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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2022-2023 학년도 학생 모집요강



1. 지원 자격 및 모집 학과

- 수세 후 1년 이상 되고 선교사님들의 훌륭한 지도하에 배워 온 학생들로, 신학과
(Theology 이하 Th), 기독교교육학과(Christian Education 이하 C.E. 혹은 기교과), 
교회음악과(Church Music 이하 C.M. 혹은 교음과)와 2년 과정의 유아교육학과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하 E.C.E.)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학위과정

1) 정규 학위과정 
- 12학년 졸업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학위(B.Th, B.A, 종교부와 ATEA인
가)가 가능하며, 정규대학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M.Div와 M.A.학위를 지원합니다. 교
수로의 은사가 있는 학생들은 본교의 M.Div를 마친 후 Th.M.(in Missiology) 학위과
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h.M(in Missiology)을 제외한 과정들은 캄보디아
어로 수업이 진행되며 Th.M 과정은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2) 비학위과정 
- 10학년 이상 교육부 정규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학부 Diploma과정(B.Th, 
B.A. 과정과 동일한 커리큘럼)과 목회연구원과정(P.T.P)이 있습니다. 목연과정은 저희 
신학교 Diploma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나 타 신학교에서 3년 이상 공부를 하고 단독 
목회로 5년 이상 섬긴 사역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3) 편입과정
- 편입생은 입학생과 동일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 후 타 신학교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첨부한 경우에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편입학 학년은 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표

3. 입학시험 및 일정 안내

1) 입학원서 배부 및 서류신청 마감
- 2022년 8월 29일 ~ 11월 25일
- 입학원서는 신학교 웹사이트(cpti.edu.kh)에서 다운받아서 제출(전형료 10불)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양식),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서, Bachelor과정은 12학년 

시험합격증), 신체검사증(본교양식), 가족증명서(사본), 본인증명서(ID카드 사본 등 
사진이 있는 국가에서 발급된 것), 목회자 청원서(M.Div나 PTP과정)

2) 시험안내1
- 대상 : M.Div, PTP
- 일시 : 2022년 10월 6일 08:30, (발표 10월 7일) 
– 입시 과목 : 필기(성경, 영어, 소요리), 면접시험.(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 본 과정은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과정으로, 합격자는 4주간 언어과정에 참여해야 함.

3) 시험안내2
- 대상 : B.Th., Dip(in Theo), B.C.M., B.C.E. E.C.E., M.A in C.M., Th.M, 

학부편입생
- 일시 : 2022년 11월 29~30일 08:30, (발표 12월 1일) 
– 입시 과목 : 필기(성경, 영어, 면접시험.(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모집 학과 수업년한 지원 자격

학부

신학과(B.Th), 기교과(B.C.E.), 

및 교회음악과(B.C.M)
4년 12학년 졸업자

신학과(Diploma) 4년 10학년 이상 과정을 마친 자

전문 유아교육학과(ECE 오후반) 2년 12학년 졸업자(청강과정은 별도 문의)

대학원 

상당 

과정

목회연구원(PTP) 3년 신학교 과정(Diploma)을 마친 자

목회학석사(M.Div) 3년 4년제 대학 졸업자

교회음악석사(M.C.M) 2년 4년제 음악 대학 졸업자

신학과석사(Th.M in Missiology) 2년 M.Div 졸업자



4) 시험과목
– 공통 : 영어, 성경, 면접
- M.Div, PTP : 소요리문답
- 교회음악과 : 실기(기악 혹은 성악. 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5) 제반비용
- 전형료 : 10불(원서는 신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기록 후 신학교에 제출함)
- 입학금 : 20불
- 신체검사 : 15불(헤브론 병원 이용비)
- 한 학기당 학비(1년 3학기) : 150불(분할 납부 시 담당 목회자나 선교사의 요청서 

필요)
- 한 학기당 기숙사비 : 50불
- 합격 후 학부 해당학생들은 본인의 영어수업 참석을 위해 소정의 비용을 들여 영어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음.(입학 발표 때 공고함)

6) 목회자 청원서
- M.Div, PTP과정은 목회자를 키우는 과정으로, 독노회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가르치

는 것으로, 본 교단의 학생인 경우에는 PPCC(캄보디아 장로교 독노회)로부터의 목
회자 청원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타교단의 경우는 교단 책임자로부터의 신학교육 허가와 관계된 허락서가 필요합니
다.(타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자체 서식 사용 가능)

4. 특전

① 신학교 졸업 후 캄보디아장로교독노회(PPCC)의 소정의 과정을 통해 PPCC소속 
전도사와 목사로 활동할 수 있음.

② 성적우수학생과 근로학생에 대한 장학제도가 있음.
③ 편입생은 입학시험 합격 후 타 신학교 성적을 첨부 시 일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시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개인별로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며, 발열이 
있는 응시생은 시험장에 입장이 불가합니다. 열이 나는 경우(37.8C 이상)에는 신학교
에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순서
1) 입학원서 다운로드(cpti.edu.kh)하여 프린트하거나 학교 방문하여 수령한 후 내용

을 기록하고 제반 서류 준비하여 신학교에 전달(후원자 평가지는 봉투에 넣어 밀
봉하여 전달, 전형료 10불, 접수 중에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필수) 

2) 자신의 해당시험일에 시험 후, 결과에 따라 등록절차진행(입학허가서 수령, 제반비
용납부)

입학시험 일시 및 발표, 등록마감일, 성적 배정표

과정 시험과목 입시 일시 발표 및 등록

M.Div, 

P.T.P.

성경(40), 소요리(20), 

영어(20), 면접(20)

2022년 10월

6일

08:30 A.M.

10월 7일(발표)

10월 14일(등록마감)

Th.M 영어독해(50), 면접(50)

2022년 11월

29-30일

08:30 A.M.

12월 1일(발표)

12월 9일(등록마감)

B.A. in C.E.,  

편입과정일체

(B.C.M, B.Th)

성경(50), 영어(30), 면접(20)

M.C.M. 면접(20), 실기(80)

B.Th, 성경(50), 영어(30), 면접(20)

B.C.M. 
성경(30), 영어(20),

면접(10), 실기(40)

E.C.E. 성경(50), 영어(30), 면접(20)



*** 더 상세한 내용은 입학 담당자 세이하(캄보디아어 023-635-5787/092-565-285)나 
혹은 이윤수(한국어, 캄보디아어 012-682-030), 한우수(한국어, 캄보디아어 
012-476-462)에게 연락주시면 궁금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월~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고 외근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수 있으니 
미리 연락을 하시고 캄장신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총장 김재호목사
교무처장 한우수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