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학 학사(The Bachelor of Social science in Counselling)은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지고 멘토적 관계,경험적인 배움, 엄격한 교육과정으로 호주 

기독교 대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에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틀을 성경,심리학적인 원칙에 대한 분별력과,주된 상담의 기법들을 

통해 개발 하도록 도울것입니다. 또한 상담의 탁월한 이론과 실제와 동시에 현장 

실습의 좋은 기회들을 준비하게 할것입니다.학교는 영적인 부분과 전인격적인 

공부와,그리고 모든 커리큘럼에 기독교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성경적인 정황속에서 믿음과 심리학의 사이에서 탐색해 보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될것입니다.  

 

이 코스를 하는 중 학생들에게는 상담자로 등록 준비를 하기위한 슈퍼비전도 

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단지 등록이나 전문적인 기준뿐만아니라 개 교회 

목사에게 필요한 일군들을 준비시켜 줄것입니다.교회안에서 이들의 기술들을 

적용하고 관계의 원칙과 교제를 이해하도록 도울것입니다.  

 

코스에 대한 소개 

 -켐프스에서 공부할수 있음  

 -온라인 과정으로 공부  할수 있음  

 -기간: 3년 풀타임, 9년 파트타임 가능  

 -Fee Help, Austudy 가능  

 -이 코스는 TEQSA가 인준한 코스이다.  

 

 

 

   상담학 학사 



 

입학 조건  

-최소한 ATRA 67,혹은 이에 준하는 점수  

-성인 학생의 경우 만 21세가 넘은 자.  

-상담학,혹은 크리스챤 상담 디플로마를 한 사람은 1년 크리딧을 인정함.  

 

코스 개요  

   이 학과에는 두가지 코스가 있다. 

   -16과목을 이수햇을 때 Associate Degree of Social Science 주어짐. 

   -24과목을 이수했을 때 Bachelor of Social Science 

 

과목 소개  

1학년  

 -지난 중고등학교(의무교육)공부 재검토  

 -상담 기술 1  

 -기독교인의 삶의 영성  

 -결혼과 가족 상담의 개요  

 -세계관과 상담  

 -인성 발달 이론  

 -상담 기술 2 

 -상담 이론과 실제 개요  

 -성경 해석의 이론과 실제  

 

 2학년  

   

 -비애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성령의 사역  

 -결혼과 가족 치유의 이론과 실제  

 -심리학 개요   

 -감성 중심및 수용 책임 치료  

 -기독 신학 개요 

 -심리적 질환들  

 -전문적인 윤리  

 

 3학년  

상담학과  

-자기 돌봄  

-그룹 사역의 개요  

-위기 개입및 정신적 외상 상담  

-상담 실제 A 



 

-상담 실제 B 

-이야기 치료(3cps) 

-긍정 심리학(3cps) 

 아래 중 둘 선택  

-중독 상담  

-다문화 상담   

-특별 상담 선택 

 

 기관 목회 돌봄과  

-호주 다민족 목회  

-목회 돌봄  

-자기 돌봄 

-노인을 위한 상담과 목회돌봄  

-기관목회 실제 A 

-기관목회 실제 B 

-위기 개입및 정신적 외상 상담 

 아래에서 하나 선택  

-다문화 상담  

-중독 상담  

-특별 상담 선택  

 

한국어 과정 등록은 한국어 학부 학장인 김병근(목사)교수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전화: +61 430 474 878 or email:byung.kim@ccs.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