 주법 또는 지방법
성희롱
성희롱은 대학의 사명을 훼손하고 경력을 위협하며,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캠퍼스 방문자의 교육 경험 및 웰빙.
따라서 모든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게스트는 성희롱 및 성적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에 설립되었지만
미국 및 조지아주 법에 따라 대학의 정책
성희롱 및 위법 행위에 대한 금지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개혁 대학의 학업, 주거 및 전문 표준의 표현
지역 사회. 대학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불만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괴롭힘
제3자가 목격함.
이 정책은 모든 교직원, 학생 및 모든 관련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조직. 모든 개혁 대학 구성원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또는 캠퍼스 밖에서 대학이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 또는 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활동에도 적용됩니다.
인정된 학생 단체의. 대학 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자, 실시
캠퍼스 비즈니스 또는 대학 방문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정책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성희롱에는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이 포함됩니다. 성적인 부탁과
그러한 행위에 복종하는 것이 성적인 성격의 기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또는 학업에 대한 용어 또는 행위를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고용의 근거인 경우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문적 결정, 또는 그러한 행위가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경우
개인의 업무나 학업 성취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습 환경. 성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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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에는 성적 풍자, 외설적인 말, 모욕,
위협, 성별에 대한 농담, 특정 특성 또는 성적인 제안, 외설적이거나 모욕적인 것
소음, 헐뜯기, 휘파람 또는 음란한 몸짓, 몸을 만지거나 꼬집기
강압적인 성관계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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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괴롭힘은 동료, 교사, 학생, 친구, 낯선 사람,
가족 구성원, 남성 또는 여성.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과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안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성희롱이란 무엇입니까?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정의 또는 성적
1980년의 괴롭힘: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호의 요청 또는 기타 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위
성적인 본성:
1.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제출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개인의 고용
2. 개인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부가 다음의 근거로 이용된 경우
그러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 결정, 또는
3. 개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할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행위
업무 수행을 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유형 1과 유형 2는 모두 대가성 괴롭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성적 뇌물" 또는 이익의 약속, 그리고 "성적 강압". 유형 3은 가장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 이 형식은 덜 명확하고 더 주관적입니다. 직장
괴롭힘 고소인은 EEOC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연방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 15,000명의 성적
괴롭힘 사건은 매년 EEOC에 접수됩니다.
성희롱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다음을 포함하여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사, 고객, 동료, 강사 또는 교수, 학생,
친구, 또는 낯선 사람. 피해자는 직접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이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 피해자는 남성 또는 여성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남성일 수도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NS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성희롱을 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괴롭힘의 유형
• Power-Player: 법적으로 대가성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위의 설명.
•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카운셀러-도우미라고도 함): 이 괴롭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성적 의도를 숨기면서 멘토와 같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개인적, 직업적 또는 학문적 관심을 가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One-of-Gang: 종종 경쟁이나 재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One-of-Gang 괴롭힘
남성이나 여성의 집단이 음란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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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또는 기타 원치 않는 성적 관심. 범죄자는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또는 그룹이 특정 사람에게 갱단될 수 있습니다.
• Serial Harasser: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좋은 평판을 쌓습니다.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 또는 그녀는 은밀히 공격하여 그것이 그들의 말임을
피해자의 반대.
• Groper: 기회가 올 때마다 괴롭히는 사람의 눈과 손이
떠돌다. 그들은 키스나 포옹을 주장하는 것을 좋아하며 때로는 잡아 당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 기회주의자: 그들은 물리적 환경과 환경을 사용하여 계획된 또는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인 성행위.
• Bully: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일부 위반에 대해 피해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됩니다.
괴롭히는 사람의 관심이나 접근을 거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을 은폐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자신이나 능력에 대해. Bully는 그러한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간주합니다.
피해자를 자신의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
• Confidante: 그들은 부하 직원에게 동등하거나 친구로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과 어려움, 감탄을 얻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발명하기
그리고 동정심, 그리고 부하들이 자신의 것을 공유하도록 초대하여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치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곧 관계는 친밀한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부하직원은 탈출하기 어렵다.
• 상황적 괴롭힘: 괴롭힘 행위는 가해자가 참을 때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상황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괴롭힘
상황이 바뀌거나 압력이 제거되면 일반적으로 중지됩니다.
• 해충: 관심과 데이트를 위해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괴롭히는 사람
지속적인 거부 후에도. 이 행동은 종종 단순히 잘못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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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지만 여전히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 Great Gallant: 언어적 괴롭힘에는 과도한 칭찬과 개인적인
외모와 성별을 중시하고 어울리지 않거나 창피한 댓글
받는 사람에게.
• 지적 유혹자: 이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성적 목적으로 학생 또는 학생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
그들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연습이나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적 경험, 선호도 및 습관에 대해.
• 무능한 자: 사회적으로 무능한 자, 그들은 자신이
표적은 그들의 주의에 아첨을 느껴야 합니다.
• 스토킹: 이것은 또한 성희롱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환경(환경적 괴롭힘이라고도 함):
외설, 성적 농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낙서, 인터넷 포르노 시청,
성적으로 비하하는 포스터 및 물건 등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없거나
대상은 반드시 특정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 의식 및 개시: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다음의 일부로 그룹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회원들이 신입 회원을 학대하거나
성희롱 또는 입문의 일부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의식.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 직장 또는 학교 성과 감소; 결근 증가
• 과정을 중단하거나 학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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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나 경력의 상실, 수입의 상실
• 공개 조사를 위해 사생활이 제공되는 경우
• 정밀 조사와 가십으로 객관화되고 굴욕을 당함
• 공개적으로 성적 대상화됨
• 인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환경에서 신뢰 상실
•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 참조/추천의 손실
기관 및 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
•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감소
• 생산성 감소 및 팀 갈등 증가
• 재정 목표 달성 성공률 감소
• 괴롭힘이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사임으로 인한 직원 및 전문 지식
성희롱 혐의자의 사임/해고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의 손실
괴롭힘
• 생산성 저하 및/또는 결석을 경험하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결석 증가
괴롭힘
• 의료비 및 병가 비용 증가
• 괴롭힘이 허용된다는 사실은 윤리적 기준을 훼손할 수 있으며
교직원 및/또는 학생이 존경을 잃음에 따라 조직 전반의 규율
성희롱에 탐닉하거나 외면하는 선배를 신뢰한다.
• 조직의 이미지에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책임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학의
성희롱 및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이해가 잘 안되는 학생
정책은 학생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교직원 및 교직원
정책은 부서장 또는 감독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학과장 또는
정책을 이해, 해석 또는 적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감독자
추가 지침 및
정보.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 성희롱 또는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직원이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인사부장에게 알립니다.
괴롭힘의 패턴을 인식하는 목적.
감독자는 이 정책의 준수를 모니터링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자
좋은 행동의 본보기가 되고 괴롭히는 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복이 없도록 합니다. 개혁 대학은 회원을 제공합니다
목적이 있는 금지된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갖춘 학교 커뮤니티
또는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작업 또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
개인의 업무 또는 학업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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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받아들일
고용 또는수
학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괴롭힘
치료는
없으며
우리의
정책과
치료에
대한 기본
약속에
위배됩니다.
다른 하나는 존엄성과 상호 존중으로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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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대학의 구성원이
이 정책을 위반하는 괴롭힘이나 보복을 금지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다음까지 적절한 징계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해고 또는 지위의 영구 해지를 포함합니다.
제재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성적
괴롭힘은 학생의 해고 또는 해고에 대한 적절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신 교수 임용 종료를 포함한 고용. 대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협박, 위협, 강압 또는 기타 보복을 허용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절한 제재를 가할 것
그러한 활동에 종사.
기밀성
대학은 성희롱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문의 및 불만을 처리합니다.
최대한의 재량으로. 대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 규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 또는 증인에 대한 기밀 유지
정책에 따라 불만 사항에 관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도록 하고 싶은 경우
기밀이 유지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 문의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지망생의 동의 없이도 조사할 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 후. 대학 카운슬러 또는 캠퍼스
목회자들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고객의 기밀을 유지하는 특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법이 허용합니다.
해결 절차
Reformed University는 다음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혐의를 받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개혁 대학
교수진에 대한 또는 교수진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유지하고,
행정이나 학생. 사건이 발생하거나 목격되었을 때, 그 문제는
즉시 안전 및 보안부에 보고하고 공식 보고서는
보안 공무원이 작성하여 학생 사무국장에게 보고합니다.
후속 절차를 결정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특별히 조직된
배정된 교수진이 결정하는 교수진 학술 및 사법 교수 위원회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학의 정책과 결정.
1. 불만사항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대학의 모든 구성원
다른 형태의 괴롭힘이나 보복 행위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인적 자원 이사 또는 학계 및 사법 학부 위원회 위원.
보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주장된 사건이 발생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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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도
불만을 접수한 대학 관계자는
상황, 필요한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사용 가능한 옵션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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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관계자는 문제를 학술 및 사법 위원장에게보고합니다.
교수위원회.
피의자가 피의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의자에게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경우
결의를 구하는 경우, 학술 및 사법 학부 위원회 위원이 감독합니다.
비공식적 해결을 추구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의사 소통 과정
양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정식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피의자와 최초 의사소통 후 조사
비공식적 해결, 서면 불만 사항은 학업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법사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공식 조사를 수행합니다.
고소인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회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범죄 혐의자 및 사건의 다른 증인이 사건의 사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절차는 기밀로 유지되며 기록은 결과와 함께 보관됩니다.
및 대학 총장에게 보고할 권고 사항. 대통령이 검토할 것
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대통령은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조사 결과.
무기
화기, 폭발물, 기타 무기 또는 위험한 화학 물질 소지
대학 재산은 언제든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안전
개혁 대학은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마약, 알코올, 무기, 성행위, 폭력 행위 또는 불법 행위가 허용되는
교정. 처방약을 제외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불법
캠퍼스에 유해한 자료를 소지하면 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즉,
퇴학), 서슴지 않고 리폼드대학교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반자에 대해 및/또는 위반자를 연방 당국에 보고합니다.
대학은 미국 교육부가 권장하는 "3R"조치를 취합니다.
비상 상황 처리: 준비, 대응 및 복구. 우리는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상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은 현재 학생에게 연락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 캠퍼스 보안 부서는 전자 메시지(SMS)를 전송합니다.
캠퍼스 비상 사태의 경우 학생의 휴대 전화 및 이메일 계정으로.
알코올 및 약물 위법 행위
조지아 법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알코올 음료를 소지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적 음주 연령 및 아래의 사람들에게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적 음주 연령. 개혁 대학은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기대합니다
알코올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모든 학생 및 회원
21세 미만의 대학은 알코올 소지 및 소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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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은 약물 사용 및 소지가 금지됩니다.
(처방약과 같은). 알코올을 사용, 소유,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대학 구내에서 음료, 마약 또는 기타 규제 물질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
도난, 손상 및 재산 무시
대학 구성원은 다음 항목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시도하거나 소지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재산; 요청에 따라 캠퍼스에서 임대, 임대 또는 배치된 품목 또는 서비스
기관의; 학생, 교직원, 교직원, 손님 또는 학생의 소지품
조직; 또는 적절한 절차 없이 캠퍼스 밖의 개인 또는 기업 소유의 물품
권한 부여.
다른 형태의 절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대학 재산 항목의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손상 또는 파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캠퍼스에 임대, 임대 또는 배치된 품목; 아이템
학생, 교수진, 직원, 대학 또는 학생 조직의 손님에 속하는 것;
또는 캠퍼스 밖의 개인 또는 기업 소유 물품
• 판매자가 책의 소유자가 아닌 한 교과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교과서 또는 소유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도서관에 소장된 물품 또는 물품을 가져오거나, 가져가려고 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전시를 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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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산, 시설, 열쇠의 무단 출입/사용
개혁 대학 재산에 관한 다음 활동은 금지됩니다.
• 건물, 사무실 또는 기타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
대학 시설
• 대학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대학 키 또는 기타 방법의 무단 소유, 사용 또는 복제
통제된 접근(예: 카드, 코드)
도박
개혁 대학은 모든 활동을 수행, 조직 또는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 및 대학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연의 게임 또는 도박과 관련된 것.
헤이징
개혁 대학은 어떤 형태의 괴롭힘도 허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습니다. "헤이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고의, 과실 또는 무모한 행동, 활동 또는 다른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혹, 조롱 또는 괴롭힘
참가하다. 그러한 행동과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술이나 기타 물질을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음식이나 기타 물질의 섭취를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체조(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조깅, 달리기 등)
• 라인업
• 모든 재산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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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밤 연속 6시간 미만의 수면 유발
• 충분한 학습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활동 수행
• 언제든지 과도한 노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회원에 대한 원치 않는 인신매매 행위를 하는 행위
• 대학 정책, 연방법, 주법 또는 지역법 위반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위반에 대한 공동 책임
RU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책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학 행동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협력한 것으로 밝혀짐; 고의로 용인하고,
대학 행동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조장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또는 허용,
게스트가 대학 행동을 위반하는 것을 묵인, 허용 또는 기회 제공
규정.
공식 지시 위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관계자의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들의 의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의 동물들
동물(고양이, 개, 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대학에 데려오는 경우
안내 동물을 제외한 건물, 허가된 실험실에 사용되는 동물
명시적인 허가를 받은 목적이나 동물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지.
경찰을 제외하고 개 및 기타 동물은 대학 건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 훈련 중인 보조 동물,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 동물,
아래와 같이 상급 감독관이 허가한 동물, 또는
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 또는 시연에 사용되는 동물. 서비스 소유자
훈련 중인 동물은 입장하기 전에 학생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 건물입니다.
동물(경찰견, 경찰견 제외)을 동반하고자 하는 교직원
서비스 동물) 캠퍼스 또는 대학 건물에 들어갈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책임 및 제한 사항:
1. 해당 교직원의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과장, 행정과장) 교수 또는
동물을 건물 안으로 데려가는 직원
2. 성견의 경우 개가 다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복종 훈련
3. 교직원이 동물을 건물에 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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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해당 교직원 사무실로 직접 데려가야 합니다.
4. 동물이 수업의 일부가 아닌 경우 동물을 교실에 데려올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승인한 교육 또는 연구 프로젝트
5. 개는 승인된 기간을 제외하고 대학의 모든 구역에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이 목줄로 구속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훈련 수업, 또는 개가 교직원 사무실에 있는 경우

59

71페이지

6. 대학 부지에 있는 다른 모든 동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가죽끈 또는 기타 적절한 구속 장치, 그리고 가죽끈 또는 장치는 반드시
항상 유능한 사람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7. 대학 부지에 있는 모든 개는 항상 유효한 개 면허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8. 동물이 대학 부지에 퇴적한 배설물은 제거해야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가 즉시 그러한 것을 입금합니다. 어떤 손상, 얼룩,
동물의 배설물 침전물로 인한 변색, 냄새 또는 기타 결과는 수리되거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학 표준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물의 주인은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대학의 교육과정, 행정과정, 기타 대학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모든 동물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해당 동물을 대학 소유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처리자에 의해 즉시. 모든 대학에서 발견된 모든 동물의 소유자
동물이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즉시 동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동물이 수감됩니다.
불쾌감을 주는 동물은 압수 대상이 되며 소유자가 소환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동물의 소유자는 압수 및/또는
동물의 석방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비용. 대학의 동물 소유자
재산은 동물(들)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동물도 대학 건물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없습니다. 무인 동물
대학 건물 외부에서 보안 또는 제지된 것이 발견되면 귀넷은 제거할 것입니다.
카운티 동물 통제. 적절한 조치 없이 차량에 동물이 있는 경우
식품, 물, 환기 또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한의 온도에 노출되거나
안전은 지방 당국에 보고될 것입니다.
다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야생 동물(예: 주머니쥐, 스컹크, 코요테) 관찰
대학 재산에 대한 정보는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 또는 지역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제거를 위해
대학 부지에서 발견된 사체는 대학 안전 및 보안 부서에 연락하십시오.
영업시간 내 부서. 캠퍼스 부지에서는 말을 탈 수 없습니다.
개발되거나 조경된 것입니다.
캠퍼스의 미성년자 방문객
사전에 대통령의 동의와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상황에 따라 대학 커뮤니티 구성원은 미성년자를 데려 올 수 없습니다.
대학 구내에 자녀 또는 형제 자매.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의도적으로 또는 대학 구내에서 그러한 미성년자에게 발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캠퍼스의 자동차
이 규정은 개혁 대학의 주차 정책을 다룹니다. 모든 주차 규칙은
1년 365일 시행합니다. 모든 질문은 안전 관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안 전화 770-232-2717.
• 모든 유권자는 중요한 주차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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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부지에 있는 모든 차량은 적절하게 등록 및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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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모든 차량은 소유자의 비용으로 견인되어야 합니다.
• Reformed University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자 및
사무실에 등록하지 않은 손님은 캠퍼스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학생 업무의.
•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은 유효한 주정부 발행 장애인 주차 공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모든 장애인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허가증 또는 번호판. 장애가 있는 경우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 주차는 예약되지 않은 모든 공간에 허용됩니다.
장애인 번호판이 보이거나 주에서 발행한 행택,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표시됩니다.
리폼드 대학교는 캠퍼스 내 모든 손상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차량을 잠그고 주차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조명이 밝은 공간, 비어 있는 동안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정치 활동
리폼드 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며,
다양한 강의실과 현장체험, 컨퍼런스, 전시,
열린 토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기 위해 문화 및 지역 사회 행사
기회,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개혁 대학은 모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교직원 및 학생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선거 과정에 있는 개인. 이 정책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수, 직원 또는 학생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개인으로서. 그러나 대학 행정관, 교수진
직원은 공식적으로 공식적 능력으로 공개 또는 미디어 성명을 발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 캠페인 또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언제
개인 시민으로서의 자격으로 그러한 진술을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들이 대학을 대표하거나 대학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활동이 규제되는 비영리 사립 고등 교육 기관
국세법 501(c)3항에 따라 개혁 대학은 금지됩니다.
공직 후보자의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
연방법과 주법은 개인의 정치 활동과
개혁 대학과 같은 면세 기관의 것. 면세 기관은
"법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를 대신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공직에 출마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캠퍼스 내 정치 활동은
중립적이고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개혁주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만 수행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정당한 면제 기능.
캠퍼스 내 정치 활동에 관한 일반 정책
캠퍼스 내 정치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 목적을 지원해야 하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행동 촉구로. 특정 활동의 단일 인스턴스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국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합된 활동이 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측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캠페인에 기관이 개입하면 세금 코드 위반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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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정치 활동 지침
프레젠테이션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은 개인 및 집단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이해하고 분명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대학. 공식적으로 구성된 특정 후보자의 지지
캠퍼스 그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학 이름 및/또는 휘장은 다음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데 사용되거나 의도된 문구 또는 기타 자료.
후보자 및 캠페인
공직 후보자가 캠퍼스에 출석하는 것은 교육 또는
대학 커뮤니티와 정보 제공 대화 및 공식적으로 후원해야
캠퍼스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외모는 공공 사무실과 조정해야합니다
총장실의 최종 권한 하에 있는 개혁 대학의 관계,
캠퍼스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유력한 후보자에게 확대됩니다.
특정 사무실. 이벤트는 캠페인 랠리로 진행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자는
개혁 대학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자료 전달을 포함한 후보자 선거운동 및 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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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대학이
없는
대학
부지
어디에서도
허가.
포스터와
전단지는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야허용되지
합니다. 않습니다.
캠퍼스에 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대학 시설 및 자원의 사용
서비스 및 자료를 포함한 어떠한 캠퍼스 정치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대학 자금. 시설 및 자원의 사용은 대학 일정 정책에 따릅니다.
캠퍼스 조직은 캠퍼스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여 정치 포럼 및
초점이 에 있는 한 공식적으로 구성된 캠퍼스 그룹이 후원하는 토론
선거운동원 모집보다 교육기회. 그러나 캠퍼스
Reformed University의 캠퍼스 메일 시스템, 전화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한 후보자의 캠페인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력
일반적으로 대학 시설과 자원은 주로 행동 촉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후보.
모금 활동
정치 후보자 또는 선거 운동을 위한 기금 또는 기부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Reformed University 또는 캠퍼스 및 대학의 이름으로 상황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자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폼드 대학교 학생, 교수진이라면,
또는 직원이 정치 기부를 하는 경우, 개인으로서 기부해야 하며 개인을 대표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대학.
전단지 게시
포스터, 표지판, 공지사항 및 전단지는 캠퍼스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
특정 행사 또는
프로그램.
대학의 부서 또는 단위에서 후원하는 정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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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정치 행사는 대학의 학과 또는 단위에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홍보국장 및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포럼 또는 토론 형식.
2. 홍보: 대학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홍보 자료는 다음을 암시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또는 후원 단위 또는 부서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조직의 정치 조직 위치.
3. 비용, 경비, 수수료 및 명예. 시설대여료는 면제되지만,
이벤트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보안, 관리, 주차 지원, IT 등)은
기관 후원자가 지불합니다. 어떠한 보상, 명예 또는 비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치 조직 또는 정치 후보자에게 지급 입장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과되며 정치적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행사는 인정받는 학생, 교직원 또는 직원 그룹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조직:
1. 승인: 후원은 회장 또는 그의 피지명인이 승인해야 합니다.
캠퍼스 시설은 시설에 따라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정책 및 관련 지침 또는 정책. 리셉션은 다음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정치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된 후보자.
2. 홍보: 대학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행사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 홍보 자료는 다음을 암시하거나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또는 후원 단위 또는 부서가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조직의 정치 조직 위치; NS
후원 기관은 행사,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학의 권리.
3. 면책 조항: 각 정치 행사가 시작될 때, 행사가 완전히 소집된 후,
정치 후보자 또는 정치 후보자의 대표자, 정치인
조직 또는 후원 그룹 또는 조직은 다음 구두를 전달해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행사는 (단체명)이 후원합니다. 개혁주의의 사용
이 행사를 위한 대학 시설은 다음의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관. 개혁 대학은 이 후보자나 조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또는 기타 정치 캠페인과 관련된 모든 후보자 또는 조직
또는 선거."
4. 비용, 경비, 수수료 및 명예: 시설 임대료 및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 대학에 대한 개혁 대학 정책에 따라 부과
조직. 정치자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치 임명 또는 선출직
관리자, 교수진 및 직원은 정치적 임명을 수락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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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원이 재학 중인 동안 정치 캠페인을 관리하거나 참여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기관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주에서 선출직 정치직을 맡을 의무 또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방 수준.
기관 자원의 사용
개혁대학 직원 및 학생은 대학 이용을 금지합니다.
정치를 위한 자원(자금, 차량, 복사기, 팩스, 용품, 서비스, 우편물 라벨 등)
이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캠페인 목적. 대학 로고, 레터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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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장이나 인장은 그러한 서신과 직원의 직함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캠퍼스 내 정치 토론 또는 포럼 지침
1. 공직에 대한 모든 법적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참여하도록 초대되어야 하며 기록
초대와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2. 이벤트 시작 전 모든 참가자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초청된 후보자 및 거절 또는 참석 여부;
3. 리폼드 대학교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 진행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상 모든 후보자와 주제에 대해 중립적이며 광범위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후보자의 예상 직무 책임 내 질문 범위;
4. 모든 후보자는 질문에 답할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5. 행사장에서는 캠페인 문헌이나 기금 마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혁 대학 시설 코디네이터는 사용자에게 위의 사항을 알립니다.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준수 사항을 문서화합니다.

지방, 주 및 연방 법률 및 조례
지역, 주 또는 연방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본 강령을 위반하며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진행할 수 있는 이 법에 따른 절차
대학이 그 이익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만 형사 기소
대학 밖의 지역 사회의 것. 일반적으로 대학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법 집행관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 제재
경우.

선물 수락
항상 명성을 보존 및 보호하고
다음 표준의 구현을 통해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
학생들의 선물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팁, 개인적인 팁,
또는 학생들로부터의 선물과 금전적 팁이나 팁을 받는 것. 학생이나 다른 사람의 경우
개인이 금전적 선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재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목적이나 사례금의 가치에 관계없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선물, 호의, 서비스, 향응,
또는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또는 행동의 범위 내에서 기타 가치 있는 것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전, 서비스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구매자의 판단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공급자, 고객, 정부 공무원 또는 대학의 다른 사람은 절대적으로
금지. 그러한 행위는 즉시 RU 행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벤더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이나 사례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대학의 정책입니다.
이익을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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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산의 개인적인 사용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대학의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모든 대학 재산은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설계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회원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대학의 이익을 증진합니다.
대학 커뮤니티.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져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학의 장비, 용품, 재료 또는 서비스.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 또는 사용에 대한 보상을 초래할 근무 시간
개인 또는 비업무 관련 대학의 장비, 용품, 재료 또는 서비스
목적을 위해 대학 커뮤니티의 구성원은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부 또는 대학의 기타 관리.

금융 정보
개혁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재정 계획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
학생 청구서는 학생이 매 학기 코스에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는 경우
학생을 대신하여 교회 또는 기타 조직에서 대학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학생은 교회나 기관이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제시간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수수료의 지불. 모든 등록 및 수업료는 등록 시점에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

2019–2020 학년도 수업료 및 비용*
신청비**
I-20 학생 지원비

$100.00
$50.00

SEVIS I-901 수수료(USCIS에 직접 지불해야 함, 환불 불가)

$200.00

I-20 택배 수수료(우편 또는 속달 우편의 경우, 수수료는 다를 수 있음)
전형료(재입학)

$50 - $100
$90.00

프로그램 수수료 변경

$100.00

학부 프로그램(학점당)
대학원 프로그램 등록금(학점당) MDIV
대학원 프로그램 등록금(학점당) MALS
대학원 프로그램 등록금(학점당) MBA

$200.00
$330.00

과정 감사 수수료
등록비(학기당)

$250.00 / 코스
$350 .00 / 코스
$100.00

늦은 등록비
할부금(3회분 요금제)

$100.00
$100.00

기술비(학기당)
시설비(학기당)

$122.00
$50.00

학생 활동비(학기당)

$50.00

졸업비
프로그램 또는 학위논문 수강료(학기당)

$300.00
$500.00

프로그램 비용 완료 시간 연장(연간)

$100.00

$330.00
$430.00

대학 재학생
졸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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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복제 수수료(I-20 양식 분실 또는 손상 시)

$20.00

공식 성적표 요금
공식 문서 요금

$10.00
$10.00

학생증 교체 수수료
사본(페이지당)

$35.00
$0.05

교재비

변하기 쉬운

불충분한 자금 충전
연체이자 할증료

$50.00(케이스당)
연간 18%

* 모든 요금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비는 신청자가 다음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한 번만 부과됩니다.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하고 지원하거나 지원자가 이전에 철회한 경우
기관에서.
리폼드 대학교의 풀타임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사 학위 과정: 학기당 12학점(4과목)
•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학기당 9학점 또는 여러 수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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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9시간 동안 연구 및 글쓰기
어떤 학생도 새 학기에 등록할 수 없으며 성적표나 최종 성적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미납된 모든 청구서가 완납되지 않는 한 해제됩니다.

장학금
일반 정보
리폼드 대학교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고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학금과 상을 받은 학생들. 제한된 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순위는 학업 상임 교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회장과 이사회에 장학금 자격에 대한 권고. 지원자
학생처에 비치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NS
다음은 개혁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 회장 장학금
• 학업 성취 장학금
• 목회자 등록금 지원
• 필요 기반 수업 지원
이 정보는 엔다우먼트 수여 절차 및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장학금. 신입생 및 편입학 장학금은 채용에 사용
목적을 달성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절차를 따릅니다.
학술상임교수위원회
학술상임교수위원회는 대학 전체의 장학금을 보장합니다.
상은 공정하고 준수한 절차에 따라 수여됩니다.
모든 적격 학생에 대한 공평한 지원 및 수여 절차. 이것은 최대화
학생을 모집 및 유지하고 선발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장학금 활용
재정 지원 패키지의 수여와 함께. 이 위원회는 권고안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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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장학금 수여와 관련된 정책 고려 사항. 아카데믹
상임교수위원회는 정책을 검토하는 책임을 진다.
대학 장학금 신청 및 선발 절차에 관한 절차. 이것
위원회는 각 행정 사무소 및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관적인 장학금 기준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를 선택하십시오. 위원회
학생처장과 모든 학과장으로 구성
캠퍼스의 대학.
학술상임교수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투표
구성원은 교수진이기도 한 모든 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됩니다. NS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진으로 2인의 직무를 대행한다.
년 기간. 기타 위원회 위원에는 학생 담당 이사, 등록 담당관,
경영처장, 교무처장. 학업 성적
위원회 위원은 각자의 동료와 회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장학금 신청 정보를 부서 위원회에 배포
장학금 수여 목적.
장학금 신청 방침
다음 학년도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
(가을 및 봄 학기)는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학기당 일반 등록 기간 동안 학생 사무국. 학생들은
입학 지원 절차를 시작할 때 장학금을 신청하십시오.
대학교. 학위를 위해 부서 웹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추가 정보가 자신의 문서에 동봉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를 원함
장학금 신청. 모든 장학금 신청서는 종이로 보관됩니다.
학생처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형식 및 지원서
그리고 다른 인클로저는 학생들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수락 및 조건
개별 장학금 수여를 수락하는 것은 조건 및
수상 조건 및 개혁 대학에 적용되는 모든 정책
장학금. 모든 학생의 재정 상 패키지(장학금, 선물 및 필요 기반
지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NS
모든 개혁 대학 장학금의 총계는 총 직접 장학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간접 교육 비용 (간접 비용에는 개인 경비에 대한 수당 및
교통). 풀타임 등록(또는 프로그램 동등성)이 필요합니다.
개혁대학 장학금 수혜자. 재생 가능한 어워드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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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학점
평균
유지,기타
기증자
명시된
갱신
기준의
모든감사장
조건을작성
충족합니다.
장학금 선발 절차
장학금은 갱신을 제외하고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집니다.
장학금. 학생들은 학기당 1회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제발
참고: 앞서 언급한 절차는 문서에 요약된 기증자의 의도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장학금 기준.
학생 사무국은 모든 장학금 신청서와 상세한
장학금 액수 및 향후 수여할 기준이 포함된 장학금 보고서
학년. 대학 학술상임위원회는 다음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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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위해 이 정보를 해당 대학이나 부서에 배포합니다. 각
학술상임위원회 위원은 해당 논문을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 목록과 함께 부서의 순위 양식
사전 결정된 마감일까지 비즈니스 업무 및 장학금. 대학교
학업 상임 교수 위원회는 최소 2주 동안
지원자를 평가하고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집됩니다.
모든 적격 지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회장은 학술상을 받은 후
장학금, 포워드 및 보고서에 대한 상임 교수위원회의 추천
최종 결정을 위한 이사회 회의. 이 결정 프로세스의 마감일은
즉시 장학금 수여 및 환급을 위한 학기 첫날.
장학금
대통령 장학금
가장 권위있는 상인 대통령 장학금은 개혁파가 수여합니다.
학사규정에 의거 학업우수자에 한함
상임위원회.
학업 성취 장학금
학업 성취 장학금은 규정에 따라 풀 타임 학생에게 수여됩니다.
규정. 이 장학금은 학기별 상이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갱신.
목회자 등록금 지원
이 지원 프로그램은 풀타임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의 20%에 해당합니다. 지원자
안수 증빙 서류와 고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전 학기에서 최소 3.0 GPA를 획득합니다.
* 학업 성적에 따라 자격 및 결정에 따라 추가 장학금 가능
위원회.

학업 청렴 및 장학금
학문적 성실성은 학교의 교육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개념입니다.
대학교. 우리는 정직, 공정성, 신뢰, 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위해. 모든 학생은 학문적 성실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및 대학생 행동 강령. 개혁주의의 모든 후보자 또는 수령인
대학 장학금 또는 등록금 지원은 반드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업 무결성 및 학생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장학금을 보여줍니다.
개혁대학. 모든 종류의 장학금 수혜자가 발견된 경우
개혁 대학 행동 강령에 규정된 모든 비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 상 또는 표창은 학생처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자격
가을 학기 공식 성적이 결정된 후 경고 편지가
GPA 또는 등록 상태 문제가 있는 장학금 수혜자. 만족스러운 학업
완료 시간 및 GPA(등급 평균)에 의해 결정되는 진도(SAP)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봄 학기 말에 확인합니다. SAP 프로세스는 기증자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술 된 장학금 기준에 명시된 요구 사항. SAP 통지서
장학금 자격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모든 학생에게 발송됩니다.
학년도에 장학금 이의 제기 절차를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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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자퇴 또는 자퇴한 학생은 수업료의 일부/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일반적으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및 환불은 전액 지불됩니다(참고:
수업에 참석하는 것은 공식적인 철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환불을 받게 됩니다
추가 지불 없이 수업이나 기관에서 초과 지불 및/또는 철수
구성된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학생은 늦은 등록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모든 사설 장학금, 연체료, 후불 수수료 또는 지원 수수료
최초 신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 3영업일 후,
입학 또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학생
미납에 대한 비용, 기본 지불 수수료 및
반환된 수표.

코스가 취소되는 경우 기관은 각 학생에게 취소를 통지하고
대안으로 다른 교과 과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시행하고 개강일 이전에 교과목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관,
등록금을 제출할 필요 없이 취소된 과정의 등록금 전액을 학생에게 환불합니다.
환불 요청. 그렇지 않으면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된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을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금 환불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 사무실. 사업소
업무(학생 계정)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경우 개별적으로 환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부상, 장기간의 질병 또는 사망 또는 기타 상황과 같은 상황이 존재합니다.
학습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완료를 금지하는 것.
환불 조건
환불은 학생이 공식 탈퇴를 시작한 날짜 또는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된 등록금 환불 요청 양식을 레지스트라에게 제출하여 취소 프로세스
사무실. 환불은 등록금과 프로그램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철회 시 완료됩니다. 학생이 공식 탈퇴를 시작한 경우
과정 및 등록금 환불 요청이 레지스트라 사무실에 접수 및 기록됩니다.
• 최초 신청 계약 후 영업일 기준 삼(3)일 이내:
수업료 및 수수료의 100% (환불 불가 전형료 제외)
• 최초 지원 동의 후 3일 후 및 학기 첫 주:
수업료의 90% (이후 환불 없음)
등록금의 80%
• 학기의 두 번째 주 동안:
• 세 번째 주 동안:
수업료의 70%
수업료의 60%
• 넷째 주 동안:
수업료의 50%
• 다섯 번째 주 동안:
• 학기 5주가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 대학은 수업료에 추가로 책과 용품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의 환불에는 다음을 제외한 요금의 미사용 부분이 포함됩니다.
• 특정 학생을 위해 특별 주문되어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품목
다른 학생
•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반품된 품목
신입생
• 제3자 공급업체가 제공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환불 불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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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의 경우 환불 요청 후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거나 외국에 영구 주소가 있는 학생은
환불 수표는 영업일 기준 10~15일 이내에 배달될 수 있으므로 배달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 원하는 우편물 위치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환불 및 기타 정보를 적시에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미국 이외의 주소로 발송된 환불 또는 기타 자료의 배송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역으로 부름 받은 경우 전액 환불
리폼드 대학교(Reformed University)는 다음과 같은 미군 장병에 대한 모든 수업료와 수수료를 100% 환불할 것입니다.
현역으로 부름 받는 명령을 받고 연구를 중단해야 하는 사람
학기.
항소/불만
개혁대학 환불규정에 불복하는 학생
정책은 레지스트라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불만족할 경우 다음 중 하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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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또는 학술상임교수위원회 회장 또는 위원회
해결을 권고할 수 있지만 결정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의 의견에 따라, 그는 Georgia Nonpublic에 최종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의 중등 교육 위원회(GNPEC):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
2082 이스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770) 414-3300 http://gnpec.georgia.gov

고충 처리 정책 및 절차
학생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개혁대학의 바람입니다.
적시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은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비공식 불만 처리 절차
학생들은 교직원에게 연락하여 비공식적으로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에 직접 가담했다. 영업일 기준 칠(7)일 이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사건의 날짜부터. 학생이 교수진과의 토론을 믿지 않거나
직원이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공식 불만 사항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묘사 되어진. 학생이 비공식 토론에 참여했지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되면 다음과 같이 공식 불만 사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묘사 되어진.
공식 불만 처리 절차
비학문적 문제에 대한 불만은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생 업무. 학문적 문제에 대한 불만은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교무처장.
• 사건 발생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학생은 다음 주소로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처 또는 교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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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이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생은 부통령실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15영업일 이내에 학생에게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 응답의 항소
• 학생이 교무처장 또는 교무처장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학생의 결정에 대해 부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부회장에게 서면 항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답.
• 학생은 항소와 함께 모든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부회장은 학생과 행정실이 제공한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부사장의 결정은 부사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내려집니다.
항소장.
고충 항소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불만을 제기한 학생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 된.
기록 보유
조사, 처분, 고충처리 등 공식적인 고충처리 관련 문서
그 자체는 학생의 졸업 또는 최종 학생의 졸업 후 2년 동안 유지됩니다.
출석.
책임
학생처장 또는 교무처장이 총괄책임을 진다.
고충 처리 절차가 이행되도록 합니다. 학생이 그렇게 선택하면
결국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GNPEC)에 연락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내부 절차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GNPEC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 표준 관리자
2082 이스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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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제재의 목적은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다음은 사법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제재의 유형입니다.
및 결정:
경고: 위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금지 사항의 계속 또는 반복을 통지합니다.
행동은 추가 징계 조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책망: 다음과 같은 경고를 포함하여 특정 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견책
금지된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면 다음 기간 내에 추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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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서에 명시된 특정 기간. 책벌의 사본은 다음 주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학생 사무국에 있는 학생 파일.
징계 보호 관찰: 특권 또는 교과 과정 참여에서 제외를 포함할 수 있음
지정된 기간 동안의 활동; 추가 제한 또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징계 보호 관찰 기간 또는 보호 관찰 기간 동안의 기타 강령 위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합니다. 책벌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관 사무실의 학생 파일에 추가 사본이 전자적으로 저장됩니다.
추가 참조를 위해 학생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십시오.
배상: 대학 또는 모든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본 강령 위반.
정학: 서면에 명시된 수업 및 기타 특권 또는 활동에서 제외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동안 통지합니다.
퇴학: 학생 신분의 종료 및 개혁 대학에서 영구 제명
특권과 활동. 퇴학 통지서 및 결정 절차 회의록 사본
등록실의 학생 파일에 보관되며 추가 사본은 전자적으로
추가 참조를 위해 학생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고용 거부: 현재 또는 미래의 개혁 대학에서 정학 또는 배제
고용. 거부 통지서 및 결정 절차 회의록 사본은 다음 주소에 보관됩니다.
학생 파일은 학생처에 보관하고, 추가 사본은 교수진에 보관합니다.
학생이 지원하는 경우 향후 참조를 위해 인적 자원부에 파일을 제출하십시오.
개혁 대학에 취직.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징계 회의
퇴학, 정학,
또는 대학에서의 고용 종료는 징계 회의의 대상이됩니다.
학생처 또는 교무처. 징계 회의는 비공식
위반 혐의에 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고려하도록 설계된 프로세스
코드를 작성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재를 결정합니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학생
정학 또는 퇴학은 아카데믹 청문회를 위해 회부됩니다.
상임 교수 위원회 또는 적절한 행정 청문회 담당관.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된 교직원
고용은 교수 평가에 대한 교수 위원회의 공식 청문회를 위해 회부됩니다.
또는 적절한 행정 청문회 담당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혐의에 따라.
징계 청문회에는 다음 절차 지침이 적용됩니다.
1. 피고소인은 심리기일과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통지받는다.
영업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2. 피고인은 심리 전과 심리 중에 사건 파일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폼드 대학교 직원 또는 불만 제기자의 개인 메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
파일은 학생처에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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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은 청문회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는 학생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고
직접 배달하거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반환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4. 개혁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은 이러한 소집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준수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개인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정상적인 학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상당한 방해:
• 상기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환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
•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은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통지 후에도 피고인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는
응답자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5. 공청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6. 의장은 불필요한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통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청문회를 질서 있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람
청문을 방해하는 응답자는 의장에 의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청문회는 음성으로 녹음됩니다.
8.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진실이며
대학에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 상기 요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환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인.
•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은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통지 후에도 피고인이 출두하지 않는 경우, 청문회는
응답자가 없을 경우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9. 고소인 및 피고인 이외의 예비증인은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증인의 증언 중 청문회에서. 모든 당사자, 증인 및
위원회 심의 시 일반인은 제외한다.
10. 책임이 있는 응답자를 찾는 것은 공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고려하고, 더 강한 인상을 주고, 더 큰 무게를 가지며,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는 증거와 비교했을 때 그것의 진실성에 관해서.
11. 공식적인 증거 규칙은 수행된 징계 절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강령에 따라. 과도하게 반복적이거나 관련이 없는 증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장이 결정함.
12. 고소인과 피고인은 증인에게 질문할 모든 기회가 부여됩니다.
청문회에서 양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
13. 모든 진술이나 주장은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개혁 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경험 안에 있는 문제들.
14.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재에 대한 심의가 뒤따른다. 과거
응답자의 징계 기록은 심리 기관에 제공됩니다.
책임의 결정.
15.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문서에 기록된 결과가 뒷받침됩니다.
사건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합니다.

항소
징계 결정은 응답자가 학생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 또는 그의 피지명인. 이의 제기 요청은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학생처 또는 피지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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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결정의 응답자. 할당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래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입니다.
학생처 국장 또는 피지명인은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실시하지 않지만,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응답자의 주장을 기반으로 항소를 고려하십시오.
a) 대학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권리의 결함
b) 청문회 결정의 명백한 편견
c) 관련 새로운 증거 또는 정보의 존재(당시에는 이용 가능하지 않음)
회의 또는 청문회
d) 범죄에 비례하지 않는 제재
e) 상황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새로운 증거 또는 불충분한 고려.
학생 담당 이사 또는 피지명인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결정을 지지하거나 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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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줄이거나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합니다.
최종 항소
대학의 총장 또는 적절한 위원회가 다음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해결은 기관의 모든 지지층에서 제기된 불만으로 간주되지만,
내려진 결정이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GNPEC) 또는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기독교 대학 및 학교의 초교 협회
15935 Forest Road,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전화: (434) 525-9539
팩스: (434) 525-9538
http://www.tracs.or g/
이메일: info@tracs.org
조지아주 비공립 고등 교육 위원회
2082 이스트 익스체인지 플레이스, 스위트 220
터커, 조지아 30084-5305
(770) 414-3300 http://gnpec.georgia.gov/

기록의 기밀성
학생 또는 교수진은
서면 요청. 대학 사법 청문회 기록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른 당사자는 반드시
조지아 공개 기록법(OCGA §§ 50-18-70, et seq.)에 따라 서면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홍보 사무소. 의료 정보 및 사회 보장과 같은 특정 정보
번호는 제3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학생의 기록에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징계
파일과 기록은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 정보 보호법(FERPA)에 의해 보호됩니다.
학생처 또는 교무처에서 관리하는 규정
대학에서 학생의 위치에 따라.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제재의 경우, 징계 표기가 문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Registrar's Office에서 관리하는 영구 학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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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파기
개혁 대학 사법 시스템의 모든 사건 기록은 다음 장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에 따라 파기할 때까지 총무처장이 지정한다.
에 따라 교무처장이 정한 파기 일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일정.

비상 상황
폭탄 위협
폭탄 위협이 있는 경우:
• 의심스러운 물체나 패키지를 만지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 해당 지역을 정리하고 즉시 개혁 대학 보안에 770-232-2717로 전화하십시오.
•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서 적절한 통지를 할 것입니다.
전화로 폭탄 위협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 폭탄은 언제 폭발하거나 폭발합니까?
• 폭탄은 어디에 있습니까?
• 어떤 종류의 폭탄입니까?
• 어떻게 생겼습니까?
• 폭탄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발신자와 계속 대화하고 다음을 녹음하십시오.
• 통화 시간.
• 발신자의 나이 및 성별
• 독특한 말투, 억양, 가능한 국적 등.
• 발신자의 감정 상태
• 배경 소음
즉시 770-232-2717로 개혁 대학 보안에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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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혁정밀
대학수색을
보안은실시합니다.
건물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검사를
것입니다.
대피하고
직원들은
피상적인
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소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위치를 Reformed에 보고하십시오.
대학 보안.
의심스러운 물체나 패키지를 만지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 서랍이나 캐비닛을 열거나, 전등을 켜거나 끄거나, 양방향 라디오 또는 모바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화.
• 건물에서 나갈 때 장애인을 돕습니다.
• 밖으로 나오면 영향을 받는 건물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진 깨끗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긴급 차량과 대원을 위해 거리, 소방로, 소화전 및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응급 구조대를 돕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건 지휘관이 현지 경찰서에 상황을 알립니다.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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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개혁 대학교는 지진 단층 지역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한 준비와 인식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된.
1. 지면 움직임이 사망이나 부상의 실제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상자 대부분
건물의 부분적 붕괴, 떨어지는 물체 및 공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2. 사전에 해야 할 일:
NS. 좋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을 준비하십시오.
NS. 캠퍼스 건물의 출구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씨. 식수 공급을 유지하십시오.
NS. 책장, 무거운 물건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방이나 주변을 확인하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높은 선반이나 벽에 걸기.
3. 지진이 발생한 경우:
NS. 실내에 있다면 가능하면 실외로 대피하십시오. 안에 갇힌 경우 검색
무너지는 벽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블, 소파 또는 책상 근처에 대피하십시오. 외벽 피하기
붕괴될 수 있는 건물의 돌출부.
NS. 실외에 있는 경우 열린 공간으로 들어가 잠재적으로 떨어지는 파편, 아래로 떨어진
전력선, 교량, 육교 등
4. 지진 후:
NS.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를 합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을 옮기지 마십시오.
NS. 전화를 사용하여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메신저를 보내십시오.
조건 허용.
씨. 침착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NS. 가스 누출이 감지되면 최대한 빨리 구급대원에게 신고하고 대피한다.
지역에서 멀리.
이자형.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폭력 또는 범죄 행위
수상한 상황이나 인물은 개혁대학교 보안팀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벤트
폭력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즉시 911에 전화하여 다음 정보를
디스패치 연산자:
• 사건의 성격
• 사건의 위치
• 관련된 사람에 대한 설명
• 관련된 재산에 대한 설명
• 관련된 모든 무기
• 관련자(들)의 복지

76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66/160

8/11/2021

개혁 대학

88페이지

경찰관이 도착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총격 또는 방출된 폭발물이 캠퍼스를 위협하는 경우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가능한 모든 덮개와 은폐를 사용하여 즉시 안전한 장소. 후
방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응급 처치를 받으십시오. 총격의 긴급 문자가
모든 불을 끄고 문을 잠급니다.
인질로 잡혔을 때 해야 할 일:
•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 과감한 행동을 피하십시오. 처음 45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 설명을 따르세요.
• 말을 하지 않는 한 말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예: 약물, 응급 처치 또는
화장실 특전).
• 흥분한 상태일 수 있는 납치범과 대립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유지하다
가능하면 항상 포획자와 눈을 마주치되 응시하지 마십시오.
•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석방되거나 탈출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다른 사람의 안전은 당신의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 전화로 경찰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불
모든 화재의 경우, 개혁 대학 보안에 즉시 통보되어야 합니다. 있는 경우
풀 스테이션에서 당긴 다음 911에 전화하십시오. 개혁 대학 보안 (770-232-2717)에 전화하십시오.
모든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건물의 공공 장소에 갇힌 경우 가급적이면 방을 찾으십시오.
창문이 있는 상태로(가능한 한 창문을 닫은 상태로 유지) 의류(셔츠,
코트 등) 구조 대원의 표시로 창 밖에. 창문이 없으면 머물다
공기가 덜 독성이 있는 바닥 근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리를 질러라.
귀하의 위치의 승무원.
방에 있을 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문을 느껴보십시오. 뜨거우면 열지 마세요. 봉인하다
젖은 수건이나 다른 천으로 문 주위에 균열이 생깁니다. 옷을 놓거나
창밖으로 시트를 덮거나 전화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무사히 방을 나갈 수 있다면,
신발, 옷, 방 열쇠를 가지고 가장 가까운 출구로 가십시오. 소리치고 두들겨 패
당신이 떠날 때 문.
해당 지역의 소화기, 비상구 및 경보 시스템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알고있다
비상시에 사용하는 방법.
경미한 화재를 제어할 수 있고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핀을 당겨 조준하고
방아쇠 손잡이를 잡고 소화기를 화염 바닥 쪽으로 쓸어넘기십시오.
개혁 대학 보안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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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화재는 개혁 대학 보안에 알리십시오.
모든 방에서 대피하고 모든 문을 닫아 화재를 진압하고 산소를 줄이십시오.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또는 창문을 엽니다.
비상상황을 알리는 건물피난경보가 울리면 걸어서
가장 가까운 표시된 출구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고하십시오. 일단 밖으로 이동
영향을 받는 건물에서 최소 500피트 떨어진 곳을 비워야 합니다. 거리, 소방로, 소화전,
비상 차량과 승무원을 위한 깨끗한 통로. 요청 시 긴급 구조대원 지원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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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비상 지휘소는 비상 현장 근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지마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대피합니다.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 즉시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구경꾼에게 리폼드 대학교에 전화하기
보안 전화 770-232-2717. 귀하의 이름과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의학적 문제의 성격과 심각성을 설명합니다. 훈련을 받은 직원만
고급 응급 처치 또는 CPR을 제공합니다.
• 피해자를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유지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야?"
• 호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훈련을 받은 경우 CPR을 실시합니다. 제어
상처에 직접적인 압력에 의한 심각한 출혈. 까지 피해자를 계속 돕습니다.
도움이 도착합니다.
• 응급 의료 ID를 찾고 증인에게 질문하고 모든 정보를
구급대원.
가스 누출
가스 누출의 경우:
• 770-232-2717로 개혁 대학 보안에 전화하십시오.
• 교직원, 교직원 및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건물에서 대피합니다.
• 교차 환기를 촉진하기 위해 문을 엽니다.
개혁 대학 보안 또는 기타 응급 서비스는 안전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모두
필요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혁 대학 보안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학교 관계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
악천후/토네이도
조지아 주는 토네이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네이도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토네이도가 발견되거나 캠퍼스가 강타한 경우 대응합니다.
토네이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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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기상 조건이 토네이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상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가능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경계는
유지.
토네이도 경고
"경고"는 토네이도가 목격되었거나 토네이도 신호가 감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도플러 레이더에 기록됨. 모든 사람은 즉시 적절한 대피소를 찾아야 합니다.
토네이도 경보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45분입니다.
절차
토네이도 경보 발생 시 따라야 할 절차는 통신 및
Lawrenceville 시와 Gwinnett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경고 시스템. 다양한 곳에 위치한 사이렌
도시와 카운티의 일부는 시민들에게 토네이도 경보를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이렌은
대부분의 캠퍼스 위치와 주변에서 듣습니다.
조건이 토네이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 개혁 대학 보안은 폭풍을 감시하고 추적할 것입니다.
• 경고음 발생 시 모든 인원은 1층 내부 공간으로 대피
(창문, 복도 등이 없는 곳) 또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고
강풍.
• 경고가 끝나면 개혁 대학 보안은 다음 사람에게 알립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각 건물에 연락하십시오.
악천후의 위협이 있는 경우:
• 770-232-2717로 Reformed University Security에 연락하십시오.
• 개혁 대학 보안팀은 악천후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 모든 구급 상자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대피 절차를 검토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68/160

8/11/2021

개혁 대학
악천후 시:
• 손상될 수 있는 모든 컴퓨터와 전기 장비를 종료합니다.
• 건물에서 대피하기로 한 결정은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건물에서 대피하십시오.
• 건물에서 떨어진 미리 정해진 장소에서 만납니다.
• 모든 사람이 대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역을 확인합니다.
화학물질 유출 또는 방사선 방출
개혁 대학은 주요 교통 동맥에 직접 인접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위험한
물질은 이 경로를 통해 매일 운송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은
충돌이나 화재의 여파로 인한 우발적인 방출. 독성 물질은 구름으로 운반될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리폼드 대학교 캠퍼스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화학물질 유출 또는 방사선 방출의 경우:
• 즉시 770-232-로 개혁 대학 보안 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십시오.
2717 및 관련된 위치, 재료 및 부상 정도를 제공하고,
알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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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경보를 활성화합니다. 주의: 건물 경보는 지역 경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서만 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보고해야합니다
911에 전화하여 긴급 상황.
• 영향을 받은 건물이나 지역에서 대피하고 비상 상황이 도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인원.
• 오염을 피하기 위해 항상 오르막, 상류 또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 장애인이 건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다음을 위해 예약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장애인.
•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긴급 구조 대원을 지원합니다.
• 캠퍼스 비상 지휘소는 비상 현장 근처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계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한 건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외부 대응 연락처
위기 지원을 위한 외부 기관
Lawrenceville 경찰 – 화재 – 구급차
귀넷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조지아 주립 순찰대
조지아 수사국
연방수사국
조지아 비상 관리 대행사
FEMA – 지역 IV(애틀랜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조지아 전력 회사
귀넷 카운티 수자원
조지아 천연가스
국가대응센터
긴급 청소 서비스

911
(770) 619-6500
(404) 624-6077
(404) 244-2600
(770) 679-9000
(800) 879-4968
(770) 220-5200
(404) 639-2888
(888) 660-5890
(678) 376-6700
(770) 850-6200
(800) 424-8802
(800) 624-5301

병원
귀넷 메디컬 센터
조안 글랜시 기념 병원
웰스타 콥 병원
디케이터 병원
에모리 대학 병원
데칼브 메디컬 센터
Scottish Rite의 어린이 건강 관리
Egleston의 어린이 건강 관리
크로포드 롱 오브 에모리
그래디 메모리얼
노스사이드 병원
피에몬테 병원
성 요셉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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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442-3600
(678) 584-6800
(770) 732-4000
(404) 501-6700
(404) 712-2000
(404) 501-1000
(404) 256-5252
(404) 325-6000
(404) 686-4411
(404) 616-4307
(404)851-8000
(866) 605-5111
(404) 85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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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서비스
학생 사무국은 개혁 대학에서 학생 생활의 모든 측면을 감독합니다.
학생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학생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규정을 감독합니다.
학생의 건강을 유지하고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관의 사명과 학습 목표.
개혁대학교는 다양한 학생을 제공하여 학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서비스:
기도실
리폼드 대학교는 캠퍼스 내 기도를 위한 개인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환영을 제공합니다
개혁 대학을 기반으로 기독교 영적 신념과 신조를위한 환경
학생회, 교직원, 교수진 및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신앙 선언문
등록 또는 고용 전에 동의한 관리.
주차
리폼드 대학교의 주차 서비스는 우수한 고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안전한 통근과
모두를 위한 번거로움 없는 주차. 그러나 운전자는 항상 주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한 재산의 소유자는 도난 또는
주차장에서의 사고. RU는 안전한 주차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캠퍼스 또는 대학 시설에 주차된 차량의 분실 또는 도난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캠퍼스 음식
개혁 대학은 학생, 교수진,
그리고 음식과 음료가 제공될 수 있는 대중. 단, 정상 근무시간에는
및 활동 식음료는 지정된 구역으로 제한되며 승인되지 않습니다.
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또는 예배당에서.
개혁 대학은 모든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이 정책을 존중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고급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를 지원합니다.
연구 분야
도서관에는 그룹 스터디에 적합한 밝고 개방된 접근 공간이 있으며 충분히 조용합니다.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개별 학습. 그룹스터디 공간도 있고
정문 근처에 원형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교실의 기술
개혁 대학의 정보 기술 서비스 부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교수 및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을 갖춘 교수진 및 직원. 우리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및 네트워크 지원, 인쇄, 시청각, 전화, 관리 시스템
및 포털 액세스.
무선 연결
모든 학생들은 대학의 무료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인쇄, 코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디렉토리 및 저장 공간).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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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정보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정보는 오리엔테이션 세션 동안 각 신입생에게 제공됩니다.
안전 및 보안 서비스
개혁대학교, 무료 긴급문자 발송
학교 관계자가 문자를 통해 각 구성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
비상 또는 기상 경보의 경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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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은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마약, 알코올, 무기, 성행위, 폭력 행위 및/또는 불법 행위
캠퍼스에서 허용됩니다. 처방약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교내 유해물 불법 소지 시 퇴학 조치
신분(즉, 퇴학)
위반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미국 연방 당국에 보고됩니다.
개혁 대학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은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
교수진, 직원 및 방문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과 보안 – 우리 자신과 그
다른 사람들의 –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음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개발한 다음 절차. 이 가이드는 빠른 단계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비상 사태의 경우에 따르십시오. 이 사항을 검토하고 가이드를 보관하십시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악천후의 경우 학생 및 기타 개혁 대학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학교 휴교에 대해 지역 일기예보 및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식 RU 웹사이트: http://www.runiv.edu
인터넷 방송: www.wsbtv.com
TV 방송: WSB-TV(채널 2)
라디오 방송 서비스: 라디오 94.1
전화문의: 770-232-2717
리폼드대학교는 미 국무부에서 권고하는 '3R' 조치를 취하고 있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준비, 대응 및 복구. 우리는 우리의
리폼드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들의 상식.
휴학 또는 행정처분 부재로 휴교 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물론, 사전 경고 없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혁 대학은 학생, 교수진 및
비상시 직원; 안전 및 보안 부서는 전자
비상시 학생의 휴대폰 및 이메일 계정을 통해 메시지(SMS).
이 정책은 학생이 수업 회의에 대한 정보를 받을 책임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시간 및 기관 운영 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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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책임자 서비스
안전하고 안전한 캠퍼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안전보안학과
학생, 교수진, 직원 및 방문객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합니다.
개혁 대학은 캠퍼스에서 적극적인 보안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개혁 대학은 모든 교수진,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가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잠재적인 위협 및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비상구 계획
모든 사무실과 교실에는 출구 문 옆에 비상구 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예정된 캠퍼스 안전 인식 주간 동안 홍보 및 배포
학기 및 안전 및 보안 부서에서 지정한 해당 인력,
학생처의 감독 하에, 인식 제고를 위한 훈련 실시
캠퍼스 내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
응급 처치
개혁 대학은 미성년자의 경우 모든 유권자를 위한 응급 처치 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911에 전화하여 의료 전문가에게 연락하십시오.
학생 취업
개혁대학교 학생처는 학생들의 재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어려움. 우리는 일과 학업 추구의 균형이
대학과 학생들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개혁 대학 또한
학생들이 경력을 시작하는 데 직장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조차
채용 가능한 자리는 적지만, 리폼드 대학교는
정규 등록 기간 동안 캠퍼스 취업. 학생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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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를 통해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장학금
리폼드 대학교는 학문적으로 재능이 있고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학금과 상을 받은 학생들. 제한된 장학금이 제공되며,
지원자의 순위는 학업 상임 교수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회장과 이사회에 장학금 자격에 대한 권고. 지원자
학생처에 비치된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NS
다음은 개혁 대학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 회장 장학금
• 이사회의 등록금 지원
• 학업 성취 장학금
• 목회자 등록금 지원
• 필요 기반 수업 지원
교수진 조언 및 상담
Reformed University는 학업 조언이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인식합니다.
교육 경험과 영적 발전. 학업 상담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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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및 직업 계획을 개발할 책임;
기관 및 학위 요건 충족 변화하는 삶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개인의 성취. 책임감 있는 학생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강력한 제도적 지원.
A. 따라서 개혁 대학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학생은 지도 정책과 지도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대학에 처음 소개하는 동안 적절한
조언자
2) 등록된 모든 학생에게는 지정된 지도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습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과정에 등록한 학생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인정됨, 등록 전에 알려야 함
4) 졸업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5) 다른 모든 자문 프로그램은 4년마다 평가 및 검토되어야 합니다.
6) 각 교수진은 10명 이상의 학생을 배정할 수 없다.
언제든지 조언을
7) 자금과 자원은 모든 행정 기관에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언을 보장하는 단위
8) 정확한 정보는 고문에 의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밀성
나. 학업지도의 목적
1) 학생들이 선택에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한다.
그들의 관심사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직업 목표
능력
2) 교과과정이나 직업훈련에 대한 고려를 돕기 위해
(사목 의무, 교육 및 선교 사업), 사목적 관심, 신성한
자연과 개인의 성장
3)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하고 가능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장단기 결과
4) 광범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학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학에서의 교육 기회
교육 목표
5) 회사의 정책, 절차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원이 되기 위해
대학교; 그리고
6) 학생들의 삶과 학업 목표에 대한 대화와 조언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는 것
재학생

취업 알선 서비스
개혁대학교는 국내외 교회 및 종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
기관. 이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감독하는 사역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감독자들이 우리 졸업생들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을 다른 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리폼드 대학교의 학업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배치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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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위치를 찾는 프로그램. 채용 공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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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문 배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학생처에서 게시한 게시물,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은 OSA로 보내야 합니다. OSA는 또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으로 여러 상위 수준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성능 평가
개혁 대학의 제도적 목표 중 하나는 공유와 감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목회 봉사. 따라서 개혁 대학 홍보실
노력하다
• 기독교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강화
• 교회 및 목회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합니다.
• 교회 예배 준비에 필요한 정보 식별 및 제공
•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교회 종들과의 의사 소통 향상
• 회중의 영적 돌봄을 위한 자료 제공
개혁 대학은 졸업생을 위한 배치 기회를 장려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후속 연구 및 개혁 대학 프로그램의 추가 발전을 위한 평가 도구:
• 직업 배치 보고서
• 모집 보고서
• 커뮤니티 설문조사

평가 주기
배치 서비스 프로그램 평가는 다음 일정을 따릅니다.
(1) 학생처가 총장에게 연례 경력 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후에
대통령 검토,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2) 분기별 채용공고 및 합격률 보고
학생처장.
(3) 다음을 포함한 정기적인 지역사회 조사
• 학생들의 코스 평가
• 졸업반 구성원 면접 종료
• 신입생 입학 설문조사
• 연간 학생 만족도 조사, 재학생이 작성

직업 배치 기회
Reformed University는 학생과 동문에게 다양한 직업 배치를 제공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을 통한 기회:
(1) 개혁된 대학 취업 알선 서비스 웹사이트 - 장관 인턴십
(2) 한국장로교 연합총회 안수정책 및
절차
• 목회자 자격 시험
• 보호관찰사 자격시험
• 전도사 자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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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취업(교내취업)
목회 인턴십
학생처 개혁대학 학생진로배치과
업무, 학생 및 졸업생에게 직업 서비스 리소스 및 지원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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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람은 자신의 부름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에게
학생 직업 배치 서비스 부서의 리소스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 곳을 찾습니다. 학생들이 게시할 수 있음
이력서, 채용 정보 검색 및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십시오.
졸업생을 위한
리폼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학생 진로 알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찾거나 찾고 있을 때마다 서비스 부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학적으로 훈련된 지도자. 졸업생은 직업을 게시하거나 이력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을 위한 경력 자원.
고용주, 교회 및 종교 단체
개혁 대학교는 신학적으로 훈련된 지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조직. 고용주는 직업 설명을 게시하고 이력서를 검색하고 어떻게 개혁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은 제공된 웹 도구를 통해 상황에 맞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배치 과정
배치 프로세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잠재적인 구직 사이트 검색
• 인터뷰
• 인턴십 장소 선택
• 현장 확인
• 학생처장의 현장승인
• 검토를 위해 학생처에 계약서 전달
학생처장은 본 학과에 등록한 모든 학생의 배치를 책임집니다.
신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 학생이 사이트에서 인터뷰하고 수락한 후
감독관, 학생은 학생이 또는
그녀는 계약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 학년도 학생처에서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가오는 학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사이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반을 둔
학생들은 직업 목표, 필요 및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배치 과정을 시작합니다.
제공된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현장 사이트에 연락합니다.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현장 사이트의 경우
학생 업무가 특정 학생의 직업적 관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조언을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나중에 목록을 참조하거나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의 특별한 관심에 직업적으로 적합한 목록에 없는 배치를 추구합니다.
현장 인터뷰
예비 현장 감독관은 인터뷰를 수행하거나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 캠퍼스에 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협상하는 것. 간담회는 현장면접으로 진행
예비 감독자와 학생 인턴. 현장 면접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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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시설을 보고 여행에 대한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 사항 및 캠퍼스 인터뷰 중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정보.
때때로 학생이 현장에서 여러 번 인터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현장의 프로세스에는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감독자는
마감일 이전에 배치를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 회의를 주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습 계약 날짜.
현장 배치 선택
학생들은 대화, 인터뷰 및 연구를 통해 현장 현장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은 상기
현장 배치는 실제 작업이며 실제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과 전문 지식에 대한 보상을 받으므로 현재 이력서, 복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시간을 엄수하십시오. 학생들은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접 및 선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약간의 경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선택 사이트와 감독자는 이상적인 후보자를 놓고 경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과의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인턴이 사이트에 수락되기 전에 다른 사이트. 사이트와 학생 후에도 잊지 마세요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경우, 학생은 학생 관리실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처에서 제공하지 않는 현장 배치 추구
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현장 배치를 추구하는 학생에게는 허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학생처 사무국. 권한이 부여되면 학생은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려면 잠재적인 현장 현장 감독/감독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인턴십.
•
예상 사이트/관리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주소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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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학생 담당 이사에게 사이트의
배치 프로그램의 학업 및 전문 기준을 충족하는 능력.
현장 감독자가 학생 인턴십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

•

현장 배치 확인
현장 배치 확인은 학생과 학생 간의 협상 및 합의 과정입니다.
선택한 사이트. 학생들은 배치를 얻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 사무실
업무는 프로세스를 촉진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권장됩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10월에 시작되며 다음과 같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현장과 감독관에 의해 선택되고 인턴십이 사무실에서 승인되는 즉시
학생 업무. 학생들이 인턴십 준비를 완료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4월 1일까지 현장에 배정 되고 모든 현장 배치 계약 및
학습 계약 은 4월 1일까지 사무실로 전환됩니다.
계약.
배치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계약 계약 양식이 필요합니다.
•
인턴십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예비 감독자와 회의 및
학습 목표에 동의하기 위해
감독자와 인턴 모두의 서명

•
•

서명한 계약 동의서의 인쇄본을 학생처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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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로교 연합총회 - 안수 정책/절차
대한장로교 연합총회, 개혁교회 졸업생 안수
목회자, 수습자 또는 전도자로서의 신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
준수 및 자격에 따라.
목회자자격시험
시험 자격
시험은 개혁주의 졸업생 또는 예비 졸업생에게 주어집니다.
대학 목회학 석사 과정이며 목회자 결격 사유가 없음
또는 목회 서비스.
필요 서류
•
시험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
•
•
•
•
•
•

호적 호적 등록(원본 2부)
가장 최근의 졸업 증명서
대회 사무총장의 추천
최근 3cm x 4cm 사진 3부
서면 맹세
사역 계획
$500.00 신청비

연회비 약정(1인당 배분)
프로세스
1. 실습
NS. 서비스
• 성찬식
• 세례 의식
• 장례 서비스
• 축도
NS. 설교
• 주일예배순서에 따라 감리 2. 자격심사
그리고 인터뷰
2. 자격심사 및 면접
보호관찰사 자격시험
시험 자격
개혁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에 한하여 시험 실시
MDiv 프로그램이며 목회 또는 목회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서비스.
필요 서류
• 시험 신청서 작성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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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 호적 등록(원본 2부)
• 가장 최근의 졸업 증명서
• 대회 사무총장의 추천
• 최근 3cm x 4cm 사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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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설교 템플릿
• 서약서
• 신청비 $500.00
프로세스
1. 필기시험
NS. 신학
NS. 행동 강령
씨. 설교
NS. 교회 정책
2. 5분 설교실무
3. 자격심사 및 면접

전도사 자격 시험
시험 자격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 응시 가능
리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자격을 갖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시험 신청서 작성 및 서명
• 호적 호적 등록(원본 2부)
• 가장 최근의 졸업 증명서
• 담임목사 추천서
• 최근 3cm x 4cm 사진 3부
• 서약서
• 신청비 $500.00
프로세스
1. 필기시험
NS. 신약 성서
NS. 구약 성서
2. 자격심사 및 면접
NS. 유학생을 위한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NS. 유학생을 위한 선택적 실습 교육(OPT)
씨. 학생취업(교내취업)
학생 취업
리폼드 대학교의 학생처는 재정 문제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어려움과 어려움. 우리는 일과 학업의 균형을 이해합니다.
추구는 대학과 학생들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개혁 대학
또한 학생들이 경력을 시작하는 데 직장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차
채용 가능한 자리의 수가 적지만, Reformed University는 다음을 위해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정규 등록 기간 동안 캠퍼스 취업. 학생처 사무국,
공고를 통해 학생들의 지원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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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2학기 연속으로 풀타임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은
교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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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채용 절차
학생처는 경영학과와 협의하여
캠퍼스 취업을 위한 이상적인 학생 직원에 대한 지원 및 검색을 수행합니다 .
지원 공고는 캠퍼스 전역과 공식 웹 사이트에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작업이 시작되기 약 3주 전에 작업 설명 및 요구 사항
학기. 일반적으로 캠퍼스 내 고용은 다음 위치 중 하나입니다.
• 도서관 도우미
• 채플 도우미
• 조교
• 행정 보조
조교
교무처는 필요에 따라 조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교 직책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 대학원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학부 조교
교육 분야는 학부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교육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대학원 조교
교수 분야의 박사 과정에 등록하면 대학원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 모든 조교는 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춘 완전한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이루어집니다.
교육 분야의 시간 교수진, 정기적 인 현직 교육을 받고,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교내 고용 혜택
• 수업료 크레딧(시간당 $7.50 이상)
• 필요 기반 장학금 자격
교내 취업을 위한 근무 시간:
• 주당 20시간 미만(취업 시간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여름방학 중 주당 40시간 미만

학위 프로그램
커리큘럼 영역

다음은 개혁 대학에서 제공하고 가르치는 과정 목록입니다. 개혁 대학
교수진은 학위 프로그램 내에서 과정 요구 사항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사 수
교무처장과 협의 후 과정을 수정하고 개발합니다. 과정
수정 과정에는 과정의 강사, 부서장, 커리큘럼이 포함됩니다.
위원회, 교무처장 및 총장의 승인. 학위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지만 변경됩니다.
다음 학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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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지정의 문자는 코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BBLS
BBLL
CCED
CHHS
ISxx
말스
놓치다
MTSxx
PSMN
PRCH
THLG

성경 연구: 구약, 신약, 성경 연구
언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기독교 상담 및 교육
교회 역사
이문화 연구
리더십 연구
미션
신학 연구
목회 사역
설교
신학

과정 번호의 백 자리 숫자는 과정의 수준을 나타냅니다(예: 첫해 100
2년차 200명, 3년차 300명, 고급과정 400명
공장). 대학원 학위는 500개 이상의 코스 번호로 식별됩니다. 예를 들어,
BBLS201 귀납적 성경공부법은 학부 2년차 성경연구 과정입니다.

원격 교육 / 온라인 교육
강의실 환경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이지만, Reformed University
미래 학습 패턴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합니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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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학습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유연한 일정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며,
학점을 이전하는 더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교육학을 개선하고, 일부 교육을 개선합니다.
프로세스. Reformed University는 현재 조지아주로부터 온라인 제공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인증을 위해 TRACS에 제출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
리폼드 대학교의 기본 역할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신학 석사(MDiv) 학위로 이어지는 연구 과정. 또한 개혁대학은
경영학 석사(MBA)를 제공합니다.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MDIV)
프로그램 개요
리폼드 대학교의 MDiv(Master of Divinity) 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시장에서의 봉사를 위해. MDiv 프로그램은 종합적인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를 통합 할 수있게 해주는 기본 신학 및 실제 프로그램
교회와 세계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사역의 다양한 학문,
다양한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킨다. 목회(안수) 사역, 가르침 또는 사역
사회봉사와 목회.
프로그램 목표
신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사/신학적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춘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선택된 현대 상황에 적용되는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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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을 사용하여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 기록을 해석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중요한 주석 도구 및 해석 및 주석 논문 작성.
3. 기독교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4. 신학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5. 학생들이 실제 사역과 성경적, 신학적 이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략.
6. 분석에 필요한 성경적, 신학적, 윤리적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7. 학생들이 다음과 관련된 사역의 신학과 이론을 개발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배경과 부름.
8.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에 필요한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통, 교회 및 타문화적 맥락.
9. 성령 안에서 사람과 사역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이해를 증진한다.
영혼.
10. 학생들이 자신의 사역/직업적 소명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학생들이 성경과 목회를 통합하는 사역의 신학과 이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용적인 사역 기술을 갖춘 신학적인 내용.
입학 요건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
MDiv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공인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이전의 모든 고등교육 학점에서 평균 2.5점
수습 상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위원회 또는 입학
사무실은 또한 최종 합격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2. 환불 불가 신청비.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모든 단과대학의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또는 신학교 기록, 이수한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
4.0 척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학점 평균이 2.5임을 나타내는 것
4.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지원자의 학사 학위 공증 사본.
5. 신청인의 가정교회 담임목사 또는 안수 추천서 2통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6. 리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관심을 설명하는 에세이.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신학 석사 학위는 90학점 시간 코스 프로그램입니다. 석사과정 학생
신학 프로그램은 구약, 신약 관련 등 기본 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과정; 기독교신학사, 조직신학사, 실천신학개론
다른 목회 관련 과정과 더불어 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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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배포
학생들은 신학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 다음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핵심 과정(42학점)
• 캡스톤 프로젝트(6학점)
• 선택과목(최소 4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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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카테고리
BBLS
BBLL
CCED
CHHS
말스
놓치다
PSMN
PRCH
THLG

성경 연구: 구약, 신약, 성경 연구
언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기독교 상담 및 교육
교회 역사
지도
미션
목회 사역
설교
신학

MDiv 핵심 과정(42학점)
BBLS500
성경 공부 방법과 해석학
BBLL501
BBLL511
BBLS510
BBLS530
BBLS551
THLG501
THLG502
THLG506
THLG507
CHHS501
미스501
PRCH501
CCED501

(3학점)

성서 그리스어 I
성서 히브리어 I
구약성경 조사
신약성경 조사
주해의 원리
조직신학Ⅰ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조직신학Ⅱ
기독교 윤리
변증론

(3학점)
(3학점)
(3학점)

교회 역사
세계 선교
강해설교
목회상담세미나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MDiv 캡스톤 프로젝트(6학점)
캡스501
안내 전도 및 제자 인턴십
(다음 코스 중 하나 선택)

(3학점)

캡스502

(3학점)

목회 인턴십
또는

캡스503

미션 인턴십

(3학점)

MDiv 선택과목(최소 42학점)
성경 연구
BBLL502
성서 그리스어 II
BBLL512
성서 히브리어 II
BBLS511
창세기
BBLS512
신명기를 통한 출애굽
BBLS513
역사서(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BBLS514
구약의 주요 선지자들
BBLS515
구약의 소선지자들
BBLS516
구약성서 시집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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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S517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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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S531
BBLS532
BBLS533
BBLS534

복음서

(3학점)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비유
사도행전 및 바울 서신(로마서 제외)
로마서 주석
히브리서, 일반 서신 및 계시록(요한은 제외
서신)
바울의 신학
요한의 신학
요한 서신
성경신학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다니엘과 계시
왕국과 성약

(3학점)
(3학점)

상담 방법 및 기법
부부상담
기독교 멘토링 및 코칭 소개
기독교 교육 세미나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교육 과정 및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3학점)

교회 역사
CHHS501

교회 역사

(3학점)

CHHS502

근본주의의 역사

(3학점)

CHHS503

현대 복음주의의 역사

(3학점)

임무
미스502
미스503
미스504
미스505
미스506
미스507
미스508

선교의 성경신학
사역의 문화적 역동성
타문화 사역을 위한 준비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 전략
상황화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다문화 교회 개척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미스509

세계 종교

(3학점)

영적 전쟁
전도와 제자도
지역 교회 및 사회 봉사 사역
사역의 소그룹 과정
개인 평가 및 사역 비전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회의 어린이 사역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BBLS535
BBLS536
BBLS537
BBLS538
BBLS539
BBLS552
BBLS553
BBLS554
기독교 상담과 교육
CCED502
CCED503
CCED504
CCED511
CCED512

목회
PSMN501
PSMN502
PSMN503
PSMN504
PSMN505
PSMN506
PSMN507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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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N508
PSMN509
PSMN510
PSMN511
PSMN512
PSMN513
PSMN514
PSMN515
설교
PRCH502
PRCH503
신학
THLG503
THLG504
THLG505
THLG506
THLG508

교회의 청소년 사역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년 사역
지방 교회의 여성 사역
목회 사역
교회 개척 소개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교회 성장
기독교 리더십의 역동성
찬송가

(3학점)
(3학점)
(3학점)

강해 설교 실습
정신적 생활

(3학점)
(3학점)

교리의 역사
칼빈과 개혁신학
삼위일체론
기독교 윤리
신과 악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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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G509
THLG510
THLG511
THLG512
THLG513
THLG514
TRU500

현대신학
현대 컬트
로마 가톨릭 신학
재세례파 신학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알미니안 신학
청교도 신학
개혁 대학 신실함과 영적 여정

(3학점)
(3학점)
(3학점)

다른 과목 및 학년의 요구 사항:
예배(채플) 요건
예배는 신학교 생활의 영적 중심이며 개혁 대학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확신을 삶에 반영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 학기 동안
학기 동안, 개혁 대학은 예배 서비스의 비학점 과정(INS101에서 INS112까지)을 제공합니다.
대학 공동체에 예배와 영적 풍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두
학생들은 합격/불합격 등급을 받기 위해 매 학기마다 이 예배 과정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학위 요구 사항의 경우 모든 학생은 모든 채플 과정을 통과해야
눈금.
기타 요구 사항, 등급 및 거주
MDiv 학생들은 모든 대학원 과정에서 3.0 이상의 평균 평점(GPA)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혁 대학에서 시도한 모든 단위에서 시도한 전공 및 시도한 모든 단위에서
농도.
등급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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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필수 핵심 과정과 모든 필수 집중 과정에는 문자 등급(A, B, C,
D, F). "학점/학점 없음" 채점 옵션은 이러한 과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CR 등급
(학점) 학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크레딧 이전
둘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한 학점을 고려하려면,
각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의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체 크레딧 총액
부여는 관련 교수진 및 대학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정은 기반
Reformed의 성적표와 문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대학 규정. 대부분의 학점 시간(즉,
MDiv 학위 요구 사항의 50% 이상)이 Reformed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
• 모든 평가는 해당 단위의 학점(즉, 분기 또는 학기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편입을 위해 고려되는 3 학기 시간과 동일합니다.
• Registrar's Office는 완료된 교육 작업의 학점 이전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른 곳. 사무실은 코스 내용 및 기타 적절한 요소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코스 설명 및/또는 강의 계획서와 같은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코스 성적은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 과정은 대학 수준이어야 합니다. 발달 과정에서 얻은 학점 및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또는 ESOL) 과정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편입 학점은 대학원 시간이어야 하며 누적 GPA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용될 연구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숫자 평균
전통적인 등급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83% 이상이 필요합니다.
•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외국 증명서로 외부 평가 가능
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 또는 American Association에서 승인한 평가자
대학 레지스트라 및 입학 담당관 협회(학교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
외국 자격 평가사). 승인된 목록은 www.naces.org 또는 www.aacrao.org를 참조하십시오.
평가자.
• 모든 과정 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1학점 학점이 일치합니다.
대학 학위 과정과 외부 과정이 허용됩니다.
• 1/4시간은 한 학기 시간의 2/3에 해당합니다. 분기 시간이 변환됩니다.
다음과 같이: 쿼터 학점 시간 x 0.67 = 학기 학점 시간.
거주 요건
목회학 석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거주 요건(또는 학점
시간 거주 요건)에 따르면 학생들은 해당 학기의 마지막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거주. 또한 후보자는 6 학기 학점 시간을 완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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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d University의 레지던트에서 Capstone 프로젝트. 필수 레지던시 과정 중 최대 9개
개혁 대학 온라인 프로그램(가능한 경우)을 통한 학기 학점 시간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로서. 학생들은 개혁 대학이 후원하는 연구에 대해 레지던트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스 등록 및 수수료가 부과되는 해외 프로그램 및/또는 독립적인 학습 프로그램
지불은 대학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등록이 제도적 요구사항입니다.
학생은 매 학기 채플 과정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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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BBLL501
성서 그리스어 I
다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신약 그리스어의 기본 요소에 대한 입문 연구
그리스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쓰여지는 방법, 단어 형성, 문장 구조, 어휘 및
기본 번역, 신약성경 읽기 연습.
BBLL502

성서 그리스어 II

성서 그리스어 I에서 시작된 문법 연구의 연속
그리스어 구문과 어휘, 문법 및 구문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 번역 포함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일부.
전제 조건: BBLL501
BBLL511

성서 히브리어 I
학생에게 기본 어휘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합니다.
BBLL512
성서 히브리어 II
읽기에 중점을 둔 성서 히브리어 I에서 시작된 문법 연구의 연속
히브리어 구약성서의 선택된 부분, 어휘 증가, 기본 사용법 배우기
언어 도구, 구약의 주요 장르에 대한 노출 제공.
전제 조건: BBLL511
BBLS500
성경 공부 방법과 해석학
이 과정은 관찰의 단계를 포함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소개입니다.
해석(해석학), 적용 및 상관 관계. 이 단계의 원칙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여러 성경 구절과 책.
BBLS510 구약성경 조사
이 과정은 구약성경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연구를 위해 학생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강조는
지리학적 조사를 통해 구약성경의 개관을 얻는 것에 기초한다.
역사적 배경과 책 연구에 의한 책. 각 성경의 구조에 주의를 기울인다.
책, 중요한 해석 문제 및 주요 신학적 주제.
BBLS511

창세기

성경 계시의 기초 책에 대한 설명적 처리. 을 형성한 주요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아브라함 언약과 같은 역사의 나머지 부분이 주어진다.
특별한 주의.
BBLS512
신명기를 통한 출애굽
역사적 사실에 대한 특별한 고려와 함께 네 가지 주요 구약성경 책에 대한 분석적 설명
배경, 주제, 해석상의 어려움, 증거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율법과 제사장직과 성막의 다양한 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준비.
BBLS513

역사서(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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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구약성서에 대한 분석적 해설
역사적 배경, 주제, 해석상의 어려움, 구속계획 등을 고려
신의.
BBLS514
구약의 주요 선지자들
이 과목은 구약의 주요 선지자들(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역사적 배경, 메시지, 목적, 장르, 구조, 날짜, 신학적 강조점 및 적용
이 책의. 구약성서 예언의 역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BBLS515
구약의 소선지자들
이 책은 첫 번째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소선지서의 책 연구입니다.
이전에 배운 것을 더 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귀납적 성경 공부 과정
책 전체를 연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책의 초기 조사에 특별한 초점이 있습니다.
전체, 책 전체의 맥락에서 책의 부분 해석 및 종합
책의.
BBLS516
구약성서 시집
이 과목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을 공부합니다. 목표
이 심오하게 아름다운 책들의 신학과 예술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역할. 시학, 지혜시의 해석과 지혜의 역할
신자와 교회의 삶에 있어서도 탐구됩니다.
BBLS517

요한복음
각 책의 주요 교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신약의 조사. 또한
각 책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조사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강조
본문의 이해와 기독교 생활에 적용.
BBLS530
신약성경 조사
각 책의 주요 교훈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신약의 조사. 또한
각 책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배경을 조사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강조
본문의 이해와 기독교 생활에 적용.
BBLS531

복음서
이 과정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4복음서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초기 복음서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 성경. 이 복음서 각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예수에 관한 많은 동일한 전통을 사용하면서,
각각은 작성된 특정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예수의 초상화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서의 본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목적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재건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발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예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탐구함으로써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BBLS532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
복음의 조화 연구에 기초한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연대기적 연구
계정. 그것은 학생이 주님의 사역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복음 기록의 어떤 부분도 그리스도의 삶의 장소, 시간 및 상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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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S533
그리스도의 비유
이 과목은 비유에 대한 비판적, 설명적 연구 등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비유 연구의 역사, 배경,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 예수님
그들의 성서 책과 역사적 맥락에서 비유, 그들의 영속에 초점
현대의 중요성
BBLS534
사도행전 및 바울 서신(로마서 제외)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10편(로마서는 제외)에 대한 설명, 성경적 강조
이 책의 신학, 장르 및 응용. 여기에는 바울의 신학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 시대와 우리 교회의 목회적 필요.
BBLS535
로마서 주석
로마서의 신학적 내용과 전개를 강조하는 주석적 연구. NS
공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영어 본문 주석
이 책은 바울의 신학과 그것이 목회에 미치는 의미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BBLS536
히브리서, 일반 서신 및 계시록(요한 서신 제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계시록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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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신학, 장르 및 응용. 특히, 이 연구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 문학적 형식, 신학, 그리고 이 편지들이 어떻게 믿음과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교회의. 우리의 주요 목표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대 문자.
BBLS537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의 신약성경 서신과 성경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
배경, 자연 및
바울 신학의 특징. 또한 이 과목은 바울의 서신을 검토하여 신학적인 내용을 배운다.
교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서면 답변과 관련된 통찰력.
강의는 바울의 모든 편지에 걸쳐 있는 신학적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하나 이상의 문자
BBLS538
요한의 신학
사도 요한의 신약성경 문헌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와 그에 대한 비판적 독해
배경, 자연,
요한 신학의 특징.
BBLS539
요한 서신
이것은 요한복음과 세 서신 연구에 대한 주제별 접근 방식입니다. 특별한 배려는
이 저작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설명합니다. 핵심 구절을 분석하고
신학적 내용으로 해석된다.
BBLS551

주해의 원리

다양한 신약성경의 주해 절차와 실천을 소개한다.
구약의 책들. 절차에는 구절의 주장을 요약하고, 단어 연구를 하고,
주석적 결정을 확인하고 주석적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전제 조건: BBLL502 및 BBLL512
BBLS552

성경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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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신학의 역사, 원칙,
행동 양식. 성경신학, 계시, 영감,
죄, 구속, 그리고 종말론.
BBLS553

다니엘과 계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질문을 고려한 분석적 연구
이 중요한 예언서의 해석과 적용.
BBLS554
왕국과 성약
성경 전체에 걸쳐 신권 왕국의 전개에 대한 주제 연구,
기원, 다양한 형태의 역사적 발전 및 그리스도의 통치에서의 궁극적인 완성,
왕국과 관련된 성경적 언약에 대한 연구와 함께.
캡스501

안내 전도 및 제자도

평신도 양성에 중점을 둔 개인 및 그룹 전도 방법 연구
복음화하기, 전도에서 교회와 파라교회 구조의 사용, 새로운 개종자들의 보살핌
제자도의 발전, 변증법의 사용과 전도의 현안
그리고 제자도.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전도와 제자도를 나누다
건전한 사역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경험.
캡스502

목회 인턴십

학생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지역 교회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인턴십
예배를 인도합니다. 학생이 설교를 준비 및 전달하고, 수업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지역 교회 목사의 감독하에 예배. 학생은 최소 3명을 봉사해야 합니다.
지역 교회 목사의 감독하에 주당 시간. 학기말에
학생의 평가는 감독관이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학생 인턴십 사역 보고서.
캡스503

미션 인턴십

에 대한 관심을 장려하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전문적인 현장 참여 프로그램
다문화 사역. 각 학생은 캠퍼스 안팎에서 책임을 집니다.
감독하고 임무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많은 측면에 노출될 것입니다.
특정 현장 과제 및 학생의 성숙도.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준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읽기 및 쓰기 과제; 현장에서 합의된 주제를 연구하고,
보고서 또는 연구논문은 인턴십 후 제출해야 합니다.
CCED501

목회상담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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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돌봄에서 기독교 목사/사제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합니다.
영혼의. 그것은 다양한 성사 예식에서 작용하는 신학적, 실천적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기독교 목회상담과 영적지도, 삶에 대한 대응도구 제공
문제와 목회적 위기.
CCED502

상담 방법 및 기법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과 전략에 대한 연구
문제를 결정하고 정의하는 방법(진단)을 포함한 상담 개인
문제를 돕습니다(치료).
CCED503

부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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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여러 이론적
성경적 통합을 포함하여 관점 및 관련 임상 기술을 연구합니다. 주목
또한 곤경에 처한 부부를 위한 중재 기술도 제공됩니다.
CCED504

기독교 멘토링 및 코칭 소개

이 과정은 멘토링 및 코칭에 대한 실용적인 소개입니다. 성경에 주의를 기울인다.
적용에 중점을 둔 원칙, 정의, 모델, 기술 및 사용 가능한 리소스
상담 및 리더십 맥락에서.
CCED511
기독교 교육 세미나
이 과정은 교회의 교육 사역에 대한 소개입니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5가지 광범위한 주제: 교육의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기초; 떠오르는
교수/학습 과정의 신경과학 기초;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 내의 영성; 기독교 교육의 디자인
교회 내의 사역.
CCED512

교육 과정 및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효과적인 성경 가르침과 배움과 가르침의 원리에 있어서의 영적 역동성에 대한 연구,
실제 교수 경험에서 창의적인 교실 방법을 사용하는 연습. 실습
명확한 강조와 함께 대면 교육을 위한 연사 지원 미디어 탐색
커뮤니케이션 및 미적 디자인.
CHHS501

교회 역사

이 과정은 사도들의 많은 지부에서 교회의 전체 역사에 대한 조사를 제공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에서 공부하는 표준 신학 주제에 특별한 강조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교회가 모든 지역으로 확산
토지.
CHHS502

근본주의의 역사

1875년부터 현재까지의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적 뿌리, 신학, 지도자, 전투 및 영향. 또한 이 과정은 역사적
개발(즉, 트리거 조건), 현대 표현 및 잠재적 예측
종교적, 사회정치적,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근본주의 운동.
CHHS503 현대 복음주의의 역사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분석
1940년대에 시작된 근본주의. 웨슬리와 조지 휫필드를 시작으로
영국과 미국의 Jonathan Edwards, 이 과정은 주요 주제, 문제,
초기 근대와 현대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INS101-112 예배
대학 공동체에 제공하기 위한 예배의 무학점 과정
예배와 영적 풍요를 위한 기회.
미스501
세계 선교
이 과목은 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목적, 선교의 확장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오순절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 현대사에 대한 고찰이 주목된다.
개신교 선교 운동. 또한 본 교과목은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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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한 선교 과업과 지침
복음화와 교회 개척.
미스502
선교의 성경신학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목적, 선교적 소명의 성격,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신약의 권위와 범위. 공부는 둘 다
주제와 텍스트로. 선교학적으로 중요한 주요 성경-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이해와 실천에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사용하여
기독교 선교의.
미스503

사역의 문화적 역동성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차원과 표현에 대한 고려
사역을 위한 문화적 환경에서 주석을 위한 특정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이 코스는
회중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과 종교의 역동성을 조사합니다. 그것은 탐구할 것이다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과 가치의 차이.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사역의 차이점과 성격과
회중 문화의 중요성.
미스504
타문화 사역을 위한 준비
단기, 타문화 선교 경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이 과정은
학생들이 특정 상황에 대한 문화 간 인식 및 상황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 설정.
미스505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 전략
미전도 종족을 위한 사역과 선교의 폐쇄 전략에 대한 연구,
현대의 미전도 종족 그룹에 대한 식별, 선택 및 진입; 그리고 의 개념
전도 사역의 표적으로서 동질적인 단위.
미스506

상황화

관계를 검토하는 이론적 및 실제적 관점에서의 맥락화 연구
복음과 문화, 성경적 지침, 상황화의 다양한 방법. 학생들은 평가
광범위한 신학적,
윤리적, 문화적, 교회적 문제.
미스507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의사소통의 원리, 과정 및 함정에 대한 연구,
학생들이 여러 문화에 걸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근원 문화와 수용 문화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포함
다양한 인식, 가치, 표현, 논리 및 언어적 어려움의 치료.
미스508
다문화 교회 개척
사례 연구와 함께 신약에서 교회 개척의 성경적 원리 연구
오늘날 다른 문화권의 교회 개척과 관련된 현대 연구.
미스509

세계 종교

세계 주요 종교, 신념, 관습, 종교의 기원과 성장에 대한 역사적 조사
주요 전통의 세계관을 조사하고 비교 및
기독교 신앙과 관습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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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510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이 세미나는 학생들이 세속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돕습니다.
문화. 공공 장소에서의 기독교 신앙, 다른 종교와의 기독교 관계, 정치 및
경제적 참여, 사회와 문화의 기타 요소를 검토합니다.
PRCH501

강해설교

기본 강해 설교 이론과 기술을 소개하고 준비를 강조합니다.
텍스트에서 파생된 명제를 정확성, 관심, 명확성 및 관련성을 제공합니다.
전제 조건: BBLS500
PRCH502 강해 설교 실습
설교의 준비와 전달을 강조하는 강해설교의 적용과 실천
정확성, 관심, 명확성 및 관련성이 있는 텍스트 파생 명제. 두 번 설교하는 학생들
그리고 동료 학생과 교수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전제 조건: PRCH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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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CH503
정신적 생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봉사를 지배하는 성경적 원칙에 대한 연구,
거룩한 생활과 영적 생활에 필요한 신성한 공급과 마음의 조건의 충족
사역의 힘. 이 "영적 생활"은 성찰과 묵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개인 및 회중(영적 공동체)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
영적 삶. 영적 생명은 아들의 내주하심을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정신, "전체"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의 역동적인 과정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측량". 개인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일이다.
성령
PSMN501

영적 전쟁

기독교 사역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직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고찰. 주의는
영적 갈등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현대적 관점의 연구에 제공
특정한.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 혼란스러운 주제가 될 수 있으며,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전파되는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무시되고,
우리처럼 과학과 이성에 대해 계몽되지 않은 미신적인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악마가 모든 바위 아래에 숨어서 당신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있습니다.
부기 몬스터
PSMN502
전도와 제자도
일상의 상황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도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도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제자. 이 과정은
전도와 제자도에 관련된 신학적 원리와 실제적인 사역 전략.
내용과 제자도를 포함하여 전도와 제자도의 여러 모델을 탐구할 것입니다.
행동 양식. 전도와 제자도를 최종 목표로 하는 목회자라면 누구에게나 귀중합니다.
PSMN503

지역 교회 및 사회 봉사 사역

창조에 초점을 둔 사회 봉사에 대한 왕국-의제 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 연구
지역 교회를 통한 효과적인 지역 사회 영향을 위한 실제 전략의 개발.
이 과정은 학생들이 사려 깊고 열정적인 전도자를 양성하고 이해하고
성경적 원리와 교회 전도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깊은 욕망을 강조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회 봉사 사역을 하는 것. 개인, 관계 및 기업
(유기적) 전도와 평신도 사역 동기 부여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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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N504

사역의 소그룹 과정

소그룹 환경에서 의사 소통 기술의 시험 및 실습에 중점을 둡니다.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 운동. 현재의 소그룹 사역 모델이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미나는 소그룹 사역을 위해 선택된 현대적 모델에 학생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어떤 형태의 소그룹
사역은 미국 이외의 가장 큰 교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재학생
이 세미나에서 그들은 그들의 사역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확인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NS
임상 학습 경험은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생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 기반 대회에서
PSMN505

개인 평가 및 사역 비전

개인의 사역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정의하고 개발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리더십과 대인 관계 기술, 자신감 구축을 위한 목적
미래의 사역 결정과 비전 개발에.
PSMN506

조직 커뮤니케이션

리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대한 연구입니다. 학생들은 의사 소통을 개발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경을 통해 조직, 직원 및/또는 사역을 위한 기술, 원칙 및 계획
프로세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주제를 다루는 입문 과정입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포함한 학문 및 실습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기능적이고 해석적인 이론과 응용은
탐구했다.
PSMN507
교회의 어린이 사역
출생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대한 연구, 이를 위한 방법 및 재료
어린이들과 함께 일하고 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관리합니다. 재학생
교실 학습을 통합하기 위해 두 번의 교육 시연에 참여합니다.
PSMN508

교회의 청소년 사역

젊은이들의 본성과 필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연구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및 문제에 대한 그룹 역학 및 토론은
도 논의했다. 학생들은 청소년 사역의 실천 철학을 개발할 것입니다.
PSMN509

포스트모던 시대의 청년 사역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87/160

8/11/2021

개혁 대학
포스트모더니즘과
그것이 교회
미치는발달과
영향에필요에
대한 연구
젊은 성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사역에
전략. 청소년
비추어 논의
변화하는 문화적 힘. 학생들은 청년 사역의 실천 철학을 개발할 것입니다.
PSMN510 지방 교회의 여성 사역
시작하고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
지역 교회의 여성 사역,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연구 재검토
지역 교회의 사역에서. 그것은 여성이 이 분야에 기여한 중요한 공헌을 조사할 것입니다.
신약시대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사역의 본질과
교회와 파라교회 상황에서 여성의 사역을 배치합니다. 학생은 공식화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성경에 근거한 사역 철학.
PSMN511

목회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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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에 관한 목회적 관심과 책임을 통합하기 위한 기초 연구,
기독교 교육, 제자도, 선교, 교회 리더십 개발, 예배 인도 및
특별 서비스, 장기 계획, 지역 사회 관계 및 교회 의식.
PSMN512 교회 개척 입문
학생에게 교회의 신학, 이론 및 실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과정
심기 사역. 이것은 자격에서 과목을 다루는 기본 입문 과정입니다.
개척자는 교회 개척과 부흥에 관련된 방법론적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PSMN513
교회 성장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이 과정은 공부할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으로서 교회성장운동의 기본 원칙과 전략
선교 전략과 복음화에 있어서, 그리고 회중의 아웃리치와 복음화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확장. 이것은 역사적 출현과 명료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수행될 것입니다.
Donald McGavran의 사도적 비전과 유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할 것입니다.
서양 및 3분의 2 세계 사례 연구.
PSMN514

기독교 리더십의 역동성

의 원칙에 기초한 효과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자질과 실천에 대한 분석
기독교의 개인적인 철학을 고안하는 데 관심을 가진 성경 및 관련 문헌
지도.
PSMN515

찬송가

이 연구는 예배에서 음악의 중요성, 음악의 "언어",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의 음악 사역을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하는 방법.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약성경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회중 노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춘 과정
시편부터 현대의 찬양-예배 노래까지, 전통적인 서양 찬송가에서 세계 예배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맥락과 관습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 노래.
THLG501
조직신학Ⅰ
주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연구: 성서학, 신학 고유학, 인류학 및 하마르티톨로지.
다시 말해, 이 과정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연구입니다.
신학적 방법, 계시, 성경, 존재, 속성, 삼위일체 소개
신의 본성.
THLG502

조직신학Ⅱ

기독론과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과 종말론. 이 과정은 개혁 신학과
관점.
THLG503
교리의 역사
선택된 교리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 각 교리의 발전에 주의
교부들로부터 오늘날까지의 신학적 주제. 학생은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요 교리의 배경, 각 분야의 공식화 및 수정
초대교회에서 오늘날까지. 학생은 역사적 과정과 촉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것입니다.
신학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 있도록 교리의 공식화에 관한 문제
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한 이유
THLG504 칼빈 및 개혁신학 및 기독교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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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형성적 영향에 주목한 칼빈의 신학 연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고찰과 그의 연구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기독교 종교 및 개혁 신학 연구소. 우리의 목적은 일을 얻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칼빈 신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학생이
기독교 사역의 책임과 관련된 칼빈 사상의 중심 주제.
THLG505

삼위일체론자

한 분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연구; 성부, 성자, 성자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영; 그리고 오늘날 삼위일체 신앙의 파급효과. 또한 이
과정은 성경적 증거와 우리의 이해에 대한 역사적 발전을 검토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신학).
THLG506

기독교 윤리

개인의 행동과 성실성에 관한 표준과 그 표준과의 관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
성화 과정. 과정 전반에 걸쳐 성경적 관점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직면한 현대의 윤리적 문제. 탐구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기독교 사회 및 신학 윤리의 주요 출처, 방법 및 통찰력,
기독교 윤리학의 기초자료와 주요 신학의 도덕적 의의를 고찰한다.
주제와 확언. 이러한 기본 출처와 주제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루 중 하나 이상의 긴급한 문제(예: 기술,
생태학, 이민, 빈곤, 의료 윤리 등).
THLG507

변증론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강조하여 기독교 수호에 대한 연구,
방법론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현대적 도전. 선택된 지식인
현대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주장에 대한 도전(예: 신의 존재, 문제
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종교적 다원주의)
도전, 탐구됩니다.
THLG508 신, 악과 자유 의지
이 세상의 악과 완전한 선의 존재를 조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고찰
신, 인간의 자유 의지에 호소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제안된 해결책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호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악의 문제, 진정으로 끔찍한 악이 제기하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른 시도,
지옥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호소와 인간의 자유의 본질
THLG509

현대신학

현저한 신학적 발전과 입장에 대한 조사
19세기와 20세기 동안. 이 과정은 오늘날의 다양한 직책을 살펴봅니다.
근본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당면한 과제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근본주의. 분리에 대한 성경적 철학, 성경적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교에 비추어 사역에 대한 성경적 패턴
풍경.
THLG510

북미의 현대 종교와 새로운 종교 운동
북미 현대종교운동의 입문과정이다. 의 초점
이 과정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그룹인 New Religious에 관한 것입니다.
움직임(NRM). 코스의 전반적인 목표는 이러한 다양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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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무엇이 발생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해
서로의 역사를 통해 발전하는 방식
THLG514

청교도 신학과 사역

강조된 영국 청교도 전통에서 나온 신학 체계에 대한 연구
청교도들의 독특한 공헌과 그들의 사상에 대한 성경적 평가. 그것은 가지고있다
성경에 대한 청교도적 관점과 같은 청교도 신학의 몇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심층 조사,
묵상, 하나님 체험, 섭리, 죄의 죄성, 언약신학, 양자,
거룩함, 믿음의 확신, 교회와 예배, 설교, 성례전, 하나님의 약속,
양심과 가식, 천국과 지옥. 이 과정은 자연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경험적 종교, 청교도 저술의 독특한 특징, 그리고 그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실제 사역과의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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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500

개혁 대학 신실함과 영적 여정
리폼드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RU의 교수진 및 학생
이 수업에 참여하여 과거의 영적 여정과 비전을 개인적으로 공유합니다.
RU 이후의 여정. 참가자들은 RU의 정신과 각 개인의 정신을 배웁니다.
수업
MDiv 제안 진행 계획
(90학점 필수)
학기 코스 코드
BBLS500
1위

2위

3위

4위

코스명

시간 비고

성경 공부 방법과 해석학

삼

핵심

BBLS510

구약성경 조사

삼

핵심

BBLS530

신약성경 조사

삼

핵심

THLG501

조직신학Ⅰ

INS101

예배당

삼
P/F

핵심
IR

BBLL501

성서 그리스어 I

삼

핵심

BBLL511

성서 히브리어 I

삼

핵심

THLG502

조직신학Ⅱ

삼

BBLS511

창세기

INS102

예배당

BBLL502
BBLL512

핵심

삼
P/F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성서 그리스어 II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성서 히브리어 II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CCED501

목회상담세미나

삼

BBLS531

복음서

INS103

예배당

BBLS551

주해의 원리

삼

PSMN502

전도와 제자도

삼

미스501
CHHS501

세계 선교

삼

핵심

교회 역사

INS104

예배당

삼
P/F

핵심
IR

삼
P/F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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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6위

7위

8일

PRCH501

강해설교

삼

CCED511

기독교 교육 세미나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BBLS537

바울의 신학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THLG506

기독교 윤리

INS105

예배당

삼
P/F

PSMN512

교회 개척 소개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BBLS552

성경신학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THLG507

변증론

삼

미스506
INS106

상황화

삼
P/F

PRCH502

강해 설교 실습

예배당

삼

핵심

핵심
IR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관석

캡스501

안내 전도 및 제자도

삼

PSMN511

목회 사역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THLG510

현대 컬트

INS107

예배당

삼
P/F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CAPS502 또는

목회 인턴십 또는 선교 인턴십

캡스503
미스509
INS108

세계 종교
예배당

삼
삼
P/F

프로젝트

관석
프로젝트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학부
프로그램 디렉터
유희덕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사
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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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
리버티 대학교 M.Div.
태전침례신학교 학사
강사
문원욱 D.Miss. 성경 박람회 및 선교 연구에서
조영팔

디민 구약에서

Hardgrove, Mark E. Ph.D. 조직 리더십, D.Min. 사역에서
전찬응

디민

이문계

디민 조직신학

김운형 Ph.D. 신약에서
말론, 데니스 C Ph.D. 구약에서
박재식

박사 실천신학

시로코프, 피터

박사(ABD). 흐로닝언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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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수레쉬

디민 사역 리더십

신학 연구 석사 (MATS)
프로그램 개요
개혁 대학의 신학 연구 석사(MATS) 학위가 형성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 세계의 복잡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대화하는 신학적 전통
문맥. 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공동체, 신앙, 신학적 지식에 대한 공헌. 그것의 학문 때문에
본질적으로 MATS를 추구하는 많은 학생들은
신학과 관련된 수많은 분야 또는 비영리 부문, 고등 교육,
상담 또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
프로그램 목표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적어도 하나의 주요 신학 전통이나
신학적 실천, 사상, 구조.
2. 기독교 학술 연구의 주요 이론과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종교 연구와 다른 학문 간의 연결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및 전문 분야.
3. 종교에 대한 지식이 문화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을 분석할 수 있고,
아는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를 설명하고,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과 포용과 배제의 전략이 종교를 형성해 왔다.
형성, 지식, 전통, 관행 및 제도.
4.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교육, 예술,
법률, 의학, 저널리즘, 사회 서비스 또는 사회 변화.
5. 학제간 연구 및 독립적인 연구를 위한 준비
고등 교육의 전형이며 박사 과정의 다양한 분야를 인식합니다.
입학 요건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
MATS 프로그램에 대한 공인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이전의 모든 고등교육 학점에서 평균 2.5점
수습 상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위원회 또는 입학
사무실은 또한 최종 합격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2. 환불 불가 신청비.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모든 단과대학의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또는 신학교 기록, 이수한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
4.0 척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학점 평균이 2.5임을 나타내는 것
4.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지원자의 학사 학위 공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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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의 가정교회 담임목사 또는 안수 추천서 2통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6. 리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관심을 설명하는 에세이.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과정 요구 사항
학위 프로그램은 MATS의 45학점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코스 배포
MATS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는 총 45학점의 모든 필수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 학위 프로그램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를 만나기 위해.
제도적 요구사항
이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참석해야 합니다.
WS501 기관 채플 서비스. 학생들은 완료 시 합격/불합격 점수를 받게 됩니다.
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MTRP 650

연구 방법
이 과정은 연구 방법과 작성 지침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검토
이 과정의 핵심 프로젝트로 논문을 마더링합니다. 학생들은
강사가 코스에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통합하는 주제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학생은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논문을 완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MTSCB 500

구약의 신학적 개요
이 과정은 구약의 역사, 문학 및 신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구약의 주요 개념의 역사적 발전. 다른 필수 테마 중,
학생들은 "하나님의 형상", 축복과 풍요, 청지기 직분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문화 및 구속 명령, 언약 공동체와 사회 윤리, 정의와 은혜.
MTSCB 501

신약의 신학적 개관
이 과정은 신약성경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간략한 개요로 시작합니다.
New에 포함된 다양한 문학 장르의 맥락과 내용을 탐구한다.
유언: 복음서, 사도행전, 편지와 서신, 그리고 묵시적 예언-계시.
이 과정은 신약성경 책과 현대 학문에 대한 친숙함을 제공합니다.
연구하고, 해석적 방법을 예시합니다. 또한 주요 주제와 문제를 소개합니다.
기독교의 성경적 기초에 특별한 강조와 함께 신약 신학
믿음.
MTSCB 502

교회 역사
이 과정은 교회의 전체 역사에 대한 조사를 제공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사도들. 표준 신학에 특별한 강조가 주어질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된 주제, 사람, 장소,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교회를 퍼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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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CC 520

변화하는 사회 속의 선교적 교회
이 과정은 복음, 성경 이야기, 선교,
그리고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 그런 다음 우리는 교회의 선교적
세상에서의 성소와 성소를 지지하는 회중의 관행.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서구 문화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MTSCC 521

기독교 교육과 전도
기독교의 역사적, 철학적 발전과 성경적 원리
교육 및 검토 및 적용됩니다. 제자도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앙 발달, 교사/학습자 과정, 소그룹 개발, 연령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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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 자원지도합니다.
봉사자와 협력,
계획 개발
및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교회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특히수업
이 과정은
다음을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회의 전도에 힘을 실어줍니다.
MTSCC 522

설교학의 새로운 경향: 고급 설교학
설교 이론, 역사학 등의 주제를 강조하는 고급 설교 과정
설교, 설득, 현재의 설교 경향과 모델, 실험적 설교
기법. 이 과정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해설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행위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추구할 것이다
강해 설교가 성경의 근본적인 구원 메시지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여줍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그 과정에서 설교자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자들과 구도자들 모두에게 생생하고 흥미진진합니다.
MTSCT 510

사회 및 신학 윤리
윤리 체계의 성경적 토대와 그 적용에 대한 연구
성윤리, 생명의학 윤리, 교회와 사회의 페미니즘을 포함한 상황,
이민 문제, 경제 문제. 이 과정은 이러한 문제를 평가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포인트.
MTSCT 511

언약신학
이 과목은 주석,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서 언약신학을 연구한다.
관점. 언약신학은 우리를 설명하고 심화시키는 성경의 방법이다.
(1) 속죄에 대한 이해 (2) 우리의 보증; (3) 성사; (4) 연속성
구속 역사의; (5) 하나님의 주권과 기독교의 역동성
책임/경건. 그러므로 언약의 교리는 개혁파들에게 중요하다.
체계적이고 성경적인 신학
구속 역사).
MTSCT 512

변증론
이 과정은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변호입니다. 연구
믿음, 이성, 경험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포함합니다. 평가한다
현대 사상 체계와 기독교 교리의 타당성과 방어를 보여줍니다.
진실로. 또한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적절한 기독교인을 제안합니다.
응답.
MTSE 550

철학 신학 (3학점)
철학 신학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합니다: (1) 신의 본성에 관한 질문;
(2) 특정 종교 교리의 의미와 일관성에 관한 질문; (3)
종교적 신념의 본질에 대한 질문. 우리는 각각에 따라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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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제. 우리가 논의하는 질문은 주로 귀하와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클래스의 구성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한 가지 주제는 종교적인 견해의 다양성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만약 있다면) 존재에 대한 질문
종교적 다양성은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 다른.
MTSE 551

통합신학 (3학점)
이 과정은 역할을 포함한 신학적 문제에 대한 고급 토론을 제공합니다.
성경, 하나님(신학 고유), 창조, 인류(인류학), 죄, 기독론 및
성경적 견해를 정의하고 건설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교회론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다른 견해를 논박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신학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MTSE 552

종교 비교 연구 (3학점)
이 과정은 주제와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종교 연구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주요 종교 전반에 걸친 교리, 의식, 경전, 신비주의, 순례, 신화와 같은
의 비교 연구에 방법론적 접근을 도입하면서
종교. 학생 학습 결과: 학생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과 제도, 그리고 그것들의 다양한 유사성과
비교 방식의 차이.
MTSE 553

영적 형성(3학점)
본 교과목은 성령이 역사할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 에 근거한 영적 실천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평생 추구하는 것을 유지하고 양육하는 기독교 전통,
성경과 신학.
MTTW 651

논문 I (3학점)
이 과정에서 학생은 얻은 신학적 정보와 이론을 종합합니다.
과정에서 대학원 수준의 논문을 작성합니다. 이 논문은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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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
예상되는
사역/직업
분야에
따라 지도를
받습니다.
최종 제품은 반영됩니다
대학원 수준의 연구 및 작문 기술
MATS 제안 진행 계획
(45학점 필수)
학기 코스 코드
MTSCB 500
1위

2위

코스명

시간 비고

구약의 신학적 개요

삼

핵심
강의

MTSCT 510

사회 및 신학 윤리

삼

핵심
강의

MTSE 550
INS 101

예배당

MTSCB 501

신약의 신학적 개관

삼

핵심
강의

MTSCC 521

기독교 교육과 전도

삼

핵심
강의

철학신학

삼
P/F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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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4위

5위

MTSE 551

통합신학

INS 102

예배당

MTSCB 502

교회 역사

삼

핵심
강의

MTSCC 522

설교학의 새로운 경향: 고급
설교학

삼

핵심
강의

삼
P/F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R

MTSE 552

종교 비교 연구

INS 103

예배당

MTSCC 520

변화하는 사회 속의 선교적 교회

삼

핵심
강의

MTSCT 511

언약신학

삼

핵심
강의

MTSCT 512

변증론

삼

INS 104

예배당

P/F

핵심
강의
IR

MTSE 553

영적 형성

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MTRP 650

연구 방법

삼

프로젝트

MTTW 651

논문 I

INS 105

예배당

삼
P/F

프로젝트
IR

삼
P/F

총 신용 시간

선택과목
IR

45

학부
유희득, Ph.D., Th.M., M.Div.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사
Th.M.,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리버티 대학교 M.Div.
태전침례신학교 학사
Chang, Jong Sik, Ph.D., M.Th., Th.M., D.Miv.
영국 대학교 박사
M.Th., Maryknoll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Th.M., 서울, 한국
장로교 신학교 M.Div., 서울, 한국
성균관대학교 학사, 서울, 한국
Chi, Kwan Ha, Th.D., M.Div., MA
에모리 대학교 박사
하버드 대학교 M.Div.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석사
홍익대학교 학사,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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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팔, 디민, STM, M.Div.
D.Min., 리폼드 신학교
STM,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Div.,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B.Th.,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서울, 한국
전찬응, 디민, M.Div., MBA
오럴 로버츠 대학교 신학부 D.Min.
M.Div., Erskine 신학교
MBA., 조지아 기독교 대학
서울대학교 MBA
가천대학교 학사, 서울, 한국
Malone, Dennis C., Ph.D., Th.M., MATS
암리지대학교 박사
Th.M.,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MATS, 컬럼비아 신학교
BAS, 머서 대학교

경영학 석사 (MBA)
프로그램 개요
개혁 대학의 경영학 석사 (MBA)의 주요 목적은
작업 특성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합니다.
경쟁 환경에서 비즈니스. 개혁 대학의 사명 선언문을 기반으로,
또한 각 MBA 학생의 기독교 세계관과 의식을 학문적으로 촉진하고
전문적으로 사회적 책임과 하나님 나라의 발전을 위한 헌신
세계.
MBA 프로그램의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정책을 통합합니다.
경제, 회계, 재무, 인수 합병, 프로젝트 관리, 협상 및
갈등 관리, 마케팅, 관리, 인적 자원 관리 및 전략적
관리. 이 프로그램의 주요 초점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미래의 관리자와 리더가 됩니다. 재학생
이 프로그램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즈니스 상황. 전략 경영의 MBA 관석 과정은 궁극적으로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학습에 통합하기 위해 연구된 모든 이론, 기술 및 전략을 결합합니다.
경험. 따라서 경쟁의 본질과 전략적 기동의 종류를 강조합니다.
조직이 경쟁자보다 최첨단 이점을 가지려면 채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목표
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이론, 도구, 기술, 실습 및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경영 및 경영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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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운 지식을 문제 해결 및 수용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21세기 비즈니스 환경에서 마주하는 기회.
3.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전문직 및 대인 관행을 보여줍니다.
4. 효과를 촉진하는 매끄럽고 지속적인 전문 전략의 범위를 개발하십시오.
비즈니스 환경에서.
5. 윤리적, 법적,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기업의 더 광범위한 역할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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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시민.
6. 주요 비즈니스 및 기능 영역과 관련된 역량 및 지식을 배포합니다.
장기적인 경력 성장.
7.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 공통 지식의 획득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입학 요건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
MBA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공인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해야 하며,
이전의 모든 고등교육 학점에서 평균 2.5점
수습 상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위원회 또는 입학
사무실은 또한 최종 합격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2. 환불 불가 신청비.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모든 단과대학의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또는 신학교 기록, 이수한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
4.0 척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학점 평균이 2.5임을 나타내는 것
4.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지원자의 학사 학위 공증 사본.
5. 신청인의 가정교회 담임목사 또는 안수 추천서 2통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6. 리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관심을 설명하는 에세이.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과정 요구 사항
학위 프로그램은 MBA의 36학점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전제 조건 과정이 필요한 비 비즈니스 학생은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총 45학점을 이수하여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위 프로그램에는 모든 비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MBA를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필수 선행 과정을 완료하는 주요 졸업생
커리큘럼 코스 순서.
코스 배포
MBA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는 MBA 핵심(36시간) 및 모든 전제 조건(9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학위 프로그램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권장됩니다.
상담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와 만날 약속을 잡기 위해.
제도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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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참석해야 합니다.
WS501 기관 채플 서비스. 학생들은 완료 시 합격/불합격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
개혁 대학의 MBA 프로그램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9개의 핵심 과목(27학점) 및 (3개의 선택과목 또는 9개의 선택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학점) 경영학 MBA 학위를 완료하기 위해 총 36학점(또는 12과목)
관리. 참고: 비즈니스가 아닌 학생은 추가로 3개 과정 또는 9개 과정을 이수합니다.
이 MBA 프로그램을 완료하려면 최대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리폼드대학교 MBA 과정 학생들은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개발합니다.
경영 의사 결정에 중점을 둔 관리 및 리더십 기술,
의사결정자를 위한 통계적 연구, 변화하는 프로젝트 환경에 초점
관리.
핵심과정(27개 핵심과정 필수)
ACCT 550
에코 550
지느러미 670
MGMT 690
MGMT 700
MGMT 720
MGMT 730
MKTG 660
MKTG 705

관리 회계
경영경제학
경영 재무
경영 의사결정자를 위한 연구 및 통계
합병 및 인수
프로젝트 관리
전략경영(캡스톤)
글로벌 시장
협상 및 갈등 관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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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9학점 필수)
버스 500
ISDS 510
MGMT 560
MGMT 600
MGMT 610
MKTG 500
MKTG 645

비즈니스 환경, 법률 및 윤리
정보시스템 관리
21세기의 조직행동과 리더십
인적 자원 관리
기업가 정신: 혁신 관리 및 성장 전략 실행 3
마케팅 관리
인터랙티브 및 다이렉트 마케팅

삼
삼
삼
삼
삼
삼
21

총
비 경영학 졸업생을위한 전제 조건 (9 학점 필수)
ACCT 101
ECON 201
지느러미 301
MGMT 301
MKTG 301

회계의 원리
미시경제학
재무 관리 원칙
관리의 원칙
마케팅 원칙

삼
삼
삼
삼
삼
15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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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과정 순서
학기

과정
1

2

삼

4

크레딧

ACCT 550 관리 회계

삼

ECON 550 경영 경제학

삼

ELECTIVE 선택과목을 선택

삼

MKTG 660 글로벌 시장

삼

FINS 670 경영 금융

삼

ELECTIVE 선택과목을 선택

삼

경영 의사 결정권자를 위한 MGMT 690 연구 및 통계

삼

MGMT 700 합병 및 인수

삼

선택과목 선택

삼

MGMT 705 협상 및 갈등 관리

삼

MGMT 720 프로젝트 관리

삼

MGMT 730 전략적 관리 캡스톤

삼

졸업을 위해 이수한 총 36학점

36

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Non-Business 학생을 위한 전제 조건(9학점 필수)
ACCT 101

회계 원칙

재무회계 개념과 재무보고에 대한 소개, 어떻게
의사 결정자는 회계 정보를 분석, 해석 및 사용합니다. 방법이 강조된다.
회계 조치, 기록 및 보고 기업 및 기업의 경제 활동
회계 정보를 해석할 때 발생액과 현금 흐름 측정 간의 관계.
ECON 201

미시경제학

이 과목은 사회와 경제의 분업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시스템; 소비, 생산, 저축의 미시경제학의 메커니즘, 개념 및 이론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투자; 관계와 균형의 분석
폐쇄 및 개방 경제의 다양한 시장; 및 기본 처리를 위한 일반 지침
경제적 문제.
지느러미 301

재무 관리 원칙

이 과정은 기업 금융의 개념과 기법에 대한 개요 연구입니다. 주제 포함
투자, 금융 환경, 증권 시장, 금융 시장, 재무 제표 및
분석, 운전자본관리, 자본예산, 자본비용, 배당정책, 자산
평가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이 더 나은 성취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련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재정적 결과. 이 과정은
재무 계획 및 분석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주제에는 기본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무제표, 예측, 예산, 화폐의 시간가치, 주식 및 채권 평가, 자본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97/160

8/11/2021

개혁 대학
예산 더
편성,
주주 가치 극대화 및 자본 조달. 전제 조건: "C"(2.0)가 있는 ACCT101
또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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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301 관리 원칙
이 과정은 경영에 대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입문 연구 및 분석입니다.
전략적 영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총괄 관리자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계획, 조직,
비즈니스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주도, 지시 및 통제, 갈등
관리, 대인 커뮤니케이션, 인력 충원 및 감독 프로세스, 성과
평가, 그룹 및 팀 관리, 관리 개발 및 직원 교육. 다양한
의 사례 연구를 활용합니다.
MKTG 301

마케팅 원칙
마케팅 연구 및 실습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소개합니다. 주제 포함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마케팅 프로세스 및 계획, 시장 조사 활용,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과 마케팅 믹스,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및 제품 차별화. 이 입문 과목은 학생들이
제품, 서비스, 소비자, B2B,
산업, 글로벌 및 소셜 마케팅.

MBA 프로그램 과정 설명
ACCT 550

관리 회계
이 과정은 관리 회계의 기본 개념을 소개합니다.
모든 조직. 학생들은 다음과 관련된 기업의 회계 시스템에서 정보를 공부할 것입니다.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와 구별되는 내부 관리자의 결정
회사 외부. 제품 원가 계산의 식별 및 할당에 중점을 둡니다.
활동 기반 원가 계산, 예산 책정 및 기타 계획 응용 프로그램,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 포함
탈중앙화 조직을 만들고,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주제에는 제품 원가 계산이 포함됩니다.
방법론, 비용 행동, 운영 및 자본 예산 책정, 성과 평가.
버스 500
비즈니스 환경, 법률 및 윤리
이 과정은 오늘날 비즈니스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법률 영역에 대한 조사를 제공합니다. NS
계약법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은
사업.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법이 어떻게 작동하고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 특히 주의할 것은
획기적인 사건의 영향과 최근 법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의 법적 문제. 주제에는 (a) 미국법의 기초 (b)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 (c) 법원 및 절차 개요 (d) 불법 행위, 형법 및 사이버법 (e)
계약, 양도 가능한 문서 및 대리인 법률의 필수 사항 (f) 채무자-채권자 관계 (g)
사업 조직의 형태 (h) 노동 및 고용법 및 (I) 고용 차별.
에코 610
경영경제학
관리 경제학은 자원 할당 및
분석가, 관리자 및 컨설턴트가 민간, 공공 및 비-분야에서 내리는 전술적 결정
경제의 영리 부문.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요 경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다루는 개념과 도구. 학생들은 또한 철학을 검토합니다.
최적화, 이익의 역할, 경영 경제학과 다른 영역 간의 관계
비즈니스 및 경제 분석. 특정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경제 개념이 포함됩니다.
한계 분석, 순 현재 가치, 위험 및 의사 결정 분석. 과정은 또한 비판적으로 본다
전략을 포함한 수요 및 예측, 생산 및 비용, 가격 책정 및 산출 결정 영역
그리고 전술, 장기 투자 결정, 그리고 민간 및 공공이 아닌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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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영리 부문. 학생들은 비즈니스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도구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례 분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느러미 670
경영 재무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금융 이론과 개념을 소개합니다.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에 중점을 둔 기업의 내부 및 외부 재무 결정을 계획하고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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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한 이 과정은 다국적 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재정적 문제를 탐구합니다.
윤리를 포함한 기업, 정보기술의 역할. 사례 연구를 통해
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재무 보고서를 개발하고 검토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경영에 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는 데 관리자를 지원합니다.
재무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재무
ISDS 510

정보 시스템 관리
이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다음을 통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획, 감독 및 관리. 정보 시스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촉진,
기본 비즈니스의 주요 촉진자로서 정보 시스템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활동 및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하나 이상의 섹션은
모든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과정은 또한 컴퓨터 기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설명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에서 조직의 관리에 정보 시스템
인터넷 시대. 주제에는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의 사용,
사용자의 역할, 전자상거래와 상거래의 발전, 기업의 진화
자원 계획 시스템 및 관리자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프로세스 아키텍처.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통신,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 기술
관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MGMT 560 21세기의 조직 행동 및 리더십
이 과정은 관련 이론, 연구 및 실습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현대 글로벌 환경에서 조직 행동과 리더십. 강조가 켜져 있습니다
8/26/19 33 정치에서 변화, 행동 및 리더십의 다단계 문제를 조사,
문화적, 경제적 영향. 이 과정은 사회 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개인 행동의 변이와 유사점을 설명하려는 이론과 학문,
그룹 및 조직. 동기 부여와 리더십, 인력에 대한 비교 관점
다양성, 팀워크, 의사 소통 및 윤리가 탐구됩니다. 강조하는 것은 지리학,
세계화, 인구 통계, 다양성, 변경 관리 및 기업 책임.
MGMT 600 인적 자원 관리
이 과정은 학생들이 경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익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직의 인적 자본. 학생들은 관련 현재 문제 및 관행에 노출됩니다.
직원 관리의 법적 및 규제 요소를 포함한 인력 관리,
직원 채용, 직무 분석, 성과 관리, 징계 문제, 보상 시스템, 복리후생,
종료. 이 과정 전반에 걸쳐 전략적 접근 방식이 강조될 것입니다.
인간 관행 및 노출의 재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균형 성과표 접근 방식.
MGMT 610 기업가 정신: 혁신 관리 및 성장 전략 실행
이 과정은 기업가 정신의 의미와 시작 및 실행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기업가 사업. 이 과정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 방식과 기존 접근 방식; 성공적인 기업가의 속성;
기업가가 직면한 문제와 장애물; 사업 계획 작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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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가 직면한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혁신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MGMT 645 인터랙티브 및 다이렉트 마케팅
이 과정은 인터랙티브하고 수행하기위한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형식의 성장을 검토합니다
직접 마케팅.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속도와 제어를 원합니다.
및 소셜 미디어 형식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토대를 소개하고 구축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직접 마케팅의. 학생들은 개발 방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합하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크리에이티브 플랜
경영 의사 결정권자를 위한 MGMT 690 연구 및 통계
이 과정은 수집, 구성, 분석, 해석 및 통계에 대한 통계의 실용적인 사용을 강조합니다.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다루는 영역에는 기술 통계, 추론 통계, 회귀 분석,
및 시계열 분석. 학생들은 관리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 사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만드는 과정.
MGMT 700 합병 및 인수
이 과정은 기업의 인수 합병을 분석합니다.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거래를 구성하거나 제안된 거래에 대한 의견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및
요구 사항 제출, 대상 이사회의 수탁 의무와 같은 인수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이사 및 독점 금지 규정. 이 과정은 강의, 프로젝트 및 사례 분석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표준 기업의 적용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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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 720 프로젝트 관리
이 과정은 새로운 애자일 원칙과 관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풍경입니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애자일 및 기존 프로젝트 관리 원칙 및 관행을 성공적으로 혼합하는 방법
모든 비즈니스 및 프로젝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율. 이 과정은 깊은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원칙과 관행에 대한 이해
기존 프로젝트 관리와 경쟁하기보다는 보완적입니다. 주제 포함: 애자일
기본, 원칙 및 관행; TQM과 린 매뉴팩처링에서 애자일의 뿌리; 적응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민첩한 접근 방식 엔터프라이즈급 Agile 계획 및 관리
변환;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애자일 프레임워크와 애자일을 사용하여 애자일을 엔터프라이즈 수준으로 확장
프로젝트 관리 도구.
MGMT 730 전략적 관리 캡스톤
이 Capstone 과정의 목적은 개념, 프로세스 및 전략 유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이끌기 위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글로벌 경제에서 이 과정은 학생에게 전략 분야를 소개합니다.
에 대한 이론, 개념 및 토론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개발함으로써 경영
실제 비즈니스 사례. 그것은 학생들에게 전략적 프로세스의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즈니스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분석 및 계획.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관리자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법을 보여줄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개발하십시오.
그들의 조직은 업계의 경쟁 회사보다 우수한 경쟁 우위를 달성합니다.
MKTG 500 마케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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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기본적인 마케팅 도구의 심층 탐구와 실제 적용을 제공합니다. 이것들
제품 정책, 가격 책정, 판촉, 유통, 영업 관리, 고객 포함
세분화 및 유지. 대부분의 수업에서 우리는 다음을 식별해야 하는 사례 연구를 분석할 것입니다.
마케팅 기회, 가치 제안 개선, 고객 세그먼트 선택 및 마케팅 개발
다양한 관리 상황에 대한 프로그램.
MKTG 660

글로벌 시장

이 과정은 마케팅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및 국제 시장에서 서비스.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분석적 접근 방식을 활용합니다.
역동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문제. 다학제적 적용에 중점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규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국제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의 문제.
MKGT 705

협상 및 갈등 관리

세계가 점점 더 세계화됨에 따라 국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에서
국제적 맥락에서 마케팅 관리자는 국경을 넘어 거래를 계획하고 수행하여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교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국경을 넘어"라는 장소는 국내와 국제의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마케팅. 이 과정은 국제 마케팅의 기본 개념, 다양한 활동을 고려합니다.
국제 마케팅 기획에 필요한 국제 마케팅 활동의 시작
국내 기업에서 진행하며, 전략 및 마케팅 관리 관련 이슈
확장된 글로벌 운영에.
학부
프로그램 디렉터
흥성성노
비즈니스 프로그램 이사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밴더빌트 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강사
잉그리드 마샬
비즈니스 프로그램 부국장
박사 경영학; 전문화 - 마케팅 CIU 대학교
Post Masters General Business, Northcentral University
MSc 정보 시스템, Pace University
BBA 회계, Pace University
Blake Business School 컴퓨팅 디플로마 데이터베이스 관리
찰스 채
석사 콜로라도 대학교 컴퓨터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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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inade University of Honolulu 컴퓨터 공학 학사
강도 에드워드 드라트와
박사 (ABD) 국제 기업 리더십, Cape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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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 마케팅 관리, Western Michigan University
학사, 마케팅, 인디애나 대학교
월피엣 파월
Ph.D., 경영학, 전문화: 회계, Northcentral University
켈러 경영대학원 프로젝트 관리 석사. 드브리 대학교
MBA 경영학, 켈러 경영대학원. 드브리 대학교
BA, 회계, Mattcon
라이센스: CPA State of Wisconsin, CPA State of Georgia.
윌리엄 스타우프
종교 박사, 베다니 신학교
서퍽대학교 MBA
학사 노스이스턴대학교 경영학과
윤화진
필리핀 마닐라 Santino Thomas 대학 경제학 박사
예일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에크펜 테오프필루스 오위
월든대학교 경영학 박사
클레이튼 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이학 석사(MS) 경영 정보 시스템, De Montfort University, Leicester, UK
나이지리아 베냉대학교 회계학 학사
AS(Associate) 회계, University of Benin, Nigeria
인증: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인증(PMP)16700
MSI 변경 관리 전문가 인증.

문화 간 연구 (MAICS)의 예술 석사
프로그램 개요
제안 된 이문화 연구 석사는 학생들이 두 가지 직업을 모두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차 문화 또는 다문화 환경에서 그리고 확산과 관련된 사역을 위해
역사와 선교 신학을 포함하여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 인류학, 선교 전략 및 사회 참여 연구. 그 사명
유능한 그리스도의 의사 전달자, 효과적인 다문화 전문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에 민감하고 효과적인 하인.
프로그램 목표
1. 하나님과 복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보여줍니다.
문화 간 관점.
2. 생활, 사역, 그리고 삶과 관련하여 철학/신학 성명서를 작성
학생 자신과 다른 맥락이나 문화에서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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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적 또는 국제적 관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 교육, 비즈니스, 선교 또는 개발).
4. 분석 및 분석에 익숙함을 나타내는 서면 연구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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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연구 도구(특히 사회 과학) 및 능력 입증
그들의 목표와 활동을 평가하고 작업의 문화적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환경.
5. 복음의 역동적인 성격, 영적이고
성장하는 교회의 문화적 특성, 복음과 복음 사이의 깊이 얽힌 관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문화 안에서 주어진 문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문화 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것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창조의 신에 대한 충성.
6. 성품의 경건, 성실과 도덕에 대한 개인적인 표준,
인권과 정의, 그리고 창조주와 인류의 화해에 대한 열정.
7. 학문적 형성(신학적
참여), 영적 형성(교회 참여) 및 선교(공동체
약혼).
입학 요건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
MAICS 프로그램은 공인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전의 모든 고등교육 학점에서 평균 2.5점
수습 상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위원회 또는 입학
사무실은 또한 최종 합격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2. 환불 불가 신청비.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모든 단과대학의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또는 신학교 기록, 이수한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
4.0 척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학점 평균이 2.5임을 나타내는 것
4.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지원자의 학사 학위 공증 사본.
5. 신청인의 가정교회 담임목사 또는 안수 추천서 2통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6. 리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관심을 설명하는 에세이.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과정 요구 사항
학위 프로그램은 MAICS의 42학점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관석 과정은 핵심을 통합하는 석사 논문의 완료를 요구합니다.
이론과 실제 지식을 상호 문화에 대한 설득력 있고 명확한 계획으로
사역/리더십.
코스 배포
MAICS의 요구 사항에는 5학기 동안 42시간의 필수 과정이 포함됩니다.
제도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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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참석해야 합니다.
WS501 기관 채플 서비스. 학생들은 완료 시 합격/불합격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문화 연구 커리큘럼의 예술 석사
첫 학기 학점
1. ISBT 500

성경신학과 해석

삼

2. ISMC 510

사역을 위한 인류학

삼

3. ISME 550

문화 간 환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삼

2학기
4. ISBT 501

기독교 신학

삼

5. ISMC 513

글로벌 환경에서의 상황화

삼

6. ISME 551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개척과 발전

삼

3학기
7. ISBT 502

역사신학

삼

8. ISME 552

도시화된 사회에서의 사역

삼

9. ISMC 554

세계 기독교

삼

4학기
10. ISMC 511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삼

11. ISMC 512

다른 종교와 기독교인의 만남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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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SBT 503
5학기
13. ISTP 650

선교와 전도의 개혁 신학

삼

연구 방법

삼

14. ISTP 651

명제

삼
42

총 크레딧
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ISBT 500
성경신학과 해석
이것은 학생들에게
문화 간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주석 도구
연구. 학생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인식하고 작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성경과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학적 접근에 대한 개요를 얻을 것입니다. 에서
과정에서 학생은 다양한 연구 도구, 방법, 자원 및
성경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한 성경해석의 실천적 기술
현대적 맥락.
ISBT 501

기독교 신학

이 과정은 학생에게 기독교 신학을 소개합니다. 자연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된다.
현대 세계에서 신학을 수행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권위. 주제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삼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찰
창조와 섭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ISBT 502

역사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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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들로부터 근대까지의 교회사를 중심으로
교리의 발전. 교부, 중세, 종교 개혁 및 종교 개혁의 핵심 사상가를 강조합니다.
현대 시대.
ISBT 503

선교와 전도의 개혁 신학
이 과정은 세 가지 관점에서 세계 선교를 제시하고 검토합니다.
선교 신학; 선교의 역사; 현재 동향, 방법 및 직면한 문제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둔 선교.
ISMC 510

사역을 위한 인류학
이 연구는 학생들에게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도구 키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설정에서 인간의 상호 작용.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를 하고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이론, 데이터, 실용적인 솔루션을 통해 사회 문제와 문화 분석.
인류학 연구는 21세기에 적합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지적으로 엄격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세계를 참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감하고 효과적인 다문화를 위한 관계 및 분석 도구를 얻습니다.
미국과 해외에서 약혼.
ISMC 511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의사소통의 원리, 과정 및 함정에 대한 연구,
학생들이 여러 문화에 걸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강조한다
근원 문화와 수용자 모두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다양한 인식, 가치, 표현, 논리 및 언어의 처리를 포함하는 문화
어려움.
ISMC 512

다른 종교와 기독교인의 만남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 전통에서 참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합니다.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성찰을 통해 다양한 신앙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역사, 신념, 도덕 및 예배 방식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전통을 가져온
기독교 신학과 학생 자신의 종교적 뿌리 또는
철학적 견해. 신앙 공동체 방문은 이 과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과정
힌두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 종교에 대한 비교 연구를 제시하고,
기독교의 관점에서 불교, 유대교, 이슬람교.
ISMC 513

글로벌 환경에서의 상황화

이 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고려합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세계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여기에는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영적 주제에 대해 문화를 해석하거나 탐구하는 것. 이를 위해 이 과정은 프로세스를 탐색합니다.
세계적인 맥락에서 신학을 하는 것. 학생들은 상황화 문제와 씨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성장한 학생들은 글로벌 관점에서 "신학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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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ISMC 554

세계 기독교
이 과목은 기독교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경향을 탐구한다.
글로벌 사우스로 알려진 세계 지역의 커뮤니티;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상징적 체계, 권력 구조, 이데올로기, 가치, 종교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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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와 북반구.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남반구의 기독교와 북반구의 기독교,
글로벌 미션.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의 터전이 됩니다.
세계 기독교 구현
ISME 550

문화 간 환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이 과정은 성경 시대에 교차 문화의 역학을 조사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날 문화 간 만남에 대한 결론. 또한, 과정은 자연을 탐구
가르침, 교육의 성경적 모델, 교과과정 설계, 학습자의 영향
상호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실천 이론 및 교육 방법.
설명 과정은 가르침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프로세스. 이 과정은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설정을 설명하고 '교차
문화적 통찰과 성경을 문화 간 교육을 위한 실용적인 '교차 테이크아웃'.
ISME 551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개척과 발전
이 과정은 교회의 과정에 대한 소개와 체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척과 그에 따른 회중의 발전과 양육.
전도 전략으로서의 교회 개척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학적이고 맥락적으로 민감한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에 필요한 특정 도구, 방법 및 자원
회중. 기존 문화와 신흥 문화를 살펴본 후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해당 문화에 속한 사람들, 특히
포스트모던 문화.
ISME 552

도시화된 사회에서의 사역
이 과정은 도시 사역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도심 사역에 특히 초점을 맞춘 토론토.
다양한 도시 사역 실무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학급에서 발표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교회 기반 및 parachurch 및 여러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스의 목표
도시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부처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시화된 사회에서 하고, 도시 맥락에서 사역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 효과적인 사역을 설계합니다. 학생들은 평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커뮤니티를 찾고 이웃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ISTP 650

연구 방법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간 연구 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국제적 관점에서 문화 간 역량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NS
과정의 첫 번째 부분은 핵심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이문화 연구. 다음으로, 우리는 이문화 도구의 발전과
IDI(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및 DMIS(Developmental Development
문화 간 감수성 모델) 및 질적 및 양적 몇 가지 예
그것들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과정의 후반부는 국제 및
다양한 사례 연구를 살펴보고 문화 간 교육에 대한 제도적 접근
예.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 간 역량과
특히 고등 교육의 국제화 증가에 비추어 세계 시민권.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실습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권장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믿음과 문화 간 학습의 경험을 조사할 때
현장에서 장학금을 동시에 받습니다.
ISTP 651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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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은
지식을
통합하는
작성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의
과정을
이문화
연구를 연구
위한 논문
논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석사에서
논문 학생은 다음과 같은 주요 문화 간 원칙, 모델 또는 이론을 식별합니다.
문화 간 사역을 위한 그들 자신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도록 그에게 알렸다.
효과적인 의사 소통, 종교적 의미, 사회적 및 문화적 문제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세상에서의 사역/리더십.
학부
김나령
엄마. 버지니아 워싱턴 대학교 (2013-2016)
엄마. 경성대학교 문학도서관정보과학부(2006-2008)
학사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1981-1985)
강사
문원욱
D.M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School (1990)
STM, Dallas Theological Seminary (1986)
M.Div., 국제신학대학(1984)
BE, 서울대학교, 한국 (1970)
유희덕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사 (2014)
Th.M.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2008)
M.Div, Liberty University (2006)
태전침례신학교 학사 (2000)
이문규
D.Min,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17)
Th.M,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2005)
M.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2001)
숭실대학교 학사 (1996)
정광덕
네덜란드 캄펜대학교 박사
Th.M.,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총신신학교 M.Div., 서울, 한국
계명대학교 학사, 대구, 한국

지도력 연구 석사(MAS)
프로그램 개요
개혁 대학의 사명에 따라 MALS의 목표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 사회,
및 조직 참여; 참여할 준비가 된 효과적인 리더로 봉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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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기에 번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각 구성 요소
변화, 증가하는 다양성 및 글로벌 상호 연결성.
프로그램 목표
1. 학생들에게 최신 리더십 이론과 효과적인 관행을 소개하는 동시에
각각의 컨텍스트에서 개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합성합니다.
2. 대인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조직은 전략적으로 개발된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3. 상황에 맞는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에 입각하고 대담하게 만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직을 이끄는 가장 생산적인 방향에 대한 결정.
4. 학생들이 전략적 결정에 대한 추종자의 반응성을 평가하고
협업의 문화를 창출하는 변혁적 리더십 접근 방식
조직 내 팀 및 그룹 상호 작용에 대한 시너지 접근 방식.
입학 요건
입학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모든 학생
MALS 프로그램에 대한 공인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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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모든 고등교육 학점에서 평균 2.5점
수습 상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학위원회 또는 입학
사무실은 또한 최종 합격 승인을 위해 후보자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서.
2. 환불 불가 신청비.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모든 단과대학의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또는 신학교 기록, 이수한 모든 과정, 받은 성적, 취득한 학위,
4.0 척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 학점 평균이 2.5임을 나타내는 것
4. 인가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의 지원자의 학사 학위 공증 사본.
5. 신청인의 가정교회 담임목사 또는 안수 추천서 2통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그리고 가족이 아닌 사람.
6. 리폼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의 관심을 설명하는 에세이.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과정 요구 사항
학위 프로그램은 MALS 커리큘럼의 36학점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일반 리더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또는
전략적 리더십. 총 과정 요구 사항은 농도에 대한 36 학점으로 유지됩니다.
코스 배포
MALS 일반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는 36시간의 필수 과정이 포함됩니다. 만약
농도가 선택되면 학생은 핵심 MALS 과정의 24학점을 이수하고
선택한 농도에서 추가 12학점.
제도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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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참석해야 합니다.
WS501 기관 채플 서비스. 학생들은 완료 시 합격/불합격 점수를 받게 됩니다.
리더십 연구 커리큘럼의 예술 석사
일반 리더십 연구 프로그램

크레딧

첫 학기
1.
MALS 501 리더십 소개
2.
MALS 50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삼.
MALS 512 갈등 관리

삼
삼
삼

2학기
4.
5.
6.

MALS 510 리더십 이론 및 적용
MALS 511 윤리적 리더십
MALS 513 글로벌 리더십

삼
삼
삼

3학기
7.
8.
9.

열정을 선도하는 MALS 601
MALS 602 선두 팀
MALS 514 변화를 주도

삼
삼
삼

4학기
10. MALS 607 리더-코치
11. MALS 615 조직 문화
12. MALS 616 실습/논문 논문
총 크레딧
집중 프로그램
1.
MALS 501 리더십 소개
2.
MALS 50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삼
삼
삼
36
크레딧

삼.

MALS 50X(농도)

삼
삼
삼

4.
5.
6.

MALS 510 리더십 이론 및 적용
MALS 511 윤리적 리더십
MALS 51X(농도)

삼
삼
삼

7.
8.
9.

열정을 선도하는 MALS 601
MALS 602 선두 팀
MALS 60X(농도)

삼
삼
삼

10. MALS 61X(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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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LS 615 조직 문화
12. MALS 616 실습/논문 논문

삼
삼
36

총 크레딧
농도:
비영리 리더십
MALS 503 선도 자원 봉사자
MALS 512 갈등 관리

129

141페이지

MALS 605 최고의 비영리 단체
MALS 610 커뮤니티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
MALS 504 문화 간 역량
MALS 513 글로벌 리더십
MALS 606 글로벌 전략
MALS 611 협력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MALS 505 의사 결정
MALS 514 변화를 주도
MALS 607 리더-코치
MALS 612 변혁적 리더십
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말스 501
리더십 소개
리더십 이론, 실천 및 주요 연구자를 탐구하는 입문 과정입니다.
필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리더십 연구의 역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리더십에 대한 주요 이론적 접근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역사적 및
현대 연구원과 각각의 이론. 리더십에 대한 현대적 접근
탐구하고 학생들은 성경적 리더십 모델을
기독교인의 리더십 접근 방식을 식별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관점.
말스 502
효과적인 의사 소통
이 과정은 리더십/조직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관점. 학생들은 의사 소통 도구로서의 다양한 의사 소통 모델을 탐구합니다.
공유된 비전을 생성하여 노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목표, 목표 및 계획
공유된 조직 목표를 향해
말스 503
주요 자원 봉사자
이 과정은 자원 봉사자의 리더십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과정은 디자인을 고려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배경,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구성,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직무설계,
자원 봉사 동기 부여 및 유지, 평가.
말스 504
이문화 능력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기술, 지식 및 이해를 개발할 것입니다.
문화 간 맥락에서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참여합니다. 재학생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이문화 학습을 연습합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차이점에 대해 작업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문화적 자기 인식을 높이고 개인적인 리더십을 개발할 것입니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말스 505
의사결정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리더십과 의사 결정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전적 지혜, 최근 연구,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리더십과
의사결정 능력.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은 리더십과 결정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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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치에서, 비영리 세계에서, 그리고 개인 생활에서. 학생들은
읽기, 토론, 사례 연구, 팀 연습 및 성찰 연습을 혼합하여 참여
리더십과 의사 결정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얻습니다.
말스 510
리더십 이론 및 적용
이 과목은 리더십 이론과 현대 리더십에서의 이론 적용을 살펴본다.
문맥. 학생들은 리더십 및 관련 이론 분야의 핵심 연구원을 식별합니다.
이 연구원들과 함께 주어진 리더십 환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NS
리더십 이론의 역사적 발전은 미래의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 탐구됩니다. 이 수업
또한 APA의 최신 판에서 형식화 지침을 통합할 것입니다.
말스 511
윤리적 리더십
이 과정은 리더십의 윤리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그것은 윤리적 실천에 중점을 둡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비윤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결과를 살펴봅니다.
지도. 이 과정은 사회와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를 고려합니다.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최고의 과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주어진 시나리오에서 행동.
말스 512
갈등 관리
갈등의 원인과 대응을 살펴본다. 다양한 모델과 방법을 탐구합니다.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
과정은 또한 갈등 해결의 성경적 모델과 그 모델이 가르쳐야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지도자.
말스 513
글로벌 리더십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리더로서 세계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식별하고 적용합니다.
다양한 맥락. 학생들은 글로벌 직장에서 독특한 문화적 특성에 노출되고
리더십에 대한 의미를 탐색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합니다.
말스 514
변화를 주도
이 과정은 변화의 사회적, 대인 관계, 조직 및 성경적 역학을 조사합니다. 그것
학생들에게 변화의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측면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십 의미
조직의 패러다임. 다양한 변화 모델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주어진 리더십 시나리오에서 최선의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말스 601
열정을 선도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문적, 연구 기반, 열정의 관점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작업자/추종자의 성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별에 있어서 리더와 조직의 역할
추종자들의 열정을 지원하고 특정 리더십 설정에 적용할 것입니다.
학생 토론 및 연구에 적용됩니다.
말스 602
선두 팀
효과적인 팀이 구축되는 프로세스와 조직을 구성하고 리더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효과적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인 관계를 포함한 그룹 역학을 검토합니다.
관계, 문화 및 젠더 문제, 그리고 현대의 도전. 학생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팀 참여가 필요한 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팀 빌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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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605
주요 비영리 단체
이 과정은 학생들이 비영리 단체가 사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방법. 리더십은 수업을 통해 보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이론, 정책 및 관리를 탐구합니다.
말 606
글로벌 전략
이 과정은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리더십 관행과 스타일의 기대, 선호, 효과의 기초가 되는
세계 주요 문화 지역의 조직 및 작업 그룹. 코스는 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직접적인 문제의 복잡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의 능력 개발,
이러한 요인들이 다국적 조직 내에서 주도하는 데 미치는 간접적, 상호작용적 영향
전 세계적으로 운영합니다.
말스 607

리더-코치

이 과정은 리더십을 위한 코칭 패러다임에 학생들을 노출시킵니다.
팔로워/직원과의 코칭 대화. 참여하기 위해 P2P 경험을 사용할 것입니다.
코칭 훈련에 참여하고 미래의 코칭 훈련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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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스 610
커뮤니티 리더십
이 수업의 목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와 문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NS
이 학급의 학생들은 토론하고, 연구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 이 수업은
개인의 지도력과 공동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이러한 적용을 지원
학교 및 지역 사회 환경에서의 리더십 기술; 사회적 변화의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내에서.
말 611
협력적 리더십(3학점)
이 과정에서 학생은 협력적 리더십의 핵심 사례를 연구하고 중요한 사항을 식별합니다.
이와 관련된 리더십 역량. 학생들은 또한 공통 장벽을 강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리더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해 다음 단계를 제안합니다.
비즈니스를 선의로 전환합니다.
말 612
변혁적 리더십(3학점)
이 과정은 다음과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제시, 검사 및 적용하려고 합니다.
리더십 효율성. 다양한 리더십 이론을 탐구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학습자 개인에게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글로벌 컨텍스트.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 접근과 “세속적” 접근
실습은 비교되고 대조되며 학습자의 사역 상황에 적용됩니다.
말 615
조직문화(3학점)
조직문화의 이론과 측면을 살펴본다. 적용하는 것이 목표
조직을 향상시킬 리더십 맥락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지식
성공. 이 과정은 행동 패턴과 조직 문화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특히 조직의 역사와 구조가 직원 행동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
말 616
실습/논문(3학점)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식을 통합하는 연구 논문 작성에 참여합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을 지도력을 위한 논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석사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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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자신에게 정보를 제공한 주요 리더십 원칙, 모델 또는 이론을 식별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변화 전략,
그들의 리더십 접근 방식의 윤리적, 성경적 의미.

학부
프로그램 디렉터
마크 E. 하드그로브
리더십 프로그램 이사.
박사 조직 리더십, 리젠트 대학교
디민 사역, 오순절 신학교
M.Div. 신약성서, 오순절 신학대학원
강사
장종식
영국 대학교 박사
M.Th, Maryknoll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Th.M, 서울, 한국
M.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서울, 한국
정진오
세인트루이스 콩코디아 신학교 석사
예일 신학대학원 방문학자
히브리대학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박사
박사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생
루터대학교 M.Div.
연세대학교 Th.M.
루터대학교 학사
노흥성
밴더빌트 대학교 박사
밴더빌트 대학교 석사
MA, 성균관, 서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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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도사, 알로마 메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요크대학교 박사
MA York University, 온타리오, 캐나다

학부 과정
Reformed University는 폭넓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정한 신학적 강조점을 명시하지 않고 훈련된 지성. 이 접근 방식은
학습은 학생들의 마음 속에 탐구를 낳고, 개혁 대학을
호기심을 행사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학은 사실을 습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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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연구의 초점이 너무 좁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모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은 연구분배의 원칙과
집중. 연구는 특히 초기에 다음과 같이 특성화되어야 합니다.
주제와 접근 방식의 합리적인 다양성,
주요 프로그램 또는 부서 중 하나. 또한 대학은 모든 학생이
쓰기, 양적 추론 및 외국어와 같은 특정 기초 기술 과정을 수강합니다.
그것은 나중의 연구와 나중의 삶에서 기회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외국 문화의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개혁 대학 학생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는 힘에 대해 무지하십시오. 개혁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대학 경력 중 언젠가는 여름, 학기 또는 1년을 해외에서 고려하십시오.
학사 학위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각 학기에 4개의 코스를 수강하며 일반적으로
120학점을 이수하면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폭과 깊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5개의 3학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학사 학위 후보자가 필요하며,
카탈로그에 설명된 배포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요한.
각 학부 학생은 일반 교육 과정에서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학부 수준의 학생은
Reformed University는 일반 교육에서 최소한 이 많은 학점을 이수할 것입니다.
그들의 전공, 농도 또는 연구 분야. 각 학과 또는 학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완료해야 하는 일반 교육 핵심 과정.
현재 필수 일반 교육 과정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Biblical Area에서 6학점
• 커뮤니케이션에서 6학점
• 인문학 및 미술에서 최소 6학점
• 행동 및 사회 과학에서 최소 6학점
• 과학 및 수학에서 최소 6학점
리폼드 대학교의 일반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지막에 제공됩니다.
이 섹션의 학부 프로그램.

신학 연구 학사(BAT)
프로그램 개요
BATS 학위는 학생들이 추가 신학 연구를 준비하고
영적인 삶의 육성. 학위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일반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학위 충족
대학원 수준의 신학 교육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고자 하는 종의 필요
개인 또는 직업 강화. 그것은 또한 평생의 영적 성장의 기초 역할을 합니다.
BATS 프로그램은 다음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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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제시
및 주석 작업
• 성경 해석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 검토
• 성경의 내용에 대한 깊이 있고 포괄적인 보도 제공
• 주해의 건전한 원칙에 대한 교육 제공
• 성경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반응 탐색
•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로 초등 교육 제공
프로그램 목표
BATS 졸업생은 다음을 준비합니다.
1.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하라
2. 현대 사회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3.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적, 직업적 특성에 대한 증거
내각
4. 저자, 데이트,
심리학과 성경의 구성 장소
5. 성령의 영감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분명히 하십시오.
성경의 구성
6. 감독하에 개체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장관의
7. 상담 원리와 기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학 요건
지원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함께:
1.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지원 양식
가입
2. 환불 불가 전형료
3. 공식 성적표를 봉인하여 개혁대학교로 직접 우송
4.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검정 고시 증명서의 공증 사본
5. 모교회의 안수받은 목사나 목사의 추천서
안수받은 목사, 교사 또는 대학 교수.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신학 연구 학위 프로그램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에는 120학점이 필요합니다.
눈금. 교과 과정은 주요 교과 과정에서 75 학점을 포함합니다.
학과 핵심 및 선택 과목 21) 및 일반 교육 45 학점
아래 명시된 다른 과목 및 학년의 요구 사항에 추가 과정.
코스 카테고리
BBLS
BBLL

성경 연구: 구약, 신약, 성경 연구
언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CCED
CCES

기독교 상담 및 교육
기독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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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HS

교회 역사

놓치다
PSMN

미션
목회 사역

PRCH
THLG

설교
신학

PRMN

실용사역

학과 핵심(54학점 시간)
BBLS201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
구약성경 개론

3학점
3학점

BBLS310

구약의 주요 주제
신약성경 소개

3학점
3학점

BBLS320

조직신학개론

3학점

BBLS301
BBLS302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11/160

8/11/2021

개혁 대학
BBLS402
BBLS410
BBLS412
CCED301

성경적 세계관
신약 신학
산상수훈
기독교교육개론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CCED310
CCES410

상담개론
기독교 윤리개론

3학점
3학점

CHHS301
CHHS302

기독교 운동의 역사 I

3학점

기독교 운동의 역사 II
미션 소개

3학점
3학점

문화 간 사역
교회 음악 조사
세계의 종교

3학점
3학점
3학점

성경의 전달

3학점

미스301
미스310
PRMN301
PRMN305
PRCH301

선택과목(최소 21학점 필수)
BLLS301
NT 그리스어 I
BBLS303

선지자의 생애

3학점
3학점

BBLS304
BBLS305

창세기
공관복음

3학점
3학점

BBLS312
BBLS410

사도행전

3학점

요한복음
로마인
시현
영적 전쟁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구약의 역사적 배경

3학점

BBLS405

시편
지혜문학

3학점
3학점

BBLS411
BBLS430
CCED404

예수님의 비유
성령의 교리
육아 기술

3학점
3학점
3학점

BBLS411
BBLS412
BBLS401
BBLS403
BBLS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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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S420
CCES421

기독교 윤리개론
기독교 사회윤리개론

3학점
3학점

CCES422
CHHS401

기독교 생태학 소개

3학점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 – 신학과 역사
한국교회의 역사

3학점
3학점

현대신학개론
포스트모던 신학 입문
기독론

3학점
3학점
3학점

PRMN300

교회론
개혁주의 예배 소개

3학점
3학점

PRMN311
PRMN312

지방 교회의 장로들을 위한 사역
청소년 사역

3학점
3학점

PRMN313
PRMN314
TRU100

지방 교회에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역

3학점

제자도의 원리
개혁 대학 신실함과 영적 여정

3학점
3학점

CHHS303
THLG431
THLG432
THLG433
THLG434

일반 교육(45학점)
성경 영역(6학점)
BBLS101
성경 조사
BBLS20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커뮤니케이션(6학점)
COMM100
커뮤니케이션 소개
HCOM 101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HCOM 102
대중 연설
HCOM103
대학 작문 I
HCOM104

대학 작문 II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3학점

인문 및 미술(6학점)
아트101
아트102

서양미술사
디자인 및 색상 이론

3학점
3학점

친101

중국어 기초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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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101
영어102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3학점
3학점

험115
험205

비판적 사고
다문화 리더십

3학점
3학점

험210
험245

리더십 개발
세계 문명 입문

3학점
3학점

험301
LAN101
LAN102

영적 고전

3학점

스페인의
한국어

3학점
3학점

LITR301
MUS101

현대 영문학

3학점

음악의 기초
음악 감상

3학점
3학점

음악 및 예배

3학점

MUS105
MU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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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205
필100

대학 합창단
철학개론

3학점
3학점

필106
필348

논리 소개
종교 철학

3학점
3학점

행동/사회 과학(6학점)
ECON101
경제학의 원리

3학점

HIST180
HIST225

미국 역사 조사
현대 세계사 조사

3학점
3학점

HIST305

인류학개론

3학점

포스100
싸이101

미국 정부
심리학의 원리

3학점
3학점

싸이210
SOC101
SOC201
SOC202

성격과 적응
사회학개론
인종 및 민족 관계

3학점
3학점
3학점

SOC205

현대 윤리
교육 및 문화 다양성

3학점
3학점

SOC206
SOC209

성별 및 교육
유아교육

3학점
3학점

SOC210
SOC410

도덕성 발달

3학점

결혼과 가족

3학점

과학 및 수학(6학점)
바이오101
생물학개론

3학점

켐111
CHEM115

영양과 건강

3학점

COMP101

일반화학 입문
컴퓨터과학Ⅰ

3학점
3학점

COMP102
COMP103

컴퓨터 과학 II
모든 삶을 위한 정보 기술

3학점
3학점

GEOL110

지구과학의 주제
대학 대수학
미적분 I

3학점
3학점
3학점

개연성
통계 소개

3학점
3학점

수학115
수학150
수학201
수학205
PHED100
PHYS101

체육

3학점

물리학개론

3학점

다른 과목 및 학년의 요구 사항
예배(채플) 요건
예배는 신학교 생활의 영적 중심이며 개혁 대학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개인기도와 단체기도 모두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동안
학기 동안, 개혁 대학은 예배 서비스의 비학점 과정을 제공합니다(INS101
INS112를 통해) 대학 커뮤니티에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적 풍요로움. 모든 학생들은 이 예배 과정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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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 학기. 학위 요구 사항의 경우 모든 학생은 모든
졸업할 수 있는 채플 과정.
기타 요구 사항, 등급 및 거주
학부생은 모든 학부에서 2.0 이상의 평균 학점을 유지해야합니다.
Reformed University에서 시도한 레벨 코스, 전공에서 시도한 모든 단위 및 모든
집중에서 시도한 단위. "C"(2.0) 이하의 모든 등급은 합격 등급이 아닙니다.
등급 옵션
모든 필수 핵심 과정과 모든 필수 집중 과정에는 문자 등급(A,
B, C, D, F). "학점/학점 없음" 채점 옵션은 이러한 코스에 사용할 수 없으며,
CR (학점)의 학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크레딧 이전
둘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한 학점을 고려하려면,
각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의 진술서를 보내야 합니다. 총 송금액
부여된 학점은 관련 교수진 및 대학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NS
결정은 성적 증명서 및
개혁 대학 규정의 문서. 적어도 대학의 정책은
학부 학위 요구 사항의 학점 시간의 25%는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평가는 해당 단위의 학점(즉, 분기 또는 학기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코스

편입을 고려하려면 3 학기 시간과 같아야 합니다.

• Registrar's Office는 완료된 교육 작업의 학점 이전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른 곳. 사무실은 코스 내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적절한.

코스 설명 및/또는 강의 계획서와 같은 추가 문서는
요청했습니다.
• 10년 이상 된 코스 성적은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 과정은 대학 수준이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직장과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또는 ESOL) 과정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편입 학점은 2.0 이상의 누적 GPA로 검증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용될 연구 프로그램과 함께. 숫자 평균 70
전통적인 등급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는 퍼센트 이상을 요구합니다.

•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외국 기관에서 외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자격평가협회에서 인정한 자격평가사
Services 또는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 Officers
(학교에 훈련된 외국인 자격 평가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 www.naces.org 또는
승인된 평가자 목록은 www.aacrao.org를 참조하십시오.

• 모든 과정 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개혁대학 학위과정과 외부과정이 허용된다.

• 1/4시간은 한 학기 시간의 2/3에 해당합니다. 분기 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환: 쿼터 학점 시간 x 0.67 = 학기 학점 시간

BATS 등록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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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S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거주 요건(또는 학점 시간
거주 요건)은 개혁을 통해 완료해야 하는 학점 수를 나타냅니다.
졸업하기 위해 대학.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30학기 학점을 이수해야 함
체류 시간. 또한 해당 학기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학생의 전공 분야는 레지던트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
개혁 대학이 후원하는 해외 유학 프로그램 및/또는
코스 등록 및 수수료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립적인 학습 프로그램
대학을 통해.
모든 등록 학생은 다음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매 학기 채플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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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BBLS201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

관찰, 해석,
및 응용 프로그램.
BBLS301 구약성경 소개
이 과목은 주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구약의 내용을 고찰한다.
구속 역사의 발전: 창조, 언약, 약속과 성취
약속. 이 과정은 아담과 하와부터 약속의 땅 이스라엘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BBLS302 구약의 주요 주제
언약,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등
BBLS303 선지자의 생애
선지자의 생애에 관한 연구; 그들의 부름, 연대기, 기능, 메시지 및 성취,
예언적 신탁의 범주, 여파 신탁의 주제 등
BBLS304 제네시스
이 과목은 창세기의 문학적,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 해석과 사용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와 현대 학문에서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이 과정
쓰기 집중 과정이며 높은 수준의 학생 참여와 높은 학업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준.
BBLS305 공관 복음
이 과정은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각 복음이 제시하는 예수의 독특한 초상화. 일부 연구 주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소위 "공관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이론; 의 관계
비정경 본문에 대한 공관; 그리고 복음서의 비판적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문학, 편집, 사회 역사 및 전통 비평과 같은 분석.
BBLS413 요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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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입문 과정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주요 구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신청
세기 장관이 강조됩니다.
BBLS414 로마서
이 과정은 서신서의 영문본을 설명하기 위한 입문 과정이다.
로마서, 이 책의 이해에 대한 기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바울의 신학과 그것이 사역에 미치는 함의.
BBLS415 계시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한 구절 한 구절 상세하게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2장과 3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장.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함께
성경의 '책 끝'. 계시록은 성경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완성을 보여줍니다. 놀랍고, 흥미롭고, 빠른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경외심을 키워주는 책.
BBLS310 신약성경 소개
이 과정은 신약성경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강조.
BBLS312

사도행전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열두 사도의 생애와 사역. 일반 정보
사도들, 그들의 성격과 성품, 예수님과의 만남, 그들의 목적에 대하여
그리고 미션이 논의될 것입니다.

BBLS401

영적 전쟁
그리스도교 신정론, 악의 문제,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개론
하나님의 신비하고 선한 목적. 이 과정은 구약의 전쟁 세계관과
NT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쟁 개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BBLS402

성경적 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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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념, 세계관의 기본 구성 요소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세계관은 행동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며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논의될 것이다.
BBLS403

구약의 역사적 배경

이 과정은 연대기, 이집트인을 포함하여 고대 근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룹니다.
우주론, 초기 메소포타미아 역사, 아시리아 역사의 하이라이트, 아시리아 왕,
앗수르 왕실 비문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바빌론 역사의 하이라이트와 이스라엘의
이웃.
BBLS404

시편
시편의 선택된 부분에 대한 문학적, 주석적, 신학적 연구
해석의 원리, 주석-신학적 방법, 그리고 설교의 적용
아시아계 미국인 맥락. 전제 조건: BBLS301
BBLS405

지혜문학

141

153페이지

욥기, 잠언서, 잠언서의 선택된 부분에 대한 문학적, 주석적, 신학적 연구
전도서. 이 과정에는 주요 문학 장르, 주제 및
이 책들의 신학적 강조.
BBLS 406

다니엘과 계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질문을 고려한 분석적 연구
이 중요한 예언서의 해석과 적용.
BBLS410

신약 신학

이 과정은 신약에 대한 귀납적 연구와 성경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결합할 것입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독특한 신학. 전제 조건: BBLS310
BBLS411

예수님의 비유
선택된 비유와 그 적용을 검토합니다. 비유 연구는 다음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설교 사역에 있는 학생.
BBLS412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대한 주해적 연구.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맥락과 문학적 구조, 윤리적, 해석학적, 신학적 문제.
선수과목: NT 그리스어 I.
BBLS430

성령의 교리
성자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전통적, 현대적 이해 연구
영혼.
CCED301

기독교교육개론

기독교 교회에서 종교 교육의 뿌리, 목적 및 실행에 대한 조사.
CCED310

상담개론
의 원칙, 방법, 기술 및 실습에 대한 감독된 노출 및 경험
개인 또는 소그룹 상담.
CCED404

육아 기술

이 과정은 육아의 다면적 기술을 탐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녀를 갖는 결정; 아동 발달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패턴; 역할
조부모의; 양육의 자원으로서의 교회; 한부모 가족; 두 번째 가족 등
CCES420
기독교 윤리개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 에드워즈, 청교도, 사회복음.
CCES421
기독교 사회윤리개론
이 과목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소개한다. 의 조사
윤리 체계와 특정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성경적 기초. 대안
윤리 시스템은 여러 현대 사회 문제와 함께 평가됩니다.
CCES422

기독교 생태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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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생태 윤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기본 과정을 탐구합니다.
지구 시스템과 관련하여 살아가야 하고 환경 파괴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실천과 텍스트와의 대화. 우리는 함께 텍스트를 자세히 읽을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에 의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이 텍스트와 토론에서 찾은 주장에 대해 쓰십시오.
CHHS301

기독교 운동의 역사 I: 사도 시대부터 1600년까지

사도시대부터 발견시대까지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다룬다.
서기 500년부터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 전파
중세 초기(ca. 500-1000), 중세 시대(ca. 1000-1500), 그리고
발견의 시대(ca. 1500-1600).
CHHS302

기독교 운동의 역사 II: 1600-1800
기독교 운동의 이 기간은 로마 카톨릭 선교, 동방 정교회를 다룰 것입니다.
선교, 개신교 선교의 시작, 선교의 위대한 세기.
전제 조건 CHHS301
CHHS303

한국교회의 역사
개신교 선교사들이 시작한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
CHHS401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 신학과 역사

사회학적 측면에 주목하여 아시아계 미국인 교회의 신학과 역사 연구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의 심리학 연구.
THLG431
현대신학개론
본 교과목은 근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초로 한 입문 교과목이다.
16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신학.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기독론, 교회론적 이해, 그리고 현대 신학이 기독교를 정의한 방법
철학의 관계.
THLG432
포스트모던 신학 입문
본 과목은 신학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 과목이다. 이것
기독교 종교 신학에 비추어 현대의 질문과 문제를 탐구합니다.
전통. 이 과정은 포스트모던 맥락에서 신학을 둘러싼 문제를 탐구합니다.
THLG433
기독론
이 과정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제공합니다.
수세기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적 기독론을 검토할 것입니다.
과정의 일부. 두 번째 부분은 역사적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부분은
일부 현대 기독론에 집중합니다. 개인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학급 토론을 통해 다룬 자료의 활용
독서에 의해 제기.
THLG434
교회론
이 과목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소개한다. 이것은 측량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의 신학적 교리. 이를 위해 학생들은 (1)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의 발전을 논의하는 기독교 성경의 주요 텍스트를 선택
교회; (2) 교회론에 관한 역사적 신학적 텍스트의 선택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한다.
다양한 신학적 전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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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와 지도력, 교회와 지역 사회 (a) 자신의 자체 식별 지역 사회 또는
전통 및 (b) 그들의 공동 공동체를 방문하고 관찰함으로써 대조되는 공동체 또는 전통
실천하고 반성합니다.
미스301

미션 소개

이 과정은 학부생에게 세계의 미완성 과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화. 이 과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성경적 기초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선교, 선교 방법, 선교 부름, 개인적 참여를 위한 준비
지상명령과 큰 계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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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310
문화 간 사역
문화 속 사람들의 본성, 종교와 언어를 포함한 문화의 하위 시스템,
글로벌 현실, 국제 및 문화 간 사역 문제 및 개념에 대한 개요
언어의 과학적 연구. 이 수업은 문화 간 전환 과정을 탐구하고
인턴십 기회를 소개합니다.
PRMN300

개혁주의 예배 소개
독특하게 강조하는 기독교 교회의 전례 발전에 대한 조사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대한 개혁된 이해. 이 과정은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통해 지역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다.
교회의 예배.
PRMN301

교회 음악에 대한 조사
음악적, 성서적, 역사적,
일반적으로 예배에서 음악의 신학적, 사회문화적 기초.
PRMN305

세계의 종교

규모와 신도별로 순위가 매겨진 주요 종교 단체. 세계 10대 종교와 그들의
신앙 체계는 기독교 선교와 관련하여 논의될 것입니다.
PRMN311

지방 교회의 장로들을 위한 사역

이 과정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리소스 및 조직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는 지역 교회의 노년층 사역을 이끄는 데 상호 작용합니다.
PRMN312

청소년 사역
이 과정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역 사회를 성역할 때 수행한 다양한 역할에 대한 소개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청소년의 영적, 개인적, 사회적 필요.
PRMN313

지방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문제와 실습을 익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을 돌보는 것. 그것은 제공할 것이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초와 실제적인 전략.
PRMN314

제자도의 원리
이 과정은 건축에 중점을 둔 사역 철학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제자 양성을 위한 계획과 전략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교회와 파라교회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개인 및 기업
제자도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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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N401

실습

한 학기 동안 지역 교회 환경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사역 경험.
PRCH301

성경의 전달

본 교과목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성경의 설교와 의사소통에 대한 입문 연구입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성경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 개발 방법
방법. 그것은 개발 및 제공의 준비에서 학생을 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교. 설교자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생은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 구조에 대한 주석을 통한 텍스트 분석
현대인의 마음. 효과적인 의사 소통 능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하나
이 과정의 목표 중 하나는 학생에게 다음을 제공하는 기본적인 구두 의사 소통 기술의 개발입니다.
즉석 연설에 대한 확신, 간증, 경건한 메시지 발표,
설교 등을 한다.
THLG201

조직신학개론

조직신학 개론: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교리와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사역의 적용
구속, 교회의 교리, 은혜의 수단, 마지막 것들의 교리.
TRU100

개혁 대학 신실함과 영적 여정
리폼드 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이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영적
과거의 여정과 개혁주의를 떠난 후의 계속되는 여정에 대한 그들의 비전
개인적으로 대학. 참가자들은 개혁 대학의 정신뿐만 아니라
서로의 것.
BATS 제안 진행 계획
(120학점 필수)
학기 코스 코드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코스명

시간 비고

118/160

8/11/2021

개혁 대학
INS101

예배

P/F

IR

BBLS101

성경 조사

삼

GE

통신에서 1 선택

삼

GE

인문·미술 중 1개 선택

삼

GE

행동/사회과학 중 1개 선택

삼

GE

삼
15

GE

1위

과학 및 수학에서 1 선택
총 신용 시간
INS102

예배

P/F

IR

BBLS20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삼

GE

통신에서 1 선택

삼

GE

인문·미술 중 1개 선택

삼

GE

행동/사회과학 중 1개 선택

삼

GE

삼
15

GE

2위

과학 및 수학에서 1 선택
총 신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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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103
3위

예배

P/F

IR

GE 영역에서 5개 선택

15

GE

총 신용 시간

4위

INS104

예배

BBLS 201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

P/F
삼

핵심

BBLS 301

구약성경 소개

삼

핵심

CHHS302

기독교 운동의 역사 I

삼

핵심

PRMN305

세계의 종교

삼

선택과목 1개 선택
총 신용 시간

5위

P/F

예배
구약의 주요 주제

삼

핵심

BBLS310

신약성경 소개

삼

핵심

CHHS302

기독교 운동의 역사 II

삼

핵심

PRMN301

교회 음악에 대한 설문 조사

삼
삼
15
P/F

IR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NS106

예배

BBLS320

조직신학개론

삼

핵심

CHHS303

한국교회의 역사

삼

핵심

CCED301

기독교교육개론

삼

핵심

미스301

선교의 관점

삼

선택과목 1개 선택
총 신용 시간

삼
15
P/F

IR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INS107

예배

BBLS410

신약 신학

삼

핵심

CCED310

상담개론

삼

핵심

미스310

문화 간 사역

삼
6

선택과목 2개 선택
총 신용 시간

8일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BBLS302

총 신용 시간

7위

삼
15

IR

INS105

선택과목 1개 선택

6위

15

IR

핵심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15

INS108

예배

BBLS412

산상수훈

P/F
삼

핵심

CCES410

기독교 윤리개론

삼

핵심

BBLS402

성경적 세계관

삼
6

선택과목 2개 선택
총 신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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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프로그램 디렉터
조영팔
홍보 및 학생처 이사
BATS 프로그램 이사
D.Min., 리폼드 신학교
강사
치관해

Th.D. 목회 및 상담

정소영
조영팔

박사 상담/Ed.D. (abd) 유아기 Ed.
구약의 디민

디디온, 데니스
전찬응

M.Div, 리폼드 대학교
D.Min, Oral Roberts University

김대지
김운형

선교 연구의 D.Miss
박사 신약에서

라젠비 헨리

박사 조직신학

이씨. 문계
조직신학의 D.Min
말론, 데니스 C. Ph.D. 암리지 대학교 성서학 박사
문원욱 D,Miss in Bible Exposition, Practical Theology & Mission Studies
박재식
박사 조직신학
이홍찬 Ph.D. 해석학에서
시로코프, 피터
MDiv, 바이올라 대학교
토마스, 수레쉬

D.Min 사역 리더십

경영학 학사(BABA)
프로그램 개요
경영학과의 목표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직장에서 지적 및 전문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
기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열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수한 교육, 전문성 개발, 연구 및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분위기
교수진의 참여; 그리고 대학 탐구, 학문 발전, 자기
향상 및 학생들의 관심에 기반한 대중 참여에 대한 약속,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성실과 책임을 다합니다. 내 특정 필수 과정
비즈니스 학위 프로그램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형성합니다.
직업 및 개인 조직 내에서 점점 더 책임감 있는 리더십 역할.
프로그램 목표
경영학 학사는 학생들이 다음 교육을 달성하도록 권장합니다.
목표:
1. 비즈니스의 기능적 구성요소 이해: 경제, 마케팅, 회계,
금융, 법률, 정보 기술 및 관리.
2. 강력한 비즈니스 분석 및 관리 기술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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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즈니스 기회/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및 추론 기술을 적용합니다.
대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4. 비즈니스 관리 개념 및 정량적 통제에 대한 지식 입증
역동적인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
5. 역동적인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6. 그들의 직업에서 지도력과 봉사를 준비하십시오.
7. 직업에 필요한 효과적인 서면 및 구두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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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경적 세계관 윤리와 가치관을 함양하고 증진한다.
개인 및 직업 생활.
입학 요건
경영학 전공 입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은 처음에 Pre-Business로 분류됩니다.
2. "C"(2.0) 이상으로 하위 부문 핵심 요구 사항을 완료 한 후 학생들은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 전공에 지원합니다.
학위에 대해 다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아래 나열된 각 핵심 과정에서 "C"(2.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비즈니스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리.
구성 요소 및 요구 사항
학생들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소 120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학위 프로그램에는 45가 필요합니다.
일반 교육 학점, 비즈니스 핵심 과정 45학점, 선택 과목 30학점.
다른 과목 및 학년의 요구 사항
영어 능력 요건
영어 지원 프로그램(ELSP)은 주로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2 또는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국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혁 대학에서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 영어의 측면. 이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며,
교과 과정은 고급 구두 및 쓰기의 개선 및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학업 성공에 필요한 의사 소통 기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ELSP에 등록해야 합니다.
최소 TOEFL iBT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통과할 때까지 프로그램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C"(2.0) 또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종료 시험.
학생들은 영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Title IV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틀 IV 규정에 따름); 다만, 학점인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위를 향해. ENGL101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은 최소
각 과정에서 GPA 2.0을 달성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합니다.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는
지정된 상위 부문 작문 과정(COMM301)을 "C"(2.0) 등급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는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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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P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ESL/ELSP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예배(채플) 요건
예배는 신학교 생활의 영적 중심이며 개혁 대학은 훈련에 전념합니다.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가 모두 중요하다는 확신을 삶에 반영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삶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각의 동안
학기 동안 개혁 대학은 학점이 아닌 예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NS101
INS112를 통해) 대학 커뮤니티에 예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적 풍요로움. 모든 학생들은 이 예배 과정에 등록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합격/불합격 학기. 모든 학생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 모든 채플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을 위해. INS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 연구 프로젝트, 에세이 쓰기, 녹음된 설교 시청 및 주석,
등.). 이러한 추가 작업 요구 사항은 사례별로 결정되며
교무처장, 대학목사 및 교무처장의 재량에 따라 배정
프로그램 디렉터.
기타 요구 사항, 등급 및 거주
학점 평균(GPA):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2.0 이상의 평균 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Reformed University에서 시도한 학부 수준의 과정, 전공에서 시도한 모든 단위에서
그리고 농도에서 시도된 모든 단위에서. "C"(2.0) 이하의 모든 등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합격 학점.
등급 옵션
모든 필수 핵심 과정과 문자 등급(A, B, C, D,
NS). 학점/무학점 등급 옵션은 이러한 과정에 사용할 수 없으며 CR(학점) 등급
학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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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이전
부여된 총 편입 학점은 배정된 교수진에 의해 결정되며
대학 규정. 결정은 검토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개혁 대학 규정의 성적 증명서 및 문서, 그리고 그것은 대학의 정책입니다.
학부 프로그램 학위 요구 사항의 학점 시간의 25 % 이상인 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개혁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모든 평가는 해당 단위의 학점(즉, 분기 또는 학기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편입을 위해 고려되는 3 학기 시간과 동일합니다.
• 리폼드 대학교 등록실은 교육의 학점 이전 가치를 평가합니다.
다른 곳에서 완료된 작업. 사무실은 코스 내용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적절한 요인. 코스 설명 및/또는 강의 계획서와 같은 추가 문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된 과정은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정은 대학 수준이어야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및
제2언어로서의 영어 과정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 편입 학점은 대학원 시간이어야 하며 2.5의 누적 GPA 또는
더 우수하고 적용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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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과정은 "C"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숫자
전통적인 등급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평균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 과정은 "B" 이상의 성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숫자
전통적인 성적 척도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평균 83% 이상이 필요합니다.
• 외국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외국 증명서로 외부 평가 가능
전미자격평가서비스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가 승인한 평가자 또는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iate Registrars and Admission Officers(학교에서
훈련된 외국 자격 평가사). 목록은 www.naces.org 또는 www.aacrao.org를 참조하십시오.
승인된 평가자.
• 모든 과정 목표가 충족되는 경우, 개혁주의자들 사이에 1학점 학점이 일치합니다.
대학 학위 과정과 외부 과정이 허용됩니다.
• 1/4시간은 한 학기 시간의 2/3에 해당합니다. 분기 시간이 변환됩니다.
분기 학점 시간 x 0.67 = 학기 학점 시간.
• 이전에 다녔던 각 기관에서 양호한 상태의 진술서를 순서대로 보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편입을 고려한 학점
기관.
BABA 등록 거주 요건
경영학 학사 학위를 추구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레지던트
요구 사항(또는 학점 시간 거주 요구 사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 수를 나타냅니다.
졸업하기 위해 개혁 대학에서 완료했습니다.
졸업 후보자는 레지던시에서 마지막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학생의 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기 학점의 절반을 이수해야 합니다.
리폼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수료.
학생들은 개혁 대학이 후원하는 해외 유학에 대해 레지던트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 등록 및 수수료 지불을 위한 프로그램 및/또는 독립적인 학습 프로그램
대학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학생이 채플 과정에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제도적 요구 사항입니다.
매 학기.
바바 커리큘럼
일반 교육(45학점)
일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혁의 모든 학부 학생
대학은 학력에 관계없이 일반 교육 과정에서 최소 45학점을 이수합니다.
전공 또는 연구 분야. 개혁 대학 카탈로그에는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위 요건을 위한 과정:
• Biblical Area에서 6학점
• 커뮤니케이션에서 6학점
• 인문 및 미술에서 최소 6학점
• 행동 및 사회 과학에서 최소 6학점
• 과학 및 수학에서 최소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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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영역(6학점)
BBLS101

성경 조사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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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S20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학점)

커뮤니케이션(6학점)
COMM100

인간 커뮤니케이션 소개

(3학점)

HCOM 101
HCOM 102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대중 연설

(3학점)
(3학점)

HCOM 103
HCOM 104

기초 대학 작문 I
기초 대학 작문 II

(3학점)
(3학점)

아트101
아트102

서양미술사
디자인 및 색상 이론

(3학점)
(3학점)

친101
영어 101
영어 102

중국어 기초
영어작문Ⅰ
영어작문Ⅱ

(3학점)
(3학점)
(3학점)

험115

비판적 사고

(3학점)

험205
험210

다문화 리더십
리더십 개발

(3학점)
(3학점)

험245
험301
LAN101
LAN102
LITR301

세계 문명 입문
영적 고전

(3학점)
(3학점)

스페인의
한국어
현대 영문학

(3학점)
(3학점)
(3학점)

MUS101
MUS105

음악의 기초
음악 감상

(3학점)
(3학점)

MUS201
MUS205

음악 및 예배
대학 합창단

(3학점)
(3학점)

필100

철학개론

(3학점)

필106
필348

논리 소개
종교 철학

(3학점)
(3학점)

ECON101

경제학의 원리

(3학점)

HIST180
HIST225
HIST305

미국 역사 조사
현대 세계사 조사
인류학개론

(3학점)
(3학점)
(3학점)

포스100
싸이101

미국 정부
심리학의 원리

(3학점)
(3학점)

싸이210
SOC101

성격과 적응
사회학개론

(3학점)
(3학점)

SOC201
SOC202
SOC205

인종 및 민족 관계

(3학점)

현대 윤리
교육 및 문화 다양성

(3학점)
(3학점)

SOC206
SOC210

성별 및 교육

(3학점)

유아교육
도덕성 발달

(3학점)
(3학점)

인문 및 미술(6학점)

행동/사회 과학(6학점)

SOC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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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410

결혼과 가족

(3학점)

생물학개론
영양과 건강

(3학점)
(3학점)

과학 및 수학(6학점)
바이오101
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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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115
COMP101

일반화학 입문
컴퓨터과학Ⅰ

(3학점)
(3학점)

COMP102
COMP103
GEOL110

컴퓨터 과학 II
모든 삶을 위한 정보 기술
지구과학의 주제

(3학점)
(3학점)
(3학점)

수학115
수학150

대학 대수학
미적분 I

(3학점)
(3학점)

수학201

개연성

(3학점)

수학205
PHED100
PHYS101

통계 소개
체육

(3학점)
(3학점)

물리학개론

(3학점)

비즈니스 핵심 과정(45학점)
ACCT101
회계 원칙
ACCT201
COMM101

(3학점)

관리 회계

(3학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미시경제학

(3학점)
(3학점)

거시경제학
재무 관리 원칙

(3학점)
(3학점)

비즈니스 컴퓨팅 소개
정보 시스템 관리
관리의 원칙

(3학점)
(3학점)
(3학점)

MGMT336
MGMT340

비즈니스 및 법적 환경
조직 행동 및 리더십

(3학점)
(3학점)

MGMT345
MKTG301

인적 자원 관리

(3학점)

마케팅 원칙
응용 비즈니스 통계

(3학점)
(3학점)

ECON201
ECON202
핀스301
ISDS102
ISDS351
MGMT301

STAT210
MGMT410

전략경영세미나: 캡스톤 코스(3학점)

비즈니스 선택 과목(30학점)
ACCT202
재무 회계
ACCT301
ACCT302

(3학점)

중급회계

(3학점)

원가회계
회계 정보 시스템

(3학점)
(3학점)

ACCT354

연방 조세 원칙
재무제표 분석

(3학점)
(3학점)

ACCT401
COMM201

고급 회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I

(3학점)
(3학점)

COMM301
ECON350
ECON401

고급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국제 무역
경영경제학

(3학점)
(3학점)
(3학점)

ACCT327
ACCT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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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420
지느러미 210

노동경제학
개인 금융

(3학점)
(3학점)

지느러미 410

부동산 투자

(3학점)

핀스350
핀스360

기업 금융
보험의 원칙

(3학점)
(3학점)

핀스370
핀스380
핀스400
ISDS361

부동산 금융
투자 소개
국제재무관리

(3학점)
(3학점)
(3학점)

ISDS380

비즈니스 분석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3학점)
(3학점)

ISDS400
ISDS41

ERP 소개
웹 컴퓨팅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3학점)
(3학점)

MGMT339
MGMT341

운영 관리

(3학점)

물류관리
소비자 행동

(3학점)
(3학점)

인턴십 I
중소기업 관리

(3학점)
(3학점)

전자상거래

(3학점)

MGMT425

국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3학점)
(3학점)

MGMT441
MGMT471

기업가 정신
공급망 관리

(3학점)
(3학점)

MGMT472

인턴십 II

(3학점)

MGMT350
MGMT372
MGMT375
MGMT401
MGMT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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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G 250
MKTG330

마케팅 소개
전자 마케팅

(3학점)
(3학점)

MKTG405
MKTG411

국제 시장
소매 마케팅

(3학점)
(3학점)

MKTG442
MKTG 450

마케팅 조사 방법

(3학점)

MKTG 350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마케팅

(3학점)
(3학점)

필386
법률 101
법201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
경영법Ⅰ
상법Ⅱ

(3학점)
(3학점)
(3학점)

제도적 요건(예배/채플)
INS101-112 예배(P/F)
대학 공동체에 제공하기 위한 예배의 무학점 과정
예배와 영적 풍요를 위한 기회. 모든 학생은 모든 채플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할 수 있는 과정. INS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 수행(예: 연구 프로젝트, 에세이 쓰기, 시청 및
녹음된 설교에 대한 주석 등). 이러한 추가 작업 요구 사항은
경우에 따라 결정되며 학장의 재량에 따라 할당됩니다.
학술 업무, 대학 목사 및 프로그램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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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ACCT101
회계 원칙
재무회계 개념과 재무보고에 대한 소개, 어떻게
의사 결정자는 회계 정보를 분석, 해석 및 사용합니다. 방법이 강조된다.
회계 조치, 기록 및 보고 기업 및 기업의 경제 활동
회계 정보를 해석할 때 발생액과 현금 흐름 측정 간의 관계.
ACCT201

재무 회계
이 과정은 컬렉션과 관련된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연구를 제공합니다.
회계 정보의 요약 및 재무 정보의 이해, 준비 및 사용
명세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현금흐름표).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101.
ACCT202

관리 회계
관리 회계는 식별, 분석, 의사 소통 및 해석을 연구합니다.
운영 및 전략적 의사 결정을 위한 재무 및 비재무 내부 정보
목적. 이 과정의 목적은 세 가지 기본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업 재무 팀의 내부 기능: 운영 계획, 활동 통제,
의사 결정, 계획 및 통제 목적을 위한 회계 정보 사용
운영 및 전략적 의사 결정 모두에서.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101.
ACCT301

중급회계
이 과정은 학생들이 에서 배우는 재무 회계 및 보고의 기초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무회계 입문 과정. 학생들은 준비 및 해석에 대해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른 기업의 재무제표,
복잡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회계 및 회사 성과를 평가하는 기술. 주제
손익 계산서, 자산 및 부채의 개별 구성 요소, 주주 자본,
현금 흐름표, 수익 인식 및 회계 변경. 실제 사례 연구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201A.
ACCT302

원가회계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의 관리를 위한 회계 정보 비용 기록;
비용 행동 및 할당; 제품 원가 계산 및 재고 평가; 유연한 예산 책정; 기준
소송 비용; 책임 회계; 비용 계획 및 통제; 및 운영 결정 분석.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201A.
ACCT327

회계 정보 시스템
수집, 구성 및 정보 기술의 구성 및 구현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둔 회계 정보 프레젠테이션.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2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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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T348
연방 조세 원칙
이 과정은 개인 및 법인에 적용되는 연방 소득세 원칙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업 및 파트너십과 같은. 소득, 공제, 손실 및
부동산 거래가 처리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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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및 법인의 연방 소득세를 규율하는 일반 원칙
파트너십.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201A.
ACCT354

재무제표 분석

이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작업에 대한 재무 제표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 및 증권 분석, 대출 및 투자 결정, 기타
금융 데이터. 이 과정은 재무적 관점에서 더 깊이 있는 재무 보고를 탐구합니다.
명세서 사용자. 학생들은 개념 및 녹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개발합니다.
따라서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다양한 공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비교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업의 재무, 현금흐름 이해, 기본적인 수익성 이슈 파악 및 리스크 분석
개념. 전제 조건: ACCT201A, ACCT301, FINS350

ACCT401

고급 회계

이 과정은 재정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공기업이 발행한 성명서. 이 과정의 주요 목표는
기본 재무 제표 및 주당 순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학습하여 이러한 입문 과정
추가 비즈니스 거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301.
COMM10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생산에 필요한 수사학적 원리와 쓰기 연습을 가르칩니다.
전문적인 맥락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서신, 메모, 보고서 및 협업 프로젝트. NS
교과 과정은 수사학 및 전문 작문에 대한 최신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업, 산업, 사회 전반의 필요와 관행, 그리고 기업의 기대에 따라
개혁 대학 학생 및 프로그램. 전제 조건: "C"(2.0) 이상의 ENGL101.
COMM20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I

이 과정은 서면, 구두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습을 강조합니다.
명확하고 간결하며 효과적인 비즈니스 구성을 강조하여 직장에서 사용
일치.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중요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현대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 대한 간결한 서면 및 구두 표현. 학생들은 광범위한
전문적인 이메일과 보고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서 작성을 연습합니다.
또한이 과정은 전문 구두를위한 효과적인 계획 및 전달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선수과목: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
COMM301

고급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서면 및 구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이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를 연구합니다.
비즈니스 세계.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및 대중에 대한 기업 결정. 전제 조건: COMM201
"C"(2.0) 이상.
ECON201

미시경제학

이 과목은 사회와 경제의 분업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시스템; 소비, 생산,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저축 및 투자; 관계 분석과
폐쇄 및 개방 경제의 다양한 시장의 균형; 및 일반 지침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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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202

거시경제학

학생들은 경제가 총체적 수준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국민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합니다.
측정하고 결정했습니다. 주제에는 거시경제학의 개요가 포함됩니다. 총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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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인플레이션 및 실업; 승수 과정을 포함한 수요; 공급,
비즈니스 사이클, 장기 성장; 화폐, 은행 및 통화 정책; 인플레이션; 이자율;
스태그플레이션; 적자 및 재정 정책; 환율 및 국제수지; 환율 정책;
구매력과 이자율 평가. 전제 조건: ECON201.
ECON350

국제 무역

이 과목은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상호의존성을 분석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무역으로 인한 이득, 무역 패턴, 보호의 영향,
국제 요인 운동 및 무역 정책. 이 과정은 기관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무역 정책을 다루고 규제합니다. 선수 필수과목: ECON 201 미시경제학
ECON401

경영경제학

이 과정은 회사 내에서 내려진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관리자는 가격 전략을 결정하고,
고용하고 해고할 사람,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방법; 이러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판매를 위해 상품을 배포하는 방법, 주어진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목표, 보유할 인벤토리의 양, 광고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지 여부
더 많은 공장 라인 또는 더 많은 공장으로 회사를 확장하고 시장을 최적으로 검색하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자의 가격을 위한 장소. 전제 조건: ECON201.
에코 420

노동경제학

이것은 학부생을 위한 노동 경제학에 대한 고급 선택 과정입니다. 목적
과정은 중간 미시 경제 이론의 분석 도구를 적용하여
사회는 인적 자원을 개발, 할당 및 보상하고 다양한 노동 관련 분야를 연구합니다.
문제. 이러한 주제에 대한 경험적 증거도 강조됩니다. 전제 조건: ECON201.
지느러미 210
개인 금융
개인 재정은 학생들에게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고안된 기초 과정입니다.
직업 목표, 미래 수입 잠재력 및 장기적인 재정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의 표준은 목표 설정, 잠재력 획득,
예산 책정, 저축, 대출, 위험 관리 및 투자. 이 과정은 학생들이
개인 재무 관리 및 소비자 의사 결정의 복잡성 증가. 표준
재정 능력에 대한 국가 표준과 일치합니다. 전제 조건: 없음.
핀스301
재무 관리 원칙
이 과정은 기업 금융의 개념과 기법에 대한 개요 연구입니다. 주제 포함
투자, 금융 환경, 증권 시장, 금융 시장, 재무 제표 및
분석, 운전자본관리, 자본예산, 자본비용, 배당정책, 자산
평가 및 의사 결정. 재무 관리 원칙 과정의 주요 목표
학생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더 나은 재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련된. 이 과정은 재무 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및 분석. 주제에는 재무 제표, 예측, 예산 책정, 시간 가치의 기본 사항이 포함됩니다.
화폐, 주식 및 채권 평가, 자본 예산 책정, 주주 가치 극대화 및
수도. 전제 조건: "C"(2.0) 이상의 ACCT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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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스350

기업 금융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 원리 및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 금융의 경우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관련 원칙과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과정
현재 가치 기술, 자본 예산 원칙, 자산 평가, 운영 및
금융 시장의 효율성, 기업의 재무 결정 및 단기 재무 관리.
실제 비즈니스와 결합된 재무 계획 및 분석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과 지식. 선수과목: FINS 301
핀스360
보험의 원칙
과정의 목표는 학생에게 원리의 기본 지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위험과 보험 그리고 전략적 계획에서 발견되는 위험 관리 방법. 시도다
보험 구매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공하고 강력한 개발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보험 및 금융 자산 계획 프로그램. 전제 조건: FINS 301.
핀스370

부동산 금융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재무 분석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제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됩니다.
평가, 현금 흐름 예측, 컴퓨터 모델링, 부채 레버리지 및 거래 구조. 강조는
개별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배치됩니다. 이 과정은 평균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각. 수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사례 연구와 컴퓨터를 활용합니다.
스프레드시트 분석. 전제 조건: FINS301.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127/160

8/11/2021

개혁 대학
핀스380
투자 소개
증권시장의 제도적 특성, 증권가치평가 및 매매방법,
기본 및 기술적 분석, 유가 증권의 선택 및 관리, 자본 자산의 역할
투자, 옵션 및 선물 시장, 포트폴리오 분석 및 뮤추얼 펀드의 가격 책정 모델.
전제 조건: FINS350.
지느러미 400

국제재무관리

방대한 양적 자료보다 광범위한 개념과 실제 사례를 강조하고,
이 과정은 국제 금융에 대한 간결한 소개를 제공하고 명확하고 개념적인
다국적 기업의 주요 재무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코스의 접근
국제 재무 관리를 원칙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확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재무 관리 입문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전제 조건: FINS 301.
지느러미 410

부동산 투자

이 과정은 투자 및 금융 문제에 중점을 둔 부동산 소개를 제공합니다.
프로젝트 평가, 자금 조달 전략, 투자 의사 결정 및 부동산 자본 시장
덮여있다. 업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합니다. 수업은 표준 강의로 진행됩니다.
토론이 필요한 형식입니다. 이 과정에는 학생들이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 사용되는 더 복잡한 금융 및 자본 시장 도구.
ISDS102

비즈니스 컴퓨팅 소개

이 과정은 비즈니스에서 컴퓨터 시스템과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조합니다. NS
과정은 학생들이 개발해야 하는 기술에 대한 탄탄한 지식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대해 컴퓨터화된 의사 결정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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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el 소프트웨어를 의사 결정의 도구로 사용하는 강력한 능력을 습득합니다. 이 과정은
MS Excel에서 완전한 학습을 제공합니다.
ISDS351

정보 시스템 관리
이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전문가가 다음을 통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획, 감독 및 관리, 그리고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을
인터넷 시대의 급변하는 비즈니스에서 조직의 관리. 주제 포함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보의 사용, 사용자의 역할,
전자 비즈니스 및 상거래의 발전, 전사적 자원 관리의 진화
시스템 및 관리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프로세스의 아키텍처입니다. 컴퓨터의 기술
시스템, 데이터 통신,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 관리를 가르칩니다.
선수과목: COMP101
ISDS361

비즈니스 분석

분석은 데이터의 광범위한 사용, 통계 및 정량적 분석,
설명 및 예측 모델, 사실 기반 관리를 통해 의사 결정 및 조치를 유도합니다.
분석은 상황에 맞는 분석과 통찰력을 통해 데이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조직의 의사 결정과 문제 해결의. 분석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표준 및 임시 보고서, 쿼리 및 경고로 구성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포함
통계 분석, 예측/외삽, 예측을 포함한 정량적 방법
모델링(예: 데이터 마이닝), 최적화 및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 STAT210.
ISDS380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관리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빅 데이터 및 지식 기반 관리. 이 코스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즈니스용 데이터 분석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
지식 기반 관리를 통한 인텔리전스 및 의사 결정 지원
ISDS40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기업 자원의 다양한 구성 요소, 컴퓨터화를 소개합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및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 이것
과정은 기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화된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입니다.
리소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술. 그것은 주요 아키텍처와 관행을 제시
SAP 및 Oracle과 같은 ERP 시스템.
ISDS410

웹 컴퓨팅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 과정은 인터넷을 통한 분산 컴퓨팅의 기본 원리와 실습을 다룹니다. 이것
이 과정은 분산된 그리드 및 클라우드와 리소스를 공유하기 위한 도메인으로서의 인터넷에 중점을 둡니다.
웹 서비스를 사용한 컴퓨팅, 모바일 컴퓨팅과 같은 서비스 지향 컴퓨팅. NS
인터넷은 분산 배포를 위한 대규모 상호 연결 네트워크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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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영역의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이 과정은 비즈니스에 중점을 둡니다.
인텔리전스 – 지원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정보 기술 접근
성과 평가에서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부420
국제 비즈니스
이 과정은 국제 사회의 중대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수행하는 비즈니스 역할. 관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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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및 투자 정책, 경제 및 정치 활동, 금융 시장,
다국적 기업 및 국제 비즈니스의 전략적 계획은 다음에서 논의됩니다.
세부 사항. 이 과정은 기업 경영진, 주주 및 기업의 의무에 중점을 둡니다.
법인 전체. 전제 조건: 없음.
MGMT301

관리의 원칙

이 과정은 경영에 대한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입문 연구 및 분석입니다.
전략적 영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총괄 관리자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계획, 조직,
비즈니스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해 주도, 지시 및 통제, 갈등
관리, 대인 커뮤니케이션, 인력 충원 및 감독 프로세스, 성과
평가, 그룹 및 팀 관리, 관리 개발 및 직원 교육. 다양한
의 사례 연구를 활용합니다.
MGMT330

전자 마케팅
이 과정은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주요 디지털을 다룹니다.
모바일, 소셜 미디어 및 검색(유료 및 유기적)과 같은 플랫폼.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메일, SMS 문자, 유료 및 자연 검색, 모바일(QR 코드, 앱,
현지화, 지오펜싱), WordPress, YouTube, Pinterest, Linkedin, Facebook 및 Twitter. 재학생
Google Adwords를 사용하여 유료 검색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전제 조건: MKTG301.
MGMT336

비즈니스 및 법적 환경
다음을 포함한 경영 환경 및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규정
법적 시스템 및 분쟁 해결 방법. 주제에는 불법 행위, 범죄, 계약, 제품이 포함됩니다.
책임, 비즈니스 조직, 고용, 독점 금지, 환경 보호; 통합
윤리적 고려와 국제적 관점. 사례 연구를 사용합니다.
MGMT339

운영 관리
이 과정은 운영의 개념, 원리, 문제 및 관행에 대한 소개입니다.
관리. 제품 생산 모두에서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프로세스에 중점을 둡니다.
및 서비스 제공 조직. 주제에는 운영 전략, 프로세스 설계, 용량이 포함됩니다.
기획, 설비위치 및 설계, 예측, 생산스케줄링, 재고관리, 품질
보증 및 프로젝트 관리. 주제는 시스템 모델을 사용하여 통합됩니다.
조직의 운영.
MGMT340

조직 행동 및 리더십
이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을 경영 전략의 필수 요소이자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시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또한 실용적인 응용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가진 학생을 가능하게합니다.
효과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작문 능력 향상을 강조합니다.
MGMT341

물류관리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과정을 제공합니다.
전략적 물류 관리의. 교통 관리,
창고 및 시설 위치 관리, 재고 관리 및 고객 서비스
전략. 이 과정은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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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T345

인적 자원 관리
현대 조직의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 이것
과정은 인간 관리의 기본 원칙,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합니다.
자원. 또한, 학생들은 다음을 포함한 HRM의 기본 관행을 소개합니다.
HRM의 개발 및 목표, 자원 계획, 법규 준수, 직무 분석,
채용 및 선발, 교육 및 개발, 보상 및 직원 관계.
MGMT350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가 검색, 평가할 때 표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사용 및 폐기. 그들의 동기
그리고 결정은 인지된 브랜드 이점, 과거 사용 및
경험, 인구통계(나이/성별 등), 라이프스타일, 사이코그래픽스, 문화, 타인의 영향,
교육, 소득 및 인식.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학, 사회학 및 경제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도구
청중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 질적 및 양적 소비자 조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감성적이고 합리적이다.
MGMT372

인턴십 I

개혁 대학과 현지 기업 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이 수행
다양한 임무. 제공되는 특정 인턴쉽은 학기마다 변경됩니다. 의 학생들에게 개방
부서의 모든 영역. 학점을 위해 2번 수강할 수 있지만 같은 과목에서 2번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직업배정영역" 이 과정은 실무적이고 교과과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후배를 위한 과정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
MGMT375

중소기업 관리

Small Business Management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과정입니다. 주제 포함
소기업에 대한 사실, 필수 관리 기술, 사업 계획을 준비하는 방법, 재정
필요, 마케팅 전략 및 법적 문제.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이다.
오늘날의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위험 감수 및 기업가 정신, 소유권 형태, 계획, 조직 및 관리,
타당성 분석, 자금조달, 인사관리, 윤리, 국제사업,
정부 규제 및 과세, 프랜차이즈, 소규모 비즈니스 시작 또는 구매 및 기타
관련 주제 영역.
MGMT401

전자상거래
인터넷의 성장은 계속해서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업 및
모든 유형과 규모의 조직이 전략과 운영 방식을 재고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의 이 새로운 과정은 학생들에게 전자 상거래의 현실과 의미를 탐구하도록 도전합니다.
마케터의 관점에서 본 전자상거래.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마케터를 위한 전자 상거래 문제, 역동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기반
상업 환경.
MGMT 410

전략 경영 세미나: 캡스톤 코스
이 과정은 정보, 분석, 조직 프로세스, 기술 및 비즈니스에 중점을 둡니다.
판단 관리자는 전략을 고안하고, 비즈니스를 포지셔닝하고, 회사 경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불확실성과 경쟁에 직면하여 장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코스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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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기능적 과정의 모든 아이디어, 개념 및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 경제, 재무, 마케팅, 조직 행동 및 통계. 전제 조건:
ACCT101, ECON201, FIN301, MKTG301, MGMT340.
MGMT420

국제 비즈니스
이 과정은 현재의 솔루션을 식별, 분석 및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국제 환경에서 관리 문제. 이 과정은 마케팅 문제를 탐구하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존재하는 재무 및 관리
다국적 기업의 관점과 단일 기업인 지향.
MGMT425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대기업 데이터세트 활용 슬라이스 및 주사위 데이터; 대시 보드; 데이터 마이닝 및 통계
도구; 신경망; 다중 및 로지스틱 회귀; 결정 트리; 추론과 결정을 얻다
만들기; 클러스터링. 전제 조건: ISDS361
MGMT441

기업가 정신

이 과정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또는 스타트업 회사. 학생들은 아이디어와 기회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둘 사이; 그리고 사업의 상업화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조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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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든 학생은 다음과 같은 기본 재정 개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인된 현금 흐름 분석. 전제 조건: MGMT301
MGMT471

공급망 관리

이 과정은 공급망 프로세스 및 성능의 관리 및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컨설팅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거나 관련 분야에 취업하려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제조 또는 유통 회사의 운영, 마케팅 또는 재무 기능. 우리는 탐험
중요한 공급망 메트릭, 공급망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본 트레이드오프 및 기본 도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생산 계획 및 재고 관리,
주문 이행 및 공급망 조정. 우리는 또한 글로벌 공급과 같은 주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체인 설계, 물류 및 아웃소싱, 기타 여러 최근 공급망 혁신.
MGMT472

인턴십 II
개혁 대학과 현지 기업 간의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이 수행
다양한 임무. 제공되는 특정 인턴쉽은 학기마다 변경됩니다. 의 학생들에게 개방
부서의 모든 영역. 학점을 위해 2번 수강할 수 있지만 같은 과목에서 2번 이상 수강할 수 없습니다.
직업배정영역'을 개설하여 실무적이고 교과과정과 관련된 실무능력을 습득하고자 하는 상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
MKTG 250

마케팅 소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학문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폭넓은 배경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마케팅 개념. 모든 마케터
조직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 마케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는 통신. 이 과정은 마케팅의 역할과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조직과 사회. 전제 조건: 없음.
MKTG301

마케팅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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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연구 및 실습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을 소개합니다. 주제 포함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마케팅 프로세스 및 계획, 시장 조사 활용,
소비자와 고객에 대한 이해, 의사결정과 마케팅 믹스, 시장
세분화, 포지셔닝 및 제품 차별화. 이 입문 과목은 학생들이
제품, 서비스, 소비자, B2B,
산업, 글로벌 및 소셜 마케팅.
MKTG 350

모바일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은 매우 역동적인 모바일 시장을 탐색할 것입니다. 코스는
마케터가 기본 모바일 기술을 이해하고 진화하는 옵션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사용 가능하고 마케팅 목표와 관련된 것을 평가하고 매력적인 캠페인을 만듭니다.
모바일의 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 "C"(2.0) 이상의 MKTG301.
MKTG405

국제 시장

이 과정은 국제 마케팅의 틀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을 분석, 이해 및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화 간 맥락에서 다루는 비즈니스 문제는 이러한 기업과 다소 유사합니다.
국내 사업에서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직면합니다. 국내와 한국의 주요 차이점
문화 간/다국적 운영은 일반적으로 정도, 다양성 및 복잡성의 문제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힘과 통제할 수 없는 힘. 이 수업의 강렬한 성격을 감안할 때 강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 관행이 발생하는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지식을 실행 가능한 마케팅 전략 및 관행으로 변환합니다. 전제 조건:
"C"(2.0) 이상의 MKTG301.
MKTG411

소매 마케팅

학생들은 소매 및 서비스 관리는 물론 비점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개발합니다.
소매. 주제에는 소매 마케팅의 개요가 포함됩니다. 소매 마케팅, 금융 및 위치
전략; 상품화; 가격 및 유통; 커뮤니케이션, 상점을 포함한 판촉
레이아웃, 매장 디자인, 비주얼 머천다이징;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전제 조건: "C"가 있는 MKTG301
(2.0) 이상.
MKTG442

마케팅 조사 방법

이 과정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 도구로서의 시장 조사에 대한 소개를 제공합니다. NS
이 과정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에게 시장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연구 결과를 실행 가능한 것으로 전환하는 방법
비즈니스 통찰력. 이 과정은 또한 학생들이 평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얻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외부 제공자가 설계하고 수행한 연구. 전제 조건: MKTG 301, STAT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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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G 45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은 수익 창출을 위한 교차 기능 프로세스입니다.
그룹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제어하여 고객 및 대중과의 관계 및
격려하는 대화. 학생들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요소(예:
광고, 홍보, 홍보, 판촉, 이벤트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 e커뮤니케이션 및 판매) 조직의 성공과 브랜드 자산을 향상시킵니다. 사례 연구 및
연습은 학생들이 효과적인 IMC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제 조건: "C"가 있는 MKTG301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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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386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보다 능숙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결정. 이 과정의 특별한 초점은 관리자가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가치와 윤리.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일련의 아이디어와
사고를 구조화하고 접근 방식을 보다 완전하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
윤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사 결정 프레임워크에 통합합니다. 전제 조건:
없음.
STAT210

응용 비즈니스 통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분석 능력을 개발하고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비즈니스 결정. 학생들은 비즈니스 및 관리를 위한 통계적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술 통계, 기본 확률 이론, 샘플링 분포, 가설 테스트,
신뢰 구간, 단순 및 다중 회귀 분석.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는
샘플 데이터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수과목: MATH115.

법률 101
경영법Ⅰ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에게 법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주요 강조점은 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관련 거래.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다른 영역에서도 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 없음.
법률 101
상법Ⅱ
이 과정은 비즈니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비즈니스 조직, 재산법, 대리인법, 고용법,
양도 가능한 상품, 판매 및 임대 계약, 채권자 권리, 파산법. 특정한
통일상법(“UCC”)의 조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선수과목: 법률"C"(2.0) 또는 그 이상의 비즈니스 법률 I.
BABA 제안 진행 계획
(120학점 필수)
학기 코스 코드

1위

코스명
성경 조사

삼

GE

HCOM103

대학 작문 I

삼

GE

수학115
ECON101

대학 대수학

삼

GE

경제학의 원리

삼

GE

MUS105

음악 감상

GE

INS101

예배

삼
P/F
총 신용 시간

2위

시간 비고

BBLS101

IR

15

COMP101

컴퓨터과학개론Ⅰ

삼

GE

BBLS20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삼

GE

HIST180

미국 역사 조사

삼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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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M102

대중 연설

삼

GE

ENGL101

영어작문Ⅰ

GE

INS102

예배

삼
P/F
총 신용 시간

3위

4위

ACCT101

회계 원칙

삼

포스100

미국 정부

삼

험245

세계 문명 입문

삼

GE

싸이101

심리학의 원리

삼

GE

수학150
INS103

미적분 I

삼
P/F

GE

예배
총 신용 시간

15

IR

응용 비즈니스 통계

삼

핵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

삼

핵심

ECON201

미시경제학

삼

핵심

ECON202

거시경제학

삼

핵심

ISDS101

비즈니스 컴퓨팅 소개

INS103

예배

삼
P/F

핵심
IR

15

ACCT201

관리 회계

삼

핵심

COMM20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II

삼

핵심

MKTG301

마케팅 원칙

삼

핵심

MGMT301

관리의 원칙

삼

핵심

핀스301
INS103

재무 관리 원칙

삼
P/F

핵심
IR

예배

15

MGMT345

인적 자원 관리

삼

핵심

MGMT336

비즈니스 및 법적 환경

삼

핵심

ISDS351

정보 시스템 관리

삼

핵심

필386
MGMT340

기업 윤리 및 사회적 책임

삼

핵심

INS103

예배

삼
P/F

핵심
IR

조직 행동 및 리더십
총 신용 시간

7위

GE

COMM101

총 신용 시간

6위

GE

STAT210

총 신용 시간

5위

IR

15

15

ISDS361

비즈니스 분석

삼

BE

MGMT350

소비자 행동

삼

BE

MGMT341

물류관리

삼

BE

MKTG330

전자 마케팅

삼

핀스350

기업 금융

삼

BE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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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103

P/F

예배
총 신용 시간

8일

IR

15

MGMT410

전략 경영 세미나: 캡스톤
강의

삼

핵심

MGMT420

국제 비즈니스

삼

BE

MGMT401

전자상거래

삼

BE

MKTG411

소매 마케팅

삼

핀스370
INS103

부동산 금융
예배

삼
P/F

총 신용 시간

15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

BE
BE
IR

120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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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노흥S. 디렉터

박사 밴더빌트 대학교 경제학 박사

강사
마샬, 잉그리드
채, 찰스 S

박사 캘리포니아 어바인 인터컨티넨탈 대학교 마케팅 석사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컴퓨터 공학 석사

하윤선
김, 브라이언 진

서울대학교 인적자원관리 MBA
JD, 미시간 주립대학교

Phoeson, Lakita M. 회계-세무 석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이주학
케네소 주립대학교 응용통계학 석사
오위, 에크펜 T

박사 월든 대학교 경영학

스타우프, 윌리엄 J.
드라트와, 로버트 E.

재정학 학사, Suffolk University, 종교 연구 박사
ABD 마케팅, Capella University

조은영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UC Davis 경제학 대학원 학점

일반 교육
프로그램 개요
일반 교육은 해당 분야에 전념하는 학부 커리큘럼의 구성 요소입니다.
대학과 학계가 믿는 지식, 탐구 방법, 아이디어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입니다. 일반 교육은 미래 학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학생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1. 개혁대학의 일반적인 신학적 배경과 그 견해에 대한 이해
2.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능력
3.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4.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5. 민족 간의 차이와 상대적인 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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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
인문학
7. 신체적으로나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웰빙 원칙에 대한 지식
정신적으로
개혁 대학은 지적, 개인적, 전문적, 영적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성장.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 대학의 학부 프로그램
소개하기 위해 고안된 일반 교육 과정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 방식이 아닌 다양한 지적 접근 방식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규정된 내용의 본문. 개혁 대학의 학부 프로그램은 또한
과학, 정치, 역사, 윤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고 방식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기관, 문학 텍스트, 그리고 학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모든 학부생
학생은 입학하기 전에 일반 교육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학 및 목회 연구. 총 45학점을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하려면 일반 교육에서 "C"이상.
코스 배포(45학점)
각 학부 학생은 일반 교육 과정에서 4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교육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모든 학부 수준의 학생은
개혁 대학은 전공, 농도 또는 분야에 관계없이 최소한 완료됩니다.
공부하다. 각 학과 또는 학업 학교는 일반 교육 핵심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위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 대학 카탈로그는
학위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 위해 가장 업데이트된 과정 목록을 나타냅니다.
• Biblical Area에서 6학점
• 커뮤니케이션에서 6학점
• 인문 및 미술에서 최소 6학점
• 행동 및 사회 과학에서 최소 6학점
• 과학 및 수학에서 최소 6학점
• 학생의 관심 분야에서 남은 15학점
성경 영역 과정(6학점)
개혁 대학은 기독교 기관으로서 모든 학부 학위 프로그램을 요구합니다.
BS101 성서 조사 또는 BBLS201과 같은 성서 기초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졸업 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과정은 기초 연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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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전체의
개관과이해를
예수의제공하고
생애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한다.
통해 기독교,
학생에게
기본적인
응용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삶에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
코스 코드
BBLS101
BBLS201

코스명

신용 시간

성경 조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삼)
(삼)

커뮤니케이션 코스(6학점)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미를 표현하고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에서
대학, 의미 또는 지식은 교사와 학생이 통찰력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입장을 토론합니다. 읽기, 말하기, 조사하기, 쓰기 모두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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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구성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두 커뮤니케이션 코스
의사 소통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개발합니다. 발명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조직 및 표현; 다양한 이해와 적응 촉진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 듣기, 읽기, 사고 및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코스는 학생들에게 다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 주제의 신중한 선택과 청중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연설 만들기
필요, 상황적 요인, 화자 목적
• 지원 자료를 수집, 평가, 구성 및 요약하여 설득력 있고
증거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정보 메시지,
추론, 그리고 언어
• 비언어적 표현의 능숙함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연설을 제공합니다.
메시지를 강화하고 명확성과 관심을 촉진하는 행동 및 시각 자료
• 비판적 경청을 통해 메시지를 보다 분별력 있는 소비자가 되십시오.
코스 코드
코스명
COMM100
커뮤니케이션 소개
ENGL101
영어작문Ⅰ
영어102
HCOM 103
HCOM 101

신용 시간

영어작문Ⅱ

(삼)
(삼)
(삼)

대중 연설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삼)
(삼)

인문 및 미술 코스(6학점)
인문학과 미술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세계의 예술적, 문화적, 지적 전통에서 표현되는 정체성입니다.
문명. 인문학 및 미술 과정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순수 예술, 철학적 사고, 문학과 영화의 연구를 통한 경험,
역사의 해석, 종교의 의식과 신념 체계, 외국어. 후에
인문학과 순수 예술을 공부하면 학생들은 더 많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에 의해 창조된 인본주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과 전통에 대해 지식 있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회와 시대의 사람들.
인문 및 미술의 일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본주의적 표현을 인지하고, 주의 깊게 묘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학, 철학 및 역사 텍스트와 같은 작품; 예술적 형태와 음악 작품; 그리고
의례, 연극, 기타 상징적 행위와 말. 또한 인문학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 계속해서 연구를 구성하고 안내하는 중요한 개념과 문제를 학습합니다.
인문학 분야
• 이들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맥락을 식별, 분석 및 해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인본주의적 작품과 표현
• 인간의 가치가 표현되고, 추론되고, 이해될 때 이를 조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본주의적 작품과 전통을 통해 정당화
• 모두 중요한 읽기, 비판적 추론 및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합니다.
에 관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인본주의적 작품과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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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페이지

코스 코드
아트101

코스명

신용 시간
(삼)

서양미술사

아트102
친101
ENGL101
ENGL201
ENGL201

디자인 및 색상 이론
중국어 기초

(삼)
(삼)

영어작문Ⅰ

(삼)

영어작문Ⅱ
성경-영어 I

(삼)
(삼)

ENGL202
험101

성경영어Ⅱ
철학과 신학개론

(삼)
(삼)

험115

비판적 사고

(삼)

험205
험210

다문화 리더십
리더십 개발

(삼)
(삼)

험245
험301
LAN101
LAN102

세계 문명 입문
영적 고전

(삼)
(삼)

LITR301

스페인의
한국어
현대 영문학

(삼)
(삼)
(삼)

MUS101
MUS105

음악의 기초
음악 감상

(삼)
(삼)

MUS201
MUS205

음악 및 예배

(삼)

필100

대학 합창단
철학개론

(삼)
(삼)

필106
필348

논리 소개
종교 철학

(삼)
(삼)

행동 및 사회 과학 과정(6학점)
사회 과학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와 신념의 측면을 탐구하고
경험적 연구 결과 및 이론적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문화와 신념
추측. 그들은 인류학적,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심리적,
다양한 문화에서 개인과 집단의 사회학적 측면과 사회적 문제
이러한 개인과 그룹은 극복을 시도합니다.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합니다(예:
실험실 실험, 사례 연구, 자연주의 관찰) 개인 및 그룹 연구
행동.
사회 과학의 일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 인간의 동기와 제도적 힘의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얻습니다.

사회적 행동
• 사회 과학 및 사회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과 탐구 방식을 인식합니다.

적절한 적용
• 사회 과학 연구에 적용되는 분석 및 비판적 사고 기술 개발
• 사회적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개념 및 분석을 설명합니다.

과학
코스 코드
ECON101

코스명

신용 시간

경제학의 원리

(삼)

168

180페이지

HIST180
HIST225

미국 역사 조사
현대 세계사 조사

(삼)
(삼)

인류학개론

(삼)

전략적 인터넷 마케팅
미국 정부

(삼)
(삼)

심리학 교장
성격과 적응
사회학개론

(삼)
(삼)
(삼)

SOC202

인종 및 민족 관계
현대 윤리

(삼)
(삼)

SOC205
SOC206

교육 및 문화 다양성
성별 및 교육

(삼)
(삼)

SOC210
SOC301

유아교육

(삼)

도덕성 발달

(삼)

HIST305
MKTG455
포스100
싸이101
싸이210
SOC101
SOC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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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410

결혼과 가족

(삼)

과학 및 수학 코스(6학점)
자연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면 학생들이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과학적, 수학적 개념, 이론, 원리
그 세계를 설명합니다. 즉, 학생들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심화시킵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한 인간 지식의 상호 연관성과 더 나은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부해서
어제와 오늘의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
문제와 문제, 그들은 이 지식의 힘과 한계를 경험하는 동안
과학적 관점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
자연 과학 및 수학의 일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 기본 용어, 개념, 원칙, 프로세스 및
자연 과학 및 수학의 시스템
•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관계를 식별합니다.
정보
• 적절한 조사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 혐실
과정
• 과학 및 수학을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작문 과제 및/또는 교실 토론의 용어
코스 코드
바이오101
켐111
CHEM115

코스명
생물학개론

신용 시간
(삼)

영양과 건강
일반화학 입문
컴퓨터과학Ⅰ

(삼)
(삼)
(삼)

COMP103

컴퓨터 과학 II
모든 삶을 위한 정보 기술

(삼)
(삼)

GEOL110

지구과학의 주제

(삼)

COMP101
COMP102

169

181페이지

수학115
수학150

대학 대수학
미적분 I

(삼)
(삼)

수학201
수학205
PHED100
PHYS101

개연성
관리 통계

(삼)
(삼)

체육
물리학개론

(삼)
(삼)

코스 설명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과정은 3학점입니다.)
아트101
서양미술사
미술사 입문 과정입니다. 학생은 예술과 미학 및 철학을 공부합니다.
서구 세계의 사상. 이 과정은 서구 세계의 예술사를 다룹니다.
르네상스에서 현대까지;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회화, 조각 및
건축학.
아트102

디자인 및 색상 이론

디자인 활동의 본질,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기본 요소,
설계 프로세스 및 설계 방법 및 각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엔지니어링 방법의 적용.
바이오101
생물학개론
생명체, 과정,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 생물학의 요소와
개인, 사회 및 글로벌 수준에서 과학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추론 기술. 비
과학 전공자. 생물학 전공에 대한 학점 없음. 하나 이상의 섹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형식.
BBLS101

성경 조사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 과정으로, 이 과정은 학생에게 기본적인
66권의 책을 모두 이해합니다. 특정 주제에는 저자, 작성 날짜, 주요 주제가 포함됩니다.
및 응용 프로그램.
켐111

영양과 건강

영양의 기초:식이 요법, 식품 첨가물, 비타민, 호르몬, 약물, 질병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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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 주제; 현재의 논쟁, 대중적인 관행, 유행 및 오류. 과학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주요한.
CHEM115

일반화학 입문
화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화학
화학 또는 기타 과학 과정.
친101

중국어 기초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듣기 및 읽기 이해력과 말하기 능력을 개발합니다.
글쓰기를 소개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의사 소통을 위한 문화적 인식을 개발합니다. 실시
주로 중국어.
COMM100

커뮤니케이션 소개

170

182페이지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다음을 소개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이러한 미디어의 역사, 구조 및 운영.
COMP101

컴퓨터과학Ⅰ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개념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기본 정보가 제공됩니다.
하드웨어, 메모리, 멀티미디어,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COMP102

컴퓨터 과학 II
이 과정은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알고리즘,
문서화 및 컴퓨터 솔루션에 대한 문제 분석.
COMP103

모든 삶을 위한 정보 기술

이 과정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 기술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상 생활. 학생들은 다양한 기술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배우고 기본 사항을 이해합니다.
그들의 작동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원리.
ECON101

경제학의 원리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미시경제학 주제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작동합니다. 거시 경제 주제에는 국내총생산(GDP)의 기본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제품(GDP), 인플레이션 및 실업 문제, 정부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제성장.
ENGL101
영어작문Ⅰ
강해 산문의 기초 입문 과정. 문법 및 기본 수사
성공적인 대학 작문에 필요한 개념과 실습. 수업료. 전제 조건:
영어 배치 시험에서 ENGL099 또는 T147 이상의 점수
ENGL201

영어작문Ⅱ

강해 산문의 기초 입문 과정. 문법 및 기본 수사
성공적인 대학 작문에 필요한 개념과 실습. 수업료. 전제 조건:
영어 배치 시험에서 ENGL099 또는 T147 이상의 점수
ENGL201

성경영어Ⅰ
이 과정은 학생들이 영어 성경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배울 것입니다
영문법과 문장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영어 성경을 분석하고 번역합니다.
ENGL202

성경영어Ⅱ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문학 문서로서 영어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문학을 배울 것이다
내러티브와 같은 문학 장르의 연구를 포함한 문학적 분석을 통한 성경의 본질,
시, 예언 및 서신.
GEOL110

지구과학의 주제
지구 과학의 공익 주제. 교대 주제에는 공룡의 세계가 포함됩니다.
지진과 화산. 각 과정에는 통합 랩, 강의 및 현장 학습이 포함됩니다.
주류 지구 과학 문제를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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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M101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이 과정은 문화 전반에 걸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습에 중점을 둡니다.
사회심리학, 문화인류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분야의 맥락
문화 간 맥락에서 개인적인 만남의 선택된 영역과 통합됩니다.
HCOM102

대중 연설

이해의 결정 요인 분석을 포함한 대중 연설의 이론 및 발표
및 태도 형성; 연설 자료의 선택과 구성, 전달력 개발
기술 및 메시지 효과 평가. 학생 발표 및 연구 참여
필요한 프로젝트.
HCOM103

기초 대학 작문 I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도전과 요구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설명적 글쓰기. 표준 서면 규칙 준수에 중점을 둡니다.
영어, 문장 구조, 문법 사용, 구두점 및 철자법.
HCOM104

기초 대학 작문 II

이 과정은 학생들이 대학 수준에서 더 나은 작가와 독자가 되도록 준비시킵니다. 과정
학생들에게 학문적 문해력의 복잡한 요구를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훈련합니다.
성공적으로 요구합니다. 일부 학급 토론과 독서는 의 기능과 범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언어와 의사소통.
HIST180

미국 역사 조사

콜럼버스 이전 시대(149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역사. 과정은 기본을 제공
국가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 이상의 섹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형식으로.
HIST225

현대 세계사 조사
이 과목은 16세기 초부터 현재까지의 세계사를 고찰하고,
사회적, 지적 및 정치적 주제.
HIST305

인류학개론
종교 현상의 완전한 인간적 변이에 대한 믿음과 실천,
원시 종교. 종교의 형태, 기능, 구조, 상징, 역사와 진화
시스템. 하나 이상의 섹션이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험115

비판적 사고

이 과정은 좋은 추론과 효과적인 논증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 및 고등 교육과의 관련성에 중점을 둡니다.
사용을 방해하는 역사적, 문화적 경향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경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점에서 오늘날 비판적 사고 기술.
험205

다문화 리더십

이 수업은 교육자들에게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과 리더십,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접근 방식.
험210

리더십 개발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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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직접적인 리더십 경험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적용을 위해 그러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신의 리더십 능력. 이것은
사회적 힘, 문화적 역학 및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맥락.
험245

세계 문명 입문

이 과정은 고대부터 고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화의 풍부한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7세기 초. 초점은 문학, 종교 및 철학 텍스트의 연구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물질적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상징화하고 논평하는 것.
험301
영적 고전
이 수업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기독교 영적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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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101

스페인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필요한 문법 및 실용어학 입문
스페인어를 위해.
LAN102

한국어

초등 한국어에 대한 소개, 매우 제한적이거나
한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 읽기의 기초에 중점을 둡니다.
말하기.
LITR301

현대 영문학
학생들은 현대 영문학에 대한 이해와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산과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학115

대학 대수학

MATH135를 치를 계획인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및 방정식 시스템.
다항식 함수, 유리 함수,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지수 및 로그 함수. 시퀀스 및 시리즈. 하나 이상의 섹션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배치 시험 합격 점수 및 3점
2년의 대수와 1년의 기하학을 포함한 1년의 고등학교 수학.
수학150

미적분 I

함수의 속성. 극한, 미분 및 한정 적분 개념; 응용 프로그램
통합의 파생물, 기술 및 응용. 전제 조건: 고등학교 4년
기하학, 2년제 대수학 및 삼각법을 포함한 수학; ELM의 합격 점수
또는 면제; 그리고 배치 시험의 합격 점수. 선수 필수과목: MATH 125, 학점
"C"(2.0) 이상.
수학201

개연성

이 과정은 확률 이론의 기본 원리와 응용을 다룹니다. 주제 포함
확률 계산에 사용되는 조합 분석, 확률 공리, 조건부
사건의 확률과 독립성; 이산 및 연속 확률 변수; 관절, 한계,
및 조건부 밀도, 모멘트 생성 기능; 큰 수의 법칙; 이항, 푸아송,
감마, 일변량 및 이변량 정규 분포.
수학205

관리 통계

173

185페이지

이 과목은 수집을 위한 기법으로서 통계와 확률을 소개하고,
데이터를 요약하고 해석하고 경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만드는 과정. 주제에는 연구 설계, 관찰 연구, 탐색적 데이터 분석,
통계 요약, 대화형 통계 컴퓨팅, 확률, 단순 및 다중 회귀,
시계열분석, 추정, 신뢰구간, 가설검정, 품질관리/통계
공정 제어 및 현대 개발.
MUS101

음악의 기초
기보법, 박자, 리듬, 장조, 장조 등 음악의 기초를 연구한다.
단음계 및 조표, 음정, 3화음, 용어 및 기호.
MUS105

음악 감상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요소와 기본 뮤지컬을 익히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서유럽 클래식 음악의 시대.
MUS201

음악 및 예배
이 과정은 효과적인 예배 디자인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예배에서 음악 및 기타 예술로.
MUS205

대학 합창단
앙상블의 목표는 예술적이고 의미 있고 성공적인 합창 공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NS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목표에는 개인에 대한 관심이 포함됩니다.
보컬 개발, 음악적 기술 향상 및 새로운 예술적 수단의 발견
표현.
BBLS201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수업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역사적 정보에 중점을 두면서 실제 적용
오늘날 우리 삶에 대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
PHED100

체육
제공되는 과정은 다양한 평생 여가/레크리에이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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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활동.
필100

철학개론

자연, 방법 및 철학의 주요 문제 중 일부. 주로 신입생 및
2학년. 고급 과정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 이상의 섹션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형식.
필106
논리 소개
언어의 논리적 구조와 올바른 추론: 연역, 귀납, 과학적 추론 및
비공식적 오류.
필348

종교 철학

신학 교리를 형성하고 종교적 경험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철학의 역할,
신의 존재에 대한 찬반 논쟁과 악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
PHYS101

물리학개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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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 전공자를 위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 다음과 같은 실제 상황에서의 물리적 개념
지구 온난화. 운동, 에너지, 열과 온도, 빛과 색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전기와 원자는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형성합니다.
포스100

미국 정부

사람들, 그들의 정치, 그리고 권력; 현대의 문제, 정치적 스타일과 과정의 변화,
미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와 근본적인 가치. 하나 이상의 섹션은
온라인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싸이101
심리학개론
이 과정은 심리학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싸이210

성격과 적응

우리가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인간 적응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이 과정은 학생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환경 요구 사항.
SOC101
사회학개론
우리 사회의 사회조직, 제도, 사회적 세력에 대해 설명한다. 그것
사회적 일탈, 도시 성장, 마약 중독 등 사회 문제를 평가하고,
사회적 변화에 적응.
SOC201

인종 및 민족 관계

이 과정의 목적은 인종과 인종 간의 관계의 본질을 소개하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인종 그룹과 이들이 사회에서 상대적인 위치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SOC202

현대 윤리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윤리적 문제가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논의되고 해결되며 윤리적인 형태의 추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
문제.
SOC205

교육 및 문화 다양성

이 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문화의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및 문화적 다양성, 문화가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 방법
다양한 문화를 지원하고 인정하는 교육 환경.
SOC206

성별 및 교육
젠더가 교육 이론, 교육 정책, 학교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미국 및 국제적으로 조직, 커리큘럼, 교육학 및 성취.
SOC210

유아교육

이 과정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기초와 실제 전략을 제공합니다.
출생부터 5세까지.
SOC301

도덕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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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도덕과 발달에 관한 주제를 논의합니다. 다른 주제에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윤리와 전문성. 이 과정의 초점은 도덕 교육이 어떻게 사회에 통합되는지입니다.
국가 교육의 발전과 국가 발전.
SOC410

결혼과 가족
가족의 사회학적,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측면을 분석한다.
구애 및 결혼 관계, 결혼 준비, 가족,
부모 관계, 대인 관계 및 결혼 적응.
학부
일반 교육 프로그램 디렉터:
유희덕
신약 및 실천신학 교수
박사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개혁대학교 교무처장
강사:
규희 추이

Ed.D. 수학에서

김은직

박사

김문숙

Ed.D. 교육에서

전주원

음성 연주의 DMA

보이어, 앨런 W.

매스 커뮤니케이션 석사

김연희

체육 MPE

영어 지원 프로그램(ELSP)
프로그램 개요
영어 지원 프로그램(ELSP)은 주로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제2 또는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국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혁 대학에서 교육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 영어의 측면. 이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언어 교육을 제공하며,
교과 과정은 고급 구두 및 쓰기의 개선 및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학업 성공에 필요한 의사 소통 기술. 모국어(제1언어)를 사용하는 학생
영어가 아닌 경우 최소 TOEFL IBT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ELSP에 등록해야 합니다.
60점 이상.
학생들은 영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Title IV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Title IV 규정에 따름); 그러나 그러한 재정 지원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위에 대한 학점. ENGL101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은
각 과정에서 최소 GPA 2.0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합니다.

176

188페이지

코스 설명
ELSP 094 학업 말하기 및 듣기 I
듣기 및 말하기 과정은 학생들에게 역동적이고 의사 소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하기 및 듣기 기술을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NS
과정의 의사 소통 방식의 방법론은 학생들이 내에서 안내 대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다양한 업무 활동. 이 과정은 학생들이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동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 강사는 학생들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어체 영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기대와 자신감.
ELSP 095 학업 말하기 및 듣기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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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 및 말하기 과정은 학생들에게 역동적이고 의사 소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하기 및 듣기 기술을 효과적이고 능숙하게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NS
과정의 의사 소통 방식의 방법론은 학생들이 내에서 안내 대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다양한 업무 활동. 이 과정은 학생들이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동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 강사는 학생들의 발전을 도울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어체 영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기대와 자신감.
ELSP 096 영어 쓰기 I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 분야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작문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계. 학기 논문 및 기타 학문적 글쓰기의 기본 구조를 다룹니다.
학술 논문의 근거와 목적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제공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유용한 쓰기 및 언어 기술을 갖춘 학생.
ELSP 097 영어 쓰기 II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 분야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작문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계. 교과서는 단락이 에세이와 어떻게 유사한지 보여주고 다음을 소개합니다.
에세이를 검토하고 개발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쓰기 및 언어 기술을 제공합니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고 논리적인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유용합니다.
ELSP 098 학업 읽기 및 어휘 I
이 과정의 목적은 비판적 읽기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제2언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과정은 전문적으로
포괄적이고 매력적인 읽기 및 쓰기 구절과 프롬프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2 언어 작가 정체성을 개발하십시오. 학생들은 다음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전 읽기 및 예측 활동, 어휘,
독해/비판적 사고 질문, 조직적 과제 쓰기.
ELSP 099 학업 읽기 및 어휘 II
이 과정은 영어의 문화적 사용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태도는 언어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언어 프로그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코스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국 문화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미국 영어 사용자와의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
ELSP 092 영어 구조 및 문법 I
문법 과정은 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문법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업 환경에서의 서면 및 구두 의사 소통. 학생들은 주간 과제를 완료합니다.
문장 구조 문제를 포함하여 공통 회피에서 강조 표시된 오류 수정
실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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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P 093 영어 구조와 문법 II
문법 과정은 두 가지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문법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업 환경에서의 서면 및 구두 의사 소통. 학생들은 주간 과제를 완료합니다.
문장 구조 문제를 포함하여 공통 회피에서 강조 표시된 오류 수정
실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구조.

대학 시설 및 장비 사용 정책
개혁 대학 이사회는 대학 행정을 다음과 같이 책임집니다.
모든 대학 재산, 장비 및 시설을 감독하고 유지합니다. 이사회는
대학 자산, 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만 교수진, 직원,
학생 또는 일반 대중에게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직원은 재산, 시설 및 장비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즉시 상무이사에게 보고하였다.

개혁 대학 직원을 위해
직원이 사용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할당은 일시적이며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영구적입니다. 사무실 공간은 대통령이 지정합니다. 공간은
사장의 조치에 따라 재배치되며 직원은 필요할 때마다 협조해야 합니다.
공간을 다시 할당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직원을 포함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 사무실, 교실, 건물 또는 기타 시설을 변경, 변경 또는 추가하는 행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적절하게 완료되고 승인된 작업 주문
그러한 변경이 필요하고 예산 제한 내에 있는 경우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교.
시설 열쇠
사무실과 건물의 열쇠는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분실된 열쇠는
직원에게 청구됩니다. 요청 시 키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직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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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장비
모든 대학 재산 및 장비는 매년 학장의 지시에 따라 목록이 작성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사업. 사무국장은 초안을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재고에 대한 현재 절차 및 재고 관리 절차. 재산의 사용과
장비는 항상 적절한 존중과 주의를 기울여 수행해야 합니다. 장비 손상 및/또는
재산은 즉시 사업 사무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찾으시는 분들
캠퍼스에서 대학 외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개인 장비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업무. NS
대학은 학교에서 사용된 개인 재산이나 장비의 손상, 수리 또는 임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대학 캠퍼스 또는 대학 활동에서.
자본 항목으로 정의된 대학 장비 및 재산은
적절한 비즈니스 업무 이사. 일단 그렇게 지정되면, 사업 담당 이사는
폐기, 판매 또는 기타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폐기, 판매 또는 기타
재산이나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대신 상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직원에 대한 대학의. 다음을 포함한 대학 재산의 개인적인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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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건물, 사무실 또는 대학의 기타 시설. 인원은 절대 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대학 재산, 장비 또는 시설과 관련된 개인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그룹.

개혁 대학 그룹 또는 개인을 위해
정책
본교는 리폼드 대학교 소속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관.
나. 개혁대학 이용자를 위한 지침 및 절차
리폼드 대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리폼드 대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사업 담당 이사에게 연락하십시오.
1. 학생단체
NS. 개혁된 대학 시설 또는 장비는 대학 승인을 받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이 조직에 지장을 주거나 심각하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경우
대학의 학업 또는 학생 프로그램이 본교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학교.
NS. 대학이 승인한 학생 조직은 헌법을 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처장.
씨. 자격을 갖춘 학생 조직은 대학 자산 사용을 예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 시설 또는 장비의 사용을 위한 장비 요청 양식
조언자.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은 학생 조직 고문의 책임입니다.
해당 부서와 조정할 비즈니스 사무국장에게 연락
관리자.
NS. 학생 조직 고문은 안전 및 보안 책임자에게
문을 닫고 사용 후 시설물을 고정하십시오.
2. 대학 직원 또는 대학 조직
NS. 개혁 대학 시설 또는 장비는 대학 관련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활동이 본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심각하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학업 또는 학생 프로그램 및 대학의 사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NS. 캠퍼스 시설에서 대학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사업 담당 이사 및 해당 캠퍼스 관리자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씨. 해당 활동의 후원자는 안전 및 보안 책임자에게 문을 열도록 알려야 합니다.
사용 후 시설을 확보합니다.

외부 사용자용
정책
대학은 지역 사회, 종교, 정부, 시민, 교육 기관과 협력할 것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황:
1.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은 모든 조직은 본 약관의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된 그룹의 승인된 관리가 서명한 서면 계약.
2. 대학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부단체 또는 개인의 대학연락처
시설 및 장비는 비즈니스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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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은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업 및 학생 프로그램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대학의 사명에 어긋난다.
4. 다음과 같은 경우 시설 임대 및 점유 계약서에 서명/수령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최소 10일 전에 필요합니다.
5. 이용자는 본 대학의 규정 준수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사용.
6. 사용자는 일반 책임 한도,
사용 기간을 다룹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외부이용자에 대한 지침 및 절차
1. 일반 사용자
NS. 비즈니스 사무국장은 적절한 관리자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 또는 장비 임대 요청을 승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조정.
NS. 렌탈료는 가장 최근의 렌탈료 스케쥴에서 인용됩니다.
씨. 임대인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임대료를 송금하는 데 동의합니다.
NS. Reformed University는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
NS. 개혁 대학의 교육 시설은 공립 및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을 임대합니다.
NS. 렌탈료는 가장 최근의 렌탈료 스케쥴에서 인용됩니다.
씨.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계약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3. 장기시설임대
NS. 이사회의 대표 대행인 개혁 대학 경영 사무국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임차인과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NS. 세입자는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에 서명하고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일반 지침 및 규정
1. 오후 10시까지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2. 기타 대학 구내에 가해진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모보다.
3. 장비반환 또는 시설휴가 이전에 사용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설이나 장비를 청소하기 위해.
4. 대학 구내는 이 신청서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불법
도박, 알코올 소지, 불법 약물,
무기, 총기 또는 무질서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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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안전 및 보안 정책
개혁된 대학(RU, 학교 또는 대학), 제공하는 그리스도 중심 대학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은 모든 관리자, 직원,
학생, 자원 봉사자, 방문자, 공급 업체 및 계약자는 안전하고 안전한 직장과
학습을 위한 환경. 리폼드 대학교(Reformed University)는
조지아주 로렌스 캠퍼스의 관리 및 교실 건물 및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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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수)의 전임 및 시간제 교수, 직원 및 관리자를 고용합니다.
155명의 학생 등록. 캠퍼스 보안 부서(CSD) 및 학생 사무실
업무(OSA)는 이 정책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필수 보고와 더불어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책임
범죄 통계.
모든 직원은 1990년 범죄 인식 및 캠퍼스 보안법을 준수해야 하며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정. Jeanne Clery Act라고도 하는 이 법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연방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
캠퍼스 보안 정책 및 범죄 통계 공개 범죄에 대해 적시에 경고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합니다. 범죄를 유지하기 위해; 캠퍼스 성적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폭행 피해자.

범죄 행위 또는 기타 비상 사태 보고
개혁된 대학 행정관, 교수진 및 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영향을 받는 직원,
운영 및 입학은 학생 및 캠퍼스 활동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 및 관련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각 개혁 대학
학생과 직원은 범죄 행위 또는 기타 비상 사태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캠퍼스에서 범죄 또는 비상 사태를 신고하는 방법
긴급 상황에서는 404-409-6556 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
각 교실과 실험실에는 화재 또는 위험에 대한 비상 조치 계획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상 조건. 계획에는 비상시 대피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재, 부상 또는 범죄 활동의 경우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즉시 가장 가까운 강사 또는 직원에게 알립니다. 그 사람은 CSD에도 알려야 합니다.
404-4096556에서. 상황이 중요한 긴급 상황인 경우 직원은 사전에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CSD에 연락합니다.
CSD와 OSA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적절한 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범죄 행위 또는 기타 긴급 상황에 대한 보고 즉시 조사하고 분류하고
각 사례에 대한 보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외부 경찰 기관을 포함할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적시 통지
일반적으로 캠퍼스 및 CSD에서 폭력 범죄 또는 주요 재산 범죄가 보고될 때마다
캠퍼스 커뮤니티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기적절한 경고가 발령될 것입니다.
발행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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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학은 모든 클레리와 관련하여 캠퍼스 커뮤니티에 적시에 경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CSD에 보고되고 학생에게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범죄 행위
직원.
적시에 경고가 발행되는 방법

• 경고 프로세스에는 최소한 다음의 조합이 수반됩니다.
• 캠퍼스 전체 전자 메일 알림
• CSD 웹사이트 www.runiv.edu에 전자 게시.
• 캠퍼스 보안 및 보안 부서에서 지정된 캠퍼스 건물에 게시판을 물리적으로 게시
상황에 따라 보안 요원
날씨 알림
리폼드 대학교는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학생 및 직원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행 조건에 관하여. 위험한 날씨(토네이도 또는 심한 뇌우)의 경우,
캠퍼스 직원이 알림을 제공합니다. 가능한 경우, 대학은 휴관일을 게시할 것입니다.
www.runiv.edu 및 비상 경보 시스템의 웹 사이트.
대학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연락하여
위험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휴교 발표:
역
WXIA 채널 11

도시
애틀랜타

WAGA 채널 5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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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CL 채널 46
WSB
채널 2

애틀랜타
애틀랜타

가족의 긴급 메시지
직계 가족이 의료 응급 상황으로 인해 캠퍼스 내 학생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가족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경우 224-425-2854 또는 770-653-3311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공
비상시에만.
응급 처치
부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리폼드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비거주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중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교직원이 학생을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하거나
응급 치료를 위해 부상당한 학생이 선택한 병원. 직원도 시도합니다
학생의 친척에게 알리기 위해. 학생 및/또는 그 가족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 치료 및 구급차 서비스.

캠퍼스 법 집행
CSD는 개혁 대학 직원, 학생, 방문자,
계약자 및 재산. 이 경찰관은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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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을 제출하고 범죄를 조사하며 지역 및 주 경찰과 함께 불만 사항에 서명합니다.
대학교.
보안 및 캠퍼스 시설 이용
예정된 시간 동안 학교 시설은 모든 재학생,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학을 대신하여 수업에 참석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음료 및 불법 약물의 소지, 사용 및 판매
리폼드 대학교 학생과 직원들은 커뮤니티 기대에 대한 진술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표준 및 기타 기독교 행동 표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위반
이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인이 학교나 직장에서 즉시 해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개혁대학생 및 임직원은 참여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학교 부지에서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 음료를 소지,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 의심되는 사례
알코올 음료 및/또는 불법 약물의 소지, 사용 및/또는 판매는 다음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CSD.
RU 캠퍼스에서 알코올 및 불법 약물의 소지, 판매 또는 제공은
캠퍼스 보안 정책과 주 및 연방법. 이러한 법률은
CSD.
또한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은 중요한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민감합니다.
불법 약물 사용 및 알코올 남용과 관련된 위험. 적절한 경우 RU는
상담 서비스 및 치료를 원하는 학생 및 직원에게 제공
알코올 및/또는 약물 문제를 해결하고 금주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절제. 서비스 및 치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차별 또는 괴롭힘
모든 초국가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과 마찬가지로 개혁 대학
(TRACS)는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및 성폭력), 차별 및 보복.
모든 학생과 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도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차별적, 위협적 또는 보복적 행동 또는 행위(“금지된 행위”)
상호 작용이 수업 중 또는 캠퍼스 안팎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서로 상호 작용합니다.
개혁 대학교 방문자도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출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지된 행위에 대해 캠퍼스에서.

제재
금지된 행위에 가담한 학생 또는 직원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퇴학 또는 해고를 포함한 조치. 이 절차의 어떠한 내용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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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록. 제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퍼스 보안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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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보안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 요약
보고 및 관리 조치
모든 학생은 불법적인 괴롭힘, 차별, 성적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폭력 및/또는 보복("금지된 행위").
학생들은 지역 폭력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할(또는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 도중 또는 후에 법 집행 기관. NS
개혁대학교는 이 절차에 따른 조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범죄 수사의 결과.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이 익명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처리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
대학은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학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불만 제기는 금지되며 괴롭힘 및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성희롱, 성희롱 혐의 또는 의혹
폭력 또는 불법적 보복은 개혁 대학의 Title IX 또는 섹션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504 코디네이터 또는 리폼드 대학교 행정관. (신고에
직원).
이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은 서면, 전화 또는 대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모든 우려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됨. 부당한 괴롭힘, 차별, 성희롱, 성희롱 혐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보고를 받도록 지정되지 않은 직원에게 폭력이나 보복을 가한 경우
불만을 접수하는 직원은 위의 섹션 6에 제공된 주장을 보고해야 합니다.
학생 또는 직원은 정학, 전근 또는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추가 괴롭힘, 차별, 성폭력 또는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 NS
조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 절차에 따라 예방 또는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불법적인 괴롭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또는
직원에 대한 보복은 Reformed University의 운영 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조사관과 함께 조사를 수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1. 이 절차에 따라 금지된 행위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은 현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관을 철저히 조사하고 접수 후 45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불만.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추가 시간.
2. 다음과 같은 경우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불만 사항이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성폭력 또는 보복 행위에 따라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 절차에.
3. 관련 정보 수집 및 인터뷰를 통한 조사
적절한 증인. 제소 당사자와 피고(당사자) 모두는
증인을 식별하고 직접 또는 서면으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상의
당사자가 확인한 모든 증인을 인터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 조사 및 요약 결과는 적절하게 문서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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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사 완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양 당사자는
서면으로 결정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시정 조치
1. 개혁대학교는 불법적인 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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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고소인 및 기타 개인.
2. 조사 결과 금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대학은 관련 공무원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적절하게 시정합니다.
단계에는 훈련 또는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나 직원의 제재, 정책 시행 또는 재배치.
3. 아래의 조사를 하거나 제재를 제안할 책임이 있는 자
이 절차는 또한 이의 제기에서 심사관 또는 청문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로 인한 제재.
검토 및 처리
1. 이 절차에 따른 불만 사항의 당사자는 다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조사결과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총장은 최종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의 변경을 포함합니다.
법률 서비스 사무소는 고용되지 않은 최소 3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합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요청자의 대학. 패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불만 처리를 종료합니다. 양 당사자는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검토 결과 및 항소 중인 조사 결과의 변경 사항.
초국적 기독교 대학 및 학교 연합(TRACS)
법률 서비스 사무소 15935 Forest Road
포레스트, 버지니아 24551
아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교외 자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폭력, 데이트/가정 폭력 또는 스토킹:
귀넷 헬프라인 유나이티드 웨이 헬프라인 211
770-995-3339
강간 위기
조지아 네트워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국적 성폭력 근절
GNESA.org/Page/Rape-Crisis-Centers- Hotline 1-800-656-HOPE
조지아 404-815-5261 (4673)
Grady Health System – 강간 위기 센터 404-616-4861 주 고객 번호
GradyHealthSystem.org
가정 폭력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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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PADV 반대 파트너십
404-873-1766 위기전화

가정 폭력에 반대하는 조지아 연합
(GCADV)
GCADV.org/Projects-and-

770-963-9799 귀넷 위기 전화 800334-2836 조지아주 전역 핫라인
PAVD.org

이니셔티브/주 전체-가정-폭력핫라인/
1-800-334-2836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전국 십대 데이트 학대 헬프라인

핫라인.org
1-800-SAFE (7233)
1-800-787-3224(TTY)

LoveIsRespect.org
1-866-331-9474
1-866-331-8453(TTY)

보호 명령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귀넷 카운티 보안관 부서
185 Central Ave. SW, 스위트 900
애틀랜타, 조지아 30303
404-612-5100

2900 대학 Pkwy. 로렌스빌,
GA 30043
770-822-3122 / 770-619-6500

보안관.org

GwinnettCountySherif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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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애틀랜타 법률 구조 협회 - 귀넷 사무실

법률 서비스
애틀랜타 법률 구조 협회

귀넷 카운티
678-376-4545
AtlantaLegalAid.org/Get-Help/

귀넷 카운티
404-524-5811

상담 서비스
성약 상담 및 가족 자원 센터 Women Are Dreamers Too, Inc./WADT
2219 시닉 닥터
스넬빌, 조지아 30078
언약상담.org
404-845-3727

기밀 주소, GA 30004
404-477-4211 주 고객 번호
WADT.org

View Point Health 175 귀넷 박사
Ste.260

뷰포인트 헬스 노크로스 사무소
5030 조지아 벨 Ct. Ste.2036
노크로스, 조지아 30093

로렌스빌, 조지아 30046
MyViewPointHealth.org

186

198페이지

카운티 행동 건강과

스토킹 리소스 센터
202-467-8700
SRC@NCVC.org

99 제시 힐 주니어 드라이브
애틀랜타, 조지아 30303
LiveBetter.org
새로운 시작 상담센터
1585 Old Norcross Rd. 성. 203
로렌스빌, 조지아 30046
770-831-1799 주 고객 번호
카운셀링가뉴닷컴
병원
귀넷 메디컬 센터 – 로렌스빌

귀넷 메디컬 센터 - 덜루스

1000 메디컬 센터 대로
로렌스빌, 조지아 30046
678-312-1000

3620 하웰 페리 로드
덜루스, 조지아 30096
678-312-6800

혜택
• 개혁 대학의 졸업생은 교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수를 받습니다.
이 학교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 졸업생은 설립된 사역에 합류하여 목사 또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전 졸업생에 의해. 위치는 미국, 남미, 중국, 일본,
필리핀, 이스라엘, 호주, 영국, 태국, 한국.
• 이 학교는 여성 안수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 졸업생은 리폼드대학교나 타 회원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태평양 연합 기독교 대학 및 신학교 인증 협회.
• 목회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필기시험 면제
수습사 시험.

2020-2021 학년도 달력(학생)
2020년 가을학기
데이트
07/6-07/10
07/16-07/17

날)

안건

주

2020년 가을학기 등록

2일

영어 및 수학 배치 시험(토요일/일요일 제외)

08/01

토요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08/01

토요일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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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08/03-08/07

토요일
주

배정된 학생과의 교수 고문 회의
2020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연기(연체료 적용)

08/17-08/18

2일

성경 전 시험

08/17

월요일

2020 가을학기 개강

08/24-8/25

2일

2021년 학생회 선거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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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금요일

학생회 모임

08/17-08/28

이주

가을학기 일정 추가/삭제

09/07

월요일

노동절(학생 및 교직원 휴일)

10/12-10/16

주

예, 수업

중간 주간

10/19

월요일

ELSP 회의일

10/19-10/20

2일

학생의 날

예, 수업

10/19-10/20

2일

성희롱 예방 워크숍

예, 수업

11/30-12/01

2일

코스 평가

11/16-11/20

주

2021년 봄 조기 등록 주간($100 수수료 면제)

11/20

금요일

2020년 졸업예정자 지원 마감(연체료 적용)

11/21

토요일

2020년 가을학기 자퇴마감

11/23-11/28

토요일

추수감사절 휴식

11/23-11/27

2일

추수 감사절

11/30-12/11

2주

교직원 평가

2주

최종 시험

11/30-12/01
12/01
12/07-12/11

화요일
일주

학생
휴일
학교
닫은

2020년 가을학기 종료
2021학년도 봄학기 수강신청 시작(1주)

잠정적 인

2021년 봄학기
데이트

날)

안건

학교

01/01

금요일

설날

01/11-01/12

2일

2021학년도 봄학기 영어 및 수학 배치고사

01/09

토요일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1/09

토요일

오리엔테이션 조사

닫은

01/04-01/08

일주

2021년 봄 학기 등록 지연(연체료 $100)

01/11

월요일

2021년 봄학기 개강

01/11

월요일

학생회 모임

01/12

화요일

신입생을 위한 사전/사후 성경 시험(BATS & MDiv만 해당)

01/11-01/22

2주

2021학년도 봄학기 일정 추가/삭제

01/18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

03/01-03/02

일주

중간 주간

월요일

ELSP 컨퍼런스 데이

03/08
03/25

목요일

학교
닫은

2021년 졸업예정자 지원 마감(연체료 적용)

03/26

금요일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졸업위원회 회의

03/29-04/02

일주

봄 방학 - 학기 12주차

04/16

금요일

2021학년도 봄학기 자퇴마감

04/04

일요일

부활절 일요일

04/19-04/23

일주

2021년 가을 조기 등록 주간($100 수수료 면제)

04/26-04/30

일주

2021년 봄학기 과정평가

04/26

월요일

FAFSA 신청 마감(2021년 가을)

04/26-04/30

일주

최종 시험

04/27

화요일

2021년 봄학기 종료

05/07
05/08

금요일
토요일

2021년 여름학기 등록

05/24

월요일

기념일

05/31-06/11

이주

휴일

수료식

일주

금요일

학생

졸업연회

05/10-05/14

05/28

휴일

학교
닫은

FAFSA 신청 추가 정보 마감
2021년 여름 학기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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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07/09

일주

2021년 가을학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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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학년도 달력
(교직원 및 교직원)
2020년 가을학기
데이트
07/03
07/14

날)
금요일
화요일

안건
2020학년도 가을학기 교직원 명단 구성 및 확정

07/6-07/10

주

2020년 가을학기 등록

07/16-07/17

2일

영어 및 수학 배치 시험(토요일/일요일 제외)

07/18

토요일

교수진 오리엔테이션

08/01

토요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08/01

토요일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08/01

토요일

배정된 학생과의 교수 고문 회의

08/03-08/07
08/05

주
수요일

2020학년도 가을학기 등록연기(연체료 적용)
IPEDS 기관 식별 및 IC-헤더 열기 [새 IPEDS Cal. 확인]

08/17-08/18

2일

성경 전 시험

08/17

월요일

2020 가을학기 개강

08/24-8/25

2일

2020년 학생회 선거

08/28

금요일

학생회 모임

08/17-08/28
08/26
09/07
09/03

이주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

가을학기 일정 추가/삭제
IPEDS 기관 식별 및 IC-헤더 폐쇄 [새로운 IPEDS Cal. 확인]
학교

노동절(직원)

닫은

IPEDS 가을 컬렉션 오픈: 기관 특성, 완료, 12개월
등록

10/12-10/16

주

중간 주간

10/02

금요일

2021학년도 봄학기 강좌 개설 계획

10/12

월요일

ELSP 회의일

10/19-10/20

2일

학생의 날

10/19-10/20

2일

성희롱 예방 워크숍

10/14
10/16
10/31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공강

IPEDS 가을 컬렉션 마감: 기관 특성, 완료, 12개월
등록

3 보고서

TRACS - 연간 운영 보고서(FALL BREAK를 피하기 위해 일찍)
2021학년도 봄학기 강의계획서 마감

11/04-11/06

3일

TRACS 연례 회의 -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

11/30-12/01

주

코스 평가

11/16-11/20

주

2019년 봄 조기 등록 주간($100 수수료 면제)

11/20

금요일

2021년 졸업예정자 지원 마감(연체료 적용)

11/21

금요일

2020년 가을학기 자퇴마감

11/23-11/27

2일

추수감사절(직원)

11/30-12/11

주

교직원 평가

주

최종 시험

11/30-12/01

휴일

2020년 여름 학기 학업 성적 마감

학교
닫은

12/01

월요일

2020년 가을학기 종료

12/07-12/11

일주

2021학년도 봄학기 수강신청 시작(1주)

12/05

토요일

2020학년도 가을학기 성적표 마감

12/08

화요일

2020학년도 2학기 학업평가위원회 회의

12/08

화요일

2020년 가을학기 FAFSA 공식평가(SAP) 위원회 회의

잠정적 인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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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수요일

12/09

수요일

IPEDS Winter Collection 오픈: 학생 재정 지원, 졸업률, 200%
졸업률, 입학, 성과 측정
IPEDS 봄 컬렉션 오픈: 가을 등록, 재정, 인사,
학술 도서관

12/10

목요일

2021학년도 졸업위원회 및 학위후보자 확정

12/12

토요일

2020년 봄 FAFSA 신청 마감

12/12

토요일

발대식(2021년 5월 취임식 예정)

12/18

금요일

등급 변경 요청 마감일

12/24-12/25

2일

크리스마스 방학(직원)

휴교

크리스마스

2019년 12월 25일

휴교

2021년 봄학기
데이트

날)

안건

01/01

금요일

설날

01/11-01/12

2일

2021학년도 봄학기 영어 및 수학 배치고사

01/09

토요일

2021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1/09

토요일

오리엔테이션 조사

01/04-01/08

일주

학교
닫은

2021년 봄 학기 등록 지연(연체료 $100)
2021년 봄학기 개강

01/11
01/11

월요일

학생회 모임

01/12

화요일

신입생을 위한 사전/사후 성경 시험(BATS & MDiv만 해당)

01/11-01/22

2주

2020학년도 봄학기 일정 추가/삭제

01/18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

02/10

휴일

수요일

IPEDS 겨울 컬렉션 마감: 학생 재정 지원, 졸업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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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

03/01-03/02
03/07

1일

03/26

목요일

졸업률, 입학, 성과 측정
중간 주간
ELSP 컨퍼런스 데이
2021년 졸업예정자 지원 마감

03/25

금요일

G-NPEC 인증서 만료

03/25

금요일

2021학년도 졸업예정자 졸업위원회 회의

03/29-04/02

일주

봄 방학 - 학기 12주차

04/06

수요일

학생
휴일

IPEDS 봄 컬렉션 마감: 가을 등록, 재정, 인사,
학술 도서관

04/16

금요일

2021학년도 봄학기 자퇴마감

04/04

일요일

부활절 일요일

04/19-04/23

일주

2021년 가을 조기 등록 주간($100 수수료 면제)

04/26-04/30

일주

2021년 봄학기 과정평가

04/26

월요일

FAFSA 신청 마감(2021년 가을)

04/26-04/30

일주

최종 시험

04/27

금요일

2021년 봄학기 종료

05/07

토요일
금요일

05/07
05/08

토요일

수료식
2021년 여름학기 등록

05/24

월요일

기념일

05/31-06/11

이주

닫은

졸업연회

일주

금요일

학교

봄 학기 학업 기록 마감

05/10-05/14

05/28

4 보고서

학교
닫은

FAFSA 신청 추가 정보 마감
2021년 여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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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행정
이사회
위원장:

정평락 목사
서울 한빛장로교회 담임목사

부의장:

영 나오미 디디온 목사
조지아주 애틀랜타 Harvest Church 담임목사

이사회 구성원:

Dr. Dehuan Cui
한의학 목사/박사
조지아주 애틀랜타 중국교회
박금순 목사
안양 임마누엘 장로교회 담임목사
오석재 목사
부천 에파다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재식 박사
회장 / 당연직

관리
박재식
사장 겸 CEO
Ph.D., Faith신학교 및 Christian College
정진오
부통령
연세대학교 박사
하드그로브, 마크 E.
교무처장
리젠트대학교 박사
조영팔
학생처 이사
BATS 프로그램 이사
D.Min., 리폼드 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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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흥성
경영학 프로그램 이사
기관 평가 이사
밴더빌트 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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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론, 데니스 C.
원격 교육 담당 부사장
기업 업무 수석 이사
암리지대학교 박사
최태영
최고 재무 책임자
재무 이사
조지아주립대학교 MBA
디디온, 데니스 듀에인
예배당 목사
리폼드 대학교 M.Div.
홍, 에이브러햄 H.
기업 업무 부국장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학사
강예준
재정 학생 지원 이사
학사, 데이턴 대학교
김 찰리 순
입학 이사 / PDSO
D.Min., 베릿 신학교
김재례
비즈니스 업무 이사 및 임시 등록 기관
리폼드 대학교 M.Div.
황성은
기록 사무관
박사 (ABD), 연세대학교
김나령
도서관장
MLS, 경성대학교
시로코프, 피터
원격 교육 이사
박사 (ABD), 흐로닝언 대학교
이은오
IT 이사
Beulah Heights University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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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보안 책임자
경희대학교 학사

학부
박재식

사장/CEO – 당연직
Ph.D., Faith신학교 및 기독교대학

정진오

부통령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직신학 교수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사

하드그로브, 마크 E.

교무처장
리젠트대학교 박사

노흥성

MBA 프로그램 디렉터
제도적 효율성 이사
경제학 교수
밴더빌트 대학교 박사

유희덕

M.Div./MATS 프로그램 디렉터
M.Div. 교수 및 신학 연구
Mid-Americ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박사

잉그리드 마샬

BABA 프로그램 디렉터
캘리포니아 인터콘티넨탈 대학교 박사

이옥란

MALS 프로그램 디렉터
박사 (ABD), Beulah Heights University

조영팔

BATS 프로그램 디렉터
학생처 이사
D.Min., 리폼드 신학교

필원민

MAICS 프로그램 디렉터
Asbury 신학교 박사

말론, 데니스 C.

원격 교육 담당 부사장
기업 업무 수석 이사
성경, 신학 및 언어 연구 교수
암리지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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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코프, 피터

원격 교육 이사
성경, 신학 및 언어 연구 교수
박사 (ABD), 흐로닝언 대학교

김호세 향주

제주교육현장 소장
조직신학 교수
Th.D., 성경 신학 학교

황성은

기록 사무관
박사 (ABD),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차재성

마케팅 겸임 교수
박사 미시간대학교 마케팅학 박사

채, 찰스 S.

컴퓨터 과학의 겸임 학부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컴퓨터 공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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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식

윤리 겸임 학부
신학 및 윤리학 교수
박사 영국 버밍엄대학교 신학박사

치관해

신학의 겸임 교수
하버드 대학교 M. Div.
Th.D. 에모리대학교 목회상담학 박사

최규희

수학의 겸임 학부
Ed.D. in Mathematics, Tuscaloosa, AL

최태영

회계 겸임 학부
성균관대학교 MBA, 서울, 한국

데니스, 디디온

성경영어 겸임교수
영어 채플린
리폼드 대학교 M.Div.

하, 윤선,

인적 자원, 관리, 마케팅의 겸임 학부
조지아기독교대학교 MBA

전찬응

겸임교수
오랄 로버츠 대학교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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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원

음악의 겸임 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보이스퍼포먼스 석사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보이스 퍼포먼스 DMA

김, 아서 H.

겸임 경제학부
박사 (ABD)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제학

김, 브라이언 진

비즈니스 윤리의 겸임 교수
JD, 미시간 주립대학교

김송기,

통계/회계 겸임 학부
머서대학교 회계학 MBA

김연희

체육교육과 겸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석사

김연희 그레이스

마케팅 겸임 교수
고려대학교 마케팅 석사

김운형

신약성경의 겸임교수
박사 (후보) 아테네 국립 대학교

강예준

영어 어휘의 겸임 교수
학사, 데이턴 대학교

이문규

조직신학 겸임교수
D.Min.,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이주학

통계학과 겸임교수
MPH, 조지아 의과대학
MS 케네소 주립대학교

멘도사, 알로마 메리

사회학 및 영어 작문 겸임 학부
박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요크대학교

문원욱

성경 박람회, 실천 신학, 선교 연구의 겸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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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iss.,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나란조, 로즈마리 F.

관리, 회계 및 분석의 겸임 학부.
데브리 대학교 MBA

유민경

영어작문 겸임교수
MFS, 플로리다 주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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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홍철

카이로프랙틱 겸임교수
팔머 카이로프랙틱 칼리지 카이로프랙틱 DC

박재식

사장 겸 CEO
조직신학 시간강사

파울로 베체슬라우

재정 및 관리 겸임 학부
MBA, IBMEC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목회자를 감독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기반 인턴십
감독자

교회/기관 이름

윤철호 목사

Living Well Church, Alpharetta, GA 30042

데니스 디디온 목사

Harvest Church, 덜루스, 조지아 30096

김영호 목사

글로리 교회, 글렌사이드, PA 19038

정구상 목사

에덴 교회, 덴버, CO 80014

박동순 목사

정립중앙교회, 서울, 한국

임학선 목사

시온교회, 서울

송은준 목사

경기도 아가페장로교회

이순옥 목사

사랑교회, 서울, 한국

박재식 목사

개혁 대학, 3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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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주 교육 현장, 한국
교육 사이트는 메인 캠퍼스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추가 위치입니다.
기관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50% 미만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학생
서비스는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며 모든 학생 기록은 메인 캠퍼스에 보관됩니다.
교육 장소는 지리적, 물리적으로 홈 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제공되는 과정과 학생들이 제공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 기관 연습
교육 현장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에 대한 통제.

개혁 대학은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제주도의 새로운 교육 현장. 새로운 교육 현장,
제주도 교육 현장,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50% 미만 제공: - 57
교육 현장에서 학점; 메인캠퍼스 학부과정 63학점(120학점)
총) - 교육 현장에서 42학점; 목회학 석사 메인 캠퍼스에서 48학점
프로그램(총 90개)
보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교육현장은 일반 교육 과정과 낮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영학 및 신학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부문 과정; 그리고
Master of Divinity 프로그램을 위한 하위 부문 과정.

TRACS 표준 및 평가 기준
14.1 교육 현장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운영됩니다.
NS. 기관은 국가 또는 외국으로부터 법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교육 현장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 현장이 위치한 곳. (IER #2b)
NS. 기관은 모든 정부 문서의 사본을 TRACS에 제공했습니다.
권한 부여.
14.2

교육 장소는 기관 이사회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14.3

교육 기관의 카탈로그는 교육 현장의 경우 교육 현장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자체 카탈로그가 없습니다.

14.4

교육 기관의 정책은 해당하는 경우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14.5

기관은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수의 교수진을 고용합니다.

14.6

교육 현장에 대한 장기 계획은 기관의 계획에 포함됩니다.
프로세스.

14.7

학생 서비스는 각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됩니다.

14.8

기관의 평가 계획에서 확인된 평가 및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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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학습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10 미국 또는 미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교육 사이트는 미국 표준을 준수합니다.
변형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없는 한 규범.
14.11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사이트는
이러한 지침을 다루는 TRACS 정책 준수(TRACS 정책 참조
및 절차 매뉴얼).
14.12 학생들은 교육 현장에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의 50% 미만을 받습니다.
14.13 교육 현장의 시설은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충분합니다.
14.14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등록하기 전에 학생들은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에 대한 서면 통지 제공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나머지 학점을 획득하기 위한 옵션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합니다.
14.15 간행물 및 마케팅 자료에는 최대 학업 액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학점이 어떻게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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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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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최은수

배정희

손영재

부사장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박사
수석 학술 사무소
숭실대학교 박사
한국학생처장
대한신학대학원 박사

겸임교수
김호세 향주

신학 연구의 겸임 교수
한국성서신학대학원 박사

전병호

행정학과 겸임교수
MA 영남대학교, 대구, 한국

조 핸드두르크

겸임교수 실천신학/조직신학
서울기독대학교 박사

황의향

겸임교수 신학
국제대학교 박사

김철진

겸임교수 경영학
계명대학교 박사

김인식

겸임교수 인적자원 마케팅
충북대학교 박사
겸임교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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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식
마시, 자베드 라피엘

경산 영남대학교 박사
겸임교수 경영학
대전 아시아라이프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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