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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일정
+)+* W을 학t
재학생 등록 시작

월요일* 6 월 01 일

신입생 등록 시작

월요일* 6 월 1. 일

직원 업무 개시

목요일* 7 월 /4 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월요일+금요일* 7 월 0.+02 일

가을학기 시작

월요일* 7 월 05 일

신학교 기도의 날

수요일* /. 월 0. 일

이사진 회동

목요일+금요일* /. 월 0/+00 일

추수감사절 휴일

목요일+금요일* // 월 03+04 일

종강

금요일* /0 월 1 일

기말 고사

월요일+금요일* /0 월 4+/. 일

가을학기 종료

금요일* /0 월 /. 일

성탄절과 새해 휴일8 사무실 폐쇄

금요일+토요일* /0 월 02+/ 월 / 일

+)++ 겨울 학t
재학생 등록 시작

월요일* // 월 /3 일

신입생 등록 시작

월요일* // 월 00 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요일* / 월 1 일

겨울학기 시작

일요일* / 월 1 일

마틴 루터 킹의 날 준수

일요일* / 월 /5 일

이사진 회동

일요일+화요일* / 월 01+03 일

수업 종료

목요일* 1 월 // 일

기말 시험

월요일+금요일* 1 월 /2+/6 일

학기 종료

목요일* 1 월 /6 일

봄방학

월요일+금요일* 1 월 0/+03 일

+)++ 봄 학t
재학생 등록 시작

일요일* 0 월 0/ 일

신입생 등록 시작

일요일* 0 월 06 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목요일* 1 월 03 일

봄학기 시작

일요일* 1 월 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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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금요일

목요일* 2 월 /3 일

이사진 회동

일요일+월요일* 3 월 /3+/4 일

현충일

일요일* 3 월 1. 일

수업 종료

목요일* 4 월 1 일

기말 시험

월요일+금요일* 4 월 4+/. 일

학사학위 수여

수요일* 4 월 7 일

학기 종료

목요일* 4 월 /. 일

졸업식

금요일* 4 월 // 일

+)++ 여름 학t
재학생 등록 시작

일요일* 3 월 /4 일

신입생 등록 시작

일요일* 3 월 01 일

여름학기 시작

일요일* 4 월 0. 일

독립기념일 준수

일요일* 5 월 2 일

여름 단기 세션8 세션 /

월요일+금요일* 4 월 0. 일+5 월 / 일

여름 단기 세션8 세션 0

화요일+금요일* 5 월 3+/3 일

여름 단기 세션8 세션 1

월요일+금요일* 5 월 /6+07 일

여름 단기 세션8 세션 2

월요일+금요일* 6 월 /+/0 일

여름 단기 세션8 세센 3

월요일+금요일* 6 월 /3+04 일

수업 종료

목요일* 6 월 04 일

기말 시험

월요일+금요일* 6 월 07 일+7 월 0 일

학기 종료

목요일* 7 월 0 일

노동절

일요일* 7 월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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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h와 프로o램 리스트
Doffel 신학대학원은 선교와 신학 대학과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두 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 수준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1 개 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와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선h와 신학 대학
석사 학위
•

목회학 석사&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

•

글로벌 리더십 석사

•

정의와 변호 석사

•

사역 리더십 석사

•

신학과 사역 석사&영어와 스페인어로 이용 가능'

•

신학 석사

자격증 프로o램
•

기독교 연구 자격증

•

교회 개척 자격증

상s 학위와 박사 학위
•

신학 석사

•

글로벌 리더십 박사&영어와 한국어로 이용 가능'

•

목회학&사역' 박사&영어와 한국어로 이용 가능'

•

신학 철학 박사

심리학, 결혼f W족 상담 대학
석사 학위
•

결혼과 가족 상담 석사

상s 학위
•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

•

임상 심리학 철학 박사

•

임상 심리학 심리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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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타 비학위 옵션
정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 외에도 다음 분류 중 하나에 따“ 입학이 허용될 수 있다8

제한된 등록 학생. 일반 입학 자격이 있지만 석사과정 4 과목 &02 유닛' 이하로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
미분류 학생. 학문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석사 레벨 수업을 무제한 수강하고 싶지만
학위 프로그램 이수를 원하지 않는 사람,
방문학생. 현재 다른 대학원에 양호한 상태로 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이지만 주요 등록 학교로
편입하기 위해 Doffel 에서 이수한 교과 과정의 성적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청강 전용.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개인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 석사 레벨 수업을 수강하고 싶은 사람,

8

Fuller 에 관해
소개
Doffel 신학대학원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다종파 신학교 중의 하나이며* 선교와 신학 대학과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에서 대학원 수준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우리의 인종적* 종파적
다양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 2*... 명이 넘는 학생들이 5. 개국 이상의 나“에서* /.. 개 이상의
종파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다,
“디오 복음전도자 Ab[lfem C, Doffel 에 의해 /725 년에 창립된 이래 Doffel 신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닌 리더가 되도록 훈련시켜 왔다, Doffel 신학교는 신학
교육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이며* 복음적 사고의 최전선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학문에 기초한 사역과
선교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대학원 기관으로서 Doffel 는 주캠퍼스인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두 군데의 지역 캠퍼스* 신축적인
온“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사 학위와 자격증을 제공한다, 특정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주캠퍼스와
온“인으로 제공된다,
Fuller 신학 대학원
135 North Oakland Avenue
Pasadena, CA 91182
1-800-235-2222
626-58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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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목적 진술서
Doffel 신학 대학원은* 선교와 신학 대학과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을 품고 있는* 복음적*
다종파적* 국제적* 다인종적 커뮤니티이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많은 사역들을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는 데 헌신하고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대학원 교육* 전문가 양성* 영성
형성을 통한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 양육* 찬양* 예배* 연구* 출판이“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Doffel 신학대학원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n격화된 학습의 성f
Doffel 신학대학원은 계속해서 배움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는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다, 교수진*
교직원* 행정인으로서 우리는 건강한 "평가 문화"를 통해서 가능한 한 최고의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이 문화는 인가 기준* 정기적 프로그램 평가* 학생에 대한 기준들의
명료한 소통을 넘어서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 교수진* 교육 ~의 동등한 책임의식을
창출한다, 학생들의 학습 성과는 각 학습 프로그램에서 매수업을 통해 표현된다, 규격화된 학습의
성과는 다음과 §다8
•

졸업생은 기독교 신학* 사역* 영성에 대한 이해를 입증한다,

•

졸업생은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 글로벌 이슈들을
잘 인지하고 비평적으로 관여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

졸업생은 중요한 다양성 이슈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

졸업생은 교육에 어울리는 경력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선h를 초월하는 선h
Doffel 신학대학원은 /761 년 선교를 뛰어넘는 선교“는 서류를 발행했는데* 이는 우리의 사역과
목적의 기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폭넓은 범위의 도덕적*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진술서는
3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8
•

명령 /8 가서 제자 삼으“

•

명령 08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으로 불러내“

•

명령 18 사회의 도덕적 건강을 위해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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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28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구하“

•

명령 38 하나님이 계시하는 진리를 지지하“

Kcmmcih @esihd nbe Kcmmcih 의 전체 텍스트는 bnnjm8--qqq,foffel,edo-[bion-gcmmcih+[hd+
p[foem- 에서 찾을 수 있다
제도적 약속

•

학문적 자유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commitments/#freedom

•

통합 교육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commitments/#inclusive

•

차별없는 언어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commitments/#language

•

인종적 정의와 문화~ 생활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commitments/#justice

인W
Doffel 신학대학원은 Uemnelh ?mmi]c[ncih if Q]biifm [hd Aiffeaem* Qehcil Aiffeae [hd Shcpelmcns
Aiggcmmcih &UQASA'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선교와 신학 대학 프로그램 또한 신학교
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 협회들로부터 받은 인가는 파사데나 캠퍼스* 지역 캠퍼스들* 온“인
제공 수업들에도 해당된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임상 심리학 NbB* NmsB 프로그램은
미국 심리학 협회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학h와 대학 서부 협회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위원회
1001 Marina Village Parkway Suite 402
Alameda, CA 94501
510-748-9001
510-748-9797 (fax)
wscuc@wscuc.org
https://www.wscuc.org/

미국f 캐v다의 신학h 협회
인가 위원회
10 Summit Park Drive
Pittsburgh, PA 15275-1103
412-788-6505
412-788-6510 (fax)
http://www.a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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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심리학 협회, 상담f 인W 프로o램 사무실
750 First Street N.E.
Washington, DC 20002-4242
202-336-5979
apaaccred@apa.org
https://accreditation.apa.org/
주 정부 승인 성명
우리 교육 프로그램의 정직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교육부는 기관이 원격 교육을 제공하는 각
단계마다 주정부가 정한 승인 요건을 순응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Doffel 신학대학원은 각 단계마다
적절한 부처와 능동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신학교가 원격 교육을 주의 거주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승인&또는 면제'을 소유하도록 보장한다, 각 주의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승인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https://drive.google.com/file/d/1IIpbkvOZo4_PRys1xJOvAG9AscNAaYC/view?usp=sharing 에서 이용 가능하다, 출판 당시 날짜에
근거할 때 특정 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는 밑에 기록되어 있다,

알라스카, Doffel 신학대학원은 ?Q/2,26 조항 아래 온“인 원격 프로그램 승인이 면제되어 있으며*
알“스카에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칸사. Doffel 신학대학원은 아칸사 주의 상급 교육 부처에서 발행한 인증 면제 서류를 수령했으며*
비학술적 또는 교회 관련 수업 수업들을 제공하고 비학술적 시상이나 교회 관련 학위를 수여하게
된다,

아이오와. Doffel 신학대학원은 아이오와 대학생 지원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아이오와 주에서
학위 수여*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위원회는 학생의 거주 신분과 상관없이
아이오와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오와 거주자로부터 질문*
관심사* 불평을 받아들인다, 아이오와 대학 지원처는 학생 불평 양식
(https://www.iowacollegeaid.gov/StudentComplaintWebform) 을 만들어서 고등학교와 연관된
질문* 관심사* 불평을 받아들인다, 학생은 수신자 부담 전화&655+050+2234'를 사용해서 아이오와
대학 지원처로 연”할 수도 있다

루이지애v. Doffel 신학대학원은 현재 루이지애나 주 이사회로부터 자격을 수여받았다, 자격은
0 년마다 주 이사회에 의해 갱신된다, 자격을 수여받은 기관은 주가 제정한 최소 운영 기준을 충족해
왔으나* 자격 수여가 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학점 이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전문 기관이나 조직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12

매릴랜드. Doffel 신학대학원은 매릴랜드 상급 교육 위원회에 등록되어있으며* 매릴랜드 학생을
온전히 온“인으로 실행되는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킬 수 있다,

미y소타. Doffel 신학대학원은 /14?,4/ 부터 /14?,5/ 에 따“ 미네소타 상급 교육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다, 등록이 기관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여타 모든 기관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미네소타 상급 교육 사무실은 /23. Chelas N[le Bl,* Qocne 13.* Qn, N[of* KL
33/.6 에 있고* 웹사이트는 http://www.ohe.state.mn.us, 전화 [n 43/+420+.345 를 통해 연”할 수
있다,

북 캐롤라이v. Doffel 신학대학원에서 제공하는 학위 프로그램은* 종교적 교육과 관련된 면허 교부
면제에 대한 북 캐롤“이나 일반 법령 섹션 &E,Q,' //4+/3 의 정관에 의거해 면허교부 요건으로부터
면제되어 있다, 면허 교부 면제는 기존의 면허 교부 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질의 평가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다,

워싱턴. Doffel 신학대학원은 워싱턴 학생 성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 있으며* 학위 수여 기관
법령에 따“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에게 필요한 요건과 최소한의 교육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
승인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Doffel 신학대학원이 특정 학위 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장 배치 부분을
제공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승인된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로 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승인은 위원회가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인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령의 요건이나 기관에
대한 요건들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N,M, @ir 2121.* Mfsgjc[* U?
763.2+121.'로 연”하거나 이메일&dealee[onbilct[ncih>qm[],q[,aip'로 문의하면 된다,
Doffel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이전 가능성은 학점을 받아들이는 단과대학* 종합대학* 다른
교육기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은 Doffel 신학대학원의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이 전학하려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질 거“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유사하게*
Doffel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 졸업장* 여타 학업적 증명이 다른 학교의
입학 요건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는 전학하려는 학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Doffel 신학대학원이
소유한 인가가 Doffel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증명서나 학점이 다른 학교에서 허용되거나
이전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교과과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은
전학하려는 학교로 미리 연”하여 학점 이전 가능성의 평가와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혹은
학위* 졸업장* 취득한 자격증의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학생 대출 상환에 대한 정보와 자료을 알기 원하거나 학생 대출이나 대출 회사와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기 원하는 워싱턴 주 거주자는 http://www.wsac.wa.gov/loan-advocacy 를 방문하거나 학생
대출 대변자에게 이메일&fi[h[dpi][ne> qm[],q[,aip'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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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학생 성과 위원회&UQ?A'는 특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 불만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UQ?A 가 모든 불만을 조사할 수는 없다, UQ?A 의 불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http://www.wsac.wa.gov/student-complaints 를 방문하면 된다,

법령
이 출판 조항들은 학생과 Doffel 신학대학원 ~ 계약의 폐기할 수 없는 용어로 ~주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 규칙들과 학업적 요건의 측면에서 변화는 때때로 발생한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이미 확립되어 있다, 이 과정은 신학교의 도덕성* 학생 개인의 관심사와 복지를 보호하게
된다, 건강상 자가 격리와 §은 경우에 Doffel 신학대학원은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대면 수업의 대체
방법으로 원격 수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프로그램이나 기회의 제공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캠퍼스 내 수업* 도서관 서비스* 해외 유학 프로그램'
비차별
Doffel 신학대학원은 배움* 일* 삶*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고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들은
모든 정책* 실무* 과정* 프로그램 속에서 위법적이거나 허가되지 않은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 약속은 신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고용* 교육 프로그램* 기타 활동 등의 행정적 측면까지
확장된다, 이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신학교는 프로그램과 활동 내에서 인종* 피부색* 민족적 기원* 성*
장애* 나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는다,
다음의 인물이 비차별 정책에 관한 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학생 관심사 디렉터
130 N Oakland Ave, 2nd floor
Pasadena, CA 91101
626-584-5678
discrimination@fuller.edu
차별 금지 통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ocrcas.ed.gov/welcome-to-the-ocr-complaintassessment-system 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6..+20/+126/ 로 전화해야 한다,
또한 Doffel 의 비차별 성명서 및 해당 정책은 Doffel 웹사이트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reports-and-documents/nondiscrimination-atfull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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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f 간통
Doffel 신학대학원 역시 성희롱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통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Doffel
신학대학원은 모든 사람* 여자와 남자의 존엄성이 모든 신학교 커뮤니티의 멤버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며* 행동* 태도* 언어의 사용 측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이 기대는 성경이 상호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확언한다는 것* 권력의 남용에서 비롯된 행동을 분명히 금지한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는 것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학생* 교수진* 행정가-관리자* 교직원이 성희롱과 ~통
§은 어떠한 형태의 희롱* 착취* 협박이 없는 분위기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 정책의 전체 내용은 Doffel 웹사이트
https://www.fuller.edu/about/mission-and-values/community-standards6/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의 m리 타이틀 2

"미국의 어떤 사람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육과정에서 성별로 인해 참여가 제외되거나* 혜택을
거절당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750 년의 교육 개정 타이틀 7 과 실행 조항 &12
A,D,P, N[ln /.4'
/750 년의 교육 개정 타이틀 7 은 연방 재정 보조를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은 입학* 모집* 학비 보조* 학문 프로그램* 체육* 주거*
고용을 지칭한다, 타이틀 7 은 또한 학교의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위법적인 성희롱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보호한다, 타이틀 7 에서 얘기하는 성별에 근거한 차별은 성차별*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성착취를 포함한다,
~통은 남자나 여자에 의해 저질러질 수도 있고 동성~ 또는 이성~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신학교는 어떠한 형태의 ~통도 모든 커뮤니티 멤버에게서 기대되는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주한다, 이 정책은 학생의 학습 경험이나 캠퍼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캠퍼스 내외의 행동에 적용된다,
~통 정책에 관한 전문은 다음의 Doffel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8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reports-and-documents/institutional-policiesprocedures-and-resources/#misconduct.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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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성희롱* ~통* 위법적 차별 등의 사건 보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신학교는
다음과 §은 Doffel 커뮤니티의 멤버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한다8 성희롱* ~통* 위법적 차별에
대한 정책이 금지하는 행동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고발당하는 사람* 고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된 자, 보복에 대한 Doffel 의 정책은 학생* 교수진* 행정관계자-관리자* 교직원
수준의 피고용인* 이사를 포함하는 모든 신학교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적용된다,
보복 방지 정책의 전문은 Doffel 웹사이트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reportsand-documents/institutional-policies-procedures-and-resources/#retaliation 에서 찾을 수 있다,
W족h육 m리 및 사생활 보호법
Doffel 는 가족 교육 권리와 사생활 조약&DCPN?' . S, Q, A, v /010a 를 준수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그들의 교육 기록에 관한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권리는 다음과 §다8
•

신학교가 이용 요청을 받은 지 23 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살펴보고 평가할 권리,
학생은 기록담당 사무실에 학생이 살펴보길 원하는 기록을 알리는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록담당 사무실은 이용이 가능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학생에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시~과 장소를 통보한다, 기록이 사무실에 없는 경우 학생에게 어느 사무실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알린다,

•

학생이 볼 때 부정확하고* 오도의 소지가 있고* DCPN? 의 관점에서 학생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 기록의 개정을 요청하는 권리, 이는 학점과는 관련이 없다, 신학교에 기록
개정을 요구하려는 학생은 기록 담당 책임자에게 편지를 써서 기록의 어느 부분이 개정되길
원하는지* 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신학교가 요청대로 기록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학생에게 서면으로 결정 내용과 개정 요청에 대한 청문회 권리를
알려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 관한 추가적 정보는 청문회 권리가 통보될 때 §이 제공된다,

•

DCPN? 가 동의없는 공개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학교가 학생의 교육 기록으로부터
개인적 신원 확인 가능 정보&NGG'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제공할 권리,

신학교는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주소 성명 기록 §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Doffel 에서 이 정보는
다음과 §은 것을 포함한다8
•

학생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Doffel&>foffel,edo' 이메일 주소

•

학교와 학위 프로그램

•

등록 상태&예를 들어*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

현재 듣고 있는 수업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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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입학과 등록일

•

고향

•

가장 최근에 다녔던 교육기관과 취득한 학위

•

Doffel 수여 학위& 학위와 날짜'

•

수여한 상* 연구 장학금* 날짜와 금액을 포함한 장학금

학생은 기록담당 사무실에 있는 주소 성명 정보 사용 억제 요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학교는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교육 기록을 공개할 수 있는데* 그 예외는 학교가 판단할 때
기록을 보는 학교 관계자가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학교
관계자“고 하면* 행정* 관리* 학무* 연구* 지원 교직원 자리에 있고&캠퍼스 안전 요원 포함' 신학교가
채용한 사람9 이사회 멤버9 징계 위원회나 불만 처리 위원회 §은 공식적 위원회에 있는 학생을
지칭한다, 학교 관계자는 또한 제도적 서비스와 기능을 담당하는 신학교 외부 계약자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신학교 자체의 피고용인은 아니나* 교육 기록의 NGG 사용과 유지에 관해서 신학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여 있는 변호사* 감사관* 채권추심 에이전트가 포함된다, 학교 관계자는
신학교에 대한 전문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육 기록을 평가해야 할 때 정당한 교육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DCPN? 규정은 학생으로부터 사전 서명 동의 없이 교육 기록으로부터 NGG 공개를 허용한다8
•

미국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주정부 혹은 지방 교육 관계자의 공인된
대리인에게, 이 조항의 공개는 연방 혹은 주가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나 평가와
연계되어 생길 수도 있고* 프로그램과 연관된 연방 법적 요건의 강화나 준수를 위해 생길
수도 있다, 이 존재들은 NGG 의 공개를 외부 존재들에게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이 외부
존재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감사* 평가* 강화와 준수 활동을 하는 공인된 대리인으로 지명된
경우에 해당된다,

•

학생이 신청하였거나 이미 수령하고 있는 학비 보조와 연관하여* NGG 정보가 학비 보조 자격*
학비 보조금의 금액* 학비 보조의 조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학비 보조 기~과 조건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

•

인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가 기관에게,

•

법정 명령이나 합법적으로 발행된 소환장에 순응하기 위하여,

•

일부 요건과 제한 범위 안에서 건강이나 안전 위급 상황과 연계된 담당 관계자에게,

신학교가 DCPN? 요건에 준수하지 못한 실패 의혹에 관하여 미국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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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족 정책 준수 사무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접근성
신학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 접근 가능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접근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활동* 시설들이 존재하는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에게 연”해야 한다8

접근 서비스 사무실
130 N. Oakland Avenue
Pasadena, CA 91101
access@fuller.edu
문의와 불만
불만 제기 방법을 포함하여 차별* 괴롭힘 또는 보복에 대한 Doffel 의 정책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해야 한다,

학생 관심사 디렉터
130 N. Oakland Avenue, 2nd floor*
Pasadena, CA 91101
(626)584-5678
타이틀 7* 타이틀 4* 섹션 3.2 에 관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해야 한다,

학생 관심사 사무실 디렉터 (타이틀 2, 타이튼 /, 섹션 .)- 관리자)
130 N. Oakland Avenue, 2nd floor*
Pasadena, CA 91101
(626)584-5678
titleix@fuller.edu
(대체 모임 장소가 필요한 경우 학생 관심사 디렉터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 차별에 관한 연방법과 규정에 관한 문의나 그러한 규정을 신학교가 잘 준수하는지에 관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면 된다8

시민 m리 사무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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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United Nations Plaza, Room 239
San Francisco, CA 94102
주 정부에 접수하는 불평
연방 규정은 주 정부가 학생에게 각주에 위치한 교육 기관들에 대해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reports-and-documents/studentright-to-know-and-consumer-information/에 나와 있다, %불만% 탭 밑을 보면 불만 접수를 위한
연”처 정보가 있다, 추가적으로* 불만에 관해 추가 정보의 발행을 요구하는 주들이 말하는 보충
정보를 알려면 아래를 보기 바란다, Doffel 신학교는 학생이 주 정부 에이전시와 불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이용가능한 불만 처리 절차를 먼저 이용하기를 권한다,

아리조v주 불만. 아리조나 주 지역 캠퍼스에 대한 학생의 불만이 학교의 불만 처리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고등과정 이상의 사립교육을 위한 아리조나 주 이사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면 주 이사회로 연”해야 한다, 주 이사회 주소는8
1740 W. Adams Street, #3008
Phoenix, AZ 85007
Phone: 602.542.5709
Website: http://www.azppse.gov

조지아 주 불만. 학생의 불만이 학교의 불만 처리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조지아의
비공립 고등과정 이상 교육 위원회&ELNCA'에 불만을 제기할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면
주 이사회로 연”해야 한다, 주 이사회
주소는8
Georgi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 (GNPEC)
2082 East Exchange Place
Tucker, GA 30084
Phone: 770.414.3300
Website: https://gnpec.georgia.gov/student-complaints

메릴랜드 주 불만. 학생의 불만이 학교의 불만 처리과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메릴랜드
법무부 소비자 보호 부서&?nnilhes Eehel[f Aihmogel Nline]ncih Bcpcmcih'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풀러신학대학원은 법무부 혹은 메릴랜드 고등교육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된다,
불만은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Maryland Attorney General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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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St. Paul St.
Baltimore, MD 21202
410-528-8662/888/743/0823 (toll free)

북 캐롤라이v 불만. 학교의 불만 처리과정을 통해 불만을 해결할 수 없다면 학생은 학생 불만 정책을
살펴보고* 주 승인 웹사이트 https://www.northcarolina.edu/stateauthorization 에 있는 학생 불만
양식을 작성하고* 불만을 다음의 이메일&mnodehn]igjf[chn>hilnb][lifch[,edo'이나 다음의 주소로
제출하면 된다,
North Carolina Post-Secondary Education Complaints
c/o Student Complaint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ystem Office
910 Raleigh Road
Chapel Hill, NC 27515-2688

워싱턴 불만. 학생 대출 상환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원하거나 학생 대출이나 대출 회사에 관련된
불만을 접수하기 원하는 워싱턴 주 거주자는 다음 http://www.wsac.wa.gov/loan-advocacy 을
방문하거나 fi[h[dpi][ne>qm[],q[, aip 로 연”해야 한다, 워싱턴 주 학생 성과 위원회&UQ?A'는
특정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UQ?A 가 모든 학생의 불만을 조사할 수는
없다, UQ?A 불만 처리과정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http://www.wsac.wa.gov/studentcomplaints 을 방문하기 바란다,
범죄 통b
연방 규정에 의거하여* 캠퍼스 내 범죄 통계 정보는 매년 등록 학생과 피고용인에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입학 또는 고용 지원자 모두에게 온“인 지원 과정 내의 링크를 통해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Doffel 의 웹사이트 https://www.fuller.edu/About/Institutional-Reports-andDocuments/Student-Right-to-Know-and-Consumer-Inform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인쇄된
리포트 사본을 얻기 원하면 Doffel 의 캠퍼스 안전 부처&404+362+323.'로 연”하기 바란다,

믿음에 대한 진술
하나님과 성서의 권위 아래* Doffel 신학대학원의 교수진* 관리자-행정 관계자* 이사진은 다음의
조항들에 대해 공동으로 증거한다, 그들은 이 조항들에 대해 찬성하고* 그들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으며* 신학교가 근거하고 있는 토대“고 증거한다,
G,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며* 사랑과 공의에서
완전하시며* 한 하나님이시나 외부적으로는 삼위일체의 세 인격&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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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

창조를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 너무나 많은
구원을 이루어왔다,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 완성되었는데* 성경의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다,

GGG,

성경은 이 신성한 자기 계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자 신뢰해야 하는 기록이다,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들은 씌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하게 오류가
없는 신앙과 실제 행동의 법칙이다, 성경의 모든 책은 맥”과 목적에 따“* 살아 있는
능력으로 그 책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GT,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은 무에서 자유롧게 창조되었다,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절정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다,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사람은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나님과 유리된 채* 그러나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성한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내적으로 타”하고* 은혜와 –어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T,

하나님과 인류의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성모 마리아가 낳았으며* 완벽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성을
완전히 공유하고 충족시켰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켰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죽으신 후 1 일만에 무덤으로부터 살아나시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TG,

성령은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설득한다, §은 성령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게 되고* 그 자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공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이“는 공짜 선물을 받게 된다,

TGG,

하나님은 은혜롭게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게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든 이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노력하게 된다,

TGGG,

하나님은 말씀과 영으로 유일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로부터
죄인을 그리스도 지체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다, §은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은 새로이
속죄받은 인~성을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모든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그
인~성은 영적으로 모든 연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 인~성이다,

GV,

그리스도가 소환한 교회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찬양을 드리며*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말씀 사역과 성찬식 그리고 매일의 목회적 관리를 통해 무리를

21

돌봄으로써*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의 고통과 부족함을 완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V,

하나님의 속죄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육체로 행한
행위에 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악한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분리될 것이나* 의로운 이는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다스릴 것이다, 그럼으로 창조에 대한 열렬한 기대가 충족될 것이며 온 땅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커뮤니티 표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는 도덕적 특성에 의해 또한 학문적 성취와 영적 재능에 의해 기독교 서비스에
적합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특징 중에는 반드시 개별 사람들을 향한 연민* 그들이 일부를 이루는
커뮤니티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정의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모든 ‘이 땅 위에서 지켜질 것이“는
부담* 개인적 정직성* 도덕적 성장을 위한 소망* 서로를 향한 책임감이 존재한다, Doffel 신학대학원의
학생과 피고용인은 이러한 도덕적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Doffel 신학대학원의 윤리적 기준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신앙과 삶의 모든 일에 있어 성경
권위에 대한 헌신에 의해 좌우된다, 신학교 커뮤니티 또한 우리를 신뢰하여 교육을 위해 학생을
우리에게 보내는 교회의 도덕적 전통을 예우하고 존경한다, 이러한 도덕적 기준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나 특정 영역에 대한 심각한 혼란은 커뮤니티가 분명하게 그 기준에 대해 말하도록 인도한다,
전문적* 윤리적 기준으로 지켜야 할 원리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는 학생들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Doffel 신학대학원에서 일어나는 등록과 고용은 각 개인이 신학교의 모든 정책과 윤리적 기준을
지키겠다는 헌신을 요구한다,
커뮤니티 기준에 대한 5 가지 진술서는 신학교의 모든 이사들* 교수진* 행정관계자-관리자* 교직원*
학생에 의해 확인 지지된다, 그 진술서들은8
/, 학술적 정직성
0, 결혼과 이혼
1, 사람과 재산에 대한 존경
2, 성에 관한 기준
3, 약물 남용
4, 성희롱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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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적 차별에 관한 정책
이러한 커뮤니티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신학교는 기독교 커뮤니티의 멤버가 기독교인의 행동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고 다른 멤버가 느낄 경우 사랑의 말로 그 상황에
직면하“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가능하면 개인이 마태복음 /68/3+00 에 묘사된 말의 대응
단계와 대화를 따르“고 권고한다,
신학교는 특별한 필요를 느끼는 커뮤니티의 멤버에게 교육과 상담을 구하“고 권장한다, 신학교는
기독교의 사랑을 분쟁* 결혼 갈등* 성 정체성의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의 실패에 대한 개인적 용서를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신학교 징계 절차는 항상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징계 절차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학교가 정직하게 진리를 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 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방법을
권장하는 것* 안정적인 가족의 삶을 지지하는 것* 사람과 재산에 대한 존경을 전달하는 커뮤니티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을 수 없다,
Doffel 의 커뮤니티 표준은 Doffel 의 웹사이트 https://www.fuller.edu/about/mission-andvalues/community-standards/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캠퍼스들
모든 학위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Doffel 주 캠퍼스에서 마칠 수있다, 일부 석사 수준
프로그램은 아리조나와 텍사스에 있는 지역 캠퍼스에서도 제공된다,
Doffel 신학교의 지역 캠퍼스와 원격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이 자신의 집*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Doffel 는 비전통적인 환경에서의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 범위 안에서 예배와 사역을 위한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하고 향상시키도록 돕는다, 편한 시~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완전히 인가된 대학원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Doffel 는 풀타임 학업이 어려운 직종이나 환경에 있는 많은 교회 리더들* 교회
교직원 멤버들* 성경 공부 리더들* 사업가들* 전업주부들* 전문가들 등에게 신학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역 캠퍼스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더 완전히 이해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역의 학습자* 실무자* 학자의 커뮤니티이다, Doffel 의 지역
캠퍼스는 탁월한 교육을 비전통적인 일정과 더불어 제공한다, 지역 캠퍼스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사역을 위해 성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진지하게 담당하는 사역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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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W능한 프로o램들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신학과 사역 석사* 기독교 연구에 대한 자격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휴스턴이나 온“인 학습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석사&K?EJ' 프로그램은 학생이
완전히 온“인을 통해 선교와 신학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취득하게 만든다,
결혼과 가족 상담 과학 석사를 위한 모든 요건은 피닉스 캠퍼스에서 충족될 수 있다,

h수진. 지역 캠퍼스 두 곳에는 모두 몇 명의 거주 교수진 멤버와 더불어 그 지역 출신의 비상근 교수
또는 겸임 교수들이 있다, 다른 거주 교수와 비상근 교수들은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지역 캠퍼스로
이동한다, 비상근 교수와 겸임 교수는 자격을 갖춘 교수* 목회자* 기독교 심리학자* 국내 및 국제
기독교 조직의 리더들이다, 이 사람들은 신학교의 정규 교수진 멤버로 참여하여 성경 공부* 교회
역사* 신학* 심리학* 윤리학* 사역* 선교* 언어* 상담과 §은 분야의 수업들을 제공한다, 모든 거주
교수진과 비상근-겸임 교수진은 Doffel 신학대학원의 믿음 진술서에 서명한다,

제e 수업. 매학기 지역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은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수업과 동일하게
인가를 받은 수업들이다, 학기별 수업 일정과 수업에 관한 설명&수업의 목적* 필수 독서 목록* 과제와
기타 정보 포함'은 Doffel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텍사스 8TMMHr 신학h
Doffel 신학대학원은 0..4 년 봄 휴스턴에서 선교와 신학 대학 수업을 ~헐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휴스턴의 Doffel 텍사스 캠퍼스는 완전한 학위 수여 캠퍼스가 되었다,
Matthew Kaemingk, 부학장; Michael Murray, 디렉터
10200 Richmond Ave., Suite 170
Houston, TX 77042
(713) 360-3400
(877) 811-1280
(713) 360-3410 (fax)
fullertx@fuller.edu
http://www.fuller.edu/texas
휴스턴 캠퍼스는 다음을 제공한다8
•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 사역에서의 리더십에 있어 평신도의 발전을 위한 신학 교육

•

미래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그들의 소명을 시험해 보는 중에 그들에게 교회 사역과
기독교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을 제공,

•

풀타임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거주지나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신학 교육 대부분이나 모두를 마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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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개인적 전문적 자기 계발을 위해 자료를 목회자에게
제공한다,

아리조v 8TMMHr 신학h
아리조나 Doffel 신학교는 /755 년 피닉스에서 시작하였다,
Nancy Frigaard, MSMFT 프로o램 디렉터
1110 E. Missouri Ave. Suite 530
Phoenix, AZ 85014
(602) 220-0400
(602) 220-0444 (fax)
arizona@fuller.edu
http://www.fuller.edu/arizona
피닉스 캠퍼스는 다음을 제공한다8
•

편리한 오후 및 저녁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혼 및 가족 상담 석사 완료9 그리고

•

다양한 지역 기관에서 실습 트레이닝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

분산 학습
Doffel 신학대학원의 혁신적이고 완전히 인가된 원격 학습 석사 및 박사 수준 과목들은 여자와
남자에게 세계 각처에서 어느 때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학생들에게 그들의 개인 일정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옵션을 제공한다, 교수진과 학생은 §이 디지털 학습 커뮤니티에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거주 학생이 될 수 없는 사람이나 현재 사역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토론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온“인 수업은 학생이 // 주의 수업 기~ 동안
쌍방향의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매주 상호교류하면서 일정 범위의 신학적 선교적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한다, 수업 양태에 대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다8
•

얼l 대 얼l(8+8). 학기 동안 특정 날짜와 시~에 대면으로 만나는 수업,

•

얼l 대 얼l+온라인 생방송(8+8OL). 화상이 가능한&Xiig' 방에서 특정 날짜와 시~에
대면으로 만나는 수업, 학생이 대면 섹션이나 화상회의&Xiig' 섹션에 등록하고* 수업을
하는 동안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

온라인(O). 완전히 온“인으로 된 비동기 수업 &동시~에 만날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음',
수업을 위한 정해진 시~에 만나지 않고* §은 시~에 만나는 것이 학생에게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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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생방송(OL). 특정 날짜와 시~&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저녁 /+0 시~'에
화상회의&Xiig'로 만나는 온“인 비동기 수업, 이 날짜와 시~은 수업에 등록할 때
학생들에게 알려진다,

•

혼합(9yE). 온“인 부분을 가진 변형된 D0D 수업, 이 양식은 얼굴 대 얼굴 수업을 위한
날짜와 시~을 필요로 한다, 수업에 등록할 때 학생은 날짜와 시~을 알 수 있다,

주별 프로o램에 대한 t회와 이용 W능성
다음의 인가 프로그램은 완전히 온“인으로 마칠 수 있지만* 학생이 원하면 어떤 수업은 캠퍼스에서
듣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

목회학 석사

•

신학과 사역 석사

•

신학 석사

•

문화~ 연구 석사

•

글로벌 리더십 석사&이 프로그램의 어떤 동료집단 방식은 캠퍼스에서 0 주까지의 시~을
요구할 수 있음에 주의'

•

정의와 변호 석사

•

기독교 연구 자격증

•

교회 개척 자격증

•

목회학&사역' 박사

•

글로벌 리더십 박사

Doffel 신학대학원은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연방 및 주 승인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지만* Doffel 프로그램이 모든 주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란 것을 주지해야 한다, 온“인
프로그램과 원격 학습을 위한 주 승인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온“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8
https://drive.google.com/file/d/1-IIpbkvOZo4_PRys1xJOvAG9AscNAaYC/view. 특정 주의
승인과 그 주에서의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재학생과 예비 학생은 입학
상담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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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f 학생을 위한 자료
입학
입학 사무실은 예비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 입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Doffel
학생이 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ffel,edo-[dgcmmcihm 를 참조 바람,
입학 t준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Doffel 신학교의 석사 수준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에 공인된 지역 또는 국가
인증 기관의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입학 요건은
이 카탈로그의 다양한 섹션에 있는 각 학위 프로그램에 설명되어 있다, 입학 허가는 Doffel 신학교나
전체 학교가 아닌 특정 프로그램에 부여된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는 Doffel 신학교 지원 과정의 일부로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 또는 아카데믹 형식의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를 치러야 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영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듀오링고&Boifchai' 영어 시험을 볼 수 있다, Doffel 프로그램 입학을 위한 영어 요구 사건은
foffel,edo-[dgcmmcihm-lekoclegehnm+[hd+de[dfchem-ehafcmb+f[hao[ae+lekoclegehn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시민이 아닌 신청자는 유학생 섹션에 설명된 비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Doffel 입학은 지원자의 학업 기록 이외의 요인에 달려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신학적 발전* 기독교적 경험* 영적 성장* 봉사에 대한 부르심 및 사역을 위한 은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는 믿음* 도덕적 성품* 경험* 학문적 성취에 의해 기독교
사역에 적합한 자격을 갖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연민* 전체 커뮤니티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지상에서 하나님의 모든 ‘에 순종해야 하는 부담* 시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도덕적
성장에 대한 열망* 개인의 정직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과 사역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숙한 신뢰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Doffel 신학교는 모든 지원자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 고백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 결정은 신청서에 제공된 기독교 신앙의 진술서와 신청자를 위하여 제출된 추천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진술서는 입학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신학교는 또한 신학교의 신앙 선언문과 일치하지 않는 신학적 입장을 가진 비기독교인이나
비복음주의적인 개인 또는 조직에서 온 개인의 입학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프로그램
입학의 유연성을 유지하기를 바“는 동안* 기관은 오리엔테이션이 방해가 될 수 있거나 동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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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수진의 학문적 자유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학생을 허용함으로써 목적과 신앙 선언문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다,
Doffel 신학교 입학은 경쟁이 치열하다, 최소한의 학업 입학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자가
자동으로 입학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입학 위원회는 지원자의 전체 지원 파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이 있다고 ~주되는 기타 이용 가능한 공개 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Doffel 신학대학원은 모든 정책* 관행* 절차 및 프로그램에서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차별이 없는 학습*
일* 생활 및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고 모델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 약속은 신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고용* 교육 프로그램* 활동의 관리로 확장된다, 이 약속에 따“ 신학교는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성별* 장애* 연령 또는 보호 대상 재향 군인 신분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조건부 입학
인가된 기관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누적평점이 0,5. 미만인 학생은 입학위원회의 재량으로
특정 석사학위 및 자격증 과정에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다, 조건부 입학 상태는 Doffel 에서 최소
0,3. 의 누적 학점 평균으로 /0 유닛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제거될 수 있다,
•

조건부 입학 학생은 첫학기에 QR3// 신학 연구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한다&한국어
프로그램 지원자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음', 이 수업은 파사데나 캠퍼스와
온“인에서 모두 제공된다,

•

조건부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Doffel 에서 첫 학기에 최대 6 유닛을 등록할 수 있다,

인가된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누적 학점 평균이 1,.. 미만인 학생은 입학 위원회의
재량으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 수습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다, 조건부 입학 상태는 Doffel 에서
최소 1,.. 의 누적 학점 평균으로 /0 유닛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제거될 수 있다,
인W된 학사 학위 없이 석사 레벨 입학
인가된 학사 학위가 없는 제한된 수의 지원자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학위를 소지한 사람과 관련된
지식* 학문적 기술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입학 위원회의 재량에 따“
대부분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 및 자격증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은 Doffel 에서 특별 학생
입학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원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 /0 년의 업무 경험과 최소 1 년의
풀타임 직업 사역 또는 최소 3 년의 중요한 파트타임 사역을 입증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의 K? 지원자는 최소한 2 년의 중요한 사역 경험&주당 /. 시~ 이상'이 있어야 하며 리더십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이 입학 옵션은 심리학과 결혼 및 가족 상담 학교 프로그램이나 박사 프로그램&신청자가 공인된 선행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경우 제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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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학사 학위가 없는 학생은 조건부 입학이 가능하다, 조건부 입학 상태는 Doffel 에서 최소
0,3. 의 누적 학점 평균으로 /0 유닛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제거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은 제한 사항들이 이렇게 입학이 허가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8
•

특별 학생은 첫학기에 QR3// 신학 연구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한다&한국어 프로그램
지원자는 이 요구 사항에서 면제될 수 있음', 이 수업은 파사데나 캠퍼스와 온“인에서 모두
제공된다,

•

조건부 입학이 가능한 특별 학생은 Doffel 에서 첫학기에 최대 6 유닛을 등록할 수 있다,

•

특별 학생은 일부 유형의 기관 및 연방 지원이 제한된다,

목회학 석사 학위 없이 6MKO 입학
필요한 KBcp 학위를 보유하지 않은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지원자는 선행 조건 보류 학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공인 기관에서 최소 6. 쿼터 학점&32 학기 학점'으로 신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는
4. 유닛 BKch 트랙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은 정규 BKch 학생으로 ~주되기 전에 선교적
교회론과 그리스어에서 /0 유닛의 필수 과목을 요구한다,

•

인가된 기관에서 최소 50 쿼터 학점&26 학기 학점'을 가지고 신학적 성격의 공인 K?EJ
또는 K? 학위를 소지한 지원자는 42 유닛 BKch 트랙에 입학할 수 있다, 이것은 정규 BKch
학생으로 ~주되기 전에 선교적 교회론* 그리스어* 신학 및 성경 연구에서 /4 학점의 필수
과목을 요구한다,

•

석사 과정에서 성경 언어를 수강하지 않은 지원자는 BKch 프로그램에 있는 동안 그리스어를
수강해야 한다, 이 요구 사항은 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유학생
D+/ 및 H+/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Doffel 신학교에 있는 동안 유효한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매 학기마다 전체 과목 등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자 상태와 관련된 모든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H+/ 비자는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공부할수 있고 D+/ 비자는
파사데나 및 휴스턴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시작 학기에 맞춰 어느 학기에든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발급 가능하다,
Doffel 신학교는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고 Doffel 에서 비이민 비자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을 "국제 학생"으로 ~주한다, Doffel 신학교는 D+/ 학생 비자&G+0.' 및 H+/ 교환 방문 비자
&BQ+0./7'에 대한 자격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QCTGQ 승인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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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G+0. 또는 BQ+0./7 양식이 필요한 유학생은 Doffel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신과 미국에 동반할 모든 피부양자에 대한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재정 보증은 학생의
학업 및 생활비를 실제로 제공할 출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이 할 수 있다8 &['
학생과 그 부양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왕복 교통편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할 책임 있는 기독교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양가족이 학생과 §이 신학교로 동행한다면', &b' 학생이
등록금* 기타 학비* 학생과 가족의 생활비* 왕복 항공권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은행이나 저축 기관의 서신으로 증명한다, 또는 &]' 학생의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동일한 증거를 제공한다, 부양 가족이 고국에 남아 있는 경우* 신학교는 미국에서
학생이 지출하는 비용 외에 학생이 없는 전체 기~ 동안 부양가족을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재정적
준비를 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D+/ 또는 H+/ 비자가 필요한 유학생 지원자는 등록하려는 학기의 최소 2 개월 전에 입학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 절차에 충분한 시~을 허용하기 위해 예정된 도착일로부터 최소 7. 일 전에
학생은 지원 파일&성적증명서* 재정 보증 등'을 완료해야 한다, 유학생 지원자는 모든 고등
교육&단과대학-종합대학 레벨' 교육에 대한 공식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절한 비자 문서&G+0. 또는 BQ+0./7'는 학생이 Doffel 에 입학하고 수용 가능한 재정 보증을 받을
때 학생에게 보내진다, 학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초기 주택 및 등록 비용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보증의 일부를 신학교에 미리 예치해야 할 수도 있다, 비자에 관한 질문은
국제 서비스 사무실* 전화 404+362+3174* 팩스 404+362+31.6 또는 이메일 cmi>foffel,edo 로 문의
바람,
영어 요건 사항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중등 및 중등 교육 이후 교육이 영어로 진행되지 않은 학생은 Doffel 신학교
지원 과정의 일부로 RMCDJ 또는 아카데믹 형식의 GCJRQ 를 봐야 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자는
영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듀오링고 영어 시험을 볼 수 있다, 점수는 받은 지 0 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입학 위원회는 서면 지원 자료가 대학원 수준 학습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
모든 지원자에게 공식 RMCDJ 또는 GCJRQ 점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Doffel 프로그램 입학을 위한 영어 요구 요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Doffel
웹사이트 http://www.fuller.edu/admissions/apply/english-language-req.aspx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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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양 자료
h목
Doffel 신학교 교목은 온“인과 파사데나 거주 캠퍼스에서 Doffel 학생* 교직원 및 교수진에게 영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Doffel 의 교목은 본당 및 비본당 환경 모두에서 영적 지도와 목회 돌봄에 경험이
있는 안수받은 목사이다, 교목 팀은 다음과 §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대일 비밀 목회 돌봄&대면 또는 가상'

•

직업에 대한 분별

•

상담 의뢰

•

영성 형성 수련회

•

세미나

•

그룹 영적 방향

교목은 예약&아래 약력 및 연”처 정보 참조' 또는 주~ 예배에서 가상 및 대면 세션을 위해 이용
가능하다, 목회는 스페인어로 가능하다9 다른 언어는 번역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문의 사항은 ]b[jf[chm>foffel,edo 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정신 건강f 건강 관리 보조

8TMMHr 심리 및 W족 서비스. 3. 년 이상 동안 Doffel 심리 및 가족 서비스는 파사데나와 주변 지역
사회의 개인과 가족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선교와 신학 대학 학생들을 위한 심리 치료 비용은 세션당 "0. 의 특별 할인 요금으로 시작된다,

CHMM5POOHFS 프로o램. Doffel 는 학생의 전인적 건강과 웰빙을 중요시하며 삶의 도전이 학업 성취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다, Doffel 학생과 그 가족은 UeffAihhe]n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effAihhe]n 를 통해 모든 Doffel 학생&캠퍼스 및 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무료 서비스는 당신 또는 당신의 가족 중 누구에게나 상담&대면* 전화* 비디오* 문자'* 생활
기술* 재정 및 법률 상담에 대한 추천 및 지원 그리고 더 이상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mnodehn>foffel,edo 로 문의 바람,

학생 건강 보험. Doffel 신학교의 건강한 지역 사회 육성에 대한 약속의 일환으로 Doffel 는 최소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기본 건강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의료 및 치과 플랜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에게 등록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학업 프로그램에는 학생들이 기본 건강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mbc>foffel,edo 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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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o룹
학생 그룹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심을 표현하고* 리더십 기술을 구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개발하고*
교수진 및 행정관계자와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승인된 활동 및 이벤트를 후원함으로써 캠퍼스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참여 사무실은 모든 공식 학생 그룹의 행정 감독 및 재정
관리를 제공한다,

e식 8TMMHr 학생 o룹. Doffel 의 공식 그룹의 대부분은 인종 또는 관심사 기반 그룹으로 학생들이
비슷한 관심사나 민족적 배경을 공유하는 다른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모든
그룹은 승인 절차를 거쳐 Doffel 로부터 그룹 모임 및 커뮤니티 행사를 위한 자금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mnodehn>foffel,edo 로 문의 바람,

지리적 o룹. 지리적 그룹은 전 세계에 위치한 학생들이 커뮤니티* 친목 및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다른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현재 그룹이 있는 위치의 지도를 보고
그룹 이메일 주소&목록에 있는 경우'를 통해 그룹 리더에게 직접 연”하거나 현재 대표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연결되도록 등록할 수 있다,
보조rf 연r
Doffel 의 학생 참여 사무실은 위기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또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찾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과 급여를 제공한다,

us 보조r. 긴급 보조금은 예상치 못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Doffel 학생을 위한 것이다,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한 학년에 한 번 최대 "3.. 의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다,

자t 관리 보조r. 자기 관리 보조금은 시~은 있지만 자기 관리를 제공할 자원이 없는 학생들을
돕는다, 학생은 한 학년에 한 번 "3. 의 자기 관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회의 s여. 특정 연구 분야와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가하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에게는 회의
급여가 제공된다, 컨퍼런스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은 "0..*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학생은 "/.. 를
받는다, 학생들은 한 학년에 한 번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학업 자료
Doffel 는 또한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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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상담. 각 학업 상담 사무실의 직원은 학생들의 장기 코스 일정 계획 및 졸업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 요구 사항 충족을 지원하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원으로 구성된다, 상담원은 또한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학점을 평가 및 처리하며 학업 문제 및 우려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6DvKd 4MMDO 9TEEDrd 도서관. B[pcd ?ff[h Fobb[ld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는 그들의 신앙을 더 잘
이해하고 토론하고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찾음으로써 지적* 학문적*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Doffel 신학대학원 캠퍼스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환경에서 Fobb[ld 도서관은
디지털 자원을 완전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 요소에 이용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이와 §이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전자 소장 자료를 늘리는 동시에 인쇄 자료 소장 자료를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신학 연구 도서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형식의 다양한 책과 잡지 외에도
Fobb[ld 도서관은 데이터 베이스* 참조 사서에 대한 접근* 도서관 ~의 대출* ?RJ? 컨소시엄 내의
도서관에 대한 접근* 방법 비디오 등과 §은 기타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 정보* 자료 및
도서관 카탈로그는 https://library.fuller.edu 에서 액세스할 수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센터. 아시아계 미국인 사역 및 신학 센터로 알려진 아시아계 미국인 센터는 코스*
소그룹* 행사 및 멘토링을 통해 기독교인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또는 아시아계 미국인
상황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들은 성경적 진리를 아시아계 미국인의
경험* 정체성* 커뮤니티와 깊이 통합하는 법을 배운다, 여기에는 동-남동-남아시아계 미국인의
복잡한 필요와 리더십 잠재력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포함된다9 다민족 사람들과 입양인의 특별한
경험이 포함된다9 특정 민족 및 범아시아계 미국인 상황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된다9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
센트로 라틴b. 센트로 “틴계는 상황에 따“ 교육하고* 문화~ 및 세대~을 연결하고* 전세계적으로
“틴계 교회와 커뮤니티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센트로 “티노의 비전은 “틴계-세계의 교회와
커뮤니티에 자리잡은 기독교 지식* 변혁적인 영적 형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문화~ 및 교파~ 상호
작용을 하나님의 왕국 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리더십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학 센터. 한국학 센터&IQA'는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위해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리더 양성을 위한 자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한국교회* 선교단체* 기독교 비영리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IQA 는 전 세계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독교 사역을 촉진하고 있다, IQA 의 전략적 목표는 다음과 §다, &/'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및 교과과정 개발9 &0' 한국 학생 및 동문 지원 강화9 &1' 세미나와
출판물을 통한 장학금 홍보9 &2'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과의 교류,
흑인 h회 연i를 위한 CKMMKDm 7. PDOOHMM 센터. N[hheff Aehnel 는 흑인 교회* 커뮤니티 및 문화의
힘을 믿는 흑인 지도자의 지체를 구축함으로써 필수 교육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나“ 사업* 문화적
풍요로움* 학문적 엄격함이 우리 사업의 중심 영역이다, 장학금* 코스* 이벤트* 멘토링 및 기타
프로그램은 모두 이러한 영역 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이러한 방식으로 N[hheff
Aehnel 는 모든 지역의 교회와 커뮤니티에서 흑인 기독교 지도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접근 서비스 사무실. Doffel 신학교는 글로벌 왕국 소명을 위한 기독교 리더를 양성하려는 우리의
비전에 충실하게 참여하기 위해 학생 다양성을 환영하고 존중하는 포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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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접근 서비스는 신체적* 학습적* 정서적* 일시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참여시켜 Doffel 의 학업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편의의
종류와 종류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우리는 학생* 접근 서비스 및 관련 의료-심리학 전문가 ~의
대화를 통해 이를 수행한다, 이 사무실은 장애 학생을 우리 지역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다양한 백성인 지체로 인정하고*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캠퍼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며* 환영과 환대의 환경을 설계하는 헌신 속에서 Doffel 커뮤니티를 이끌고 있다, 접근
서비스는 또한 주택 및 캠퍼스 시설에서 숙박을 요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문 센터. 작문 센터는 아카데믹 시스템의 서비스이다, 작문 센터는 쓰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수준과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자료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 및 비원어민 글쓰는 이
모두 작문 센터 자료를 활용하여 글쓰기 기술을 연마하고 개발할 수 있다, 교수와 조교는 자기 계발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작문에 있어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작문 센터로 학생을 안내하도록
권장된다, 작문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학생은 귀중한 관점과 잠재력을 가진 동료
학습자로 환영받으며 작문 센터 직원은 모든 프로그램* 능력 및 직업의 학생들을 위해 글쓰기 과정을
건전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좌
Doffel 신학대학원은 장학금과 교회에 대한 봉사로 인해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을 특별 강사로 때때로
캠퍼스로 모실 수 있는 행운을 누린다,

페이튼 강의. /727 년 Doffel 신학대학원은 고 Ab[lfem Doffel 부인의 부모인 Bl, Hibh C, N[snih 과
그 부인을 추모하여 페이튼 강의를 만들었다, 강의 주제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 또는 확증*
비기독교적 또는 하위 기독교적 견해의 논박 또는 성경적 교리의 공식화와 §은 영역 중 하나에
속한다,
t독h 신앙f 심리학 통합 심포지엄. 심리학 교수진이 후원하는 이 시리즈는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
분야 ~의 새로운 연결의 발견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포지엄은 신앙 생활과 심리학 원리*
그 이론과 실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한 개인이 발표한 1 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심포지엄은 복음주의적 신앙을 교회 밖의 삶* 즉* 학문 원리* 시장* 공공 정책* 모든 문화와
국가에 걸친 인류 가족의 필요와 관련시키기 위한 Doffel 신학대학원 사명의 한 프로그램이다,
선h학 강의. 매년 선교학 연구 센터는 세계 선교의 현대적 이슈를 탐구하는 일련의 강의와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선교학 강의는 교회 선교의 학제~ 및 국제적 측면을 예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세 학교의 교수진 ~의 담화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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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정책
학비와 비용
+)+* 년 W을 하t - +)++ 년 여름 학t 학비와 비용
아래의 유닛당 학비는 특정 범주의 수업에 등록하는 학생에게 부과되는 학비를 나타낸다, 학비는
학생의 프로그램이 아닌 레벨* 학교 및 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3.. 레벨 선교와
신학 대학 수업에 등록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있든 해당 대학의 3.. 레벨 수업료를 지불한다, 학생이
3.. 레벨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수업을 등록하면 프로그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해당
요금을 지불한다,
선h와 신학 대학 수업들
3.. 레벨 &K?* KBcp* RbK'

유닛당 "23.,..

4.. 레벨 &RbK 한국어 프로그램'

유닛당 "343,..

5.. 레벨 &BEJ-BGQ'

유닛당 "343,..

5.. 레벨 &BKch'

유닛당 "23.,..

5.. 레벨 &BKch 한국어 프로그램'

유닛당 "23.,..

6.. 레벨 &RbK* NbB'

유닛당 "60.,..

NbB* RbK* BEJ-BGQ 학업지속 비용)

학기당 "03.,..

심리학, 결혼f W족 상담 대학 수업들
3.. 레벨 &KQ* K?'
6.. 레벨 &NmsB* NbB'
7.. 레벨 &BKDR'
NbB* NmsB 학업지속 비용))

유닛당 "26.,..
유닛당 "473,..
유닛당 "753,..
학기당 "3..,..

특별 비용
신입생 수수료
학생 서비스 비용
기술 및 온“인자료 비용
등록 연체 비용
CQJ 배치 시험
Rio]bmnihe &GQ3..' 재료비

"3.,..
학기당 "03,..
학기당 "6.,..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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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주차료
연체 수수료

"23,.. jel ko[lnel w N[m[deh[(
"2,.. jel d[s w N[m[deh[
"03.,..

) Nb,B,-RbK-IBGQ 학생이 특정 학기&여름 학기 제외'의 과정 유닛을 등록하지 않을 때 학업지속
비용이 필요하다, 다음 코호트 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BEJ-BG 학생에게도 학업지속 비용이
부과된다,
)) Nb,B,-NmsB 학생이 특정 학기&여름 학기 제외'의 과정 유닛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학업지속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절차-거래 비용이 적용될 수 있다
풀러신학대학원은 수업료와 수수료를 매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특정 학년도의
수업료 및 수수료 명세표는 해당 학년도의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고지되며 학술 카달로그에
게재된다,

학비 환불 정책
f목 추W(삭제. 학생들은 할당된 등록 기~ 동안 수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삭제로 알려진
이 기~을 통해 학생들은 재정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Doffel
수업은 여러 학업 일정에서 진행되므로 추가-삭제 기~은 아래 명시된 수업 기~에 따“ 결정된다,
•

/. 주 수업&현장교육* 교수지도 연구 등 정기모임이 없는 모든 과정 포함'8 학기 첫째주
금요일

•

주말 수업&일련의 주말 모임* 금요일 밤과 토요일 또는 토요일만'8 수업 첫번째 주말 후
수요일

•

3 주 수업8 수요일* 수업 첫번째주

•

0 주 수업8 화요일* 수업 첫번째주

•

/ 주 수업8 월요일* 수업 첫째날

이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등록 또는 과목 변경은 위에 표시된 날짜의 태평양 표준시 오후 //837 까지
온“인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감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추가-삭제 기한이 지나면 학생 일정의
모든 수업에 그에 따른 요금이 청구된다, 그러면 학생의 일정은 학생의 공식 요청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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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목 철회. 과목을 철회하면 학생의 영구 학업 기록에 U&철회' 학점이 부여된다, U 학점은 학생의
재정 지원 완료율 계산에 포함되지만 EN? 벌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Doffel 수업은 여러 학사일정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게시된 철회 마감일 전에 철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거나 기~이 끝나면 철회할 수 없다, 철회 시 학생이 받는 등록금 환불 비율은
다음과 §이 철회가 제출된 시점에 따“ 결정된다8

/. 주 수업&현장 교육* 교수지도 학습 등 정기 모임이 없는 모든 과정 포함'
• /..% 환불8 금요일* 학기 첫번째주&수업 추가-삭제9 U&철회' 학점 유발하지 않음'
• 53% 환불8 학기 두번째주 금요일
• 3.% 환불8 학기 세번째주 금요일
• 03% 환불8 학기 네번째주 금요일
• 학기 네번째주 금요일 이후에 환불은 불가능하다,
• 철회 마감일8 학기 다섯번째주 금요일
주말 수업&주말에 만나는 수업* 금요일 밤과 토요일 또는 토요일만'
• /..% 환불8 수업 첫번째 주말 후 수요일&추가-삭제9 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3.% 환불8 두번째 주말 이후 금요일
• 두번째 주말 후 금요일 이후에 환불은 불가능하다,
• 철회 마감일8 두번째 주말 금요일
3 주 수업
• /..% 환불8 첫번째주 수요일&추가-삭제9 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53% 환불8 두번째주 월요일
• 3.% 환불8 두번째주 수요일
• 03% 환불8 세번째주 월요일
• 세번째주 월요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다,
• 철회 마감일8 세번째주 금요일
0 주 수업
• /..% 환불8 수업 첫번째주 화요일&추가-삭제9 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53% 환불8 첫번째주 수요일
• 3.% 환불8 첫번째주 목요일
• 03% 환불8 첫번째주 금요일
• 첫번째주 금요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하다,
• 철회 마감일8 두번째주 월요일

/ 주 수업
•

/..% 환불8 수업 첫날 월요일&추가-삭제9 U 학점 유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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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환불8 둘째날 화요일

•

3.% 환불8 셋째날 수요일

•

수업 셋째날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철회 마감일8 셋째날 수요일

일부 주에 국한된 특정 환불 정책
오레곤* 아이오와 또는 매릴랜드에 거주하는 원격 학생의 경우 주 정책에 따“ 환불이 계산된다,

아이오와 학생을 위한 환불 정책. 학생이 미국 아이오와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의 멤버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는 멤버의 배우자이며* 주 방위군 또는 연방 현역 복무 명령을 받을 때 다음과 §은 환불
정책의 대상이 된다8
•

등록금 전액을 돌려받고 학비와 필수 비용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

수업 학점 또는 학생이 나중에 완료해야 하는 미완료 부분에 대해 강사와 협의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학생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며 학비 및 필수 비용은 전체 수업에
대해 평가된다,

•

학점 또는 학생이 나중에 완료해야 하는 미완료 학점을 위해 일부 강사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목들에 대한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과정에 대한 학비 및 필수 비용이
부과된다, 학점 또는 미완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수업은 탈”으로 ~주되며
해당 과정의 학비 및 필수 비용은 환불된다,

매릴랜드 학생을 위한 환불 정책. 해당 청구 기~ 내에 과목* 프로그램 또는 기~의 일부만 완료한 후
철회하거나 종료된 메릴랜드 학생에게 교육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최소 환불 금액은 다음과 §다8
철회 또는 종료일 기준으로 완료된 총수업* 프로그램 또는 기~의 비율
•

/.% 이하Y7.% 환불Z

•

/.%에서 0.% 이하Y6.% 환불Z

•

0.%에서 1.% 이하Y4.% 환불Z

•

1.%에서 2.% 이하Y2.% 환불Z

•

2.%에서 4.% 이하Y0.% 환불Z

•

4.% 이상Y환불 불가Z

매릴랜드 학생으로 인한 환불은 철회 또는 종료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철회 또는 종료 날짜로부터
4. 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메릴랜드 학생에 대한 교육 기관의 환불 정책은 등록 시 학생에게
명확하게 공개되고 학생이 인정해야 한다, 기관은 환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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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d 학생을 위한 환불 정책. 오레곤 거주자에게는 수정된 학비 환불 정책이 허용된다, 학기가
시작된 후 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기 중~ 주까지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은 미사용 교육
시~을 기준으로 하며 학기* 분기 또는 비전통적 달력을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 주 단위로 비례
배분된다, 특정 위원회의 승인 없이 법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비율은 학생의
소득원 또는 대출 상환 의무의 기준에 따“ 차등화되지 않는다,
6MKO 등록f 환불 정책
목회학 박사&BKch'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음과 §은 추가-삭제* 철회 및 환불 일정이 적용된다,

/. 주 수업&현장 교육* 교수지도 학습 등 정기 모임이 없는 모든 과정 포함'
• /..% 환불8 학기 첫날&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첫날 &한국어 BKch 만 해당'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시작 전 세번째주 월요일&영어 BKch 만 해당'
• 자율 연구 추가 마감일8 학기의 다섯번째주 금요일&영어 BKch 만 해당'
• 수업 철회 마감일8 학기 다섯번째주 금요일
0 주 수업
• /..% 환불8 수업 첫날&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첫날 &한국어 BKch 만 해당'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시작 전 세번째주 월요일&영어 BKch 만 해당'
• 수업 철회 마감일8 수업 두번째주 월요일
/ 주 수업
• /..% 환불8 학기 첫날&U 학점 유발하지 않음'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첫날 &한국어 BKch 만 해당'
• 수업 추가 마감일8 학기 시작 전 세번째주 월요일&영어 BKch 만 해당'
• 수업 철회 마감일8 수업 1 일차 수요일
연방 대출f 학비 반환
연방 대출금&즉* 직접 무보조 및 직접 대학원 플러스 대출'을 받은 학생은 연방 자금이 지출된 학기
내에 모든 과목이 삭제된 경우 타이틀 GT 계산으로 돌아가기의 대상이 된다, 타이틀 GT 로 돌아가기
계산은 해당 학기에 벌어들인 연방 기금 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교육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학비 및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과 다르다, 교육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학비 및 수수료
금액에 관계없이 연방 계산에 따“ 해당 학기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연방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재정 서비스 사무실&mfm>foffel,edo'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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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취소 정책
아리조나의 KQKDR 프로그램 지원자는 등록 계약에 서명하고 학비 보증금을 제출한다, 등록
계약서에 서명한 후 1 일&토요일* 일요일 및 연방 및 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취소를 서면으로 통지한
신청자는 지불한 모든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전액 환불은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신학교에서 제공할 것이다,

학비 지불 정책
학비와 비용 지불
학생들의 다음 학기 등록이 허용되기 전에 현재-이전 학기의 미지불 학생 계정 잔액이 지불되어야
한다, 학비* 주택 또는 기타 신학교 계정이 완납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하거나
졸업장을 받거나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지불 t한. 학비 및 모든 비용 지불은 코스 시작일까지 지불해야 하는 BKGL 학생을 제외하고 각
학기의 첫번째 월요일 태평앙 시~ 오후 2 시까지이다, 학기의 첫번째 월요일 이후에 학생 계정에
부과된 요금은 즉시 지불해야 한다, 학생은 연체료 및 이자 부과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제 1 자가 지불 마감일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지불 방법. 학생 및 제 1 자는 학생 계정 센터를 통해 온“인으로 결제하도록 권장된다, 신용 카드*
직불 카드&?RK'* 전자 수표&?@? 은행 계좌' 및 Dfsqcle 를 통한 국제 송금은 온“인으로 할 수
있다, 현금* 종이 수표 및 우편환을 통한 대면 지불은 파사데나의 학생 재정 서비스 사무실에서
허용된다,
Doffel 는 학생 계정에 부과되는 학비 및 수수료에 대한 온“인 신용 카드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1 자 회사인 Rio]bLen N[sN[nb 와 계약했다, Tcm[* K[mnelA[ld* Bcm]ipel&HA@* Bchelm N[s
및 Abch[ Shcih Lenqile 포함' 및 ?gelc][h Crjlemm 로 결제할 수 있다, 모든 학생 계정 신용 카드
거래에는 0,63%의 환불 불가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최소 수수료는 "1,..', 신용카드에 관한
질문과 대답은 bnnj8--foffel,edo-Mffc]em-QDQ-Aledcn+A[ld+Qelpc]e+Dee+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콜로“도 학생들은 주법으로 인해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보안 조치에 따“ 제 1 자가 수행하는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신용 카드* 직불 카드 및 전자 수표
거래가 온“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9 전화 및 대면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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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03. 의 연체료는 납부 마감일까지 잔액을 완납하지 않고 Doffel 학비 지불 플랜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남은 잔액을 지불할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계정에 매학기 부과될 수 있다,

8TMMHr 학비 지불 플랜. Doffel 는 한번에 전체 잔액을 지불하는 대신 학생 계정으로 월별 지불을
원하는 학생에게 Doffel 학비 지불 플랜&DRNN'을 제공한다, DRNN 에 등록하면 학생이 등록 및 플랜
등록 시점에 따“ 한 달 또는 두 달&영어 BGQ 및 BKGL 은 일반적으로 1 개월'에 걸쳐 해당 분기의
학비와 수수료를 월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 계획, 이 서비스에 대한 환불되지 않는 분기별 수수료는
"2. 이며 학생은 지불 플랜에 있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책임지지 않는다, 지불은 자동 인출* 우편
또는 온“인을 통해 Doffel 에 직접 이루어진다, 지불은 일반적으로 매월 3 일까지이며 지연될 때마다
"13 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수업 등록 후* 학생들은 학생 계정 센터를 통해 온“인으로 지불 플랜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면
해당 학기의 미지불 잔액&학비 및 수수료에서 예상되는 Doffel 재정 지원을 뺀 금액'이 계산된다, 지불
플랜 잔액은 등록 변경* 지불 또는 기타 학생 계정 활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학기-기~이 시작되기 전에 지불한 금액은 해당 학기-기~의 실제 시작 날짜까지 플랜 금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플랜 및 지불 알림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리는 통지 이메일이 학생의 >foffel,edo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된다,

재정 지원. 기관 지원 및 수여된 연방 지원을 받은 학생은 이 지원&장학금 그리고-또는 학자금
대출'을 사용하여 연방 제한 사항에 따“ 학생 계정 잔액을 지불할 수 있다, 예상 재정 지원이 전체
학생 계정 잔액을 지불할 경우 다른 지불은 필요하지 않다9 재정 지원이 지급될 때 계정이 자동으로
지불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지불 마감일까지 또는 전체 등록금 지불 플랜에 등록하여 지불해야
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k인 혜택. 군인 혜택을 사용하려는 학생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T? 의 자세한 내용은 T?
bnnj8--foffel,edo-iffc]em-mfm-p[+behefcnm- 에서* 현역 등록금 지원 및 기타 비 T? 혜택의 자세한
내용은 bnnjm8--qqq,foffel,edo-iffc]em-mfm-gcfcn[ls+nocncih+[mmcmn[h]e+behefcnm- 에서 참조 바람,
지불 동의. 신학교 등록은 학생 계정에 부과된 모든 학비*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한 기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학생이 동의하는 것이다, 미지급 계정 잔액은 연 /.%&월 .,.612%'의 이율로 이자가
발생하며 전액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계정이 보류된다,
신학교 학생 계정 방침에 대한 추가적 정보는 학생 편람에서 이용 가능하다,

연체 b정 정책. 학비* 주택 또는 서점 계정이 완불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하거나
졸업장을 받거나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신학교는 현재 학생 계좌만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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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재정 관리를 장려한다는 목표에 따“ 23 일 이상 연체된 학생 계좌를 전문 추심 기관에 넘길
수 있다, 계정이 전문 기관으로 이전되면 학생은 해당 기관과 직접 거래해야 한다, 그 시점에서 Doffel
신학교는 더 이상 해당 계정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 계정을 수금으로 전환하면 학생의 신용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생은 이러한 과격한 조치를 피하기
위해 학생 재정 서비스에 연”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비 지원
Doffel 신학대학원은 남성과 여성이 세계의 왕국 소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신학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헌신은
재정적 능력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이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는 신학교의 사명에서 비롯된다,
매년 Doffel 학생들은 0 천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Doffel 는 적격한 학생들에게 필요 기반
및 성과 기반 장학금* 학자금 대출 및 일부 연방 취업 연구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정 지원 이용가능성
여부는 학교* 프로그램* 캠퍼스* 학생의 등록 플랜 및 기타 요인에 따“ 다르다, Doffel 의 재정 지원에
관한 최신 정보는 bnnjm8--qqq,foffel,edo-mfm- 참고 바람,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와 신학h 학비 보조
학생들은 신학교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에 대한 Doffel 신학교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 지원을 위한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84A4P). 연방 규정에 따르면 재정 지원국은 분기별로
연방 학자금 대출 수혜자와 연방 근로 연수 수혜자의 학업 진척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한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의 정의는 신학교의 방침보다 더 구체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학교 웹사이트
bnnjm8--qqq,foffel,edo-Mffc]em-QDQ-D?Q?N-에서 확인 바람,
일부 주에 국한된 학비 보조 정보

워싱턴 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 정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찾고 있거나 학자금
대출 또는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불만 사항을 제출하려는 워싱턴 주 거주자의 경우
qqq,qm[],q[,aip-fi[h+[dpi][]s 를 방문하거나 학자금 대출 옹호자에게 이메일
&fi[h[dpi][ne>qm[],q[,aip'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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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정책
학업 정책에 관한 현행 상세 정보는 Doffel 학생 편람에도 제공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학교* 상급 신학 연구 센터* 선교학 연구 센터* 사역 박사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 보충 편람에도 제공되어 있다,
일반 규정과 학술 정책에 있어 때때로 변화는 발생한다,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해진 절차가 있다, 교과과정이나 졸업 요건은 변경될 때 그 변경이 학생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소급적용되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졸업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 범위 안에서 수용
가능해야 한다,
각 학생은 현행 학업 정책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생 편람이나 카탈로그에 나와있는
정책을 무시하는 것이 그 정책에 예외를 수여하는 올바른 이유가 될 수 없다,

수업 등록
등록 및 수업 변a 마감 시한. 학생은 매학기 스스로 등록하는 책임을 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신학교의 어느 수업에도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은 기록 담당 사무실 웹사이트
(http://www.fuller.edu/registrar)에 나와있는 정해진 기한 내의 시~에 수업을 더하거나 뺌으로써
수업 일정을 바꿀 수 있다, 마감 시한에 맞추기 위해 등록이나 수업 변경은 현재 학사 일정이 지정한
날 태평양 시~ 오후 //837 까지 온“인으로 해야 된다, 견습생 제도* 교수 지도 연구* 인턴십*
학기논문* 박사논문* 보충 학습 등의 모든 등록은 이 등록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한다,
자문 서비스 및 요i 사항. 모든 신입생은 등록하기 전에 지도교수와 만나야 한다, 재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를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학사경고 중인 학생은 지도교수를
만나야 한다,
클래스 일정 상충. 학생들은 예정된 수업 시~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수업과 겹치는 수업에 등록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정규 /. 주 수업과 상충되는 집중 수업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들은 주어진 0 주
기~ 동안 0 주 집중 집중 과정을 한 번 이상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최상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f목 철회 정책. 연방 규정에 따“ 과목을 철회하면 학생의 학업 기록에 U 등급이 부여되지만 EN?
패널티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U 등급은 시도로 ~주되며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텐시브 및 기타 비정규 학기 기~을 포함한 철회
날짜는 학사 일정에 게시된다, / 주차에 일정을 변경해도 U 등급이 적용되지 않는다&마감일8 / 주차
금요일* 태평양 시~ 오후 // 시 37 분', 과목 철회는 해당 학기의 0 주에서 3 주 사이에만
허용된다&마감8 3 주 금요일* 태평양 시~ 오후 //837', 학생들은 긴급 상황의 경우 마감일 이후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기가 종료되면 과목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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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철회를 고려하는 학생은 배너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여 철회를 완료하기 전에 먼저 지도교수 및
교수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해당되는 모든 학비 환불은 학사 일정에 명시된 환불 날짜에 맞춰
학생의 계정에 고지된다,

감사. 감사는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 수업 등록의 형태이다, 감사자는 모든
코스 활동 및 과제에 참여해야 하지만 강사로부터 평가나 등급을 받지는 않는다, 감사는
성적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수료가 적용된다,
감사는 역사적으로 과잉 수용력이 있는 교육 시스템 내에 존재한다, 가능한 경우 학위 소지자 및 현재
Doffel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 또는 그 배우자는 석사 수준의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 2 학기
연속 학점을 신청하지 않은 석사과정 학생&학위 소지자 동문과는 다르게'은 청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아닌 감사에 관심이 있는 개인은 먼저 감사 전용 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석사 및 박사 과정 모두 학점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감사자는 학점을 취득한
학생의 등록 기~이 종료된 후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감사자로 등록하려면 교수진 승인* 학급 규모의
제한* 전제 조건의 충족* 특정 학업 프로그램* 과목 또는 과목 유형을 감사하기 위한 특별 요구 조건
또는 제외를 비롯한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일단 등록되면 감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출석, 거주와 학점 이전
학점 이전. 학업 상담 사무실은 편입할 수 있는 과목과 석사 수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심리학* 결혼 및 가족 상담 대학과 선교와 신학 대학의 박사 및 RbK
프로그램에서 교수진은 편입 학점 결정을 담당한다,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학점 이전에 관해
지도교수와 상의해야 한다, 거주 요건은 학위 프로그램에 따“ 다르며 이 카탈로그의 해당 섹션과 두
학교의 학생 편람에 설명되어 있다,
Doffel 는 다음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점 이전을 인정한다,
•

신학교 협회 인증 기관

•

미국 내 미국 지역 인증 기관&예8 U?QA'에서 인증한 기관

•

미국 대학원 학위와 유사한 대학원 수준의 학업 학위 프로그램 과정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관-적절한 정부 기관에서 인정한 국제 기관

Doffel 학위 프로그램에 제공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정된 과목은 다음과 §은 경우
학점이 부여된다,
•

과목이 관련된 선행 과목을 포함하는* §은 내용을 제공할 때

•

과목이 동일한 양의 일을 요구할 때&즉* 동일한 학점 유닛'

•

과목이 대학원 수준이고

•

Doffel 학위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 나갈 때

44

미국 기관에서 학점 이전이 허용된 수업은 공식 성적 증명서를 통해 등록한 원래 대학에서 직접
Doffel 에 제공해야 한다, 국제 기관에서 취득한 수업은 먼저 L?ACQ 제 1 자 자격 평가 서비스를
통해 평가를 받고 학점 이전 검토를 위해 Doffel 로 보내야 한다,

학점 이전에 대한 제한. 허용되는 모든 이전 학점은 아래 나열된 추가 제한 사항에 따“ 학생의 학업
기록에 적용된다, 학생은 해당하는 학점 이전을 고의로 포기할 수 없다,
• 학생들은 프로그램 요구 조건의 최대 0-1 로 이전할 수 있다, 많은 Doffel 학위 프로그램에는
더 적은 수의 학점 이전을 허용하는 추가 제한 사항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프로그램을
참조 바람,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절반 이상의 유닛을 이전할 수 없다,
• @+ 이상의 성적을 받은 과목만 이전할 수 있다, 낮은 등급을 받거나 채점 방식으로 수강하지
않은 과정&예8 합격-불합격'은 이전되지 않는다,
• 신학교는 학위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완료하는 데 기관 전체에 /. 년 제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이전 학점이 포함된다, 이 /. 년 기~ 외에 수강한 과목은 이전할 수 없다,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 선행 학습에 대한 학점&ANJ'은 교실 밖에서 습득한 학습에 대해 수여되는
학점이다, 수여하려면 학습이 대학원 수준이어야 하고* 입학 후 포트폴리오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내용 영역 교수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J 은 학생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이전에 관련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ANJ 자격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과목의 학습 성과를 충족해야 한다, ANJ 의
적용 가능성 및 최대 ANJ 유닛은 학업 프로그램에 따“ 다르다, ANJ 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 지도교수와 상의해야 한다, 각 Doffel 프로그램은 학위 내의 어떤 과목이 ANJ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ANJ 포트폴리오 평가를 담당할 교수를 지정한다, 학생이 학업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 ANJ 학점은 새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지 관련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재평가된다,
출석 정책. 결석 시* 수업 내용을 놓친 모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학생들은 수업이나 수업 과제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교수와 상의해야 한다, 출석을 어렵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즉시 지도교수에게 연”하여 적절한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
수업 세션의 0.% 이상&거주 형태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0 주~의 주~ 상호교류
활동&온“인'에 결석한 것으로 ~주되는 학생은 최종 코스 성적이 / 문자 등급 감소되며 해당 학생은
정상이 참작되는 환경임에도 수업에 대해 %미완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이상&거주 형태 또는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1 주&온“인' 결석하면 과목 성적은 낙제가 된다, 교수는 교육학적 이유로 더
높은 참여-출석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장애 학생이 장애 관련 사유로 인해 출석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기 시작 전 또는 예외에 대한 필요가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emm
Qelpc]em Mffc]e 에 연”해야 한다, 이 정책에 대한 수정은 ?]]emm Qelpc]em Mffc]e 를 통해서만 승인될
수 있으며*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자격을 갖춘 면허가 있는 전문가의 지원 의료 또는 심리학 문서가 이
출석 정책의 수정 필요성을 지지하는 정도에 따“ 사례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커뮤니티 t준의 e식 진술. Doffel 신학대학원은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건전한 기독교인의
품성의 기준에 따“ 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진술과 기타 신학교 정책 진술은 이 카탈로그의 Dof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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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수업&학점 또는 감사'에 대한 등록은 이러한 진술 및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학생의 동의를 나타낸다,

등록 상태
학생 등록 상태는 대부분의 신학교 프로그램에서 학기별로 정의된다, 한 학점 유닛은 최소 1.+
2. 시~의 강의실 경험* 학업 준비 및 연구를 나타내는 학업 지정으로 정의된다, 다음 정의 외에도
등록 인증을 위한 특별 지침은 특정 수업과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담당 사무소에
문의 바람, 미완료 또는 보류 등급으로 계속된 작업은 등록 학기 이후의 등록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 설명된 모든 경우에 세 학교* 파사데나 캠퍼스* 지역 캠퍼스*
온“인 및 Doffel 가 코스를 제공하는 기타 모든 방법의 모든 코스는 최소 및 최대 부하로 계산된다,

풀 타임 학업. 학위 및 비 학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석사 수준 프로그램의 경우 최소 풀 타임 학업
부하는 학기당 석사 수준 /0 유닛이다, 글로벌 리더십 석사 및 정의 및 옹호 프로그램 석사의 경우
풀타임 학습은 학기당 6 유닛이다, 최대 학업 부하는 모든 학기에 0. 유닛이다,
선교 및 신학 대학의 NbB 프로그램의 경우 5.. 또는 6.. 박사 레벨 학기당 4 유닛이 풀타임 학업
부담이다, 글로벌 리더십 영어 박사 프로그램에서 5.. 또는 6.. 레벨 학기당 2 유닛이 풀타임
학습이다,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학기의 /0 유닛은 해당 학기와 다음 학기의 풀타임 등록을 구성한다,
최대 학업 부하는 /0 개월 동안 02 유닛이다,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최소 풀타임 학업 부하는 학기당
/0 유닛이다, 최대 학업 부하는 분기&여름 학기 포함'에 /4 유닛이다,

하프 타임 스터디. 학기당 4+// 유닛은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박사 과정과 석사 수준의
하프 타임 학습을 구성한다, 선교와 신학 대학의 NbB 프로그램과 RbK 프로그램의 학생들에게
하프타임 상태는 학기당 5.. 또는 6.. 레벨의 박사 과정 1+3 유닛으로 정의된다, 영어로 된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은 하프타임을 학기당 5.. 또는 6.. 레벨 박사 과정 4u// 유닛으로 정의한다,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서 학기의 4+6 유닛이 해당 학기와 다음 학기의 하프 타임 등록을 구성한다,

,(- 학습. 재향 군인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기당 석사 수준 6 유닛이 1-2 학습 상태를 구성한다,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 레벨 수업도 마찬가지이다, AKP NbB 프로그램의 1-2 학습은
학기당 6.. 레벨 4 유닛으로 정의되고 A?RQ NbB 프로그램의 경우 학기당 6.. 레벨 2 유닛으로
정의된다,
비활성 상태 및 복학. 가능하면 학생은 장기~ 등록을 중단할 계획인 경우 지도교수에게 알려야 한다,
Doffel 에서 학업을 중단할 예정인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알리도록 권장한다,
등록하지 않고 / 년&2 학기' 이상의 기~ 동안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은 활동이 없는 것으로
~주되며 입학 사무실에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복학 시* 학생이 원래 등록했을 때 유효했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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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는 바뀌어진 상태가 되었더“도 현재 학위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복학 이전에 수강한
과목이 현재 요구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추가 과목이 필요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

학업 성적
좋은 학업 성적.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려면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대해 0,3. 의 누적 학점
평균&EN?'을 유지해야 한다, 성공적인 완료를 나타내는 등급은 ?* ?+* @)* @* @+* A)* A* A+*
AP&학점'* N&통과' 또는 Q?&만족'이다, 성공적 완료를 나타내지 않는 등급은 G&미완료'* F&보류'*
D&실패'* LQ&불만족'* U&철회' 및 LA&무학점'이다,
일부 프로그램* 특히 박사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의 우수한 학업 성적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더 높은 표준은 해당 학생 편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위의 표준에
우선한다,

학업 보호 관찰. 학생이 우수한 학업 성적에 대한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업 보호
관찰을 받게 된다, 누적 학점 평균이 0,.. 미만인 학생은 제적될 수 있다, 제대군인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 보호 관찰을 받은 후 두 학기 연속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좋은 학업 성적을 회복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항소 절차. 학생들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과 우수한 학업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해당 학업 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정책에 대한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은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학점
학점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은 숫자 값이 학점에 할당되었다,
A
A-

4.0
3.7

B+
B
B-

3.3
3.0
2.7

C+
C
C-

2.3
2.0
1.7

F

0.0

N&통과'* Q?&만족'* LQ&불만족'* G&미완료'* F&보류'* GC&미완료 연장'* FC&보류 연장'* GN&진행 중'*
PB&보고 지연'* U&철회'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학점은 해당 학생의 학점평균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771 년 가을학기까지 사용되었던 AP&학점'과 LA&무학점'도 학점평균에서 계산되지 않는다,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는 학생의 경우 학점이 적격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D 및 U 등급은 코스를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재정 지원 목적으로 학생의 만족스러운 진행을 반영한다,

미완료. 학기말까지 석사과정의 수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 교수가 서명한
미수료 신청서를 기록담당 사무실에 제출하여 미완료 학점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교수진은 학기말에
완료되지 않은 학업의 성격과 양이 해당 수업의 불완전한 학점* 학점 감소 또는 D 학점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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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학점이 수여된 경우 이수한 교과목은 다음 학기 말일까지 교수에게 귀속된다, 미완료는 현재
일반 학점&? 부터 A 또는 D 까지'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미완료 학점은 기록에 남을 수 없다, 더
이상의 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류. 5.. 레벨 또는 6.. 레벨 수업에 등록한 학생이 등록 학기말까지 학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교수에게 "보류" 등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된 / 학기에 학업을 완료할 수 있다&최대
/ 년까지 허용되는 목회학 박사 과정 및 특정 임상 심리학 과정 제외',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한&학교
또는 프로그램의 교무위원회에서' 완성된 학업은 늦어도 두번째 학기 말일까지 교수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학점이 제출되어야 한다, 보류 학점이 남을 수는 없다,
통f(실패 옵션. 편입 이전 학점이 없는 학생은 KBcp 에서 최대 4 개의 2 유닛 수업을 통과-실패로
들을 수 있고* K? 학위에서 2 개의 2 유닛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각 2 쿼터 유닛의 이전 학점은 수업
하나의 할당량을 사용한다,
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은 정규 석사 또는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통과-실패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학부의 특정 과목&인턴십* 학위논문 등 통과-실패로만 지정된 과정'만
통과-실패로 처리될 수 있다, 학위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2 개 수업 중 / 개 수업 비율로
통과-실패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등록할 때 통과-실패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상태 변경은 해당 기~의 추가-삭제 기~ 종료
시까지 가능하다, 통과-실패 수업은 학생 성적표에 수업에 대한 N&통과' 또는 D&실패'로 기록된다,
학업 보호 관찰에 있는 학생의 경우 제출된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결정하는 데 고려된다,

영i 학업 t록. 기록된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업 기록에 영구적인 부분이 된다, 학생이 낙제 점수를
받거나 과정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성적은 기록에 남는다, 그러한 과정을 재수강하면 새로운 등록과
성적도 학생의 영구 기록에 기록된다,
0 년의 기~이 지나면 학생과 교수진 모두 기록된 성적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추정된다, 이 시점에서 기록된 모든 학점은 영구적이며 변경될 수
없다,

졸업f 졸업식
학업 프로o램 요i 조건 완료. 학생이 입학할 당시 유효한 카탈로그는 학생이 학위 프로그램을
취득하기 위해 만족스럽게 완료해야 하는 교과과정을 결정한다, 카탈로그 요구 조건이 변경되면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통지하여 새 카탈로그로 이동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이 비활동 상태가
되어 신학교에 복학을 신청하면 복학 당시 유효한 카탈로그에 명시된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복학
이전에 수강한 과정은 더 이상 동일한 학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학업이 필요할 수
있다,
학위 후보자. 졸업은 취득한 학위를 학생의 학업 기록에 게시하는 것이다, 졸업을 위한 학업 요건
외에도 학생들은 자신이 등록한 학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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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신학교의 기준과 학위 프로그램의 표준에 따“ 그리스도인 성품의 기준에 맞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생활하도록 보장한다,
학생은 졸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위 수여 과정에 착수한다, 0 개 이상의 학위를 신청하는 학생은 각
학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생의 재정적 의무가 졸업 전에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졸업장이
보류되고 지불을 받는 즉시 수여된다, 재정적 의무는 졸업한 학생이 성적 증명서 또는 교육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최소 평점. 세 학교 중 하나에서 석사 학위로 졸업하려면 최소 0,3 의 누적 EN? 가 필요합니다, RbK*
BKch* BEJ 및 NbB 학위의 경우 최소 EN? 가 1,.&@'인 수업만 졸업을 위한 점수로 계산될 수
있다&BKch 학생의 경우 @+ / 개 제외', 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각 심리학 과정에서 최소
EN? 0,5&@+'이 필요하여 졸업을 위한 점수로 계산된다,
학위 수료 시간 제한. 학위가 부여된 경우 현재의 합리적으로 초점을 맞춘 교육이었음을 나타내도록
하려면&불합리하게 오랜 기~ 동안 한번에 조금씩 취득된 것이 아닌' 학위 요건이 특정 기~ 내에
취득한 학점을 나타내야 한다, 이 기~에는 다른 곳에서 취득하고 학위에 적용된 모든 학점과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이 포함된다, 선교와 신학 대학의 석사 또는 KBcp 학위의 경우 이
제한은 /. 년으로 설정된다, RbK 학위의 시~ 제한은 3 년이다9 BKch 학위의 경우 5 년이다9 NbB
학위의 경우 6 년이다, 문화~ 연구 대학&석사 또는 박사 수준' 학위 수료에는 /. 년의 시~ 제한이
있다, 심리학 및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KQ 학위는 5 년이며* 해당 학교의 모든 박사 프로그램은
/. 년으로 제한된다,
졸업 날짜. 해당 학기의 졸업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학기의 공식 졸업 날짜&매 학기 기말고사 주~의
금요일'까지 모든 학업을 완료하고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 완료하지
못한 수업은 그 학기에 졸업하지 못하게 한다, 미완료와 보류를 받은 수업은 원래 수업을 수강한
학기가 아니“ 수업이 완료된 학기의 졸업에 적용된다,
복수 학위. 복수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커리큘럼에 설명된 대로 각 학위에 대해 규정된 학습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 Doffel 가 수여하는 각 학위의 /-1 이 다른 Doffel 학위와
공유되지 않은 Doffel 수업이어야 하고* 0' 공유되는 유닛이 더 작은 학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설계상 박사과정 심리학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석사 학위도 완료되므로 이 두 가지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체 신학h 및 지역 캠퍼스 졸업식. 졸업식은 졸업생의 학업 성취를 축하하는 행사이다, 매년 봄
학기 말에 파사데나에서 전체 신학교 졸업식이 있다, 가장 최근의 여름* 가을 또는 겨울 학기에
졸업했으며 아직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과 현재 봄 학기에 졸업을 신청하는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졸업식 후 여름 학기에 졸업할 예정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아래에 설명된 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봄 학기 말에 지역 졸업생을 위한 지역 캠퍼스에서도 졸업식이 있다, 졸업생들은 원할 경우 전체
신학교 파사데나 졸업식* 지역 캠퍼스 졸업식 또는 둘 모두에 참석할 수 있다, 전체 신학교 졸업식에
관한 정책은 지역 캠퍼스의 의식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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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의 졸업식 그리고-또는 관련 활동&졸업 연회* 학사 학위* 박사 학위 수여식 등'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졸업식 자체에 참석하든 안 하든~에' 늦어도 1 월 / 일까지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늦게 신청한 지원자는 정보 및 주문 양식&공지사항* 사진* 수업 반지 등'을 받지
못하고* 예복을 주문하지 못하며* 졸업 프로그램 책자에 표기되지 않으며 졸업식이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정시에 제출된 모든 El[d 앱은 인정된다,
졸업식 연습에 참여하는 것은 공식적인 학위 수여와 동일하지 않다, 공식적인 학위 수여는 오직
교수진의 승인이 있고* 기록담당 사무실에서 모든 학업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확인하고* 학생의
성적표가 업데이트되었으며* 재정 요건 사항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해진다,

여름 졸업생을 위한 특별 졸업식 참여 정책. 여름 학기 동안 학기논문* 학위논문 또는 자격 시험을
포함하지 않고 남은 교과 과정이 0. 유닛 이하인 석사 수준 학생은 파사데나 또는 지역 캠퍼스에
있는 졸업식 연습에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최종 인턴십을 마친 심리학 박사 과정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마감일은 1 월 / 일이며 특별 조건이 적용된다, 여름 졸업생을 위한 특별 졸업식 참여 정책
사본은 ?][degc] ?dpcmcha 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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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h와 신학 대학
전후 관b와 사명
Doffel 의 졸업생들은 일련의 문화적 변화가 특징인 실제적인 일들을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제자도의 모습과 리더십의 요구 사항 사항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성령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화목을 향한
행위를 통해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이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 Doffel 의 선교 신학 대학은 신학과 선교가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를
맺으며 또한 전체를 이루는지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과 과정을 제공한다, 교회와 사회 내 직업들을
위한 혁신적인 리더들을 만들기 위해 Doffel 의 프로그램들은 엄격한 학문과 실제적인 방법을
통합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에 닿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는 과목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경에 뿌리내린 채 학생들은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행동하는 패턴을 만드는 법을
필수불가결적으로 얻게 된다, 이 패턴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미션에 집중되어 있다,

학습의 결f. 선교 신학 대학의 주요한 학습 성과는 다음과 §다8
• 졸업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다양한 교회와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역동적 역사의 한 부분임을 입증할 것이다,
• 졸업생들은 모든 자료들을 사용하여 신학적 그리고 선교적인 규범들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목표를 분별하는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 졸업생들은 제자의 삶과 직업을 아우르는 삶 전체를 통해 개인적 공동적 솔선수범을 입증할
것이다,
•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화목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깊은 사색적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 졸업생들은 변화하는 다양한 맥” 속에서 창의적이고 민첩한 그리고 효율적인 리더십을
입증할 것이다,
학위와 자격증. 선교 신학 대학은 다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3
석사 학위
•

목회학 석사

•

석사 &신학'

•

석사 &문화교류 연구'

•

국제적 리더십 석사

•

정의와 변호 석사

•

사역 리더십 석사

•

신학과 사역 석사 &영어와 스패니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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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s 학위
•

목회학&사역' 박사

•

국제적 리더십 박사 &영어와 한국어'

•

신학 석사

•

철학 박사

자격증 프로o램
•

기독교 연구 자격증

•

교회 개척 자격증

•

이슬람 연구 자격증

목회학 석사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KBcp'은 회중*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개척자들 그리고 전통적 교파 멤버들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0. 유닛 프로그램은 성서적* 전인적* 심리학적*
상호교류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이고도 혁신적인 기독교 사역 리더들을 길러낸다, 이러한
교육은 다양한 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참여와 도전을 적절히
분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 사유 능력과 선교적 상상력을 배양한다, 이 전문 학위는 신학적
사색* 타학문과의 제휴 관점* 영성 형성* 여러 다양한 사역 직종들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신학과 선교 그리고-혹은 말씀과 성사에 대한 안수를 위해 석사 레벨의 광범위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하다,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군목* 교목* 병원 목사*
목회 상담 혹은 청소년 사역과 §은 선택적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나
기독교 비영리단체에서의 견습 기~을 필히 요구한다,

학습의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과 궤를 맞추고 있다, 따“서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변화하는 전세계의 실제하는 현상들과 관련한 자기 계발과 소명에 대해 신학적이며
비평적으로 숙고할 수 있게 된다,

•

학생들은 설교를 위해 성서 신학적 해석을 하는 데 있어 또한 교회와 세상에 대해 기독교
증인으로서 표현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맥” 속에서 신학적으로 사색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리더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된다,

•

학생들은 맥”이 상통되는 사역에 필요한 지식과 핵심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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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의 일반 기준들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는 시작하기 희망하는 학기의 날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일반 입학은 학부 과정 최소 0,5 평균 학점&EN?'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들은 조건부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공인된 기관의 학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는 특별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적 기준에 따른 조건부 입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견습생으로 입학된 학생들은 Doffel 의 첫 /0 유닛의 학습 기~ 동안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거주 요건f 전학 시 학점 인정. Doffel 신학교에서 최소 2. 유닛이 취득되어야 한다, 신학교 협회나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행한 대학원 공부에서 인정된 학점의 이전 신청은 ?][degc] ?dpcha Mffc]e 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대 6. 시~의 대학원 신학 성서 연구 기~을 포함한다, 비신학 연구는
보통 학점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종교적 환경에서 취득했으나 Doffel 교과 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주될 수 있는 과목에 관해서는 개인적 기준에 따“ 석사 ?][degc] ?ff[clm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2 유닛의 교수 지도 과목으로 통합될 수 있다,
학습 분포. 목회자 석사 프로그램은 온“인으로 전부 이수될 수도 있고* 캠퍼스의 수업과 온“인
수업의 조합으로 이수될 수도 있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목회학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모든 학점을 다
포함한다,
목회학 석사 hf f정
Doffel 의 교직원들은 이 석사 학위를 위한 통일적인 교과 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이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총 /0. 유닛이 요구된다,
기초 공통 과목들 &02 유닛'
•

QD3.4 신학교 내 소명의 형성

•

QD3./ 심리 과학의 토대8 사람이“는 것에 대해

•

QD3.0 기독교의 국제적 전통에 대한 개론

•

QD3.1 선교적으로 살아가기

•

MR3.. 구약 개론

•

QD3.3 실용 신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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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수업들 &02 유닛'
•

JE3.. 성경 해석을 위한 히브리어 도구들 혹은 JE3.0 기초 히브리어 그리고 JE3.4 중급
히브리어

•

JE3/. 성경 해석을 위한 그리스어 도구들 혹은 JE3/0? 그리고 JE3/0@ 기초 그리스어/

•

LR3.. 신약 개론

•

MR305 구약 해설 혹은 LC305 신약 해설

•

성경 연구 선택 과목&주해 수업에 대한 대체 성서에서'

•

성경 연구 선택 과목

신학 과목&02 유닛'
•

분류학 그리고-또는 역사&/0 유닛'
o

옵션 /8 신학
§

QR3.3 삼위* 계시 그리고 구원

§

QR3.4 창조* 교회 그리고 성취

§

AF3.. 초기 기독교 역사 또는 AF3.0 중세-개혁 역사 또는 AF3.2 글로벌
상황에서 현대 교회

o

옵션 08 역사
§

AF3.. 초기 기독교 역사

§

AF3.. 초기 기독교 역사 또는 AF3.0 중세-개혁 역사 또는 AF3.2 글로벌
상황에서 현대 교회

§

QR3.3 삼위* 계시 그리고 구원 또는 QR3.4 창조* 교회 그리고 성취

•

윤리학8 CR 로 시작하는 모든 과목

•

선택 신학 과목8 RF* QR* AF* CR* RA* NF* KP 로 시작하는 과목

사역 과목&0. 유닛'
•

리더십8 JBP 이 붙어있는 모든 과목

•

목회 사역8 NK 이 붙어있는 모든 과목

•

통합적 선교8 CT3.. 통합적 전도* CT3.3 증거와 정의* 또는 CT3/2 도시 전도

•

기독교적 형성과 제자도8 AD3.0 가르침의 기술과 실천* AD34/ 성인의 교육과 배움* 또는
WD 가 붙어있는 모든 과목

1

•

NP3.. 설교론

•

설교 실습8 N/ 이 붙어있는 모든 수업

KBcp 학생들은 선택과목으로 히브리어 연속 두과목 JE3.0 와 JE3.4 및-또는 JE3/0? 와 JE3/0@

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9 하지만* 이 추가 학점들은 성경 연구 집중분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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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과목&2 유닛'
•

K@* KA* KB* KC* KF* KG* KJ* KK* KM* KP* KR 로 시작하는 모든 수업

최종 수업-도제 &. 혹은 2 유닛'
선택 과목&02 유닛'
•

하나 이상의 집중분야를 탐색하거나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기 참조'

목회학 석사의 선택적 중점 분야
목회학 석사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아래에 나열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수업들을 조합하여
들음으로써 하나의 중점분야를 마칠 수 있다, 중점분야는 아래에 나와 있는데 학위 명칭과 더불어
졸업장에 표기된다, 중요 사항8 아래에 나오는 수업의 제공은 교수진의 유무와 학생들의 관심도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 나와 있는 모든 수업들이 동일한 빈도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학생들이 선호하는 양식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점분야를 마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어떻게 마칠 수 있는지를 계획해야 한다, 일부 학생들에게 때로는 중점분야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채플린직에 대한 목회학 석사. 학생은 다음 리스트에서 최소 2 과목&/4 유닛'을 마쳐야 한다,
•

NK337 채플린직의 기초

•

NK3.2 목회 사역

•

NK34/ 기독교 채플린직과 겸직 상황

•

AL30. 목회 상담 개론

•

AL313 슬픔* 상실* 죽음* 임종

•

AL3.2 가족 상담

•

DG3.4 가족 체계로서의 교회

•

JB3.. 계속 변하는 세상에서의 리더십

•

NG304 트“우마와 신앙

•

임상 목회 교육

성서 연i 목회학 석사. 학생들은 상기된 성서와 언어 학위 요건을 충족하는 06 유닛과 함께 다음
리스트에 나오는 최소 2 과목&/4 유닛'을 마쳐야 한다,0
•

JE* @G* LC* LQ* LR* MR 로 시작하는 수업

다음과 §은 수업을 제공한다8
•
2 위에서

JE303 기초 아람어
언급한 것처럼* 만약 학생이 두 학기로 구성된 헬“어 혹은 히브리어 과정을 선택한다면 이 과정의

두번째 학기의 학점은 성서연구 선택적 집중부냐의 점수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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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311 기초 우가리트어

•

JE324 북서 셈어 텍스트

•

@G3.0 여성* 성경* 교회

•

LC3/5 도서 연구&영어 텍스트'

•

LC305 도서 연구&그리스어 텍스트'

•

LQ3/0 예수와 하나님의 나“

•

LR334 예수* 교회* 폭력

•

LR335 신약의 노예제도8 사회적 실재와 신학적 이미지

•

MR3/5 도서 연구&영어 텍스트'

•

MR305 도서 연구&히브리어 텍스트'

•

MR33/ 구약 윤리학

•

MR34. 구약의 여성8 텍스트와 문맥

•

MR346 구약* 기근* 구약의 잔치

•

MR351 구약의 포로의 신학

•

MR36/ 역사와 구약

•

MR361 ?LC 역사* 문학* 문화 개론

변화하는 시대의 리더십에 관한 목회학 석사. 학생들은 다음 수업들 중에서 최소 2 과목&/4 유닛'을
이수해야 한다,
•

JB3.. 계속 변하는 세상에서의 리더십

•

AL331 목회적 돌봄과 학대

•

EK332 리더십과 다양성8 성별* 문화* 민족성

•

NK3.2 목회 사역

•

NK3.4 아시아계 미국인 목회 사역

•

NK3/2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

•

UQ3/3 찬양 리더십8 형성과 기술

•

WD3.0 청소년 사역 맥”을 통한 변화 주도

•

WD300 떠오르는 성인 영성과 사역

•

KJ3/7 기독교 리더십의 권력과 성별의 역학

•

KJ301 멘토링

•

KJ302 집중된 삶

•

KJ314 신약의 가치 기본적인 리더십

•

KJ320 변화를 위한 리더십

•

KL311 변화를 위한 도시 공동체 조직

•

@G3.0 여성* 성경*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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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문화간 연i)
문화교류적인 맥” 속에서 복음으로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인~의 필요를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
선교학자들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 연구 석사&K?GQ'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교류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도록 고안되었는데* 학생들이 선교학적 관점을 통해 현재
일어나는 국제적 현상들을 바“보게 만든다, 이 학위는 다양한 수준의 문화 교류에 노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문과 실천* 양 측면을 동시에 강조한다, K?GQ 학생들은 향후 공부나 연구
기회를 추구하는 기초적 기술들을 얻거나 전세계에서 행해지는 실천적인 사역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기초적 기술들을 얻는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적 과목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토대를 제공한다, K?GQ 학생들은 선교학적
원칙들의 뼈대를 제공하는 수업들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8 인류학* 세계화* 선교사* 영성 그리고 선교
신학,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이제 선택 과목들을 통해 다양한 연관 수업들을 듣거나 특정
관심 분야를 더 깊이있게 추구할 수 있다, 선택 과목들은 다음과 §은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다8
선교사* 선교 신학* 인류음악학* 국제 개발* 위기의 아이들* 도시 사역* 인류학 그리고 선교적 교회,
동시대의 국제적 이슈들에 대해 비판적* 창의적으로 사고함으로써 K?GQ 학생들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학습의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다음과 §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8
•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지역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전도에 필요한 신학과 말씀을
적용한다,

•

선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와 과거에 존재하는 전세계의 기독교 증인들로부터 교훈을
추출한다,

•

구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사회 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찾기 위한 믿을 만한 계획들을
구상한다,

•

다양한 신앙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동감하려는 이해를 가지고 상호소통하는 기회를
기꺼워한다,

•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화적 역동성을 탐구하기 위해 사회 과학 이론과 신학을 사용한다,

•

여러 가지 규범으로부터 추출된 통합적인 통찰력을 사용하여 선교를 설득력있게 전개하기
위해 적절한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

기독교 제자도를 선교적으로 심도있게 행하는 것을 양성하기 위한 능력을 입증한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석사&상호 문화 연구'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지원자는 시작하기 희망하는 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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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일반 입학은 학부 과정 최소 0,5
평균 학점&EN?'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들은 조건부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견습생으로 입학된 학생들은 Doffel 의 첫 /0 유닛의 학습 기~ 동안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학습 분포. 상호 문화 연구 석사 프로그램은 온“인으로 전부 이수될 수도 있고* 캠퍼스의 수업과
온“인 수업의 합작으로 이수될 수도 있다,
거주 요건f 전학 시 학점 인정. 상호 문화 연구 석사 프로그램은 온“인이나 파사데나 캠퍼스
혹은 두 방식을 병행하여 마칠 수 있다, Doffel 신학교에서 최소 06 유닛이 취득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다른 공인 기관에서 취득한 대학원 수준의 선교학 혹은 신학 학점 최대 30 유닛까지
이전할 수도 있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상호 문화 연구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모든 학점을 다 포함한다,
hf f정. 상호 문화 연구 석사 학위을 따려면 6. 유닛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각자의 처지에
따“ 신축성 있게 계획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온“인이나 캠퍼스 강의 혹은 두
방식을 병행하여 학위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통합 수업&6 유닛', 학생은 GQ3.. 과 남은 세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GQ3.. 직업 형성의 실천

•

GQ3./ 찬양의 실천

•

GQ3.0 커뮤니티 실천

•

GQ3.1 선교 실천

해석 수업&2 유닛'
•

MR3.. 구약 개론 또는 LR3.. 신약 개론

선교학 &06 유닛'
•

KR3.0 선교학적 성경해석학

•

KF3.4 글로벌 기독교 만들기

•

KR3.1 선교의 신학

•

KB3.. 세계화* 가난한 사람들* 기독교 선교

•

KG3/. 선교학적으로 생각하기

•

K@302 주변에서 온 기독교 인류학 또는
K@311 교회 개척의 사회 분석과 상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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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 로 시작하는 모든 수업

선택 과목&2. 유닛'

석사 (신학)
학생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면서도 기초를 이루는 Doffel 의 신학 석사 프로그램은 학술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 토대는 향후 심화된 학술적 연구를 준비시키거나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직업과의 관계 속에서 신학적 사색을 풍성하게 한다, 이 학위는 캠퍼스나 온“인
다 가능하며* 학생들은 성서 신학적 연구* 영성 형성* 교회사에 전념하면서 교수진의 수많은 관심사
중 하나에 집중하도록 자신의 학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 학위는 보다 광범위한 신학 분석 기술을 요구하는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게
되는데* 특별히 연구나 저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박사 학위 프로그램
지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의 정점은 견습의 의미보다는 종합적 에세이&논문'에 있다,

학습의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성경을 신실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제적인 성서 해석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신학적 윤리적 일들을 고찰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은 기독교 제자도의 신학적 고찰을 양성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

학생들은 신학적 원칙 내에서 한 가지 집중 분야에 적합하거나
타학문과 연관된 신학 연구에 적합한 학술적 능력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석사&신학'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지원자는 시작하기 희망하는 학기의 날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일반 입학은 학부 과정 최소 0,5 평균
학점&EN?'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들은 조건부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견습생으로 입학된 학생들은 Doffel 의 첫 /0 유닛의 학습 기~ 동안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거주 요건f 전학 시 학점 인정. Doffel 신학교에서 최소 06 유닛이 취득되어야 한다, 신학교 협회나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행한 대학원 공부에서 인정된 학점의 이전 신청은 ?][degc] ?dpcha Mffc]e 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대 30 시~의 대학원 신학 성서 연구 기~을 포함한다, 비신학 연구는
보통 학점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종교적 환경에서 취득했으나 Doffel 교과 과정의 과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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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것으로 ~주될 수 있는 과목에 관해서는 개인적 기준에 따“ 석사 ?][degc] ?ff[clm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2 유닛의 교수 지도 과목으로 통합될 수 있다,

원격 학습. 신학 석사 프로그램은 온“인만으로 혹은 캠퍼스 수업과 병행해서 마칠 수 있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신학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학점을 다 포함한다,
학위 취득 요건. Doffel 의 교수진은 신학 석사 학위를 위해 신축적이고 통일적인 교과 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총 6. 유닛이 필요하다, 학위 취득 요건은 0 년~의
풀타임 학습으로 충족될 수 있으나 다수 학생들은 파트타임 학습을 통해 좀 더 긴 기~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통합 수업&/0 유닛', 학생은 GQ3.. 과 나머지 세 과목 중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

GQ3.. 직업 형성 실천

•

GQ3./ 찬양 실천

•

GQ3.0 커뮤니티 실천

•

GQ3.1 선교 실천

해석 수업&/4 유닛'
•

@G3.. 해석 실천

•

MR3.. 구약 개론

•

LR3.. 신약 개론

•

성경 연구 선택 과목

신학&0. 유닛'
•

역사와 신학&/4 유닛', 두 개의 역사 수업과 두 개의 신학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o

o

하나님과 그리스도8 RF/ 속성이 있는 모든 수업
§

FR3.. 역사적 발달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이해

§

FR3./ 신학적 성찰 측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이해

교회* 인류* 기독교의 삶8 RF0 속성을 가진 모든 수업
§

FR3.0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교회* 인류* 기독교적 삶에 대한 교회의 이해

§

FR3.1 신학적 성찰에 나타난 교회* 인류* 기독교도인의 삶에 대한 교회의
이해

o

현대 및 글로벌 컨텍스트8 RF1 속성을 가진 모든 수업
§

AF3.2 글로벌 역사적 맥”에서 현대 교회

§

AF3.4 글로벌 역사적 맥”에서 미국의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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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FR3.2 글로벌 컨텍스트에서의 현대 신학

신학 연관 선택 과목8 RF2 속성을 가진 모든 수업
§

AF* FR* QR* il RF 로 시작되는 거의 모든 수업들 &QR3//* AF327*
AF33/* RF33. 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

•

기독교 윤리학8 RF4 속성을 가진 모든 수업

선택 과목&10 유닛'
•

하나 이상의 관심분야를 탐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최종 에세이
•

최소 4. 유닛을 마친 후 신학 석사 프로그램의 학생은 수업 과정을 통해 얻은
학술적 능력을 반영하는 / 페이지&03.+1.. 단어'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 석사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는 기독교 리더십을 지닌 남녀가 Doffel 신학교의 미션 신학 학위를 따기
위해 주로 온“인으로 공부하면서 그들의 사역에도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글로벌
리더십 석사&K?EJ'는 독특한 집단 동료 방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온“인 수업과 0 주에 걸친
두 번의 파사데나와 휴스턴의 캠퍼스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섬기는 리더들을 학생들로 뽑는다,
그러나 지정된 집단의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온“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캠퍼스 수업과
병행하여 들을 수도 있다, K?EJ 학생들의 각 집단은 서로 협력하는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선교* 신학* 영적 리더십* 문화를 초월하는 제자 양성의 이슈들을 탐구한다,

프로o램의 특이성.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는 점점 세계화되어가는 세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역하는 리더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많은 리더들이 효율적으로 자신의 사역 환경을 학업의 중점
분야로 선택하기 때문에 K?EJ 은 그들에게 필요한 상호교류적이며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

최소 2 년의 리더십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면 K?EJ 에 지원할 수
있다,

•

이 학위는 온“인으로 딸 수도 있고* 주로 온“인이지만 일부 캠퍼스 수업과 병행하여 딸
수도 있다,

•

K?EJ 학생들은 리더십 기술들을 배양하게 되는데 수업에서 배운 것을 즉시 사역에
적응하게 된다,

•

50 유닛으로 이루어진 K?EJ 프로그램은 교육의 동료 집단 모델을 통해 학생과 교수진 ~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입학할 때 각 K?EJ 학생은 03 명 정도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동료 집단에 배속된다,이 그룹 안에서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첫 0 년 동안 수업들의
절반을 §이 수강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동료 리더로서 서로를 배워가데 된다, 나머지
절반의 수업들은 학생들이 각자 본인의 계획에 따“ 들으면 되는데* 온“인* 병행 수업
&온“인과 §이 캠퍼스 수업 수강'* 캠퍼스 내 수업 그리고 교수 지도 수업들을 조합하여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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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중요한 촛점은 각 동료 집단이 서로의 사역 경험을 나눔으로써 지역적 국제적
사명과 리더십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고* 또한 프로그램 후반부에 제공되는
유연한 수강 방식은 학생 각자가 그들의 상황과 사역에 필요한 재능과 관련된 개인적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은 K?EJ 학위를 0 년에 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철학이 현재 사역
중인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2+3 년~에 걸쳐 공부하기를
선택한다, K?EJ 수료에 허용되는 최대 기~은 /. 년이다,

•

K?EJ 은 Doffel 신학교의 글로벌 리더십 박사 학위의 선결조건이 된다,

사명, 우리는 전 세계의 현직 리더들과 함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위한 변혁적인 대학원 교육을
제공한다,
비전. 더 많은* 더 좋은 선교적 리더들이 일생에 걸친 학습과 성경을 잘 아는 사회의 조성에 헌신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
W치
•

우리는 글로벌하다는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전세계적으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파할 것이다, 우리의 학생들은 전세계의 다른 학생들과 공부할 것이며* 이러한
학습의 공동체들을 통해 전세계적인 현상들에 정통하게 되고* 전후 관계를 통한 문화적
분석에도 익숙하게 된다,

•

우리는 선교적 헌신을 배양한다, 우리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교&Kcmmci Bec'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지역 사회에서 선교적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

•

우리는 성인 학습자이기도 한 현재 사역 중인 리더들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증명된 리더들과 함께 봉사한다, 성인 학습에 대한 이론과 실행은 우리 프로그램의 특징이
사유하고 배우고 행하는 데 있어 계획을 설계하는 기회“는 것을 보여준다,

•

우리는 성경의 배움을 실행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다, 우리는 변화가 안전하고도
동료의식이 우선하는 환경에서 가장 잘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와
지원을 위한 공~을 창출한다,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성경을 널리 알리는 것 + 리더십의 출발점과 목표
• 졸업생은 신학과 실천을 통합하여 사역-선교에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응답을 개발할 것이다,
선교적 교회 + 리더십의 목표
• 졸업생들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적 맥”에 따“ 교회의 선교적 참여를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글로벌 다양성 + 리더십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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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들은 다양한 이론* 실천* 선교적 리더십의 세계적 맥”에 익숙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평생 교육 + 리더십의 지속적인 발전
• 졸업생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동료 학습과 실천에 대한 고찰을 중시하는 평생 학습
자세를 취할 것이다,
조직의 역학 + 리더십 수행
• 졸업생은 다양한 조직 역학을 조사하고 선택한 관리 도구를 적용할 것이다,
리더십 발전과 성품 + 리더십의 핵심
• 졸업생은 개인의 영적 형성을 우선시하는 발달적 관점을 구현할 것이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리더십과 학구적 자격 요건의 중요성에 따“ 잘 따“ 동료 집단을 잘 구성하기 위해 국제
리더십 석사 프로그램 입학에는 다음과 §은 최소 경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8
• 최소 2 년의 사역 리더십 경험9
•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 역할에 능동적 참여9
• 선교사 리더나 목회자 리더로부터 추천서9
• K?EJ 프로그램이 왜 지원자와 그 사역에 도움이 될 거“고 믿는지에 대한 / 페이지짜리
목적 진술서
• 리더십 경험에 대한 / 페이지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 리더십 석사를 위한 Doffel 온“인 수업을 들을 때 요구되는 수준높은 상호소통 문제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들은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이나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의 공식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K?EJ 영어
자격 요건은 http://www.fuller.edu/admissions/apply/english-language-req.aspx 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 대부분의 동료 집단들은 0 주에 걸친 두 번의 집중 세미나를 파사데나와 휴스턴
캠퍼스에서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동료 집단의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모든 수업을 온“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이 온“인과 대면으로 섞여 있는' 수업으로 들을 수도 있다,
학생들은 또한 /4 유닛까지 교수 지도 자율 수업을 택할 수도 있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의 국제 리더십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학점을 다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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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f정. 국제 리더십 석사는 동료 집단 모델에서 50 유닛을 이수해야 한다, 보통 수업 한 개는 2
유닛이다,
동료 집단 일련 수업들 &14 유닛 수업', 주의8 모든 동료 집단 일련 수업들은 온“인으로 진행되나* 이
표시& '가 있는 수업은 어떤 동료 집단에는 캠퍼스 집중 수업* 다른 동요 집단에게는 온“인 수업일
수도 있다,
•

KJ36/ 학습 플랜 개발

•

KJ360 성격* 커뮤니티* 리더십

•

KR3.. 선교의 성서적 신학

•

KJ31. 평생 발전

•

KN3/7 현대 문화와의 선교적 참여

•

KA3.4 선교 커뮤니티 인도

•

KJ32. 성인 리더십 발달

•

KJ343 유기적 조직과 교회

•

KJ361 글로벌 리더십8 사역에 대한 의미

사역 중심 연구&선택 과목* 14 유닛'
•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계획에 맞춰 선교 신학 대학의 수업들과 심리학 및 결혼 가정 상담
대학의 수업들을 조합하여 들을 수 있다,

정의와 변호 석사
Doffel 의 정의와 변호 석사&KH?'는 직업적 맥”에서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허히 걸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형성을 제공한다, Doffel 의
독특한 신학* 심리학* 선교학의 통합이 잘 드러나 있는 KH? 온“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수적인 하나님 사역의 일부인 하나님의 정의를 좇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환경에서의 정의와 변호 사역에서 실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한다,
4. 유닛 KH? 석사는 학생의 각자 상황에서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복음이 다듬어가는
성서적 윤리적 상상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석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불공평의 유형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독교적 실행 기술들과 전략들을
탁월하게 적용 실행하는 것을 배운다, 건강한 학문적 소양과 의도적 영성 강화를 조합하는 가운데
KH? 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과학 연구* 커뮤니티 조직과 발전* 사회적 변혁에 대한 발전된 지식을
갖추게 한다, 동시에 학생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오랫동안 헌신하게 하는 성경 연구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 기독교 리더로 양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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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워크는 성서학* 기도교 윤리* 심리학* 공동체 개발 및 선교학의 분야를 포함한다, 선택과목들은
정의의 윤리학* 변화 과정의 이해* 사회 참여* 아동과 청소년* 인종* 정체성* 그리고 정의와 §은
분야를 탐구하도록 한다, 현장학습이 구성요소로 요구된다,
KH? 프로그램 학생들은 조직* 체계* 기관들을 변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공통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데 헌신한 교수진과 다른 학생들과 상호교류하면서 KH?
참가자들은 다음과 §은 다양한 직업적 환경에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8
•

커뮤니티 조직자 또는 커뮤니티 개발자

•

비영리 단체 디렉터 또는 스태프 멤버

•

커뮤니티 목회자 또는 수석 스태프 멤버

•

신앙에 기초한 조직 디렉터 또는 스태프 멤버

•

정의를 위한 일을 하기 원하는 전문가

•

이중 직업을 가진 기독교 리더

•

정의를 지향하는 리더

프로o램 학습 성f3 KH? 의 학습 성과는 다음을 포함한다8
• 학생 자신의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와 영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성경적 복음적 도덕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장기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개인 및 공동체 관행을 통합한다,
• 특정 맥” 내에서 제도적 불의의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 사회 분석과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연민의 행동을 통합한다,
•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참여 증거의 필요성과 기회를 평가한다,
• 정의와 평화를 위한 독특한 기독교적 실천 기술과 전략을 적용한다,
MJ4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리더십과 학구적 자격 요건의 중요성에 따“동료 집단을 잘 구성하기 위해 정의와 변호
석사 프로그램 입학에는 다음과 §은 최소 경쟁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8
• 최소 1 년에서 3 년의 정의와 변호 일에 대한 상당한 경험9
• 정의와 변호 일을 하는 기관의 중요한 역할에 능동적 참여9
• 정의와 변호 일 분야 인물로부터 추천서9
• KH? 프로그램이 왜 지원자와 그 사역에 도움이 될 거“고 믿는지를 설명하는 / 페이지짜리
목적 진술서
• 정의와 변호 경험에 대한 / 페이지짜리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이것은 동료집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승인된 지원 없이 KH? 로 프로그램 상태를
변경할 수 없다,
정의와 변호 석사를 위한 Doffel 온“인 수업을 들을 때 요구되는 수준높은 상호소통 문제 때문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들은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이나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의 공식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K?EJ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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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http://www.fuller.edu/admissions/apply/english-language-req.aspx 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온“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현장 배치 실습에
참여해야 한다, KH? 프로그램의 현장 배치 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평화&mb[fig'에 접근하는 방식을 습득하면서 수업과 동료 집단 경험을 깊이 숙고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학생들은 자신의 진화하는 일과 정의와 변호에 대한 헌신을 대화를 통해
깨닫게 되는 실제 경험을 심화시켜 나~다,
동료 집단 i성. 이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들은 중심 과목&26 유닛'과 함께 교수진들이 지도하는
§은 동료 집단 학생들 5+6 명과 §이 일련의 과목들을 듣게 된다, 동료 집단 속에서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정의를 추구하길 헌신한 다른 학생들과 연결되며* 또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자료들을 공유하고 직업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대부분의 학생은 온“인 수업을 통해 0 년 내에 KH? 학위 취득을 예상할 수
있다, 교과 과정은 성서 연구* 기독교 윤리학* 심리학* 커뮤니티 발전* 선교학과 §은 과목들을
포괄한다, 선택 과목들은 정의에 관한 윤리학* 변화 과정의 이해* 사회적 연대* 아이들과 청소년*
인종과 정체성과 정의 등을 포함하는 향후 연구 분야를 탐구하는 기회를 준다, 현장 배치 실습 과정은
필수다,
학점 이전. 동료 집단 경험의 유지를 위해 10 유닛 이상의 학점은 KH?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학점 이전이 가능한 수업들은 다음을 포함한다8
• 2 유닛 상급 성경 선택과목
• 차후 연구를 위한 추천분야에서 /0 유닛 선택과목 그리고-혹은
• /0 유닛까지의 프로그램 내 동료집단 수업
학생이 이전에 수강하고 학점을 이전하고 싶은 과목들은 입학 지원 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학점 이전에 관하여 지도 교수와 사전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또한 학점 이전은 다음과
§은 과목에서만 가능하다8
•

본질이 신학적이고

•

인가 기관으로부터 온 것이고

•

KH? 졸업 이전 /. 년이 되지 않은 것이고

•

@+ 이상의 학점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hff정
단계 / 형성의 기초&02 유닛'
•

QD3.6 우리의 직업과 하나님의 평화

•

QD3.3 실용 신학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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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D3.1 선교적으로 살기

•

MR3.. 구약 개론

•

QD3./ 기초8 심리 과학+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

KL311 변화를 위한 도시 커뮤니티 조직

단계 GG 정의를 위한 전체적 형성&0. 유닛'
•

LR3.. 신약 개론

•

K@3/5 사회 변화를 위한 연구 도구

•

상급 성경 선택과목

•

CT3.3 증인과 정의

•

CR301 권력* 정치* 회복

단계 GGG 교수지도 형성&/4 유닛'
•

현장 배치

•

KG3.5 앞으로 나아가기8 정의를 위한 선교적 변화 주도

•

차후 연구를 위한 추천 분야에서 선택과목

신학f 사역 석사
실용적이며 사역 집중적인 Doffel 의 신학과 사역 석사&K?RK'은 교회뿐 아니“ 다른 분야의 직분을
지닌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잘 인도하고 많은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캠퍼스 수업 혹은 철저하게 온“인 수업으로 제공되며* 이 학위는 영적 직업적
형성 과정을 성서 연구와 신학에 관한 엄격한 핵심 교과 과정과 조합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K?RK 학위는 감독되는 견습 훈련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 것을 실제 사역 현장 속에 통합시키고 적용해 볼 수 있다,
이 학위는 사역 요건으로 목회학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나 교단의 목회자 교직원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 제공된다, 이 학위는 또한 사역 박사 &BKch'
프로그램의 선결 조건으로 작용한다, 교과 과정은 신학* 성서 연구* 사역의 기본 분야를 다룬다, 지역
교회 내 감독 하의 사역과 연계하여 이 학위는 학생들이 오늘의 세계에서 목회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 특별히 효과적이다, 스페인 어로도 제공되며* 이 학위&nbe K[emnlí[ de ?lnem eh Reifiaí[ s
Kchcmnelci'는 국제적인 “틴 민족 사역의 가장 대표적인 섬김 분야에 신학적 지식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통합하는 데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전인적으로 훈련시키게 된다,
학위 취득 요건은 K?RK 의 스페인어 버전이나 영어 버전이나 동일하다, 이중 언어 학생들에게
선호하는 둘 중 하나의 언어로 수강할 수 있는 특혜를 주게 된다,

학습의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67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신실하게 성경을 사용하기 위한 실제 해석에서 경쟁력을
입중하게 된다,

•

학생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신학적 윤리적 사고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기독교 제자도를 신학적으로 숙고하여 실제 행하는 것을 개발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기독교 사역을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제자도* 선교* 사역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맥”에 관여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K?RK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지원자는 시작하기 희망하는 학기의 날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일반 입학은 학부 과정 최소 0,5 평균
학점&EN?'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들은 조건부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공인된 학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는 특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적 기준에 따“ 보호관찰
입학&[dgcmmcih ih jlib[ncih'으로 ~주될 수 있다, 보호관찰로 입학한 학생들은 Doffel 의 첫 /0
유닛의 학습 기~ 동안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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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f 전학 시 학점 인정. Doffel 신학교에서 최소 06 유닛이 취득되어야 한다, 신학교 협회나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행한 대학원 공부에서 인정된 학점의 이전 신청은 ?][degc] ?dpcha Mffc]e 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대 30 시~의 대학원 신학 연구와 성서 연구 기~을 포함한다, 비신학
연구는 보통 학점 이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종교적 환경에서 취득했으나 Doffel 교과 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주될 수 있는 과목에 관해서는 개인적 기준에 따“ 석사 ?][degc] ?ff[clm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며 2 유닛의 교수 지도 학생 자율 과목으로 통합될 수 있다,
원격 학습. 신학 석사 프로그램은 온“인만으로 혹은 캠퍼스 수업과 병행해서 마칠 수 있다, 이는
다른 곳에서 들은 모든 원격 수업을 포함하며 학생의 Doffel 프로그램에 학점 이전으로 적용된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 &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신학과 사역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학점을 다 포함한다,
학위 취득 요건. Doffel 의 교수진은 신학과 사역 석사 학위를 위해 신축적이고 통일적인 교과 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신학과 사역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총 6. 유닛이 필요하다, 학위 취득 요건은
0 년~의 풀타임 학습으로 충족될 수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파트타임 학습을 통해 좀 더 긴 기~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기도 한다,
통합과목&/0 유닛', 학생은 GQ3.. 과 나머지 세 과목 중 두 개를 선택해야 한다,
• GQ3.. 직업 형성 실천
• GQ3./ 찬양 실천
• GQ3.0 커뮤니티 실천
• GQ3.1 선교 실천
해석과목&/4 유닛'
•

@G3.. 해석 실행

•

MR3.. 구약 개론

•

LR3.. 신약 개론

•

성경 연구 선택과목

신학 연구&/4 유닛'
•

역사와 신학&/0 유닛', 최소 / 개의 역사 수업과 / 개의 신학 수업을 들어야 한다,
o

o

하나님과 그리스도8 RF/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

FR3..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이해

§

FR3./ 신학적 성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이해

교회* 인류* 기독교의 삶8 RF0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

FR3.0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교회* 인류* 기독교적 삶에 대한 교회의 이해

§

FR3.1 신학적 성찰에 나타난 교회* 인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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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및 글로벌 컨텍스트8 RF1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

AF3.2 글로벌 역사적 맥”에서 현대 교회

§

AF3.4 글로벌 역사적 맥”에서의 미국 기독교

§

FR3.2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현대 신학

기독교 윤리학8 RF4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사역&/0 유닛'
•

리더십8 JBP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

찬양* 설교* 의사전달8 UNA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

전도8 CTE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맥”화&2 유닛'8 하나 선택8
글로벌 현실 참여8 A/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문화 참여8 A0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인~ 다양성 참여8 A3 속성을 지닌 모든 수업
선택과목&0. 유닛'
•

하나 이상의 관심분야를 탐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기 참조'

견습 &. 혹은 2 유닛'

사역 리더십 석사
Doffel 의 사역 리더십 석사 프로그램은 Wioha Jcfe&WJ'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인데* Doffel 의
풍부한 수업 제공과 더불어 필수적인 정규 과목 병행 활동을 활용한다, 이 학위 프로그램은 교과
과정이 완전히 온“인으로 수료되거나 캠퍼스 내 수업* 온“인 수업* WJ 수업의 조합으로 수료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WJ 과 연계하여 사역의 전후관계 속에 깊이 관련되어 남아있는
교직원에게 강력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소 필수 과목의 절반은 Doffel 를 통해
직접 이수되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WJ 을 통해 이수되거나 다른 교육 기관을 통해 학점이
이전되어야 한다,

학습의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성경을 신실하게 사용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맥”에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역사적 전통에 반추하여 현대의 문화적 맥”을 해석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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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기독교 선교 사역과 제자도 사역을 역사적으로 잘 알리는 리더십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입학 요건. 이 학위에서 WJ 교직원에게 요구되는 정규 과목 병행 훈련 활동이“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이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은 WJ 교직원로 제한된다, 정규 과목 병행 훈련 활동들은 WJ
교직원 개인의 고용 첫 0 년 내에 완료되며* 다음과 §이 공표 중인 훈련들을 포함한다9 돈에 대한
성경적 견해* 청지기의 책무* 기금 모금9 제자도9 카운슬러 훈련9 프로그래밍 실행9 사역의 신학*
성찬식* 의식들,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역 리더십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지원자는 시작하기 희망하는 학기의 날짜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갖춰야 한다, 일반 입학은 학부 과정 최소 0,5 평균
학점&EN?'이 필요하며* 그보다 낮은 학점의 학생들은 조건부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공인된 학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는 특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적 기준에 따“ 보호관찰
입학&[dgcmmcih ih jlib[ncih'으로 ~주될 수 있다, 보호관찰로 입학한 학생들은 Doffel 의 첫 2.
유닛의 학습 기~ 동안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
지원자는 WJ 분야 교직원이어야 한다,

거주 요건f 전학 시 학점 인정. Doffel 신학교에서 최소 02 유닛이 취득되어야 한다, 신학교 협회나
기타 공인된 기관에서 행한 대학원 공부에서 인정된 학점의 이전 신청은 ?][degc] ?dpcha Mffc]e 가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최대 02 시~의 대학원 수준 신학 및 성경 공부를 포함한다, K?KJ 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점 이전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은 WJ 과 연계된 다른 신학교에서 들은
교직원 관련 과목들이다,
원격 학습. 사역 리더십 프로그램 석사는 온“인 수업으로만 수료되거나 온“인 수업* 캠퍼스 수업*
WJ 교과 과정의 조합으로 수료될 수 있다, 단 적어도 절반의 수업은 Doffel 신학교에서 이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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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시간 제한. 학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개연성있게 촛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 &비이성적으로
긴 시~의 어느 한 순~ 소량 습득된 것이 아닌'이“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은 정해진 기~ 동안에 취득되어야 한다, Doffel 의 사역 리더십 석사 학위의 취득 기~은
/. 년이다, 이 기~은 Doffel 에서 취득한 모든 학점뿐 아니“ 다른 곳에서 취득하여 산정된 학점을 다
포함한다,
학위 취득 요건. Doffel 의 교수진은 사역 리더십 석사 학위를 위해 신축적이고 통일적인 교과 과정을
발전시켜 왔다, 사역 리더십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총 26 유닛이 필요하다, 학위 취득 요건은
/ 년~의 온“인 풀타임 학습으로 충족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2 년 동안은 매년 적어도
WJ 훈련 요건 하나를 섞어 / 년에 0 과목을 소화한다,
해석수업&/4 유닛'
MR3.. 구약 개론
LR3.. 신약 개론
성경연구 선택과목 0 개
신학연구&/0 유닛'
•

역사와 신학&6 유닛', 역사 수업 하나와 신학 수업 하나를 들어야 한다,
o

하나님과 그리스도8 RF/ 속성
§

o

교회* 인류* 기독교인의 삶8 RF0 속성
§

•

FR3./ 신학적 성찰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이해
FR3.0 역사적 발전에 있어서 교회* 인류* 기독교적 삶에 대한 교회의 이해

신학 선택과목8 CR3./* NF300* RA36/

사역&0. 유닛'
•

WD3./ 청소년 사역 개론

•

WD3.0 변화 주도-청소년 사역 또는 JB3.. 리더십

•

DW301 인~으로서의 청소년 사역자

•

DC34/ 리더십 /

•

DC340 리더십 0

자격증 프로o램들
t독h 연i 자격증
기독교 연구 자격증은 학생에게 개별화된 단기 비학위 프로그램을 수료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교회나 선교 단체 &j[l[]bol]b' 사역을 위한 훈련이“는 목표부터 개인적 영성
강화“는 목표까지 다양한 범위의 목표를 충족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집중적인 학습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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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될 수도 있고 석사 수준의 신학 대학* 문화~ 연구 혹은 심리학 과목들로 이루어진 샘플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Doffel 의 어느 캠퍼스에서나 혹은 Doffel 의 원격 학습 프로그램에
있는 어느 수업이나* 학생들에게 편한 주~ 혹은 야~ 과정 수업들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원 수준의 신학적* 성서적* 선교학적 기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신학교 학위를 따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하게 도와준다, 자격증은 이미
학위 프로그램에 입학된 학생들에게 부여되지 않지만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획득한 모든 학점은 향후
학위 프로그램 입학 시 그 프로그램의 학점으로 인정된다, &교과 과정에 맞는 과목이“는 전제 하에'
기독교 연구 자격증을 위한 입학 자격은 석사 학위 프로그램 입학 자격과 동일하다,

hf f정. 기독교 연구 자격증은 석사 수준의 4 과목 &02 유닛' 이수를 필요로 한다,
모든 학업은 Doffel 에서 마쳐져야 한다9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점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최소 /4 유닛이 선교 신학 대학에서 취득되어야 한다,
자격증을 위한 모든 학업은 5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h회 개척 자격증
교회 개척 자격증은 학생에게 첫째* 교회 개척과 연관된 이슈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신학적 이해* 둘째*
교회 개척에 이용 가능한 자료* 모델* 전략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점과 노출* 셋째* 사명과 사역의
중심이자 토대로서 교회 개척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성 단련의 집중을 제공한다, 4 과목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교회 개척 사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격증 과목들은 주로 온“인으로 교수진과 실제 교회 개척자들이 가르치게 되는데* 이들은 프로그램
기~ 동안 지원과 후견을 제공한다, 연구를 차후에 더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자격증
프로그램에서 이수된 과목의 학점은 Doffel 신학 혹은 문화~ 연구 대학의 석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이전될 수 있다, 자격증을 위한 모든 학업은 5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hff정 (+- 유닛)
필수 핵심 과목&/0 유닛'
•

K@311 사회적 분석과 교회 개척의 맥”화

•

KA303 새교회의 시작과 증가

•

KA316 전도와 교회 개척

선택과목&/0 유닛'
성서 신학 수업&하나 선택'
•

KR3.0 성경* 설교론* 기독교 선교

•

KR3.1 선교의 신학

•

FR3.1 신학적 성찰에 나타난 교회* 인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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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능력 수업&하나 선택'
•

KL32. 도시 교회 개척

•

NK3/2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

•

CT303 현대 문화와 전도

영성 형성 수업&하나 선택'
•

KK346 선교에서 자기 관리

•

GQ3.. 직업 형성의 실행

•

GQ3.1 선교 실행

글로벌 리더십 박사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은 특별히 리더들이 이론과 실용적인 연구를 통합하여 응용 연구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논문은 개인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분야의 맥”에서
변화를 야기시키는 개인 맞춤식 실행 계획을 포함한다, 선교와 신학 대학의 경험많은 교수진의 지도
하에* 서로를 격려하고 다듬어주고 지원하는 동료 집단의 성원들과 §이 공부하면서 학생들은 선교적
리더로서 그리고 변화의 주창자로서 전인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 동료 집단 기본의 박사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일들을 소망하는 1 년 이상의 선교나 사역 경력을
가진 리더들을 위해 만들어졌다8
•

자신의 서비스 현장을 떠나지 않고 사역의 효율성을 발전시킨다,

•

상황 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

리더로서 전체적인 성장을 이룬다,

입학 요건, 선교와 신학 대학의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의 지원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갖춰야
한다,
•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 입학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첫째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젝트 제안과
관련이 있는 사역 경험 진술서이고* 둘째는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자신의 사역 맥”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기하기를 원하는 이슈나 기회를
설명하는 집중적 진술서이다,
• 본인이 다닌 모든 중고등 과정 이후 학교&대학과 대학원 수업'의 공식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성적 증명서는 최소 14 쿼터 학기 유닛&05 시메스터 학기 유닛'의
신학 그리고-혹은 선교학의 수업이 조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야 하고* 적어도 다음과 §은
필요 수업들을 포함해야 한다8
o 신학8 /0 쿼터 유닛&7 시메스터 유닛', /0 쿼터 유닛 중 6 유닛은 학부 레벨에서이수될
수 있다,
o 선교학8 /0 쿼터 유닛&7 시메스터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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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나머지 대학원 수준 /0 유닛은 선교학 그리고-혹은 신학 그리고-혹은 프로그램이
집중하는 분야이어야 한다 &입학 위원회의 재량에 따“',

주의8 Doffel 의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 졸업생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킨 것으로
~주된다,
o 공인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상기의 선결 교과과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원자는 지원에 앞서 동등한 정도의 학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공인된 기관으로 석사 학위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평균 학점 1,.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절한 인용과 참고 문헌 목록을 사용하여 대학원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보여주는 /3+1.
페이지 길이의 영어 작문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어느 주장이나 논의를 지속하고 이전의
관련된 문헌들을 비평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며* 특정 주제의 선교학적 신학적
적절성에 대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추천서 1 개를 개인적 성숙의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 개는 학업에 관련된 추천서이어야
하고 / 개는 목회-사역에 관련된 추천서이어야 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GCJRQ 혹은 Boifchai 시험을 봐야 한다,
o

•
•

•
•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준수한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졸업생들은 연구 주제 분야와 관련있는 선교적 원리들을 통합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각자의 독특한 환경에서 선교적 연구를 진행할 때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그들의 노력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의 조직* 사역 혹은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연구와 선교적 고찰을 그들 사역의 특정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여러 지역사회의 실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양쪽
측면에서 영성 형성을 구현하게 된다,

hf f정. 글로벌 리더십 박사 학위는 2 년* 32 유닛 프로그램으로* 1 년~ 매년 7 개월 /0
유닛을 수강하는 모듈과 /6 유낫으로 이루어진 최종 논문 모듈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선교적 신학적 원리들을 그들의 상황에서 변화를 이룰 특정 요구에 적용하고* 견고한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실용적으로 적용가능한 논문으로 완료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전체 구성은 다음과 §다8
모듈 /
•

KG55. 선교학 기초 + 2 유닛

•

K@547 연구 방법론 + 2 유닛

•

KG55/ 선교학 기초와 응용 연구 + 2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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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0
•

K@551 컨텍스트 이슈들 + 2 유닛

•

K@552 컨텍스트 연구 + 2 유닛

•

K@553 컨텍스트 분석8 응용 + 2 유닛

모듈 1
•

KJ554 리더십 변화 + 2 유닛

•

KJ555 변화의 역학 + 2 유닛

•

KJ556 리더십과 변화의 역학 응용 + 2 유닛

모듈 2
•

KG5508 선교학적 통합 + 4 유닛

•

KJ57.8 박사논문 작성 + /0 유닛

첫 세 모듈은 각각 일련의 2 유닛의 1 개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각 모듈은 7 개월 동안 진행되며*
/ 주나 0+1 주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모듈은 집중과정 이전 독서* 온“인 상호소통* 그리고
집중과정 이후 과제를 포함하는데* 이를 위해 온“인 연결과 수업 참여자들의 상호소통이 필요하다,
각 동료 집단은 약 4 명에서 /0 명의 참여자로 이루어지며* 0+2 명의 담당 교수진이 모듈을 활발히
진행시키고 동료 집단들을 지도하게 된다, 각 모듈은 7 개월 이내에 완료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동료 집단과 더불어 모든 모듈과 최종 논문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프로o램의 독특성. BEJ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다음을 제공한다8
•

모든 연구가 개인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인적 맞춤
프로그램

•

서로를 확장시키고 지원하고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줄 수 있는* 교수진과 동료들로 이루어진
협동적인 선교 학습 공동체

•

리더로서 학술적* 개인적* 사회적*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인적 형성의 기회

•

현장 실행자들이 섬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온“인 학습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학점 이전. 학점 이전은 이 학위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 제한 시간. 이 학위 취득 제한은 4 년이다, 이 프로그램은 2 년 이내에 완료되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논문을 완료하거나 학위 취득을 위해 4 년을 머물러 있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글로벌 리더십 박사 (한국어)

76

선교와 신학 대학은 한인 0 세와 한인 사역자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기초한 특별한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목 설명과 시~표와 §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한국 연구 센터* 전화 &404' 174+4.// 이나 이메일 em[dgcmmcihm>foffel,edo 로 연”하기
바람,
IBEJ &글로벌 리더십 박사 + 한국어 과정' 프로그램의 목표는 0/ 세기 세계화의 맥” 속에서
리더들이 이론과 실제를 유능하게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심화 연구를 통해 선교
리더들을 교육하여 기독교 선교의 문화 교류 사역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의 졸업생들은 미국* 한국에 있는 교회* 선교 단체* 비정부 기관* 특별히 교육
기관과 다른 국제적인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준수한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졸업생들은 그들의 연구 분야와 관련이 있는 선교적 원리들과 전세계적 관심사를 통합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각자의 독특한 환경에서 선교적 연구를 진행할 때 수많은 형태의 다양한 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그들의 노력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에
근거하여 그들의 조직* 사역 혹은 교회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그들 사역의 특정한 실제 상황에 연구와 선교적 고찰을 적용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졸업생들은 여러 지역사회의 실행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양쪽
측면에서 영성 형성을 구현하게 된다,
4dmKssKPO 입학 요건. 선교와 신학 대학 내 글로벌 리더십 박사 프로그램&한국어' 지원자는
다음을 갖춰야 한다8
•

2,.. 척도에서 1,.. 의 최소 EN? 요구 사항

•

자격 학위8
o

목회학 석사 학위* 0 년 과정의 신학-선교학 석사 학위 &Doffel 의 K?R-K 혹은
K?EJ 과 동등한 학위'는 어떠한 추가적인 수업의 수강 없이 지원자가 IBEJ 에
지원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

o

50 유닛에 모자“는 신학 석사 학위는 성적 증명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지원자는
IBEJ 학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02+14 유닛의 추가적인 신학-선교학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 &Doffel 의 한국 연구 센터가 결정한다', 이 수업들은 입학 지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수강되어야 한다,

77

o

지원자의 각 사역 분야에 적합한 비신학 석사 학위자는 BEJ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지원을 하기 전 신학-선교학 과목 4+7 개&02+14 유닛'를 들어야 할 수
있다 &Doffel 의 한국 연구 센터가 결정한다',

•

최소 1 년의 입증된 선교 경험

•

추천서

•

서면 진술서

hf f정. IBEJ 학생은 동료 집단의 학우들과 멘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공부해 가면서 동료들과
함께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동료 집단은 대면으로나 가상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 세미나 수업은
복합적 방식을 사용한다 &대면과 온“인 수업 병행', IBEJ 은 또한 완전히 온“인 학위로 운영된다,
모든 과목은 5.. 레벨이다, 학생들은 BEJ 학위를 마치기 위해 32 유닛을 수료해야 한다, BEJ
학위를 따려면 평균 1+4 년이 소요된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 학생들은 /3.+0.. 페이지의
문맥적으로 적절히 적용되는 연구 논문을 써야 하는데* 이 논문은 학생의 사역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 고찰* 반향을 나타내야 한다,
단계 / 개론과 기초&6 유닛'
•

IK5.. BEJ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유닛'

•

KI5.2 선교의 신학&2 유닛'

•

IK5./ 연구 설계&2 유닛'

Qn[ae 0 문헌 조사&/0 유닛'
•

IK5.0 문헌 조사 세미나&2 유닛'

•

IK5.1? 개별지도 /? &2 유닛'

•

IK5.1@ 개별지도 /@ &2 유닛'

Qn[ae 1 현장 연구 &/0 유닛'
•

IK5.2 연구 방법론 혼합 &2 유닛'

•

IK5.3? 개별지도 0? &2 유닛'

•

IK5.3@ 개별지도 0@ &2 유닛'

Qn[ae 2 전략적 응용 &/0 유닛'
•

IK5.4 전략적 응용 세미나 &2 유닛'

•

IK5.5? 개별지도 1? &2 유닛'

•

IK5.5@ 개별지도 1@ &2 유닛'

Qn[ae 3 박사논문 &/. 유닛'
•

IK5.6 통합 세미나 &0 유닛'

•

IK57.? 박사논문 ? &2 유닛'

•

IK57.@ 박사논문 @ &2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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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전. Doffel 의 BKchEK* IBKch* 영어 BKch* 박사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최대 /4 유닛의
학점을 이전할 수 있다, 여타 BKch 프로그램의 졸업생의 학점 이전은 각각의 경우에 따“ 프로그램
교수진에 의해 결정된다,

목회학(사역) 박사 (6MKO)
Doffel 의 목회학 박사 학위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선교와 사역의 리더들을 격려하고
준비시키는 학습 커뮤니티이다, 선교와 신학 대학에서 수여하는 전문적 학위이다, BKch 학위는
목회자* 선교사* 선교 책임자* 교회 리더* 기타 사역 리더들의 요구와 사역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BKch 프로그램은 원격 학습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은 학위의 구성 부분을 마치는 동안
현 사역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학업 프로그램은 학생의 사역 분야에 적용되어 있는 신학적으로 검증된 사역 모델을 철저한
신학적 고찰과 조합한다, 수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사역을 발전시키고 지탱하는 데 역량이
증명된 경험많은 교수들이 가르친다, 교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나누기 위해 오는 학습 커뮤니티가
된다,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준수한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사역의 본질과 목표들에 대한 진보된 이해도를 입증할 것이다,
• 학생들은 사역을 신학적 윤리적으로 고찰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경쟁력을 입증할 것이다,
• 학생들은 특정 분야에서 사역과 연관된 직업 활동을 하는 실력을 입증할 것이다,
• 학생들은 기독교 제자도를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직접 행하는 것을 양성하는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Doffel
신학교의 BKch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을 위해 다음 사항들이 필요하다8
• 다음 신학 석사 학위 중 하나8 목회학 석사 학위 &혹은 동등한 학위'* 최소 6. 쿼터 유닛 &32
시메스터 유닛'을 이수한 신학 석사 학위 또는 인가된 공인 기관으로부터 최소 50 쿼터
유닛&26 시메스터 유닛'을 이수한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 목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26
유닛의 BKch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9 석사 학위 소지자는 4. 유닛의 특별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 &언어 수업도 수강되어야 함'9 K?EJ 소지자는 42 유닛의 특별 트랙에
입학할 수 있다 &언어 수업도 수강되어야 함', 목회학 석사 학위의 동등 자격을 더 알고
싶다면 상담원에 연”하기 바람 &전화8 404+362+31/3 혹은 이메일8 dgch>foffel,edo'
• 현재 사역 중인 리더십 입장, BKch 프로그램은 사역의 리더가 현재 사역 분야를 떠나지 않고
학위를 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KBcp* K? 또는 K?EJ 학위를 받은 후 최소 1 년의 목회 리더십 경험,
• 대학원 누적 학점 평균 1,. 이상&2,. 만점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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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그리스어 또는 구약 히브리어 중 한 과목, 이 요구 조건은 BKch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

작문 샘플 형식의 학문적 작문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의 증거&자세한 내용은 온“인 지원 참조',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GCJRQ 또는 Boifchai 시험이 필요하다,

수업 설b. 각 수업은 1 개의 주요 구성성분을 가진다8
• 수업 전에 완료해야 하는 준비는 다양한 조합의 독서&/0 유닛 과목의 경우 최대
2*3.. 페이지에 추가로 0. 시~의 수업 시~9 6 유닛 과목의 경우 1*... 페이지9 또는 2 유닛
과목의 경우 0*... 페이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 테이프 작업 및 서면 과제로 구성된다,
• / 주 또는 0 주~의 집중적인 교실 상호작용 기~9 그리고
• 독서와 수업 과제를 종합하여 학생의 사역 상황에 적용하는 광범위한 세미나 후 프로젝트*
수업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학점. BKch 프로그램의 학점 범위는 ?* ?+* @)* @ 및 @+이다,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등급은 @+이다, @+ 이하의 유일한 등급은 D 이다, @+ 이하의 학점 한 개는 학사경고로
이어진다, @+ 이하의 학점 두 개를 받으면 프로그램에서 제적된다,
수업 장소와 주거. 수업들은 주로 N[m[deh[ 캠퍼스에서 제공된다, 또한 선별된 외부 장소에서 수업이
예정되기도 한다, 적어도 수업의 절반은 캠퍼스 현장 수업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시간 제한. BKch 학위 수업은 적어도 1 년에 걸쳐 듣게 되어 있다, 그러나 BKch 의 모든 학업은
첫번째 수업 시작 후 4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6 년 동안 4. 유닛과 42 유닛 트랙 수강',
hf f정. BKch 학위를 따기 위해 다음을 마쳐야 한다, 목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26 쿼터 유닛*
0 년 동안 6. 쿼터 유닛 혹은 32 시메스터 유닛을 들은 신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4. 쿼터 유닛 &언어
수업 포함'* 0 년 동안 50 쿼터 유닛 혹은 26 시메스터 유닛을 들은 K?EJ 학위 소지자는 42 쿼터
유닛&언어 수업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Doffel BKch 학생은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개인별 트랙이나 동료 집단 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별 트랙

* 단b3 BK5// 사역의 윤곽 탐색&2 유닛', 개인별 트랙의 모든 학생들은 이 /. 주 온“인 과정으로
시작한다, 개인별 트랙의 경우 이 과정은 Doffel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의 관문이며*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프로그램의 신학적 방법 및 실행에 대한 소개 역할을 한다,
+ 단b3 멘토링&2 유닛', BK5// 을 완료한 후 개인별 트랙의 학생들은 Rells U[ffcha 과 리더
@le[eRblo 가 이끄는 0 년 멘토링-코칭 과정에 들어~다, 이 실용적인 세미나는 단순히 수업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학생의 BKch 학습을 종합적인 개인 성장 경험으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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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학습과 사역 변화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
학습과 지도력 개발 코치의 도움을 통해 성취된다,

, 단b3 세미나-선택, BK5// 을 완료한 후 개인별 트랙의 학생들은 아래 나열된 주제 영역의 모든
과정에서 10+26 유닛의 선택 과목&프로그램에 따“ 다름'을 완료한다, 학생들은 여러 개인별 트랙
주제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리더십
• 영성 형성-제자도-멘토링
• 개인적 집단적 돌봄
• 문화와 신학
• 윤리학
• 전도* 교회 성장* 교회 개척
• 다문화 도시 사역
• 설교* 찬양* 예술
• 선교적 신학과 선교적 교회
• 교회 개척
• 목회 상담
수업들은 세 학교&선교와 신학 대학* 선교와 신학 대학* 심리학 대학'로부터 선별한 교수진과
부가적인 전문 지식을 지닌 비상근 교수들이 가르치게 된다, 개인별 트랙 수업들은 / 주 집중
과목들로 지도된다,

- 단b3 박사과정 프로젝트&6 유닛', 박사과정 프로젝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8
/, 6M0*) 박사 학위 프로젝트 제안 개발에 초점을 맞춘 0 유닛 과정인 박사 학위 프로젝트
제안 개발, 이 과정은 / 년에 세 번 가을* 겨울* 봄 학기에 제공된다,
0, 6M0)/ 박사f정 프로젝트. 제안서가 승인된 후 학생들은 4 유닛 박사 과정 프로젝트 작문
과정에 등록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편집자를 고용해야 한다,
동료집단 트랙

* 단b3 세미v(-) 유닛). 동료집단&코호트' 집중에서는 §은 그룹의 학생들이 아래 열거된 관심
분야에 중점을 둔 사전 설정된 커리큘럼에 따“ / 주 또는 0 주 동안 온“인으로 함께 만난다,
학생들은 현재 이용 가능한 동료집단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다8
•

기독교 영성

•

임재와 능력8 개인과 공동체 변화의 대리인으로서의 성령

•

도시 사역

•

청소년* 가족* 문화

•

영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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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리더십

•

변화 주도

•

도시 사역

•

아프리카계 미국 교회 리더십

•

신앙* 일* 경제학* 직업

•

회복 사역

•

평생 리더십 형성

•

건강한 교회 성장 주도

•

회중 리더십과 선교적 증인 형성

+ 단b3 박사과정 프로젝트&6 유닛', 박사과정 프로젝트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8
/, 학생들은 동료집단 멘토와 협력하여 박사 학위 프로젝트 제안서를 개발한다, 동료집단
멘토가 최종 제안을 승인한다,
0, 6M0)/ 박사f정 프로젝트. 제안서가 제출되고 승인되면 학생들은 6 유닛 박사 프로젝트에
등록한다, 학생들은 최종 프로젝트를 위해 편집자를 고용해야 한다,
박사 프로젝트
박사 프로젝트는 학위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학생들에게 학업과 사유를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한 것을 특정 사역 분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가 의도하는 결과는 학생들의
사역과 더 넓은 의미의 기독교 커뮤니티에 독특하고도 실제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요한 사역 프로젝트인데* 각자 사역의 특정 부분들에 대한 전략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성경 중심적이고 신학적으로 건전한 논문을 일컫는다,
BKch 사무실은 학생들이 졸업하기 원하는 때 그리고 학업 2 년차 최소 0 년 전에 박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를 요구한다, 학생들은 다음 사항들이 완료되면 공식적으로 박사 프로젝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8
•

성서 언어 요구 사항* 특별 프로젝트들* 프로그랜 내 보호 감찰 혹은 특별 신분 자격에서 일반
신분 자격으로의 변화와 §은 모든 입학 요건들이 만족스럽게 충족되었다, 그리고

•

전체 학업 유닛의 최소한 절반이 이수되고 그 수업들의 학점이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기재되었다,

동료집단(5PJPrSs)

t독h 영성 동료 집단. 기독교 영성 동료 집단은 학생들이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영성에
전념하는 것을 돕는 다양학 학습 환경과 구조를 자랑한다, 학생들은 기독교 영성의 역사와 본질을
탐구하고* 위르겐 몰트만&'에 특별히 집중되어 있는 영성과 본질 ~의 연결 그리고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세상에 적용되는 문화적 성경 해석학을 탐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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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일, a제학 o리c 직업 내 동료 집단. 0/ 세기에 교회가 차이점을 만들어 내려면 교회 멤버가
신앙과 일을 의미있게 통합하도록 도와야 한다, 신앙이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지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적 일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위해 세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다는 것* 그들이 매일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교회와 선교 단체의 리더들은 일과
경제와 직업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필수적인가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에 대한 열망과
의미를 거론하기 시작한다, BKch 동료 집단은 리더들이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도록
도전을 준다, 리더들은 교회의 제자들이 일을 포함한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표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를 조사하면서 교회의 임무를 밝힌다,
성령 리더십. Doffel 의 성령 리더십과 사역 실행에 대한 BKch 동료 집단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과 신학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든다, 이는 학생들의 리더십* 교회* 사역*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킨다, 매해 동료 집단은 담임 멘토가 다른 훌륭한 게스트 강사와 함께 이끈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있는 Doffel 캠퍼스에서 /. 일~&월요일부터 그다음 수요일까지'의 수련회
기~ 동안 얼굴을 마주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얼굴을 마주보는 이 기~은 지속적인 멘토링* 좀 더
유익하고 확장적인 교교 과정 독서* 현지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강화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월~ 온“인 강의를 포함하고 있다, 멘토링은 학생들과 각 분야의 멘토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이 삶과 직업과 사역에서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다,
선도하는 변화를 보이는 동료 집단. 급변하는 세상에서 리더십의 주요 임무는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변혁을 이루게 기운을 북돋움으로써 그들 앞에 있는 미지의 영역의 도전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로널드 하이페츠는 "적응의 리더십"이“고 했고* "강력한 도전과 맞서 싸우고 번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고 정의했다, 변혁의 리더십은 리더 고유의 개인적 경쟁력* 관계적
조화* 그리고 적응하는 능력의 산물이다, 중심적 생각은 이렇다8 변혁의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 능력은 바로 현재 진행 중인 학습과 상실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통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말한다,
평생 리더십을 형성하는 동료 집단. 평생 리더십을 형성하는 동료 집단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이루어가시는 역사에 따“ 리더들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리더십 발현 이론은 일생을 걸쳐
하나님이 어떻게 리더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지와 관련된 연구의 중요 부분이다, 주요한 세 가지
부분인 시~ 분석* 프로세싱* 리더십 발달 유형이 탐구되며* 이 세 부분은 리더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해석하고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수업 역시 리더십 발달 이론과 두 가지&성서 신학과 영성
형성'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리더의 내적 여정의 단계와 성경적 제자도의
이해는 실행 모델과 더불어 수업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동료 집단은 마지막으로 선교적
커뮤니티 모델* 그 구조와 중심 태도를 연구할 것이며* 또한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배움을 리더십
발전의 단계에 적용할 것이다,
Presencia y poder: El Espíritu Santo como agente de transformación individual y
comunitaria. El programa de D.Min. “Presencia y poder” tiene como objetivo básico estud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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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componentes indispensables de la teología cristiana y del ministerio eclesiástico: Analizar la
naturaleza y las manifestaciones del Espíritu Santo en las personas y las comunidades; y
explorar las implicaciones teológicas y prácticas de esas acciones del Espíritu en medio de las
sociedades hispano-parlantes del siglo veintiuno. El programa se llevará a efecto en una
modalidad híbrida, que optimizará los cursos presenciales y las conferencias virtuales, en los
diálogos académicos-pastorales, en las reflexiones críticas, y en las investigaciones en las
bibliotecas y la comunidad. El programa de D.Min. “Presencia y poder” ofrecerá varias becas a
estudiantes, entre otras características, con necesidades económicas y con potencial académico y
pastoral.

회복 사역 동료 집단. 회복 사역 동료 집단은 회복 사역에 반드시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연구할 것이다, 수많은 신학적 의문들이 그 과정에 나타난다8 인류학에 대한 신학의 입장* 교회학*
성령론* 종말론* 다른 많은 문제들과 연관된 의문들 말이다, 동료 집단은 회복의 분야에서 신학적
고찰을 하기 위한 최고의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고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 더 깊이 파들어 갈 것이다,
영적 감독 동료 집단. 이 동료 집단은 학생들이 개념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영적 감독에 관여하도록
각종 다양한 환경과 구조를 제공한다, 매년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캠퍼스 인근 지역에서 /. 일 동안
수련회 형식의 수업으로 만나게 된다, 교과 과정은 고급의 지원 기술과 영적 감독에 관한 전통적
복음적 접근 방식을 잘 혼합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흑인 (4IrKFDO-4mHrKFDO) 변화 리더십 동료 집단. 흑인 교회와 목회 리더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미국
내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민족 다문화의 선교 현장의 실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음과
§은 사회적 이슈들&인종 차별* 형무소에서 흑인 남성들의 증가* 도시화* 빈민가의 고급 주택지화*
경제적 괴리의 팽창* 힙합 문화의 지속적인 진화'은 흑인 교회의 찬양* 제자도* 증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흑인 목회자들은 적절한 모습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 차후 흑인 세대가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중요한 의문들과 더 많은 것들이 BKch 동료 집단의 일부로서 탐구될 것이다, 이
BKch 동료 집단은 흑인 목회자들을 신학적으로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조직적 리더십
기술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변화를 위해 커뮤니티와 문화에 관여하는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도시 사역 동료 집단. 도시와 관련된 복잡한 맥”은 신학적 깊이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적절하고도
견고한 도시 관련 성서 신학을 도식화하고 전후관계에 맞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동료 집단을
통해서 우리는 도시 사역과 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사회적 맥”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올바른 도시 신학을 형성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성경적
분석* 영성 고찰* 공동체의 분별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도시 체계에 영향력있게 개입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도시 사역의 신학 쪽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도시의 목회 신학의
실행이 도시 교회의 목회자 사무실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의 성취가 되는지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맥”을 지닌 도시 교회가 회중과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 또한 그래서 그 의도에 걸맞는*
정보가 풍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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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W족, 문화 동료 집단. 청소년* 가족* 문화 동료 집단은 청소년과 가족 사역* 청소년 아이들의
심리적 발달 등의 신학과 전략적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온“인과 캠퍼스를 병행하는 동료
집단이다, 이 동료 집단은 사촌기 아이들의 영성*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 가족 사역 모델들* 청소년
가족 사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킨다,
건강한 h회 성장을 인도하는 동료 집단. Doffel 의 BKch 프로그램에 있는 이 1 년~의 동료 집단은
기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동료
집단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교회를 건강한 성장으로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역 구조들을
포함한다8 "기본"은 제자 만들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믿는 사람들을 은사에 맞게 움직이는 것*
찬양을 위해 그룹으로 모이는 것*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자“기를 돕는
것이다,
이 모든 실행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커뮤니티에 선교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제자* 리더* 그룹*
사역을 증식시키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사역이다, 이 동료 집단은 제자 키우기를 시작하고 리더를
발전시키고 필수적인 사역 체계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인도하여 위의
비전이 실제가 되도록 한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사역의 흐름을 만들게 되는데* 그 흐름은 사역의
건강한 성장* 열매맺는 교회* 복음으로 도달되는 커뮤니티“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과목은 매년 현장에서 집중적인 3 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는 시~을 준비하고 나중의
보고를 하기 위해 수업 전후에 0. 시~의 온“인 접촉이 필요하다, 이중 많은 시~이 집단으로
행해지는 온“인 지도에 할당된다, 이 동료 집단은 학생들이 최종 사역 프로젝트를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그 프로젝트는 학생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1 개년 내지 3 개년 계획이다,

회중 리더십f 선h적 증인의 육성. 기독교 회중의 주요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성한
통치의 지표이고 구현이고 예지“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는 속죄와 해방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동료 집단은 기독교 신앙의 1 가지 주요한 행함&제자도* 전도* 찬양'에
집중함으로써 신실한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회중 형성 과정을 탐구하게 된다, 이 동료
집단의 일은 기독교* 제국주의* 현대의 제도* 백인 우월주의의 후유증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보다 더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이러한 회중적 행함을 다시 재고하고
새롭게 할지를 논의하게 된다,

목회학 박사(한국어)
선교 신학 대학은 한국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지침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BKch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평균 학점 1,. 이상 ?RQ&신학대학원 협회'가
인가하는 목회학 석사 학위 혹은 동등한 학위 소지자이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테스트 점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RMCDJ 이나 GCJRQ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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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BKch 프로그램은 다음의 2 집중 분야에서 수준있는 세미나 수업을 제공해 왔다8 &/' 성서
연구와 설교* &0' 기독교 영성과 사목적 돌봄* &1' 교회* 리더십* 문화* &2' 글로벌 선교와 비교 문화
사역,
조의완 박사가 선교와 신학 대학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의 장이다, 수업 소개와 일정과 §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한국어 연구 센터 전화로 연”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404' 362+343/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준수한다, 그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은 성과들을
제시한다,
• 학생들은 사역의 본질과 목표에 대해 진일보한 이해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사역에 대해 신학적 윤리적으로 고찰하여 실행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자신의 특별한 환경에서 사역과 관련된 일을 실제로 행하는 기술들을 입증하게
된다,
• 학생들은 기독교 제자도를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직접 행하는 것을 양성하는 능력을 입증할
것이다,
입학 요건. Doffel 신학교 입학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Doffel 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입학에는 다음 것들이 요구된다8
• 다음의 신학 석사 학위 중 하나8 공인된 학교로부터 받은 목회학 석사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최소 6. 쿼터 유닛&32 시메스터 유닛'을 이수한 신학 석사 학위* 최소 50 쿼터 유닛&26
시메스터 유닛'을 이수한 글로벌 리더십 석사 학위, 목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26 유닛의
BKch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9 석사 학위 소지자는 4. 유닛의 특별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 &언어 수업도 수강되어야 함'9 K?EJ 소지자는 42 유닛의 특별 트랙에 입학할 수
있다 &언어 수업도 수강되어야 함',
• 현재 사역에서 리더십 위치, BKch 프로그램은 사역의 리더들이 현재 사역 분야를 떠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 KBcp* K? 또는 K?EJ 학위를 받은 후 최소 1 년의 목회 리더십 경험,
• 대학원 누적 학점 평균 1,. 이상&2,. 만점에 1,.',
• 신약 그리스어 또는 구약 히브리어 중 수업 하나, 이 요건은 BKch 프로그램의 수업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 작문 샘플 형식의 학문적 작문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의 증거&자세한 내용은 온“인 지원 참조',
hf f정. 한국어 BKch 학위를 따기 위해 다음을 마쳐야 한다, 목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26 쿼터
유닛* 0 년 동안 6. 쿼터 유닛 혹은 32 시메스터 유닛을 들은 신학 석사 학위 소지자는 4. 쿼터 유닛
&언어 수업 포함'* 0 년 동안 50 쿼터 유닛 혹은 26 시메스터 유닛을 들은 K?EJ 학위 소지자는 42
쿼터 유닛&언어 수업 포함'을 이수해야 한다, Doffel 신학대학원의 두 학교의 자료&소중한 교수진
포함'를 사용하여 아주 다양한 과목들이 2 가지 집중 분야에서 제공된다8
• 집중분야 /8 성경 연구와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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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분야 08 기독교 영성과 목회적 돌봄

•

집중분야 18 교회* 리더십* 문화

•

집중분야 28 세계선교와 타문화 사역

•

개인별 &일반'

학생들이 집중 분야를 선택할 때 학업의 3.% 이상의 유닛을 그 집중분야에서 들어야 하며* 최종
프로젝트 논문&박사 논문 혹은 사역 중점 논문9 4 유닛'을 집중분야에 속하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써야 한다,
프로o램 요건 (-1 유닛)
핵심 프로그램8 2 유닛
•

BK5238 BKch 오리엔테이션&. 유닛'

•

NK52/8 한국적 상황에서 목회 사역의 신학과 실행&2 유닛'

집중 선택과목8 0. 유닛
선택과목8 /4 유닛
최종 프로젝트 연관 수업&6 유닛'
•

BK5268 최종 프로젝트 연구 방법론과 제안&0 유닛'

•

BK5248 최종 프로젝트&4 유닛' + 선택한 집중 분야 내 주제에 관해

신학 (철학) 박사
상s 신학 연i 센터 (신학)
Doffel 신학대학원의 대학원 연구 프로그램의 연원은 /73. 년대에 시발된 철저한 RbK 프로그램으로
거슬러 올“~다, 향후 정식 박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766 년 프로그램은 상급 신학 연구
센터&A?RQ'로 다시 제정되었다,
센터는 신학 철학 박사와 신학 석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다음의 집중
분야에서 제공된다8 신약* 구약* 신학 연구, 신학 연구 집중 분야는 기독교 윤리학* 역사 신학-교회
역사* 전례 신학* 실용 신학* 대중 신학* 조직 신학* 신학과 문화 §은 분야의 작업을 통합한다,
A?RQ 는 남녀가 다양한 리더의 역할로* 특히 교육자* 연구자* 교회와 그 선교 사역의 교사와
에이전트의 역할로 전세계의 교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한다, A?RQ 프로그램들은 대학원
학업이 상급 수준의 학문* 연구* 고찰로 이어지게 한다, 이 일은 그러한 연구에 헌신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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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전세계의 다양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겠다는 목표를
가진* 교회적으로 잘 알려진 복음적 신앙의 맥”에서 발생한다,
철학 박사&NbB' 학위는 Doffel 신학교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학위이다, 신학 철학 박사는 졸업생들이
신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의 신학 프로그램의 교수진 §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또한
전세계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한 교회와 선교 단체 기관과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NbB 프로그램은 연구 능력과 기술*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민감성* 교회에 대한 헌신*
신학적 분별력* 개인적 직업적 단련* 가르치고 배우는 능력의 배양을 통해 교수진과 다른 리더들이 더
잘 준비되게 만든다,
신학 철학 박사 졸업생들은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8
•

자신의 신학 연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

•

신학적 탐구 영역에 적합한 연구 기술* 독창적인 연구 및 세계 교회에 봉사하는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저술에 참여하기에 충분한 연구 기술

•

특히 가르침과 배움* 연구와 관련하여 교회에 정통한 신학적 학문의 소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전통적인 교회건 신흥 교회건 보편적 교회의 특징인* 다양한 신학적 접근과 입장에 대한 환대

•

기독교 제자도를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실행을 배양하는 능력

입학 요건. A?RQ NbB 프로그램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은 입증된 학구적 재능을 소유해야
하며* 가르치고 저술하는 등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학술적 연구와 신학적 고찰의 삶에 대한 기독교적
소명에 헌신해야 한다, NFB 프로그램 입학은 지원자의 학점에서 보여지는 탁월한 지적 능력* EPC
&El[do[ne Pe]ild Cr[gch[ncih' 점수* 첫번째 신학 학위에 의해 결정된다,
"첫번째 신학 학위" 충족 요건, 첫번째 신학 학위 &목회학 석사 학위' 혹은 신학교 협회&?RQ'에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받은 동등 학위가 NbB 프로그램 지원에 필수적이다, 북미 외의 지역에서 신학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관과 학위의 인정이 허용될 수도 있으니 Doffel 신학교의 입학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람,
Doffel 신학교의 신학 석사 학위에 필적하는* ?RQ 가 인가한 기관에서 받은 석사 학위 소지자 역시
입학 가능하다, 단 실용 신학을 전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학 연구 지원자는 예외이다, 실용
신학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 인턴십을 제외하고 최소 /4 쿼터 유닛&혹은 /0 시메스터
유닛'의 사역-실행 관련 수업을 들은 후 첫번째 신학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0' 1 년에 준하는
풀타임 사역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역 경력을 입증하기 위해 지원자는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유급-무급* 파트타임-풀타임으로 일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근무할 당시의 주요 책무와
성과도 §이 기술한다,
미국 내 지역적 공인 기관에서 인가된 학위 소지자는 NbB 와 RbK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그
학위 요건과 Doffel 센터의 박사가 되기 위한 석사 학위 조건을 비교했을 때 선결 입학 요건이 / 년
이하의 풀타임 학업으로 충족될 때만 지원 가능하다, / 년 이상 풀타임 학업이 필요하다면 ?RQ 가
인가하지 않은 학위는 고려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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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B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평균 1,3 이상의 석사 레벨 학업 평점이 필요하다,

성경 언어와 기타 연구에 필요한 언어 요건, 일반적으로 말해 지원자가 이전에 각각 두 쿼터 학기씩의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의 그리스어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입학 후 첫 해 동안 시험이나 교과 학습을
통해 그 언어들에 대한 능력을 입증해야만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다, 기독교 윤리학* 실용 신학*
혹은 신학과 문화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지원자의 성경 언어 조건은 한 가지 언어가 된다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중 하나',
연구를 위한 기타 언어 습득은 Nb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선결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첫번째 과정에서 NbB 학생들은 그들의 특별한 집중 연구 분야에 필요한 기타 언어를 습득하도록
요구된다, &예를 들면* 독일어* 불어* “틴어* 아람어' 이러한 학업을 예상할 때*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연구에 필요한 언어 공부에 착수하는 것이 강하게 권고된다, 프로그램에 입학하고 난 후 학생들은
연구를 위한 기타 언어에 대한 능력을 성적 증명서를 통해 혹은 언어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

EPC* RMCDJ* GCJRQ 시험, 모든 지원자&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 포함'는 NbB 프로그램 지원
이전 3 년 이내에 EPC 시험을 봐야 한다, 언어 점수 /4.&이전 기준으로는 4..'과 작문 점수 3,. 이
보통 최소 입학 허가 기준 점수이다, EPC 수학 점수 역시 입학 사정과 장학금을 수여할 입학생
선별을 위해 고려된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이나 GCJRQ 에서 받은 공인 점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NbB 프로그램 입학 지원 제출 이전 0 년 이내 성적 점수만 인정된다, RMCDJ 종합 점수
최소 /..&인터넷 기반 시험' 혹은 4..&용지 시험'* GCJRQ 종합 점수 5,. 이 영어 시험 최소 입학
요건이다,
성적 증명서가 공식적으로 평가되기를 원한는 지원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 입학 사무실에
연”해야 한다, 각 집중분야의 입학을 위한 특정 요건들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한다면 이
핸드북에 나오는 각 집중분야 섹션을 참조하기 바람,

작문 샘플, 모든 지원자는 지원 전 1 년 이내에 완성한* 약 5...+/.... 단어로 된 학업 분야 작문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이 에세이는 논문의 명확성* 논점의 지속 능력* 주요 근거와 부차적 근거를
적절하게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 전문적 제시 능력에 의해 평가된다,
지원 마감일f 입학 허W t대치. 지원 과정은 매년 6 월 / 일에 시작된다, 모든 필요한 서류 일체를
포함한 입학 지원은 / 월 0 일 전에 Doffel 의 입학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 이때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지원 문서들은 성적 증명서* 추천서* EPC 점수* 그리고 필요한 경우 RMCDJ 혹은 GCJRQ 점수*
논문 샘플이다,
입학 통지는 1 월 /3 일 전에 발송된다, 지원 과정 동안 지원자는 교수진에 연”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논의하도록 권장된다, 입학 허가와 멘토의 지명은 A?RQ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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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년도가 결정되면 신입생은 다음 가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매년 한번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 신입생에게 주어지는 일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야 한다,
드문 경우지만 A?RQ 부학장과 A?RQ 프로그램 디렉터가 학생의 멘토와 상담하여 두 학기까지 등록
연기를 허용할 수도 있다, 4 개월 이상의 등록 연기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hf f정. NbB 는 다음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때 수여된다8 연구를 위한 언어 요건* 세미나를
통한 6.. 레벨의 36 유닛 학점 이수* 교수가 지도하는 독서 과목들 혹은 교수 지도 독서* 종합 시험*
박사 논문 제안서* 학생의 주요 집중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학술적 박사 논문,
NbB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사이에 종합 시험이 치뤄지고 모든 교과 학습이 완료된
후 박사 논문을 제출하게 된다,

첫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는 최소 24 유닛으로 이루어진다, 2 유닛 코스는 형성* 연구* 가르치기와
배우기* 직업적 발달에 할당되어 있고* 4 유닛 방법론 수업 혹은 학생의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기초
과목들이 포함된다, 일부 주요 관심분야는 첫번째 단계에서 들어야만 하는 추가적 핵심 요건들을
요구한다,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연구를 위한 언어는 첫번째 단계에서* 되도록 프로그램
초기에 일찍 이수되어야 한다,
세번째 학기&보통 첫해의 봄 학기' 동안 학생은 멘토가 이끄는 첫해 리뷰에 참가하게 된다, 리뷰의
목적은 학생이 NbB 학생으로서 연구와 저술에 있어 적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신학적 규칙의 상급 연구를 위해서 자신의 모국어 실력뿐만 아니“ 중요 텍스트의 언어* 부차적인
필수 자료의 언어 능력도 필요하다, 각각의 중심분야에는 그 분야의 규범적인 문헌 연구에 적합한*
연구에 필요한 언어들이 있다, 그 연구 언어 요건은 학생들이 학술 논문이나 박사 논문 등의 연구와
저술을 하도록 준비시킬 뿐 아니“ 전세계적인 맥” 속에서 평생 가질 직업을 위한 준비도 돕는다,
학생들은 미국에서나 혹은 국제적으로* 추가 언어나 가르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습득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A?RQ 프로그램 언어 요건은 연구 언어 조건만 부합하면 된다,
NbB 프로그램의 첫번째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하는 성경 언어 요건&보통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한
선결 조건 + 상기 항목 참조'과 연구 언어 조건&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나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 공부를 한다면 유리함'은 구별되어 있다, 필수 연구 언어는 학생의 주요
집중분야와 트랙에 따“ 결정된다, 집중분야를 지도하는 교수진의 승인이 있을 때 학생들은 그들의
현재 당면한 연구와 향후 연구에 더욱 적절한 현대 언어로 대체 습득할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종합 시험, 최소 24 세미나 유닛이나 교수 지도 독서* 모든 연구 언어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학생의
학습 평가가 A?RQ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학생은 2 개의 종합 시험을 치게 된다, 0 번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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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지 못해도 1 번까지 다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생이 0 번 이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 번 이상의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생의 지위는 A?RQ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종합
시험을 통과하고 A?RQ 위원회가 승인하면 학생은 NbB 프로그램의 박사 후보&두번째 단계'가 되게
된다,

두번째 단계, 두번째 단계에서 학생은 보통 첫번째 혹은 두번째 멘토가 지도하는 독서로 이루어진
나머지 /0 유닛을 완료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두번째 단계에서 행해지는 학업은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 글쓰기와 연관되어 있다, 종합 시험을 치른 후 첫 과목은 박사 논문 제안서의 완료와 통과를
목표로 하는 교수 지도 독서 과목이다, 남은 교과 과정은 승인된 박사 논문 제안서에 따“ 실제 박사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사논문, 박사논문 작성 및 승인은 박사 과정의 핵심이다, 논문은 다음 기준에 따“
심사된다,
• 박사논문은 연구 분야에 적합한 연구 기술을 입증하고* 교회* 아카데미 그리고-또는
사회에 봉사하는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독창적인 연구와 저술에 참여하기에
충분한가=
• 다양한 학자들의 입장에 대해 공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인가=
• 적절한 형식* 스타일 및 문학적 표현을 입증하는가=
• 연구 분야 및 관련 문헌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는가=
• 해당 분야에 기여하는 데 있어 독립적인 연구와 독창성을 입증하는가=
학점 이전f 학점 인정. 학점 이전은 NbB 프로그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인가된
학교에서 완료한 박사 과정 레벨의 학점은 승인될 수도 있다, A?RQ NbB 프로그램에서 최대 /6
유닛&대학원 세미나 1 개와 동등'의 학점 인정은 A?RQ 위원회가 승인할 때 허용된다, 이 학점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입학된 후 멘토의 조언에 따“ 프로그램의 첫번째 단계 혹은 두번째 단계에
적용된다, 학생은 A?RQ 위원회에 학점 인정을 위해 청원할 수 있고* 걸맞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점 인정이 승인된 학생은 다른 A?RQ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언어 요건* 종합 시험*
박사 논문 관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점 인정은 교과 과정 학점 면제에만 적용된다,
멘토와 집중 연i 분야. 입학 후 학생들에게는 A?RQ 부학장에 의해 제일 멘토가 할당된다, 제일
멘토는 보통 학생의 주요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수가 된다, 제이 멘토는 학생의 제일 멘토에 의해
종합 시험 후에 선택되는데* 좀 더 광범위한 감독을 제공하고 박사 논문의 내부적 제이 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일 멘토의 지도에 따“ 학생은 세미나* 수업* 교수 지도 독서로 이루어진 36
유닛의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PJ6 프로o램 내 부전e. 집중 전공분야와는 별도로* 학생은 멘토와 논의하면서 부전공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부전공 분야를 선택한 학생은 첫번째 단계에서 최소 /0+/6 유닛의 부전공 분야
과목을 들어야 하고* 첫번째 단계의 나머지 과목은 주전공 분야에서 택해야 한다, 부전공 분야에 대한
요건은 각 전공분야에 따“ 기준이 정해져 있다 &밑에 섹션 1 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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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요건f 학위 취득 t간. 신학 연구 집중 분야에서 학업하는 학생은 Doffel 신학교의 파사데나
캠퍼스 수업을 통해서 혹은 병행 방식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다, 병행 방식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부분의 교과 과정을 원격 수업을 통해* 즉 박사 과정 세미나에 실시~으로 참여하거나 나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마칠 수 있다, 병행 방식을 택한 학생은 병행 교과 과정으로 0/ 쿼터 유닛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한 주에 세 번 각기 다른 수업을 위해 캠퍼스에 와야 한다,
신약 전공과 구약 전공 교과 과정&24 유닛'은 병행 방식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Doffel 신학교의
파사데나 캠퍼스에 나와 이수되어야 한다, 신약 전공과 구약 전공에 관한 NbB 프로그램의 요건은
Doffel 신학교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최소 0 년 풀타임 학업이다&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최소 4 개의 4
유닛 세미나 혹은 교수 지도 독서',
NbB 프로그램은 입학 허가 후 6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예외를 위한 청원은 A?RQ 위원회가
평가하게 된다,

대학원 조h직f 연i 장학r. 다수의 연구 장학금이 매년 NbB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학생들의
성적에 근거하게 되는데* 신입생의 경우 평가의 근거가 지원 서류에 나타난 뛰어난 점들이 되고*
재학생의 경우 평가의 근거가 학업의 진척 상황과 평점 학점이 된다, 매년 다른 수상들도 진행된다,
특별히 유학생들을 위한 수상도 있다, Bcfqilnb 연구 장학금과 Qn[mmeh Hobcfee 연구 장학금은 매년
모국으로 돌아가서 일하려고 하는 유학생들에게 수여된다, Eeilae E[s 기념 연구 장학금은 매년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수여되며* K[le F[nfcefd 연구 장학금은 공직의 삶이나 공공 신학 분야에서
일하는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A?RQ 연구 장학금에 대한 문의는 A?RQ 사무실로 하기 바람,
학비의 일부에 대한 재정 보조 역시 연구 조교와 수업 조교의 형태로 대학원생들에게 이용 가능한데*
이는 교수진을 학술적으로 돕는 행위에 대한 보수로 받는 것이다,

학업 b속 비용. NbB 프로그램의 학생은 매년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여름
학기 등록은 &대출 연기나 비자 요건을 위해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교과 과정이나 언어
수업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도 학업 계속 비용과 신학교 등록비를 §이 내야 한다, 0 쿼터&여름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를 연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프로그램에서 퇴출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오려면 학생은 A?RQ 위원회에 청원해야 하며* 위원회는 먼저 재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재입학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f목 리스트. NbB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세미나와 교수 지도 독서 과목들은 6.. 번호로
지칭된다, 교수 지도 독서 과목이 다루는 연구 분야의 일부 리스트와 이듬해 제공될 특정 대학원
세미나 리스트는 상급 신학 연구 센터&Aehnel fil ?dp[h]ed Rbeifiac][f Qnodcem'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h수 지도 독서 f목f 자율 연i f목. NbB* RbK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멘토와 상의하여 자신의
교과 과정을 짠다, 학생과 학생이 공부하려고 하는 전공의 교수는 §이 협의하여 교수 지도 독서
과목이나 자율 연구 과목에 참여하며* 학기가 시작하기 전 과목의 내용과 요건들에 대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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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등록 전에 A?RQ 프로그램 디렉터와 수업을 짜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며* 통상적인 학기 등록
마감 시~ 전에 학점 취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한다, 학생은 학기 동안 교수와 만나 학업의 진척과
학기말 논문의 완성에 대해 논의해야 할 책임을 진다, 모든 정식 A?RQ 정책과 절차가 교수 지도
독서 과목과 자율 연구 과목에 적용된다,

수업 청강. A?RQ 학생의 A?RQ 세미나 청강 여부는 강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청강생은 세미나에
필요한 모든 독서를 마쳐야 하며 세미나의 토론에 참여해야 하나* 보통 필요한 글쓰기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3.. 레벨에서는 6.. 번호와 3.. 번호를 동시에 가진 수업의 청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신학 석사(신학)
신학 석사&RbK' 학위는 자격을 갖춘 신학교 졸업생이 목회학 석사 학위를 초월하여 신학 지식과
능력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도록 만들어졌다, RbK 은 졸업생들이 직업적으로 세상의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한 교회 기관이나 조직* 선교단체 기관과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RbK 을
마치고 일부 졸업생들은 더 이상의 대학원 공부를 준비할 수도 있지만 이 학위는 독립적인 최종
학위로 계획된 것이다,
RbK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8
•

교회를 섬기는 고급 학문 연구에 적합한 신학 연구 분야의 원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

•

세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신학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학문에 중점을 두는 한편 연구 질문을
공식화하고 학문 분야에 적절한 연구 방법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기독교 제자도를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실행을 배양하는 능력

•

전통적이거나 새로 떠오르는 보편적 교회의 특징인* 다양한 신학적 접근과 입장에 대한 환대

입학 요건f 지원 마감 시한. RbK 학위 지원자는 신학교 협회에서 인가받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목회학 석사 학위나 동등한 학위* 혹은 Doffel 신학교의 신학 석사에 필적하는 다른 석사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최소 평점 1,3 &2,. 만점' 이상의 성적과 적어도 성경 언어 한 가지를 두 학기 동안
이수한 기록이 필요하다 &신약* 구약* 일부 특정 신학 연구 분야는 두 성경 언어 모두 필요 + 하기의
언어 요건 참조 바람', 이전에 성경 언어를 듣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교과 과정의 일부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를 포함한 모든 지원자는 RbK 지원 이전 3 년 이내에 EPC&El[do[ne
Pe]ild Cr[gch[ncih' 시험을 치렀어야 한다, 언어 점수 /4. 점&이전 기준으로 4.. 점'과 3,. 의 작문
점수가 보통 최소 입학 요건 기준이 된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이나 GCJRQ 에서 받은 공인 점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RbK 프로그램 입학 지원 제출 이전 0 년 이내 성적 점수만 인정된다, RMCDJ 종합 점수
최소 /..&인터넷 기반 시험' 혹은 4..&용지 시험'* GCJRQ 종합 점수 5,. 이 영어 시험 최소 입학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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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빙 서류를 포함하는 입학 지원은 / 월 0 일 전에 Doffel 의 입학 사무실에 수령되어야 한다,
이때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성적 증명서* 추천서* EPC 점수* RMCDJ 이나 GCJRQ 점수
&필요하다면'* 학술 작업 견본&학생이 지원하는 분야과 관련된 주제로 쓴 작문 샘플로* 6... 단어
이내로 지원 이전 3 년 이내에 씌여진 것이어야 한다',
입학 통지는 1 월 /3 일 전에 발송된다, 지원 과정 이전 혹은 지원 과정 중~에 지원자는 교수진에
연”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논의하도록 권장된다, RbK 프로그램 입학에 대한 모든 결정은 A?RQ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입학과 시작년도가 결정되면 신입생은 다음 가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연기는 특별한 상황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통 허용되지 않는다, 4 개월 이상의
등록 연기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hf f정. RbK 프로그램은 14 유닛의 수업과 RbK 논문을 마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6.. 레벨의
4 유닛 등록 혹은 3.. 레벨 /0 유닛 등록이 RbK 프로그램의 풀타임 등록이다, RbK 프로그램의
모든 과목은 멘토의 지도 하에 선택된다,
학생들은 6.. 레벨에서 최소 0. 유닛을 들어야 하는데* 2 유닛 논문 제안&3.. 레벨'과 4 유닛 논문
작성 코스&6.. 레벨'이 포함된다, 다른 과목들도 3.. 레벨이나 6.. 레벨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3..
레벨 과목들은 한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학생의 기본적 신학 지식과 경쟁력을 확장시켜 준다, 6..
레벨 과목들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학생들이 박사 과정 세미나와
교수 지도 심화 독서 코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지정된 선택 분야에서 최소 교과 과정의 1-2&02 유닛'을 듣도록 되어 있다, 3.. 레벨과 6..
레벨 과목들을 섞어서 들을 수 있다, 선택 분야의 과목 중 하나는 교수법 수업이거나 6.. 레벨의 그
분야 기초 수업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수업으로서 선택 분야의 승인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어 있다,
학생이 다른 학문과 제휴 가능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RbK 프로그램에 들어온 경우 멘토의 승인이
있으면 선택 분야 외의 최대 /0 유닛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신학교 제공 과목 범위의 확장을 권장하고 다양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RbK 학생은 &학생의
선택 분야 필요* 멘토의 조언* 프로그램 전체 요건에 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Doffel 신학교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어느 3.. 레벨 수업이나 온“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모든 6..
레벨 교과 과정은 Doffel 신학교의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이수되어야 하며* 6.. 레벨 세미나* 교수
지도 심화 독서 수업과 교수 지도 독서는 A?RQ 교수진 멤버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신학 연구 선택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은 Doffel 신학교의 파사데나 캠퍼스 내 수강이나 병행 수강
방식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다,
신학&신학 연구 선택 분야' RbK 학생이 주로 원격 수업을 통해 학업을 마치기를 원하는 경우 최소
한 학기나 최대 두 학기는 병행 교과 과정을 이행하도록 한다, 각각의 병행 수업을 위해서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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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교습이 진행되는 3 일~의 세미나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다9 이 세미나들은 차후에 원격
학습으로 완료된다, 프로그램의 추가적 교과 과정은 실시~으로 이뤄지는 세미나와 수업* 그리고
녹화된 내용으로 이뤄지는 세미나와 수업으로 완료되게 된다,
신약 선택 분야와 구약 선택 분야를 위한 RbK 교과 과정은 병행 수강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 선택 분야 학생들은 최소 0. 유닛의 필요 과목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혹은 파사데나 캠퍼스
수업들을 통해 수강되어야 한다, 자율 연구 수업과 교수 지도 독서&BPm'는 상기 요건 충족에
산정되지 않는다,

언어 요건. 신약 선택 분야나 구약 선택 분야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학생* 신학이나 역사 신학-교회
역사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신학 연구 학생은 입학 이전에 성서 히브리어와 신약의 그리스어를 각각
두 학기 이상을 수강한 상태이어야 한다, 모든 다른 학생들은 성서 히브리어와 신약의 그리스어 중
하나를 두 학기 이상 수강한 상태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RbK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성서 히브리어나 신약의 그리스어를 수강하고 학점을 딸 수
있다, 최대 6 쿼터 유닛까지 언어 학습 &성경 언어와 연구 언어를 합해서' 학점이 RbK 학위 요건
충족에 포함될 수 있다, &Doffel 신학교의 ?LC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언어를 수강하기 원하는
RbK 학생은 6.. 레벨 과목들을 듣는데* 각 과목은 학위를 따는 데 필요한 0 유닛으로 계산된다,'
RbK 을 마치기 위해 성경 언어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 연구에 필요한 언어에 대한 능력도
요구된다, RbK 논문을 통해 학생은 상급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능력의 증거로 지정된 언어로
씌여진 신학 문헌들에 대한 지식을 입증해야 한다, 모든 언어 과목은 논문 제안서가 통과되기 전
이수되어야 한다,

TJM 논문. 본 논문은 선택 분야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잡지에 출판된
논문이나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특정 주제를 천착해야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은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8
• 이 논문은 교회 섬김을 위한 상급의 학문적 연구에 잘 어울리는 신학적 연구 분야에 대하여
본질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가=
• 이 논문은 연구의 의문점들을 잘 공식화하고 원리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과 자료을 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가= 전세계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신학적 이해를
진보시킨다는 학문적 입장을 잘 견지하면서 말이다,
• 이 논문은 다양한 신학적 접근 방식과 입장들* 전통적인 것과 새로 나타나는 것*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에 대해 관대하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 이 논문은 그 분야에 대한 공헌을 하면서 독자적인 연구 방식과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 이 논문은 적절한 형태* 스타일* 문어적 제시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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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취득 t간f 졸업. RbK 학위는 / 년의 풀타임 학업이나 동등한 다른 일로 완료될 수 있다, 첫
등록 후 1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예외를 위한 청원은 A?RQ 위원회가 평가한다,
학생은 모든 수업* 언어* 논문 요건들을 충족해아만 졸업식에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 학위를
위한 모든 충족 요건들이 만족되었을 때 학생은 어느 학기에“도 졸업 가능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학점 이전. A?RQ 위원회는 학생에게 Doffel 신학교의 신학 석사-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들은 최대 /0
유닛을 RbK 프로그램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0 유닛이 다른 어떤 학위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고 지원자가 RbK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를 받기 전 이수한 것이“면 RbK 학위를 위해
학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수업에서 적어도 @ 이상의 학점을 취득했어야 한다9 통과-비통과
평가로 들은 과목의 학점은 이전되지 않는다, 학점 이전은 위의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선h와 신학 대학의 여타 학위 프로o램f의 관b. RbK 은 독립적인 최종 학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RbK 이 BKch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과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는 BKch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 카운슬링* 설교* 교회 관리 등의 분야에서 직접 사역을 실행하는 능력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RbK 은 목회자와 기타 사람들에게 신학적 원리들에 대한 상급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Doffel 의 파사데나 캠퍼스와 다른 현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NbB 를 취득하기 원하는 신학 석사 학생은 NbB 프로그램으로 직접 이전하지 않는다, RbK 프로그램
졸업이 임박할 때 NbB 입학 지원이 제출되어야 한다, NbB 프로그램 입학은 지원 당시 프로그램 내
자리를 위한 경쟁 속에서 입학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따“ 결정된다, RbK 학업에서 1,5
이상의 평균 학점을 얻은 학생들만 NbB 프로그램 입학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NbB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은 RbK 을 최종 학위로 받을 수도 있다, 개인적인 사유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Nb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첫번째
단계에서 연구를 위한 언어 유닛을 포함해서 14 이상의 유닛을 마친 NbB 학생은 RbK 논문
제안서나 논문 자체에 대한 교수 지도 수업을 등록할 필요 없이 RbK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개
이상의 종합 시험을 마친 NbB 학생은 "통과"나 "탁월한 통과"“는 평가를 받은 각각의 시험에 대해 0
유닛의 학점을 받아 RbK 학위 취득에 쓸 수 있다, "통과"나 "탁월한 통가"“는 평가를 받은 종합 시험
1 개는 RbK 논문을 제출하는 요건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RbK 학위와 정책에 대해 더 이상의 정보를 원한다면 A?RQ 학생 편람을 참조하기 바람,

멘토. 학생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A?RQ 위원회는 학생의 멘토로 대학원 교수진 중 한 명을
지정한다, 학생의 선택 분야를 가르치는 멘토는 학생에게 과목들에 대하여* 논문의 지도와 검사에
대하여 조언할 책임이 있다, 학생은 멘토로부터 최소 4 유닛의 논문 관련 과목을 들어야 한다, A?RQ
대학원 교수진의 모든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멘토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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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b속 비용. RbK 프로그램의 학생은 매년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에 등록해야 한다, 여름
학기 등록은 &대출 연기나 비자 요건을 위해서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교과 과정이나 언어
수업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도 학업 계속 비용과 신학교 등록비를 §이 내야 한다, 두 쿼터&여름
학기는 포함되지 않음'를 연속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프로그램에서 퇴출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오려면 학생은 A?RQ 위원회에 청원해야 하며* 위원회는 먼저 재입학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재입학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f목 리스트. NbB 와 RbK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대학원 세미나와 교수 지도 독서 과목들은 6..
번호로 지칭된다, RbK 학생이 교과 과정의 일부로 선택하는 2 유닛 수업들은 3.. 번호로 표시된다,
3.. 레벨 2 유닛 과목 리스트는 학습 과목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교수 지도 독서 과목이 다루는
연구 분야의 일부 리스트와 이듬해 제공될 특정 대학원 세미나 리스트는 상급 신학 연구 센터&Aehnel
fil ?dp[h]ed Rbeifiac][f Qnodcem' 사무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화간 연i (철학) 박사
선h학 연i 센터 (문화간 연i)
선교와 신학 대학의 선교학 연구 센터&AKP'는 세계 각처에 있는 학자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한 후*
연구를 선도하고* 학회와 연례적 선교 강의를 조직하고* 전세계의 학자들을 예우하고* 학생들이
선교학 교육과 실행에 대한 신실한 리더십을 갖추게 함으로써 아주 의미있는 선교적 이슈들을
개진한다, AKP 은 두 개의 상급 학위 프로그램을 감독한다8 문화~ 연구 철학 박사와 문화~ 연구
신학 박사
문화~ 연구 철학 박사&NbB GAQ'은 기독교 선교 연구에 있어 최고의 학술 자격증을 나타낸다,
Doffel 의 NbB GAQ 프로그램은 탁월한 후보자들에게 지도 교수들과의 상담 가운데 맞춤별 연구
계획을 계획하고 발전시키고 마무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다양한 학술적 원리를 통합하는
개별 지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NbB GAQ 졸업생은 선교학에 독창적 공헌을 하며* 또한 그들은
종합 대학과 신학대학원 레벨에서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잘 훈련된 학자들이다,
입학할 때 각 학생에게 학생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진 멤버가 멘토로 할당된다,
멘토는 학생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 §이 작업하는 주 상담역이 된다, 학생은 멘토와
또한 개별 지도와 수업에서 만나는 다른 학자들과도 일하게 되며* 자신의 상담 커미티로 일할 한 명
내지 두 명의 교수를 추가적으로 초청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 성f. 우리는 건전한 평가를 통해 가능한 최고의 효율적 교육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며*
Doffel 학생들의 제도적 학습 성과 기준을 준수한다, 프로그램 완료 시 문화~ 연구 NbB 학생들은
다음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8
• 탐구 대상인 선교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그리고 건설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 선교학에 공헌하는 하나 이상의 중요 원칙에 대한 비판적이고 건설적인 능력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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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연구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를 진행한다,

•

선교학 이론과 지식에 독창적인 공헌을 한다,

•

교회의 선교에 실제로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한다,

•

영성 형성* 학술적 작업* 전문성 개발을 통합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입학 요건. 문화~ 연구 NbB 후보자가 되려면 지원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교학
일부를 포함하는 신학적 성격의 대학원 레벨 교과 과정을 수료했어야 한다, 지원은 온“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적 증명서* 추천서* 그리고 박사 논문을 위한 제안 연구 분야 진술서가 필요하다,
문화~ 연구 NbB 프로그램 지원자는 다음 사항을 마쳐야 한다,
• 입학 지원을 완료해야 한다,
• 모든 고등 과정 이후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석사 학위의 평균 학점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 대학원 수준의 교과 과정 최소 6. 쿼터 유닛을 이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 유닛에는
반드시 최소 0. 쿼터 유닛&/2 시메스터 유닛'의 선교학 과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 2
유닛의 다음 과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8
o 선교 신학
o 기독교의 글로벌 역사
o 문화 인류학 &혹은 다른 사회 과학 이론이나 방법론'
• 세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8 한 개는 목회자로부터* 두 개는 교수로부터 받아야 한다,
• /3+1. 페이지로 된 학술적 영어 작문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 03.+1.. 단어로 된 연구 관심사 제안 진술서&NPGQ' 개요&여기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8 지원자의 관심사와 현 Doffel 교수진의 강점이 잘 맞는가 하는 것이
입학 결정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이나 GCJRQ 에서 받은 공인 점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NbB 프로그램 입학 지원 제출 이전 0 년 이내 성적 점수만 인정된다, RMCDJ
종합 점수 최소 /..&인터넷 기반 시험' 혹은 4..&용지 시험'* GCJRQ 종합 점수 5,. 이 영어
시험 최소 입학 요건이다, &지역적으로 인가된 석사 수준 학위를 영어로 취득한 지원자는
1..+2.. 단어의 편지를 써서 이 요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입학 위원회의 재량에 따“ 지원자는 선교학 연구 센터 대리인과 온“인 플랫폼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인터뷰 또한 짧은 영어 작문 시험을 포함한다,
선교학 연구센터&AKP' 입학에 관한 내용은 Joel Short 에게 이메일 joel@fuller.edu 을 통해 문의할
것,

hf f정. 문화~ 연구 NbB 교과 과정은 첫 해 들어야 하는 세 개의 세미나* 네 개의 직업과 형성
수업* 다섯 개의 개별 지도 수업* 세 개의 방법론 수업* 종합 시험* 53... 단어로 된 박사 논문&총 36
유닛'으로 이루어진다, 각 부분은 학생의 특정한 연구 관심사에 따“ 맞춤 구성될 수 있는데* 교수진
멘토와 지도 위원회의 인도에 따“ 이루어진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교수진이 직접 감독하는 독서와 작문 부분에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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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만들어진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게 된다, 재학생과
멘토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핵심 분야는 다음과 §다8 인류학* 성경과 선교* 위기에 처한 아이들* 세계
기독교의 역사* 이슬람 연구* 리더십* 이민 연구* 선교 신학* 선교적 교회* 교회와 사회, 그러나 연구
주제들은 학생의 취향과 교수진의 전문성에 따“ 달“지게 된다,
첫해의 세미나 방식 수업들&고급 선교학 연구 G $ GG*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연구 제안을 만들어 내게 하는데* 이 연구 제안은 방법론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하며* 신학적
역사적으로 강한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작금의 선교학적 문헌들과 이슈들에 정통해야 한다,
동료 집단 형태로 세미나들을 듣고 선교 연구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은 생생하고도
다양한 연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며* 동료 학생과 교수진과의 중요한 상호 교류를 통해 유익을 얻게
된다,
세 개의 방법론 수업의 목표는 학생의 관심사에 가장 부합하는 학술 분야에서의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론을 습득하고 잘 갈고 닦는 것이다, 다섯 개의 개별 지도 수업은 문화~ 연구 NbB 학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개별지도 과목인 문헌 자료 초기 평론은 프로그램 첫 해에 멘토와 이루어진다,
각 개별지도 수업은 학생에게 최종 박사 논문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교수진에 의해
관리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단계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초기 평가는 첫해말에 이루어진다, 연구 제안서는 차후 연구 제안서 변호를 위해 더욱
더 정제되어진다, 다음 단계는 학생이 박사 논문을 쓰기 시작하는 과정에 앞서 종합 시험을 치게
된다, 완성된 박사 논문은 논문의 질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의 지도 위원회와
외부 독자에 의해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된다,

거주 요건. NbB 프로그램은 병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동료 집단 학우들과의 집중 수업을
위해 최소 0 주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한번씩' Doffel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지내야 한다, 첫해가
지나면 학생은 개별 지도 수업* 도서관 연구* 많은 현장 학습을 포함하는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맞춤
구성하게 된다, 더 이상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지낼 필요는 없으나* 프로그램의 구성상 필요한 멘토와
지도 교사와의 정기적 접촉은 필요하다, 대면과 온“인 정기 학회* 여타 학술적 직업적 활동들은 선교
연구 센터가 준비한다, 프로그램은 또한 파사데나 캠퍼스* Doffel 의 다른 캠퍼스 또는 온“인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하는 수업* 연구* 교육 훈련 조수직 담당을 포함한다,
학점 이전(학점 인정. 학점 이전은 본 학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NbB 레벨 학업은 각각의 경우에
따“ 학점 인정이 고려될 수도 있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문화~ 연구 NbB 는 2 년 내지 3 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6 년까지 프로그램이 연장되도록 허가될 수도 있다, 교과 과정은 등록되는 학기에 다 마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학업이나 어떤 이어지는 학업을 가을 학기* 겨울 학기* 봄 학기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비활성 지위로 옮겨지게 된다, 비활성 지위로 옮겨진 후 또 다른 학기를 비활성으로 지내는
학생은 프로그램 퇴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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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복m. 비활성 지위의 학생은 박사 위원회에 청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청원에는 왜 등록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단한 상황 설명*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칠지에
대한 계획* ~단한 재지원 양식이 포함된다, 이 학생들의 학업적 진척은 그들이 꾸준히 성취를
이루어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된다,

문화간 연i 신학 석사
문화~ 연구 신학 석사&RbK GAQ'는 선교와 교단의 리더들* 목회자들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다인종
다민족 세상 속에세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도전을 잘 직면하도록 도움을 준다, Doffel 의
문화~ 연구 RbK 은 또한 신학의 학문 분야에서 이미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어질
연구와 고찰을 위한 선교학적 틀을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 연구의 한 분야에 대한 교과 과정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데* 그 과정의 완성은 연구에 기초한*
사색적인 논문이다,

학습 성f. RbK GAQ 를 마치면 학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게 된다8
• 문화~ 연구에 대한 자신의 조사를 효율적인 틀을 짜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다,
• 연구 분야에 관련된 비평적 능력을 입증한다,
•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에 대해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 영성 형성* 학술적 작업* 전문성 발전을 통합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입학 요건. 문화~ 연구 RbK 에 입학하려면 지원자는 보통 목회학 석사 학위&KBcp'나 동등 학위를
취득한 상태이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 년에 완료될 수 있지만* 파트타임으로 다니길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연장될 수 있다, RbK 과정 중 NbB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NbB GAQ 의 첫해 대부분을 마친 상태이어야 한다, 학생은 어떤 학기에도 시작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이유로 유학생&RbK GAQ 학업을 위해 미국의 학생 비자 필요'은 봄 학기나 여름 학기에 지원하도록
강력 추천된다, 지원은 온“인 양식으로 이루어지며* 성적 증명서* 추천서* 작문 샘플* 논문을 위한
연구 제안 분야 진술서가 포함된다,
문화~ 연구 RbK 지원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8
•

입학 지원서

•

모든 고등과정 이후 학교&학부와 대학원 교과 과정'의 공식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신학교 협회가 인정한 목회학 석사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최소 6. 쿼터 유닛 &32
시메스터 유닛'을 이수한 신학적 성격의 인가된 석사 학위와 RbK 학위를 시작하기 전
대학원 수준의 신학 연구 수업 26 쿼터 유닛&10 시메스터 유닛'의 수강 기록이 1,1 이상의
평균 학점과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

추천서 1 장&0 장은 학업 관련* / 장은 목회자로부터'

•

/3+0. 페이지의 영어로 쓴 학문적 작문 샘플

•

03.+1.. 단어의 제안된 연구 관심 보고서&NPGQ' 개요&여기에서 지침 다운로드', 참고8

지원자의 관심과 현재 Doffel 교수진의 강점 ~의 일치는 입학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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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 이나 GCJRQ 에서 받은 공인 점수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NbB 프로그램 입학 지원 제출 이전 0 년 이내 성적 점수만 인정된다, RMCDJ
종합 점수 최소 /..&인터넷 기반 시험' 혹은 4..&용지 시험'* GCJRQ 종합 점수 5,. 이 영어
시험 최소 입학 요건이다, &지역적으로 인가된 석사 수준 학위를 영어로 취득한 지원자는
1..+2.. 단어의 편지를 써서 이 요건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hf f정. Doffel 의 선교 연구 센터&AKP'에서 제공하는 문화~ 연구 석사 학위는 14 유닛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며* 선교학 종합 시험과 RbK 논문을 잘 통과해야 한다,
RbK GAQ 프로그램은 이미 목회학 석사 학위&혹은 동등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
대상은 목회자들이나 더욱더 복잡해지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전을 잘
처리하기 원하는 선교 단체와 교단의 리더들이다, RbK GAQ 는 학생들의 기존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연구 위에 구축되며* 이미 현장에서 사역하는 있는 사람들이 선택 교과 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에 기초한 사색적인 논문이 그 프로그램의 완결점이 된다, RbK GAQ 프로그램을 마치면
학생들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8
•

문화~ 연구에 대한 자신의 조사를 효율적인 틀을 짜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다,

•

연구 분야에 관련된 비평적 능력을 입증한다,

•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에 대해 비평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입증한다,

자신이 밝힌 연구 관심사에 기초하여 학생에게는 QGQ 교수진 멤버가 프로그램 지도 교수로서
할당된다, 학생은 기본적 선교학 지식과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3.. 레벨의 /0 유닛 수업&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택하게 되는데* 이 수업들은 논문 주제에 맞는 토대를 제공한다,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RbK 학생은 3.. 레벨 선택 교과
과정 충족 차원에서 선교와 미션 대학의 수업을 듣거나 심리학 수업을 듣도록 허가되기도 한다,
학생들은 최소 /6 유닛의 6.. 레벨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KG6.1 고급 선교학 연구*
KG6.2 학문으로서의 선교학* 직업과 형성 수업들* KG6.5 논문 디자인* 그리고 논문이 포함된다,

거주 요건. RbK GAQ 는 병행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RbK 을 위한 필수 교과 과정은 세미나
그리고-혹은 NbB 동료 집단 학생들과 §이 듣는 수업들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최소 0 주 &가을
학기 / 주와 봄 학기 / 주' Doffel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지내야 한다, 이 수업들에는 두 개의 고급
선교학 연구 수업* 학문으로서의 선교학* 직업과 형성 수업들이 포함된다, 논문 디자인* 논문* 자율
연구* 교수 지도 독서는 상기 요건 충족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은 또한 대면이나 온“인을 통해 선교
연구 센터가 제공하는 학회와 특별 강의에 참여하게 된다,
학점 이전. 학점 이전은 이 프로그램에서 이용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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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M 논문. 본 논문은 전공 분야에 대한 학생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논문의 통상적 길이는
각주와 참고 문헌란을 포함하는* 한 행씩 ’어 타자한 3.+53 페이지이다, 논문에 대한 지침과 기대
수준은 논문을 쓰기 앞서 이수해야 하는 논문 디자인 수업에서 다뤄진다,
학위 취득 시간 제한. RbK 은 / 년에 마쳐지는 독립적인 학위 프로그램이다, 좀 더 느린 속도로
이수될 수 있지만 프로그램 등록 첫 학기로부터 4 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PJ6 :5A 와의 관b. 다수의 RbK GAQ 교과 과정이 NbB GAQ 동료 집단에 의해 이수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따른다, 그 결과* RbK 은 NbB 프로그램 지원을 준비하는 데 훌륭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
RbK 을 마치기 전 NbB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된 학생은 NbB 과정을 위해 일부 교과 과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더 알기 원한다면 입학 사무실에 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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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결혼f W족 상담 대학
학위 프로o램f 인W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은 두 개의 학과로 구성된다8 박사 과정 심리학과*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
박사 과정 심리학과는 두 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8 철학 박사&NbB'와 심리학 박사&NmsB', 이
두 NbB 와 NmsB 프로그램은 미국 심리학 협회&?N?'로부터 인가받은 프로그램이다,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는 결혼과 가족 상담&KQKDR'에 대한 과학 석사 학위와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BKDR' 학위를 수여한다,

사명 선언문. 온세상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감정적* 관계적* 건강적 필요에 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보다 광범위한 사역이“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학교는
학생들이 뛰어난 학자이자 실제 실행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 이들의 과학적인 치료 노력은 양자*
즉 인~의 과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다,

목표.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학교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다8
•

자격을 갖춘 기독교인이 정신 건강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

•

인~의 상태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생기도록 조장하고* 인~의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통합
연구를 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한다,

•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인~ 행동의 생물 심리 사회학적 그리고 영적 기초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용한 모든 곳에 이 연구와 학문적 성과를
적용한다,

•

결혼과 가족이“는 사회 구성 요소의 침식이 교회와 커뮤니티 전반의 큰 걱정거리가 되는
이때 가족의 삶을 위한 교육 전략과 결혼과 가족 장애를 위한 치료와 예방을 연구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결혼과 가족의 삶을 강화시킨다,

•

모든 재학생* 졸업생* 여타 기독교 리더들에게 인~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좀 더 건강한 가정*
교회*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적합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적 지식을 보충함으로써
신학교가 세계 각처의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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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건강 분야의 전문인들에게 지속적인 연장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의 영적 도덕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학생들의 생활
프로그램을 §이 해나가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밀접한 유대가 발전된다, 비공식적인 모임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이자 파사데나와 J?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여가 활동과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지리적* 교파적* 인종적* 민족적* 인종적* 교육적 배경을
대표한다, 학생의 배우자들에게도 대학원 교육의 수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소그룹 모임* 강의* 사회 활동들이 이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해나가면서 개인적* 심리적* 영적 성장 기회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고된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학생을 진료하는 임상 심리학자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요법
치료사의 리스트는 이용 가능하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한다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학생이 속한
프로그램의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에게 문의하기 바람,

심리학, 결혼f W족 상담 졸업생 모임.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학교 학생들은 의사 결정과 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은 심리학과 졸업생 모임이나 결혼과
가족 상담과 졸업생 모임 중 한 곳에 속한 멤버이다, 이 조직의 목적은 학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학생을 대표하고* 조직의 멤버들이 학문적 직업적 관심 분야에서 그들의 동료와
학교를 돕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사 과정 심리학과 내각과 결혼과 가족 상담학과 내각으로 구성된 책임 내각은 졸업생 모임과
연관된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 박사 과정 심리학과 내각은 공동 의장* ~사* 다문화 이해관계 조정자*
여성 이해관계 위원회 대표자* 인턴십 연”관* 전문 연”관* 사회적 행사 조정자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과 가족 상담학과 내각은 의장* ~사* 회계* 행사 조정자* 지역사회 창구 담당자* 다양성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 과정 심리학과와 결혼과 가족 상담학과 내각은 매월 캠퍼스와 학과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좋은
기회에 관한 정보* 기타 적절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홍보한다, 책임 내각&학과 연합'은 전문적
발표를 하는 학생들에게 소액의 사례를 제공하고* 단기 비상 대출도 제공한다, 또한 좀 더 광범위한
심리학 학생회를 위한 사회적 행사들도 학기별로 주최한다,
졸업생 모임 멤버들도 다양한 기획* 행정* 평가 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할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참여는 학생들이 행정 업무을 경험하게 하고* 정책 제정에 참가하는 기회도 주게 된다, 교수진의 두
대표자와 의장이 모든 책임과 특권을 소유한 정책 제정 교수 단체의 멤버이다, 학생 두 명이 Doff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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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의회에서 QMNKDR&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를 대표한다, 다른 학생들은 여러
위원회&도서관* 교과 과정* 임상 심리학 입학* 영적 생활'뿐만 아니“ 수많은 임시 위원회에서 일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 내 위원회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온전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박사 논문 위원회에서 투표권 없이 일할 수 있다9 이는 학생의 일할
옵션이자 박사 학위 후보자의 선택 옵션이다,
QMNKDR 졸업생 모임의 프로그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학생들이 교수진의 모집*
평가* 유지* 방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한다, 학생들은 여성* 소수 인종* 종교적 범위와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 교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포괄적인 수업 평가를 통해 심사한다,

여성.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은 균등한 기회를 주는 입학 정책을 따른다, 교수진은 미국
심리학 협회와 미국 결혼과 가족 상담 협회가 언명한 차별 축소 지침을 지지한다,

소수 인종.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은 어떠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데 전념하며* 적극적 입학 정책을 준수한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교수진
전부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실행하는 가운데 인종적* 이문화~ 이슈들을 해결하도록 권고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핵심 교과과정 중 일부는 다양성* 임상적 개입에 관한 수업들을 포함한다, 또한
많은 교수진과 학생들은 다문화와 다양성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파사데나*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에서 적절한 그룹에 대한 임상치료적
경험이 발생하도록 권고된다,
각 학과의 학생들이 매년 다문화 관심사 위원회로 지정된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 KDR
프로그램과 신학교의 학생* 교수진* 교직원 전체를 소수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독특한 필요를 파악하는 것*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담 관련 이슈들을 처리하는 것* 학생과 교수진에 필요한 자료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학교 학생 전체 내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커뮤니티에 대한
자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사회적 행사들과 워크샵들이 개최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신학과
문화~ 연구 학교들에 의해 제공되는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재정 지원. 이 학위 프로그램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한적이다, 학생들은 부모님과 기타 지인들을
통한 지원* 개인 저축* 군 혹은 주정부 장애인 보조* 외부 장학금* 교회 보조 등을 통해 교육 비용을
감당하도록 권고된다, 상기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제한된 장학금과
연구비가 허용된다, 이러한 보조는 최소한이“는 것이 주지되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비용과 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입학 허가를 받는 즉시 재정 보조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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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학생들에 한해서* 정부와 상업 기관들을 통한 대출이 이용 가능하며* 신학교의 재정 보조
사무실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입학 허가 전에 거주하는 주에서 주는 재정 보조 수단들을
알아보도록 권고된다, 임상 치료 훈련생 보조금* 연구 보조금* 수업 조교 보조금이 이용 가능한
정도에서 제공된다, Doffel 의 심리 및 가족 서비스는 임상 치료 훈련생 보조금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트래비스 연구소는 교수진 멤버의 지도와 감독 하에 학생들이 연구 경험과 트레이닝을 얻게 하는
연구 보조금을 통해 일부 원조를 제공한다,
신학교는 학생과 배우자가 파사데나* 피닉스* 그 인근 지역에서 파트 타임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다,
많은 부분의 일자리는 정신 건강 분야&치료소* 상담 센터 등'이거나 주거 가정* 주정부 혹은 사립
병원* 단과 대학* 교회 등에 있다, 일부 일자리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야와 더불어 상담 분야에 있고*
모든 연령 그룹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많은 일자리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보충한다,
학생들은 대학원 학업이 고되다는 것과 플타임 학생이 주당 0. 시~ 이상 일한다는 것은 교육 경험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학생들은 임상 환경이 일자리 기회를 임상 훈련
요구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과는 종종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규칙적으로 예정된 감독의 부재이다, 학위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고용을 학생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진은 하기의
개요를 갖춘 정책을 설정했다8
학생들은 고용을 수”하기 전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생이 보통 임상
심리학자나 결혼과 가족 치료사가 수행하는 기능 중 무엇이“도 행하고 있는 환경이든 Doffel 의 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이 트레이닝 중 필요한 기능 중 무엇이“도 행하고 있는 환경이든을 막론하고
말이다,
임상 심리학 학생은 미래의 고용주로부터 문서로 된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주가 학생의 고용
기~ 중 면허가 있는 임상 심리학자로부터 최소 한 주에 한 시~의 개인적 감독을 제공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혼과 가족 상담 학생은 또한 미래의 고용주로부터 문서로 된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주가
학생의 고용 기~ 중 면허가 있는 결혼과 가족 치료사* 면허가 있는 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가 있는
임상 사회복지사 혹은 의사 자격이 있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최소 한 주에 한 시~의 개인적 감독을
제공한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도 고용주는 감독에 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 동의서는 학생의 일이 시작되기 전 임상
트레이닝의 관련 디렉터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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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자료. Doffel 가 대도시의 편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분야에서 국내나 세계의 유명한 인물들에 의해 발표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강의*
심포지움* 워크샵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 분야의 광범위한 도서관 규모* 주요 연구 시설* 임상
시설들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을 보완하는 자료을 제공한다, 정훌륭한
심리학자들* 가족 상담 전문가* 정신 건강 업종의 여타 리더들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에서
주최하는 연구* 임상 통합 학회* 심포지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발표한다,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전문인 조직에 참여하고 그들의 대화에 참가하도록 권장된다, 트래비스
연구소는 학술 회의와 전문인 회의에서 논문이나 포스터 세션을 통해 연구를 발표하는 학생들에게
여행 상금을 수여한다,

심리학 박사 f정 개관
특징f 목적
Doffel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박사과정 심리학과는 독특한 모험적 성격을 지닌 대학교육
과정이다, 목적은 뛰어난 심리학자를 배출하는 것이다8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이해력과 실행력을 가진 심리학자를 일컫는다, 이러한 목적은* 인~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훌륭한
임상적 연구 기술과 결합할 때 삶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함과 구원에 닿을 수 있게 도울 기독교
심리학자를 배출하게 된다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인~을 단순한 심리학의 데이터로 전”시키는 것* 그리고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명제로 전”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시도들이 행해진다, 그 대신* 학생들에게 이 두
학문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과정 중에 심리학과 신학은 서로 존경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된다,
~단하게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의 관계를 이 시대에 적절한 방법으로 개념화시킨
것이“고 정의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훌륭하고 유익한 신학자는 아니다, 이러한 더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신학에 대한 진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신학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는 행위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학은 매번
새로운 세대와 상황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만 한다, 신학의 임무는 성경의 메시지를 진술하여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요에 부합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심리학은 인~ 행위에 대한 연구“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정의한
것처럼* "심리학은 마음과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심리학의 원리는 모든 측면의 인~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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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한다, + 두뇌의 기능부터 국가의 행동까지* 아이의 발달부터 노인을 위한 돌봄까지 말이다,
과학적 연구 센터부터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행위에
대한 이해%야말로 심리학자가 해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치요요법 대학의 독특성은 이 여러가지 분야를 이론* 연구* 실행 속에서 통합을
시도하려는 데 있다, 일련의 교훈적* 실험적* 사색적 시도들을 통해 신학과 심리학은 각기 따로
그리고 결합한 상태로 검토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찰하는 것&개인 내부의 통합'과
심리학과 신학의 데이터가 어떻게 결합되는지&개념적 통합'를 밝히도록 권고된다, 더 나아가* 신앙과
행위의 상호 결합&실험적 통합'를 평가하는 연구 노력에 지원이 주어지며* 목회 사역 §은 연관된
직업군의 타인들과 서로 견해를 나누는 일&전문인들~의 통합'에도 지원이 주어진다, 추가적으로*
임상 과정 학생들은 임상의 실행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결합하도록&전문적 결합' 훈련받는다,
교수진은 어느 레벨에서의 통합이든 모두 유익한 시도“는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견해를 전달하며* 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의 자료을 넘어서는 자료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나타낸다, 그들은 신실한 신앙과
전문적인 탁월함의 독특한 결합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에 의해 살아갈지 모범을 만들기를
시도하는데* 이는 학교가 지지하는 바이다,
이 프로그램의 졸업생은 교회와 더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들은
심리학자로서 병원 교직원* 개인적인 사업* 교회가 주관하는 상담 센터* 교육적 환경*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다,
입학
Doffel 신학교 입학에 대한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전형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심리학 NbB 혹은 NmsB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은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프로그램 입학 경쟁은 치열하다, 사회 과학과 행동 과학 분야의 학사 전공이 가장
유용하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어떠한 박사 프로그램에 들어가든 최소 기초 심리학
수업 3 개&이상 심리학* 발달 심리학* 실험 심리학* 생리 심리학* 사회 심리학* 학습 심리학* 동기
심리학* 그리고-혹은 인성 심리학 §은 수업 포함'과 행동 과학 학과에서 택한 / 개의 통계학 수업을
최근 3 년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동일하게 프로그램 입학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삶* 개인의 수준높은 정직성*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강한 동기* 영적 민감성* 학습에 대한 애착 등에
대해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감 능력과 인~ 관계 기술은 임상 박사 학위
지원자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에 대한 평가는 지원자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의 추천서와
지원자의 목적 진술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기의 요건에 추가적으로* 박사 과정 심리학 프로그램 지원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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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지원서

•

다녔던 모든 대학과 대학원의 공식 성적증명서

•

지원 날짜 3 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 관리의 공식 대학원 기록 시험&EPC' 점수&구두* 수학 및
분석 작문'

•

추천서 2 장&/ 장은 목회자* 1 장은 학업 관련 추천자로부터'

•

에세이&뭘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학 지원서 참조'

•

현 이력서

EPC 일반 시험 이외에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는 최근 0 년 이내에 본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 점수&최소 종이 시험 4..* 컴퓨터 시험 03.* 인터넷 시험 /..' 또는
아카데믹 방식의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 점수&최소 5,.'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마감일자와 입학 결정 통지일자는 http://www.fuller.edu/admissions 에서 찾을 수 있음,
지원자는 마감일자까지 입학 사무실에 점수를 보내려면 EPC 를 충분히 일찍 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박사과정 심리학과는 NbB 와 NmsB 프로그램 지원자들에게 개인별 입학 절차를 사용한다, 교수진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입학 위원회는 모든 지원자를 심사한다, / 월과 0 월에 있는 인터뷰는
결정과정의 일부로서 선택된 지원자에게 주어진다, 인터뷰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프로그램
입학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교통과 숙식 비용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대면 인터뷰가
가능하지 않을 때 전화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다, 입학 위원회는 모든 지원자* 인터뷰를 심사하고*
박사과정 교수진 전체에 추천을 하게 되고* 박사과정 교수진이 최종 입학 결정을 하게 된다,
지도h수
교수-학생 관계는 상호 약속으로 ~주된다, 교수는 각 학생을 박사 수준으로 교육할 것을 약속하고
박사 학위 수준의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상호 헌신을 기대한다, 각 입학 학생은 지원
에세이에서 표현된 학생의 연구 관심사와 교수진 가용성을 기반으로 지도교수를 할당받는다,
지도교수는 박사논문을 감독하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 프로젝트를 감독한다,
hf f정
박사과정 심리학과는 임상 NbB 졸업생이 과학자이자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NmsB
졸업생이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자 학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심리학
트레이닝은 일반 심리학* 연구 경험과 관리* 개인적 성장과 통합* 정보의 교류 등의 광범위하고도
가장 최신의 지식을 포함한다, 학위 프로그램에 따“ 졸업생들은 또한 심리 평가&인터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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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팅'* 심리 ~섭* 그리고-혹은 가르치는 것에도 능통하도록 기대된다, 광범위한 접근 방법들과
연구 분야들은 교수진과 교과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학원 학습과정은 보통 NbB 임상 프로그램 4 년* NmsB 프로그램 3 년이 걸리게 된다, 학생들은
학기당 최대 /4 유닛의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핵심 교과과정은 가을학기* 겨울학기* 봄학기에
선택한다, 각 교과과정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8 신학-통합* 일반 심리학* 연구와 평가* 각
프로그램의 전문분야에 따“ 맞춤으로 구성되는 특정한 교과과정이다,
단원 *3 신학f 통합
Doffel 의 심리학 박사과정 프로그램은 심리학과 신학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PJ6 임상 프로o램. NbB 임상 프로그램 학생은 신학 석사* 신학과 사역 석사* 문화~ 연구 석사 혹은
목회학 석사 학위를 마쳐야 한다, 학위는 필요한 유닛의 수가 각각 다르고* 각 학위는 고유의
교과과정이 있는데* 이 교과과정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학생들에게 맞춰 변화되어 왔다,
선택 사항들과 교과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교무처
디렉터에게 문의할 수 있다,

Psy6 프로o램. NmsB 프로그램 학생은 최소 10 유닛의 신학 수업과 0. 유닛의 통합 수업을 마쳐야
한다, 꼭 석사 학위는 아니더“도 NmsB 학생은 신학이나 문화~ 연구의 학위를 마치도록 권장된다,
그것이 학생의 개인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말이다, 필요한 신학 수업은 다음과
§다8
•

LR3.. 신약 개론

•

MR3.. 구약 개론

•

하나를 선택8

•

o

FR3.0 교회* 인~성* 기독교 삶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교회의 이해

o

AF3.2 글로벌 역사 컨텍스트에서의 현대 교회

o

AF3.4 글로벌 역사 컨텍스트에서의 미국 기독교

하나를 선택8
o

CR3./ 기독교 윤리학

o

CR3.1 성경과 사회 윤리

o

CR311 세속적 사회에서의 기독교 제자도

o

CR313 삶과 죽음의 윤리학

o

CR320 건강과 정책

o

CR321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신학과 윤리학

•

FR3./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학적 고찰에 대한 교회의 이해

•

하나를 선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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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MR3/5 구약 책 코스

o

MR35. 욥과 인~의 고난

o

KR313 고난과 기쁨의 신학

NG3.1 신학과 심리학의 표준 코스

NmsB 프로그램 학생은 그 대신 신학 석사* 신학과 사역 석사* 문화~ 연구 석사 혹은 목회학 석사
학위 취득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학위는 필요한 유닛의 수가 각각 다르고* 각 학위는 고유의
교과과정이 있는데* 이 교과과정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학생들에게 맞춰 변화되어 왔다,
선택 사항들과 교과과정을 계획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교무처
디렉터에게 문의할 수 있다,

신학 학점 이전f 면제. Doffel 의 박사과정 심리학 프로그램에 오기 전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0 년~의
공부를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위에 나오는 신학 요건 대신 Doffel 의 통합 트랙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박사과정에 오기 전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KBcp 를 취득한
학생은 Doffel 의 통합 트랙을 마쳐야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수된 학점은 다 학생의 특정 학위
프로그램에서 정한 필요 통합 학점에 추가된다, 통합 트랙을 진행하기 전 교수진의 투료와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통합 hff정. 모든 학생은 0. 유닛의 통합 교과과정을 들어야 한다, 통합 교과과정은 몇 가지
유형의 수업들을 포함하고 있다8
•

통합 개론&NG6..'은 다른 모든 세미나에 앞서 이수되어야 한다, 통합의 최신 표현을 위한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

통합 심포지움&NG6./'은 매년 열리는 통합 심포지움 강의 시리즈와 연계하여 ~헐적으로
제공된다,

•

주제별 통합 세미나는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이 세미나는 통합 분야 중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는 작금의 주제들에 중점을 둔다,

•

특별 통합 프로젝트&NG6.1'는 통합에 대한 개인 자율 연구이다, QKR 교수와 QMN 교수가
공동으로 멘토링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통합 수업 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통합에 대한 독서&NG6.3'는 일반 통합 수업이 포괄하지 않는 특정한 혹은 상급의 통합 독서를
일컫는다, 이 프로젝트는 통합 수업 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상적 통합의 신학적 윤리적 이슈들&NG616'은 박사과정 1 학년 학생들의 필수 수업이고*
심리학 이론의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탐구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적 맥” 속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잘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상급 통합&NG6.4'은 학생들의 통합에 대한 심사숙고를 돕도록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최종 통합 논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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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업에 추가적으로* NbB 와 NmsB 학생들은 바람직하게는 과정의 1 년 이내에 4 개의 임상적 통합
학회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각 학회마다 출입을 싸인해야 한다, 학회 요건이 충족되면 학생들은
NG634 임상적 통합 학회에 등록하여&. 유닛'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보여야 한다,
일부 통합 수업들은 통합 내 특별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8 종교와 상담* 과학과 종교*
혹은 가족,
단원 +3 일반 심리학
일반 심리학의 핵심 교과과정은 학생이 다음의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 심리학 문헌들에 대해 충분한
기초지식을 쌓게 한다8
•

심리학의 역사적 뿌리

•

정신 병리학

•

행동에 근거한 생리학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개인적* 발달적 기초

종합 시험. 임상 학생들에게 있어* 일반 심리학에 대한 습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리학 학생
편람의 개요가 말하는 것처럼 임상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교수진의 구두 시험에
통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종합 시험은 NmsB 학생의 경우 세번째 해의 봄 학기 전에* NbB 학생의 경우 네번째 해의 봄 학기
전에 치러져야 한다,
일반 심리학 문헌이 급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종합 시험 통과 효력은 5 년~만 유효하다, 그 기~
내에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종합 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단원 ,3 연i와 평W
모든 트랙의 교과과정은 0 개의 기초적 일반 심리학 통계 수업 시리즈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학생은 연구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수업을 듣거나 심리 측정과 평가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된다,
모든 학생은 4 개의 연구 학회&트레이닝 첫 1 년 동안 제공되는 7 개의 학회 중'에 참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연구 주제들을 접하는 기회를 가진다, 학생들은 마지막 학회에 참여하는 학기나 그 이후에
NE634 연구 학회&. 유닛'에 등록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대학원에 있는 동안 연구팀에 참여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모든 학생은 교수진의 지도교수들이 이끄는 연구팀과 함께 연구 그리고 혹은 평가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 트레이닝은 1 가지의 겹치는 요소와 연관된다8 교실 수업* 직접
경험 그리고 교수진의 모범, 첫째* 철저한 교실 수업 프로그램은 지식의 기초를 구축한다, NbB

112

학생에게* 이 교실 수업은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석사 레벨의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NmsB 학생은 연구 방법론을 비평하고 프로그램 평가를 실행하는 것을 배운다,
모든 학생은 연구 학회를 통한 연구 활동을 접하게 된다, 둘째*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지도와 감독
하에 연구팀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율적인 박사 논문으로 마무리된다,
셋째* 학생들은 교수진 모델과 학회 강사로부터 유익한 것을 배우게 된다, 교수진은 진행되는 연구에
관여하고* 과학자이자 실제 업무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임상 과학자 그리고 혹은 연구자+
선생님으로서의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석사 연i 프로젝트. 각 NbB 학생은 박사논문을 시작하기 전 석사 연구 프로젝트를 마쳐야 한다,
석사 프로젝트 학점은 NE643 석사 연구 수업에 등록할 때 취득된다, 취득 학점 숫자는 연구
프로젝트에 쏟은 시~의 양에 따“ 직접적으로 결정된다, 모든 학생은 최소 4 유닛을 따야 한다,

박사 논문. 각 NbB 임상 학생은 박사논문 완료를 위해 최소 10 시~의 박사논문 유닛을 취득해야
한다, 각 NmsB 학생은 최소 6 유닛의 박사논문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박사논문은 교수진에 의해
채택되고 학생 편란에 제공되어 있는 박사논문 지침에 따“ 준비되게 된다,
단원 -3 임상 박사(PJ6)와 심리학 박사(Psy6) 프로o램
임상 교과과정은 각 학생이 다양한 허가 환경 속에서 임상 학업과 지도 하의 현장 트레이닝을 통하여
대상 주민을 폭넓게 만나도록 해준다, 정신병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육체적 장애 그리고-혹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 사회적 자료 그리고-혹은 경제적 자료이 부족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 여타 사람들이 현장 트레이닝 동안 학생들이 봉사하는 그룹들에 포함된다,
학생들은 또한 다양한 주요 평가 기술들에 한 경험을 얻게 되는데* 여기에는 행동 관찰과 묘사*
진단을 위한 인터뷰 방법* 객관적 투영 검사법* 신경심리학 평가 §은 특별한 테스팅 기술이
포함된다,

임상 심리학 개입(:OSHrvHOSKPOs) 수업들(P51))-P51*2). 모든 박사과정 학생은 그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임상 개입 교과과정을 마쳐야 한다, 이 학생들은 임상 업무의 기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첫해에 이 수업들을 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수업은 인문주의적* 정신생리학적* 인지와 행동
개입에 속해 있다, 나머지 개입 수업들에 대한 요건은 프로그램과 트랙에 따“ 다르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 처리는 임상 세미나에서 다룬다, 임상 세미나에 대한 특정 요건은
프로그램과 트랙에 따“ 다르다,

현장 트레이닝. Doffel 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심리학 및 가족 서비스 클리닉은 임상
심리학 학생 다수에게 임상 트레이닝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 또한 과목 실습* 병원 실습*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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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을 위하여 로스앤젤레스에 퍼져 있는 다른 임상 시설들에 배치된다, 인턴십 배정
역시 전국에 걸쳐 행해지고* 학생들은 나“의 모든 지역에 지원하도록 권장된다,

실습 f목. 실습 과목 트레이닝은 NbB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의 첫째해* 둘째해* 셋째해에* NmsB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의 첫째해* 둘째해에 행해지며* 학생들에게 임상 심리학의 실행에 기본이 되는
광범위한 전문적 활동들을 소개한다, 모든 학생은 첫째해에 조직 내 배치를 마친다, 둘째해와
셋째해에 NmsB 학생은 두 번의 /0 개월짜리 배정을 받으며* NbB 학생은 두 번의 7 개월짜리 배정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매주 고객 접촉* 그룹 관리* 교직원 회의* 서류작업에 시~을 들이게 된다,
&일하는 시~은 프로그램과 트랙에 따“ 다르다,'

병원 실습. 학생은 /0 개월 동안 매주 /0 시~* / 년에 최소 354 시~의 병원 실습을 등록하고
계약한다, NbB 학생의 경우 보통 셋째해 다음 여름 학기에* NmsB 학생의 경우 둘째해 다음 여름
학기에 시작한다, 병원 실습은 심리 평가에 중점을 두고 한 장소에서 / 년 동안 헌신해야 한다, 병원
실습 이전 NbB 학생은 과목 실습 0 와 NA6.2 정신 측정 테스트와 평가를 이수해야 하며* NmsB
학생은 과목 실습 / 과 NA6.2 정신 측정 테스트와 평가를 이수해야만 한다,

인턴십 준비 단b. 인턴십 준비 단계는 NbB 임상 학생에게는 3 년째에* NmsB 학생에게는 2 년째에
필요하다, 학생은 인턴십 준비 단계 이전에 병원 실습을 마무리해야 한다,

인턴십. 인턴십은 /0 개월 동안 최소 주당 2. 시~* / 년 동안 /7.. 이상의 시~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은 쿼터 학기당 /0 유닛씩* 총 26 유닛을 얻게 된다, NmsB 학생은 3 년째에 인턴십을 한다, NbB
임상 학생은 4 년째에 인턴십을 한다,
인턴십 지원이 허용되기 전에 학생은 박사과정 후보 자격에 도달해야 하며 박사논문 제안 세미나를
마쳐야 한다, 인턴십은 임상 트레이닝 요건의 마지막 관문이며* 그런 연후로* 학생은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학업과정과 여타 현장 트레이닝을 마쳐야 한다,

임상 평W. 학생의 임상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는 과정이며* 인턴십을 하는 연도의 끝까지
이어진다, 평가 과정은 학생이 다음과 §은 일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8 /'
숙련된 임상 심리학자로서 업무를 담당한다, 0' 면허 교부와 자격증 인정에 필요한 결정적인 박사 후
시험을 통과한다, 심리학과 신학을 통합하는 능력과 성별* 인종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슈들에 대한
인식 능력은 밑에 설명되는 총 2 가지 단계에서 평가된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박사과정 심리학 학생
편람에서 찾을 수 있다, 임상 교과과정은 모든 임상 평가 요건이 필수 수업* 과목 실습* 병원 실습*
인턴십을 잘 마침으로써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 단계8 이 단계는 학생들이 다름과 §은 전문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8
&/' 윤리학 &0' 법 &1' 직업 관련 문헌들 &2' 현재의 직업적 문제들과 이슈들, 학생들의 실력에 대한
결정은 윤리학과 연관된 필수 수업&NA6.1 법적 윤리적 이슈들'과 임상 개입 학업과 현장 트레이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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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분야에서 통과 학점을 얻을 때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병원 실습이 끝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인턴십을 시작하기 전'

0 단계8 임상 포트폴리오, 이 단계에서 학생은 다음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8 &/' 당면한 문제들을
이해한다9 &0' 심리 테스트를 시행하고 기록하고 해석한다9 &1' 개인적 역사* 대인 관계* 현재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9 &2' 임상 인터뷰와 심리 테스트 데이타를 종합하고 요약한다9 &3'
현행의 진단 통계 매뉴얼을 사용하여 진단과 관련된 생각들을 도식화한다9 &4' 적절한 치료 계획을
발전시킨다9 &5' 치료 기획과 치료 과정에 적절한 연구를 적용한다9 &6' 효과적인 개입을 시도한다9
&7' 치료의 진행을 평가한다, 이 모든 요소들은 임상 개입 학업과정과 현장 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다, 병원 실습의 학년이 끝나기 전 학생은 표준 임상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목
강사와 현장 트레이닝 감독관이 인증한 테스팅 경력 기록과 다양한 종류의 임상 보고서 모음이
포함된다, 종합하면* 이 요소들이 임상 업무에서의 학생 능력의 증거를 보여준다, 임상 포트폴리오는
병원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전제조건으로서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1 단계8 종합 시험, 이 단계에서 학생은 ?N? 와 프로그램에서 정한 다음과 §은 실력 표준 기준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학생은 다음에 관한 능력괴 이해력을 입증해야 한다8 &/' 평가와
진단9 &0' 실제 케이스의 형상화9 &1' 치료 기획과 개입9 &2' 법적 윤리적 이슈들9 &3' 전문 직업
의식과 성숙성9 &4' 문화적 다양성9 &5' 통합9 &6' 감독* 협의* 직업~-이론~ 협력9 &7' 연구, 종합
시험은 구두 시험이며* 학생은 인턴십 지원을 계획하기 / 년 전에 시험을 봐야 한다,

2 단계9 최종 임상 시험, 이 단계에서 학생은 초보 전문인에 적합한 임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N? 가 인가한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비 ?NNGA 현장에서 행한
인턴십은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의 승인과 인턴십 관리자의 분기별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학생의 개인적 성장. 박사 과정 학생은 개인* 결혼* 그룹 혹은 결혼 상담에 참가하도록 강력 추천된다,
심리 상담에 관심있는 학생에게는 학생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봐줄 치료사들의 리스트가 주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심리 상담이 개별 학생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심리학 박사 프로o램f 요i 조건들
임상 철학박사(PJ6) 프로o램3 일반 트랙 (+,+ 유닛)
일반 심리학&16 유닛'
•

DQ6/. 컨텍스트에서 인~ 발달&2'

•

NE6.. 심리학의 역사-체계&2'

•

NE6/. 생리 심리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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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60. 행동의 인지적* 정서적 기초&2'

•

NE61. 사회 심리학&2'

•

NE621 정신 병리학&2'

•

NE625 전문적 발달과 떠오르는 리더들&0'

•

NE63. 일반 선형 모델8 퇴화&2'

•

NE63/ 일반 선형 모델8 ?LMT?&2'

•

NE630 ?-@ 고급 연구 기술 ?-@&2'

연구&10 유닛'8
•

NE634 연구 세미나&.'

•

NE643 석사 연구&6'

•

NE7.. 박사논문&02'

임상 심리학&/04 유닛'8
•

NA6.1 법적* 윤리적 이슈들&0'

•

NA6.2 정신측정 이론과 평가&2'

•

NA6.7 임상 개입8 인본주의&2'

•

NA6/. 임상 개입8 정신 역학&2'

•

NA6/0 임상 개입8 상담과 감독&2'

•

NA6/2 임상 개입8 다양성 이슈&2'

•

NA6/7 임상 개입8 인지론적* 행동론적

다음 수업들 중에서 /0 유닛 선택&최소 2 유닛은 평가 수업이어야 함'8
•

NA6.6 임상 개입8 문화-커뮤니티&2'

•

NA6// 임상 개입8 노인학&2'

•

NA6/1 임상 개입8 아이-청소년&2'

•

NA6/6 임상 개입8 그룹 심리 상담&2'

•

ND6/2 가족 상담&2'

•

ND6/3 결혼 상담&2'

•

NC6.0 객관적 성격 평가&2'

•

NC6.1 로그샤흐 테스트&0'

•

NC6.3 아이와 가족 평가&2'

•

NC6.6 아이 신경심리 평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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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트레이닝&66 유닛'
•

NA6.4 과목 실습 .&0'

•

NA60. 과목 실습 /&4'

•

NA60/ 과목 실습 0&6'

•

NA602 병원 실습&/0'

•

NA62. 병원 실습 전단계&/0'

•

NA62/ 인턴십&26'

통합&0. 유닛'8 통합 수업 리스트를 보려면 섹션 G 참조 바람,
신학 학위, 가능한 신학 수업 리스트를 보려면 섹션 G 참조 바람,
심리학 박사(Psy6) 프로o램**3 일반 트랙 (+*- 유닛)
일반 심리학&2. 유닛'8
•

DQ6/. 컨텍스트 내 인~의 발달&2'

•

NE6.. 심리학의 역사-체계&2'

•

NE6/. 생리 심리학&2'

•

NE60. 행동의 인지적* 정서적 기초

•

NE604 연구 방법 G8 실행에 기초한 접근방법&0'

•

NE605 연구 방법 GG8 질적 연구&0'

•

NE61. 사회 심리학&2'

•

NE621 정신병리학&2'

•

NE625 전문적 발달과 떠오르는 리더들&0'

•

NE63. 일반 선형 모델 G8 퇴화&2'

•

NE63/ 일반 선형 모델 GG8 ?LMT?&2'

•

NE631 일반 선형 모델 GGG8 프로그램 평가&0'

연구&6 유닛'8
•

NE634 연구 세미나&.'

•

NE7.. NbB 박사논문&6'

임상 심리학&26 유닛'8
•

NA6.1 법적* 윤리적 이슈들&0'

•

NA6.2 정신측정 이론과 평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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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6.5 임상 개입8 다양성 실험실&0'

•

NA6.7 임상 개입8 인본주의&2'

•

NA6/. 임상 개입8 정신역학&2'

•

NA6/0 임상 개입8 상담과 감독&2'

•

NA6/2 임상 개입8 다양성 이슈들&2'

•

NA6/4 프로그램 행정관리&0'

•

NA6/5 마케팅 전문 서비스&0'

•

NA6/7 임상 개입8 인지론적* 행동론적&2'

•

NA611 고급 정신역학 상담&1'

•

NA612 고급 인지론적* 행동론적 상담&1'

•

NC6.0 객관적 심리 평가&2'

•

NC6.3 리포트 쓰기&0'

•

NC6/4 고급 평가&1'

현장 트레이닝&64 유닛'
•

NA6.4 과목 실습 .&0'

•

NA60. 과목 실습 /&/0'

•

NA602 병원 실습&/0'

•

NA62. 병원 실습 전단계&/0'

•

NA62/ 인턴십&26'

통합&0. 유닛'8 통합 과목 리스트를 보려면 섹션 G 참조,
신학 구성요소&30 유닛'8 신학 과목 리스트를 보려면 섹션 G 참조,
Psy6 와 PJ6 의 부W적 중점3 W족 중점
가족 심리학 중점은 결혼과 가족 연구에 집중된 02 유닛의 추천 수업을 포함하고* 이 수업들은 주로
결혼과 가족 학과의 교수진이 가르치게 된다, 석사 래벨 프로젝트와 박사논문 역시 가족에 중점을 둔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가족 중점 수업을 위한 제안 과목은 다음을 포함한다8
•

NC6.3 아이와 가족 평가&2'

•

NC6.. 가족 체계 개론&2'

•

ND6/2 가족 상담&2'

•

ND6/3 결혼 상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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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6/3 용서와 화해&2'

•

DG62. 이야기와 가족 생활&2'

Psy6 와 PJ6 의 부W적 학문 중점3 신a심리학
NmsB 와 NbB 임상 프로그램은 신경 심리학 트랙을 제공한다, 학생이 트랙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야 한다,
•

신경 심리학 위원회 멤버 중 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 트랙을 하겠다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

•

신경 심리학 위원회 멤버는 Blm, U[lleh Q, @liqh* ?hhe Lifns* Qn[]s ?g[hi 이다,

•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자신의 진행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

•

입학 기~ 동안 B?? 와 함께 신경 심리학 트랙 양식을 검토해야 한다,

•

검토를 마치면 양식의 사본을 B?? 에게 줘야 한다,

필수 수업과정&/2 유닛'8
•

NE6/. 생리 심리학(&2'

•

NE6// 신경심리학 G8 원리와 임상 신드롬&2'

•

NC6.2 신경심리학 GG8 평가&2'

•

NC6/1 정신약리학&0'

(학생은 이 수업들에서 @) 이상의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
선택 수업과정&0 유닛'
•

NC6.6 아이 신경심리학 평가&0'

임상 배치
•

정식 신경 심리학 병원실습 및 인턴십 배치 외에도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정식 신경 심리학
트레이닝 경험이 필요하다,

연구 요건
•

박사논문 내용은 신경심리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논문은 핵심 신경심리학 교수인 Blm,
U[lleh Q, @liqh* ?hhe Lifns* Qn[]s ?g[hi 중 한 명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이
실험실이 가득 차면 핵심 신경심리학 교수진 중 한 명이 논문의 공동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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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발달 요건
•

학생들은 인턴십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 신경심리학 회의&예8 ??AL* GLQ* L?L 또는 ?N?
Bcpcmcih 2.'에서 신경심리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논문* 박사논문 또는 기타 연구'를
발표해야 한다,

•

학생들은 다음 신경 심리학적 협회 중 하나 이상에서 학생 회원이 되도록 강력히 권장된다,
o

?N? Bcpcmcih 2.

o

국제 신경심리학 협회

o

신경심리학 국립 아카데미

o

임상 신경심리학 미국 아카데미

o

히스패닉 신경심리학 협회

부가 수업과정* 과목 실습 또는 임상 신경심리학 요건의 교수법
•

0 년의 월~ 신경심리학 교육 세미나&학년당 7 회 세미나 r 0 ; /6 회 세미나'는 이 요구 사항
또는 / 년 및 아동 신경심리학 평가 수업을 충족한다,

Psy6 와 PJ6 의 부W적 학문 트랙3 문화와 커뮤니티
NmsB 와 NbB 임상 프로그램은 문화와 커뮤니티 트랙을 제공한다, 문화와 커뮤니티 트랙의 목적은
QMN 박사과정 학생에게 특별한 인종문화적* 커뮤니티 그룹-주제들을 다루는 심도있는 수업* 현장
트레이닝* 연구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이 트랙은 학생들이 다음과 §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8
•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심리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

•

특별한 인종문화적 그룹의 상황 속에서 영어로 된 심리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

"주요 연구 분야8 문화와 커뮤니티"“고 표시된 성적표로 졸업하려면 각 학생은 특정 민족문화-언어
그룹에 일관된 초점을 두고 아래에 설명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수업과정&/0 유닛', 학생은 총 /0 유닛을 마치기 위해 다음 수업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다,
•

NA6.6 임상 개입8 문화와 커뮤니티 심리학&2'

•

NA6/2 임상 개입8 다양성&2'

•

NG303 문화~ 환경에서의 통합 이슈들&0'

•

NG603 문화~ 환경에서의 통합 이슈들&0'

•

NC6.5 질적 연구 방법&0'(

•

NE631 프로그램 평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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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6/4 프로그램 행정관리&0'(

(수업 하나는 이것들에서 선택 가능하다,
임상 요건, 학생은 다음 중 두 개의 "문화 트레이닝 경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

다음 중 두 개8 과목 실습 G* 과목 실습 GG* 병원 실습* 또는 인턴십 전단계 배치9 혹은

•

위의 중 하나에다 추가적 임상 경험&?AC' 과제 추가

문화 트레이닝 경험은 상당한 양의 시~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심리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제공되고
그 언어로 감독이 된다는 것 그리고-혹은 특별한 인종 문화적 그룹에 집중하는 장소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화 트레이닝 경험은 동일한 인종문화-언어 그룹 내의
고객들에게서 일어나야 한다,
비영어로 진행하는 문화 트레이닝 경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면 먼저 고객들과의 DNDQ*
DNDQ 에서 제공하는 감독과 상담을 통해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AC 과제는 최소 1 학기 길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고객과 최소 3.%
임상 접촉과 더불어 최소 주당 6 시~의 감독 하의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진다, ?AC 과제는 사전에
BAR 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감독과 상담 요건, 학생은 다음의 지침을 따르는 감독 그리고-혹은 상담을 받아야 한다&서비스가
제공되는 언어8 감독 그룹 리더',
•

스페인어8 ?hhe Lifns 또는 Jcmmenb Pid[m+Dfilem

•

중국어8 Iehhenb U[ha

•

한국어8 Hehhs N[e

특별한 인종문화 그룹 맥” 내의 치료를 원하는 영어 화자 고객과 일하는 학생들은 현장의 매주 감독
이외에도 그룹에게 적절한 개입에 대한 지식과 실력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매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상담은 일반적으로 아래에 요약된&인종문화 그룹8 상담 그룹 리더' QMN 교수진 멤버에 의해
인도된다,
•

“틴계-스페인계 미국인8 ?hhe Lifns 또는 Jcmmenb Pid[m+Dfilem

•

중국계 미국인8 Iehhenb U[ha

•

한국계 미국인8 Hehhs N[e

•

아프리카계 미국인8 Rch[ ?lgmnliha

121

연구 요건, 학생은 다음 박사논문 지침에 따“야 한다,
•

박사논문은 학생의 임상 트레이닝 경험과 동일한 인종문화적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와
커뮤니티 주제-이슈를 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박사논문은 다음의 QMN 교수진 멤버&문화와 커뮤니티 연구 중점8 교수진' 중 한 명에 의해 공동
감독된다8
•

“틴계-스페인계 미국인8 ?hhe Lifns 또는 Jcmmenb Pid[m+Dfilem

•

중국계 미국인8 Iehhenb U[ha

•

한국계 미국인8 Hehhs N[e

•

아프리카계 미국인8 Rch[ ?lgmnliha

•

이론적 통합과 문화 심리학8 ?f Boe]e

•

기타8 추후 결정

인턴십 이전에 학생은 문화와 커뮤니티에 중점에 둔 연구 프로젝트 &소논문* 박사논문* 혹은 다른
연구'를 전문 컨퍼런스&예를 들어* 심리학과 기타9 커뮤니티 연구와 행동을 위한 사회9 ?N? 디비전
23* 30* 또는 059 전국 다문화 컨퍼런스와 정상회의9 아시아 미국 심리학 협회9 전국 J[nchr 심리학
협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전문적 발달 요건
•

학생은 ?N? Bcpcmcih 23* 30 또는 05 의 학생 멤버이어야 한다,

기타 요건
•

트랙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에게 편지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왜 그 트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특정 인종문화-언어 그룹을 다루고 싶은지* 트레이닝 계획*
문화와 커뮤니티 관련 박사논문 완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트랙 입학은 임상 트레이닝 현장의 이용 가능성* 특정 인종문화-언어 그룹을 위한 연구
지도교수의 이용 가능성에 달려 있다,

•

학생은 문화와 커뮤니티 트랙 요건을 충족해 가면서 진척 상황을 본인이 확인하기로 되어
있다, 진척을 확인하는 양식은 교무처 디렉터에게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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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일반 이슈들
등록. 등록은 학생의 책임이다, 특별 비용 등이 등록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데* 인턴십과 박사논문
등과 §은 교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학습 경험에 대한 늦은 등록도 여기 포함된다,

학생 편람. 신학교 학생 편람에 실린 정보 이외에 프로그램 학생에 관한 중요 정책* 과정과 정보는
박사과정 심리학 학생 편람에 실려 있다, 이 편람은 기본적 학업 정책뿐만 아니“ 학생과 교수진에
대한 고충 처리를 위한 개인적 전문적 행동과 과정들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편람에
나오는 정책에 순응하기도 되어 있다,

학업적, 임상적 평W. 학생은 공식적으로 매년 적어도 한 번 평가를 받게 된다, 모든 학생은 교수진
그리고-혹은 적합한 임상 지도자에 의해 수행 능력에 대한 학업적 임상적 평가를 받는 데에 동의해야
한다, 이 평가에 사용되는 정책과 과정은 박사과정 심리학 학생 편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학점 이전. 다른 기관에서 심리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Doffel 의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심리학 학점의 경감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허가 후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교무처 디렉터를
만나야 한다, Doffel 의 유사한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와 프로그램 관리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
이상의 점수를 받은* 문자 등급 성적으로 들은 수업만이 학점 이전 대상이 된다, 학점 이전이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수업 요건의 면제가 대학원 학점의 이전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기관에서 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Doffel 의 학위 과정을 마치기 위해 필요한 신학 학점의
경감을 원하는 학생은 입학 허가 후 심리학* 신학 대학의 교무처 디렉터를 만나야 한다, 선교와 신학
대학의 모든 석사 학위 취득 시~ 제한은 /. 년이다, 여기에는 다른 곳에서 이수하여 Doffel 학위에
산정된 모든 학점과 Doffel 에서 이수한 모든 학점이 포함된다, 신학 학위에 적용되는 학점 이전과
Doffel 수업을 듣는 기~을 통털어 /. 년이 넘어가면 석사 교무처 위윈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다,
NmsB 는 3 년의 풀타임 공부를 해야 한다, NbB 임상 학위는 4 년의 풀타임 공부를 해야 한다, 대학원
수준의 심리학 그리고-혹은 신학 교과과정을 마치고 들어오는 학생에게는 / 년의 시~이 단축될 수도
있다, 심리학 그리고-혹은 신학 분야의 대학원 트레이닝을 이전에 경험한 박사과정 학생은 학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26 유닛의 이전 가능 학점이 학점 인정 신청의 자격 대상이 된다, 학점
인정이 될 경우 프로그램의 셋째해와 넷째해가 / 년으로 합해지게 된다, 26 유닛의 이전 가능 학점
중에 제한적 임상 심리학 수업을 들은 학생은 프로그램의 셋째해와 넷째해의 압축을 위해 일부 임상
수업을 마쳐야 할 수도 있다, 이 학점 인정은 일반적으로 둘째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
교수진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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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f정 후보자격. 학생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공식적으로 NbB 임상 프로그램과 NmsB
프로그램의 박사과정 후보자로 ~주된다8
•

종합 시험 통과

•

과목 실습 G 과 GG 의 성공적 이수

•

NA6.1 법적* 윤리적 이슈들의 성공적 이수

•

NA6.2 정신측정 이론과 평가의 성공적 이수

•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모든 또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임상 개입 과목들의 성공적
이수

•

석사 연구 프로젝트의 만족스러운 인정&NbB 의 경우에만'

•

정식 교수진 승인,

순차적 심리학 석사 학위
심리학 석사 학위는 NbB 임상 학위와 NmsB 학위를 향해 가는 학생들에게 수여된다, 석사 요건은
학위 프로그램에 따“ 다르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업과 정상적인 박사과정과 신학 업무에 관련된
임상 경험 이외의 어떤 다른 일도 할 필요가 없다, 학생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킨 후 학위를 받을
자격을 갖는다 &졸업을 위한 필수 수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교과과정 기록을 보려면 교무처
디렉터에게 연”하기 바람',

NbB 임상
•

일반 심리학&02 유닛'

•

임상 심리학&00 유닛* NA6.7* NA6/.* NA6/2* NA6/7 포함되어야 함'

•

임의 선택 과목과 세미나* 자율 연구 과목 제외&/. 유닛'

•

NE643 석사 연구&2 유닛'

•

학회&6 유닛'

•

통합과 신학 수업과정&0. 유닛* NG6..* NG3.1* LR3..* MR3.. 포함되어야 함'

NmsB
•

일반 심리학&02 유닛'

•

임상 심리학&00 유닛* NA6.7* NA6/.* NA6/2* NA6/7 포함되어야 함'

•

임의 선택 과목과 세미나* 자율 연구 과목 제외&/0 유닛'

•

학회&/. 유닛'

•

통합과 신학 수업과정&0. 유닛* NG6..* NG3.1* LR3..* MR3..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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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리학* 신학 수업 유닛은 학생의 프로그램 두번째 학년말까지 마쳐져야 한다,
학점 인정이 승인된 학생은 동일한 숫자의 심리학 유닛을 이수했어야 하는데* 이전되는 학점에
근거하여 다른 심리학 학위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Doffel 에서의 학위를 위해 적어도 / 년은
프로그램에 머물렀어야 한다,

졸업f 졸업식. 학생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아무 학기의 끝에 졸업할 수 있다, 4 월 졸업식 준비에
참여하려면 학생은 &/' 모든 교과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0' 정해진 날짜까지 모든 박사논문 요건을
마쳐야 하며* &1' 동년 가을 학기 졸업식 전까지 ?NNGA 멤버 인턴십 실습 현장에서 인턴십을
완료하기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 졸업식 참석이 졸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은 기록 담당 사무실이
학위의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다고 결정한 학기 말에서만 가능하다,

결혼f W족 상담 개관
특징f 목적
Doffel 신학교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는 사람들을 결혼과 가족
상담 분야의 서비스를 위해 준비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개인의 정직성* 기독교 비전*
전문적 능력을 촉진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혼과 가족 상담&KDR' 학과는 세 가지 특징으로 규정된다8

영성 형성f 통합. KDR 학과는 영성 형성과 통합에 대한 헌신을 프로그램 교과과정의 핵심에
놓는다, 전문가적 발달과 개인 형성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 시각*
문화적 가정*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인지하려는 상담사 개인의 과정이* 원만하고 잘
통합된 가족 상담사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 강한 기초를 확립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KDR
교수진과 교직원는 대학원 트레이닝이 가족* 교회* 커뮤니티를 위한 비전의 회복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믿는다, 이 비전은 예수 중심이며* 가족 상담 이론과 개입* 통합* 신학 연구와 사회 과학과
행동 과학의 교과과정 조합을 통해 기독교의 가치를 결혼과 가족 관계 연구와 통합시킨다, 교수진의
목표는 사람이 이론과 실제 행동에서 철저하게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그들이 개인* 커플* 가족*
커뮤니티를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임상 트레이닝. KDR 학과는 초보 상담사&KQKDR 프로그램'와 면허가 있는 상담사&BKDR
프로그램'에게 최고 수준의 임상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것이 사명이다, 임상 트레이닝 교과과정은*
커뮤니티와 사회의 보다 큰 생태학적 맥” 속에서 개인* 커플* 가족을 개념화하는 가족 제도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학생들은 /. 개월 동안의 실습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생생한 감독과 그룹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감독 교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기회를 가진다, 임상 트레이닝은*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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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와 임상 실행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꼭 들어맞는 영성 형성 틀과 상호연결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KQDKR 학생이 전문면허를 취득하도록* BKDR 학생이 보다 수준높은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h수진f h직원 멘토십. KDR 학과는 형성과 발달은 소그룹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교수진 멤버들은 프로그램의 매학기마다 학생들과의 형성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소그룹 환경&6+/. 명의 학생'에서 형성과 임상 트레이닝에 참여한다, 지도교수*
학과장*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는 서로 밀접하게 협력하여 일하며* 교수진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도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프로o램의 변별성
결혼과 가족 상담 과학 석사&KQKDR' 학위는 기독교인 개인이 결혼과 가족 상담사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문 임상 기술을 갖추게 하도록 만들어졌다, 교과과정은 섹션 276.,14 또는
276.,15 의 학술적 요건과 캘리포니아주 사업과 직업 코드인 섹션 2777,11 을 충족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캘리포니아 주 행동과학 위원회에 의해 결혼과 가족 상담사&KDR' 그리고-혹은 전문
임상 카운슬러&NAA'의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Doffel 에서 제공하는 KQKDR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아리조나 주를 위해 필요한
결혼과 가족 상담사나 전문 임상 카운슬러로서의 면허증 교부를 위해 Rcnfe 2* Ab[jnel 4* Qe]ncih
P2+4+4./ 과 Rcnfe 2* Ab[jnel 4* Qe]ncih P2+4+3./ 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졌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보통 /.+/0 개월의 감독이 필요한 과목 실습을 요구한다,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BKDR' 학위는* 그 분야 전문가들과의 트레이닝과 협의를 통해 자신의 임상
기술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또한 실무의 비전과 범위를 상담 기회로까지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자격증이 있는 정신 건강 전문인에게 고급 트레이닝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BKDR 프로그램은
자격증이 있는 전문인이 조직&신앙에 기초하든 하자 않든'에게 주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커뮤니티에
좀 더 폭넓게 봉사할 수 있도록 임상 전문 지식의 지원을 개념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점 이전. 다른 인가 기관에서 결혼과 가족 상담에 대한 대학원 학업을 마치고 Doffel 에서 요구되는
결혼과 가족 상담 학점이 경감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입학 허가 후 KDR Qehcil ?][degc]
?dpcmil 에게 연”해야 한다, 모든 학점 이전에는 학과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학에 대한 대학원 과정을 완료하고 Doffel 에서 요구하는 신학 학점 경감을 원하는 학생 역시 입학
허가 후 KDR Qehcil ?][degc] ?dpcmil 에게 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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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편람(9DOdEPPL). 신학교 학생 편람에 실린 정보 이외에 프로그램 학생에 관한 일부 정책*
절차와 정보는 심리학과 결혼 가족 상담 대학 학생 편람에 실려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개인적
전문적 행동 지침에 관해 교수진+학생 위원회가 개요를 정리한 문서들이며* 또한 학생과 교수진에
대한 불만 처리 정책과 절차 또한 중요하다, 모든 학생이 두 학생 편람의 규칙에 순응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학생이 결혼 가족 상담학과와 신학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것은 계약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학과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된 모든 학생은 편람에 있는 정책을 읽고 알고 순응하도록 요구된다,

학업f 임상 평W. 이 두 개의 학위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은 매년 학업의 성취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KQKDR 학생은 추가적으로 교수진 그리고-혹은 임상 감독자에 의해 그들의 성과에 대한
임상 평가를 분기별로 받게 된다, 평가에 사용되는 지침과 절차는 심리학과 결혼 가족 상담 학생
편람과 KQKDR 임상 트레이닝 매뉴열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개인별 성장f 상담. 개인별 성숙과 성장은 결혼 가족 상담 트레이닝에 있어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결혼 가족 상담사가 되려고 훈련받는 사람은 개인의 정직성* 공감 능력* 감정적 지구력과 안정성*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감정적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헌신* 자신의 개인
관련* 결혼 관련* 가족 관련 성장에 대한 헌신 등의 특징을 갖도록 요구된다,
학과는 학생들~에 그리고 학생과 교수진 ~에 대학 공동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관계적인 환경에서 개인 성장 분야는 학생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주 드러나게 된다, 학생이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강력히 권고된다,

결혼f W족 상담 프로o램f 요i 조건들
결혼f W족 상담에 대한 f학 석사

입학. Doffel 신학교 입학에 대한 일반 기준은 이 카탈로그의 입학 기준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학위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서 학생은 지역 인가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사 학위가* 유학생은
동등한 학위가 필요하다, 모든 지원자는 학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입학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원 학업에 적합한 지원자를 선택한다, 파사데나와 피닉스
캠퍼스의 신입생은 조기 입학 기준에 따“ KQKDR 에 입학 허가된다, 지원 마감 시한과 입학 통지
일자는 bnnj8--qqq,foffel,edo-[dgcmmcihm 에서 찾을 수 있다, 입학 경쟁은 치열하며* 다음 2 기준에
근거하여 입학이 결정된다,

개인적 성숙도, 지원자는 감정적 영적 지적 성숙도를 갖춰야 하며* 결혼과 가족 상담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적 적합성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추천서* 지원자의 목적 진술서* 관련 경력의
요약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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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학점, 지원자는 보통 최소 1,. 이상의 학부 평균 학점을 가지고 있다,
교과 수업 요건, KQKDR 지원자에게는 입학 이전 사회 과학과 행동 과학 수업의 이수가 강력히
추천된다, 기초 사회과학 연구 혹은 통계 수업* 성격 이론 &혹은 상담 이론'* 이상 심리학* 생명의 발달
&혹은 발달 심리학' 관련 수업의 이수가 추천된다, 지원자의 학업 준비가 적절한지 평가되게 된다,

인터뷰&면접', 결정 과정의 일부로 선택된 지원자에게 면접관이 배정된다, 면접에 대한 초청이
프로그램 입학 허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 또는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 시험을 봐야 한다, K,Q,학위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 RMCDJ 에서는 최소 03. 점&종이 시험 4.. 혹은 인터넷 시험 /..'* GCJRQ 에서는 5,. 의
점수가 필요하다, RMCDJ 이나 GCJRQ 는 최근 0 년 이내에 본 것이어야 한다, 하위 점수 분포 정보가
필요하다면 bnnj8--qqq,foffel,edo-[dgcmmcihm 를 참조하기 바람,

트레이닝 a험. Doffel 의 결혼과 가족 상담 트레이닝 경험의 범위는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8 /'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이론적 트레이닝&예를 들면* 가족 연구*
결혼과 가족 상담* 신학과 통합* 연구'9 0' 임상 트레이닝 &예를 들면* 실험실 트레이닝* 생방송 관찰*
과목 실습'9 1' 개인 성장 경험, 이러한 트레이닝 경험을 통해서 교수진은 신학적 영적 형성 관점들과
문화적 능력 분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통합 연i.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의 독특성은 뛰어난 트레이닝과 학업에 대한 헌신을 초월한다,
교수진은 기독교 신학교의 도덕적 맥”이 기독교 상담사의 트레이닝에 안성마춤이“는 것을 믿는다,
기독교 상담사들은 개인* 커플* 가족* 그들이 속한 커뮤니티~의 관계적 건강에 전념하게 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학문적 트레이닝* 임상 트레이닝을 통하여 신앙과 문화 능력을 통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결혼과 가족 상담 교수진은 이 통합을 평생 과정이“고 ~주한다, 교과과정은 기독교 관점에서
학습되는 경험* 지식* 기술의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교수진은 그들 자신의 통합적 노력을 반영하는
수업 자료들을 전달하면서 성경적 신학적 철학적 관점의 통합을 독려한다, 또한 교수진은 다음의 세
가지 도전을 학생들에게 주려 하는데* 첫째* 학생들이 인~ 경험 범위 전체를 다루기 시작하는 것*
둘째* 가치과 신념의 일관적 체계를 표현하는 것* 셋째* 개인의 삶과 가족~의 관계에서 치유의
중개인이 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결혼과 가족 상담 교수진은 다음과 §이 학생을 도움으로써 학생의 영성 형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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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임을 알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교수진은
학생이 다음의 것들을 하게 만든다8 자신의 삶-영적 여행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표명한다9
교육자와 상담사로서 자신이 소유한 재능* 소질* 장점에 경의를 표한다9 대화와 친교를 통해
자신의 영적* 문화적 정체성을 격려한다,
0, 기독교인이자 기독교인 전문가로 성장한다, 소그룹 대화에서 교수진은 학생이 겸손* 연민*
희망과 안식일의 휴식이“는 덕목을 고찰하고 그 덕목 속에서 성장하도록 격려한다,
1, 하나님의 나“에서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수진은 학생이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다는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학생은 개인* 가족* 커뮤니티에 대한 그들의 사역이 교회 내에 있든 세속적인 환경에
있든~에 그들의 직업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졸업생이 기독교인 전문가로서 다양한 직업 속에서 발전해 나아갈 때 이러한 기초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된다,

hff정3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는 KQKDR 학생이 면허를 받도록 준비시키며* KDR 분야에서
전문적 개인적 발전을 이루도록 토대를 구축한다, 이는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0 년 트랙에 있는 파사데나 캠퍼스의 학생은 모든 교과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학기당
/2+/4 유닛의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전의 대학원 학업이 있을 경우 시~과 수업의 경감이
고려될 수 있다 &위의 학점 이전 참조', 학업 과정 중 풀타임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1 년
트랙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화요일 늦은 오후와 저녁에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첫 두 해는 학생이 온“인 수업을 택할 수도 있고 셋째해에 과목 실습* 과목 실습 상담*
통합 형성 요건들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Doffel 아리조나 피닉스 캠퍼스의 학생 역시 1 년에 걸친
프로그램을 통해 축소된 수업의 양으로 교과과정을 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업이 수요일 혹은
목요일 오후와 저녁에 진행된다, 또는 학생이 축소되지 않은 양의 수업을 0 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들을 수 있는데* 수업이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와 저녁에 진행된다,
결혼과 가족 상담 KQ 학위 학업 과정에는 76 쿼터 유닛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JNAA 자격증을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 유닛* 아리조나 JNA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0 유닛 필요', 학위
요건은 다음과 §이 배정되어 있다8
•

결혼과 가족 상담8 14 유닛&JNAA 또는 JNA 는 16 유닛'

•

임상 트레이닝8 /6 유닛

•

가족 공부8 /4 유닛

•

가족 연구8 2 유닛

•

신학-통합8 /4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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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선택과목8 6 유닛&JNA 는 /. 유닛'

결혼과 가족 상담, 결혼 및 가족 상담 교과과정은 각 학생에게 광범위한 이론적 접근 및 임상
트레이닝 경험을 제공합니다, 필수과목8
•

DR3.0 가족 상담에서의 법적* 윤리적 이슈들&2 유닛' 또는 DR3.1 치료 행위의 법적* 윤리적
이슈들&2 유닛9 Doffel 아리조나 캠퍼스만'

•

DR3.6 정신병리학과 가족 체계&2 유닛'

•

DR3/2 가족 상담&2 유닛'

•

DR3/3 결혼 상담&2 유닛'

•

DR30. 가족 관계 내 아이와 청소년 상담&2 유닛'

•

DR300 개인* 커플* 가족 평가&2 유닛'

•

DR304 중독과 가족 상담&0 혹은 2 유닛'

•

DR311 깨지기 쉬운 가족 체계8 정신 건강 불균형과 복잡한 트“우마&2 유닛'

•

DR313 그룹 상담&0 혹은 2 유닛'

•

DR327 정신약리학&2 유닛'

임상 트레이닝, 결혼과 가족 상담 석사 학위 학생은 학업 기~ 동안 첫학기부터 임상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된다, 필요 요건은8
•

DR31.? 임상 기초 /&0 유닛'

•

DR31.@ 임상 기초 0&0 유닛'

•

DR31.A 임상 기초 1&0 유닛'

•

DR33. 과목 실습&총 /0 유닛' 또는 DR33/ 과목 실습&총 /0 유닛9 Doffel 아리조나 캠퍼스만'

•

DR33.A 과목 실습 상담&. 유닛* 과목 실습과 동시에 들어야 함 + 파사데나 캠퍼스만'

•

DR33.Q 과목 실습 감독&. 유닛* 과목 실습과 동시에 들어야 함 + 피닉스 캠퍼스와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교수가 지도하는 과목 실습 학생들에게 해당'

가족 연구, 가족 연구의 핵심 교과과정은 학생이 결혼과 가족의 심리사회학적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견고한 기초를 제공한다, KQKDR 학생은 /4 유닛을 이수해야만 한다8
•

DQ3.. 가족 체계 역학&2 유닛'

•

DQ3./ 성별과 성&2 유닛'

•

DQ3.3 아이와 가족의 발달&2 유닛'

•

DQ3// 결혼과가족 개입의 문화적* 윤리적 이슈들&2 유닛' 또는 DQ3/0 치료 개입에서의
문화적* 윤리적 이슈들&2 유닛9 Doffel 아리조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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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연구, KQKDR 학생은 2 유닛을 마쳐야 한다8
•

DP3./ KDR 연구 방법* 통계* 설계&2 유닛'

•

추가적 가족 연구 기회는 다음을 포함한다8
o

DP37. 가족 연구에 대한 교수 지도 학습&/+2 유닛'

o

DP3./ 석사 논문&6 유닛'

o

DP371 석사 연구와 글쓰기&. 유닛'

신학과 통합, 위에 언급된 대로* 상담사를 영적* 도덕적* 감정적* 관계적 전체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으로 훈련시키는 것은 결혼과 가족 상담 교수진의 주목표이다, 그러므로 K,Q, 학위
프로그램에는 성경 연구* 윤리학* 통합에 관한 교과과목들이 필요하고* 이 과목들은 미래의
상담사들이 두 가지 기술을 갖추게 한다, 첫째* 다른 학문과의 제휴적 대화에 뛰어들 수 있는
개념적 기술* 둘째* 개인* 커플* 가족과의 일에서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임상 기술이
그것이다,
모든 KQKDR 학생은 다음 /0 유닛의 신학-통합 수업과정을 마쳐야 한다8
•

CR313 삶과 죽음의 윤리학

두 개 선택8
•

MR3.. 구약 개론

•

LR3.. 신약 개론

•

DG3.4 가족 체계로서의 교회

추가로* 모든 KQKDR 학생은 다음 2 유닛의 통합 수업과정을 마쳐야 한다8
•

DG3.. 통합 개론&0 유닛'

•

DG3/.?-@-A-B 통합 형성 그룹&0 유닛'

선택 f목. KQKDR 학생은 학과가 제공하는 수업 중에서 결혼과 상담 관련 2 유닛 선택 과목과
2 유닛 일반 선택 과목을 택할 수 있다,
MAM8T 부W적 중점3 MHd8T 중점
정신 건강 서비스 법안&0..2'와 적정 부담 법안&0./.'의 조항은 건강의 완전한 돌봄 관리 체계의
이행을 가져오는데* 행태적 건강과 주요 돌봄 서비스를 조합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의학적 가족 상담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 KDR&KedDR'가 진화하는 돌봄 체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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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DR 중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학생들에게 다음 기회를 준다8 [' 질병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서 일어난 감정적 관계적 이슈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치료 개입을 개념화하고
지원할 수 있다9 b' 의학적 맥” 속에서 결혼과 가족 상담사로서 일하는 것을 배운다,
이 중점 프로그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K,Q, 학생은 다음 과목들을 들어야 한다,
•

DR340 의학적 가족 상담8 질병과 건강 체계 내에서 가족과 작업하기&2 유닛'

•

DR327 정신약리학&2 유닛'

•

CR313 삶과 죽음의 윤리학&2 유닛'

파사데나와 피닉스 캠퍼스의 KQKDR 학생은 중점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MAM8T 부W적 면허3 자격증이 있는 전문 임상 카운슬러(LP55)
면허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기 원하는 파사데나 캠퍼스의 학생은 학위 프로그램 동안 총 /.. 유닛의
다음 과목들을 들어야 한다,
•

DR304 중독과 가족 치료&2 유닛'

•

DR324 생활 발다-진로 상담&2 유닛'

MAM8T 부W적 면허3 자격증이 있는 전문 카운슬러(LP5)
면허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기 원하는 피닉스 캠퍼스의 학생은 학위 프로그램 동안 총 /.0 유닛의
다음 과목들을 들어야 한다,
•

DR324 생활 발달-진로 상담&2 유닛'

•

DR313 그룹 상담&2 유닛'

•

DR37. 교수 지도 학습8 상담 이론&0 유닛'

•

DR33/ 과목 실습&총 /0 유닛'

임상 트레이닝
KQDKR 프로그램 학생은 학업 동안 임상 트레이닝에 참여하게 된다, 실험실 트레이닝* 실황 관찰*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목 실습의 다양한 조합이 다음 6 개의 가정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8
/, 결혼과 가족 상담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하는 원리이다,
0, 결혼과 가족 상담사는 효율적인 치료 방법의 발달 촉진을 위해 KDR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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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과 가족 상담사는 다양한 스펙트럼 내에 존재하는 개인* 결혼* 가족* 관계 문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치료하는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결혼과 가족 상담사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성직자*
건강관리 실무자* 정신과 의사* 학교 관계자* 심리학자* 가족법 전문가가 포함된다,
3, 결혼과 가족 상담사는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사회경제학적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
커플* 가족들을 상담하는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4, 결혼과 가족 상담사는 관계적 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영적 이슈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수진은 학생이 이론을 임상 실행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고* 캠퍼스 외부의 임상
트레이닝에 대한 폭넓은 감독을 제공하고* 임상 시설이 다양한 범위의 가족과 정신 건강
이슈들을 경험하게 하도록 보장한다,
6, 커뮤니티 그리고-혹은 정신 건강 시설은 결혼과 가족 상담사들을 혼련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다양한 범위의 정신 건강과 가족 관련 이슈들을 경험하게 만든다,

임상 토대. KQ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은 파사데나와 피닉스 캠퍼스에서 첫 두 학기 동안 혹은 피닉스
캠퍼스의 1 년 프로그램의 둘째해 가을 학기 시작할 때 학우와 함께 하는 실험실 트레이닝 경험을
하게 된다, 매주 하는 실험실 경험은 초기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학생은 역할 연기*
오디오 그리고-혹은 비디오테이프 반응* 1 인회의 매주 참여를 통해서 기본적 상담 기술을
발달시키게 된다,
0 학기 동안의 기초 트레이닝이 끝나고 세번째 학기에 임상의사 교수의 지도 아래 학생은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되며* 가상 상담 세션에 동역 상담사 혹은 팀 멤버로 참여함으로써 가족 상담 기술을
실제 행하게 된다, 한쪽 방향 거울이 설치된* 특별 장비가 설치된 관찰실이 트레이닝을 위해
이용된다,
파사데나 캠퍼스의 1 년 과정 트랙 학생은 프로그램의 첫 여름 학기 동안 학우와 함께 하는 실험실
트레이닝 경험에 참여하게 된다, 임상 트레이닝의 이 과정은 집중 과정으로 제공된다,
둘째해의 봄 학기에 학생은 최종 임상 기초 시리즈를 완료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은 임상의사
교수의 지도 하에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되며* 가상 상담 세션에 동역 상담사 혹은 팀 멤버로
참여함으로써 가족 상담 기술을 실제 행하게 된다, 한쪽 방향 거울이 설치된* 특별 장비가 설치된
관찰실이 트레이닝을 위해 이용된다,

f목 실습. 졸업하려면 KQKDR 학생은 최소 1.. 시~의 고객 직접 접촉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
/.. 시~은 아이들* 커플* 그룹* 가족 업무에 완전히 사용되어야 한다, 학생은 3 시~의 고객 접촉마다
필요한 / 유닛의 감독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4. 유닛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감독 "유닛"은
개인 감독 / 시~ 혹은 그룹 감독 0 시~과 §은 말이다, 학생들은 또한 캘리포니아나 아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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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주에서 요구하는 면허증 교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목 실습 경험을 고객 접촉
3.. 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파사데나 캠퍼스의 1 년 트랙에 있는 학생은 학업 셋째해에 과목
실습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전문 상담 면허 교부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원하는 아리조나 주의 Doffel 학생은 감독 아래
5.. 시~의 임상 경험을 마쳐야 하는데* 그중 최소 1.. 시~은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f목 실습 상담 o룹(파사데v 캠퍼스에서만). 과목 실습 상담은 결혼과 가족 상담 과목 실습의 필수
요소이다, 과목 실습 상담 그룹의 목적은 사건 상담* 임상과 통합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임상적 전문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수진이 이끄는 과목 실습 중의 학생은 실습
과목 감독에 등록해야 한다,

f목 실습 감독 o룹(피닉스와 파사데v 캠퍼스). 과목 실습 감독은 결혼과 가족 상담 과목 실습의
필요 요소이다, 과목 실습 감독 그룹의 목적은 사건 평가* 임상 실행* 프로그램 교과과정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학생의 임상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감독은 아리조나나 캘리포니아에서 자격증을
가진 결혼과 가족 상담사에 의해 제공된다,

임상 평W. 임상 기술에 대한 기초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은 임상 기초와 과목 실습 수업들을
하는 동안 평가를 받게 된다, 임상 기초 /+1 동안* 기초 가족 상담 기술과 과목 실습을 위한 개인적
준비 태도가 평가된다, 과목 실습을 하는 동안 임상 및 전문적 발전에 대한 평가가 학기별로
이루어진다, 파사데나나 피닉스의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BAR'는 평가 과정 전체에 감독을
제공하는데* 여기에 KDR 교수진* 과목 실습 감독관* 에이전시 디렉터와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 중 발생 가능한 의문점과 우려는 BAR 와 협의하게 된다,
결혼f W족 상담 박사 프로o램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BKDR' 학위 프로그램은 면허가 있는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고급 트레이닝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BKDR 교과과정은 특별한 중점을 다음 두 분야에 두고 임상학자+상담가
틀에 근거하고 있다8 [' 임상 능력 심화* b' 핵심 임상 능력을 교회와 커뮤니티 조직 §은 비교회
환경에 적응하는 비전의 확장,

입학. 학위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 학생은 지역적으로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유학생의 경우 동등한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모든 지원자는 학과의 교수진 멤버들로 이루어진 입학
위원회에 의해 평가받게 된다, 위원회는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원 학업을 할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택한다, 지원 마감일자와 입학 결정 통지 일자는 bnnj8--qqq,foffel,edo-[dgcmmcihm 에서 찾을 수
있다, 입학 경쟁은 치열하며 다음의 네 기준이 입학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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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숙도, 지원자는 결혼과 가족 상담 직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감정적* 영적* 지적 성숙도와
직업적 적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추천서* 지원자의 목적 진술서* 연관 경험의 요약으로
평가된다,

학점, 지원자는 보통 최소 1,. 의 대학점 학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면허, BKDR 지원자는 유효한 임상 면허&JKDR* JANA* JAQU* JKFA 또는 관련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뷰, 선택된 지원자에게는 결정과정의 일부로서 면담자가 배정된다, 인터뷰 초정이 프로그램
입학을 보장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는 RMCDJ&Remn if Chafcmb [m [ Dilecah J[hao[ae' 또는
GCJRQ&Ghnelh[ncih[f Chafcmb J[hao[ae Remncha Qsmneg' 시험을 봐야 한다, K,Q,학위 프로그램
입학을 위해 RMCDJ 에서는 최소 03. 점&종이 시험 4.. 혹은 인터넷 시험 /..'* GCJRQ 에서는 5,. 의
점수가 필요하다, RMCDJ 이나 GCJRQ 는 최근 0 년 이내에 본 것이어야 한다, 하위 점수 분포 정보가
필요하다면 bnnj8--qqq,foffel,edo-[dgcmmcihm 를 참조하기 바람,

트레이닝 a험. Doffel 의 결혼과 가족 상담 트레이닝 경험의 범위는 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네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8 /' 상급 접근방식에 대한 이론적 트레이닝* 0' 집중적인 임상
트레이닝* 1' 신앙과 문화 지식의 통합* 2' 개인적 성숙 경험, 이러한 트레이닝 경험을 통해서
교수진은 신학점 관점들을 통합하고* 문화 지식과 인식 능력을 고양하고* 임상적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통합 연i. 결혼과 가족 상담 박사 프로그램이 독특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 임상학자+상담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봉사하는 개인* 커플* 가족* 조직* 사업체* 커뮤니티의 관계의
건강에 헌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과 문화 지식을 학술적 환경에서 통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심리학적* 관계적 재능을 가진 청지기인 우리는 지혜를 제공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화목의 현상황에 참여하는 기독교인의 집단 커뮤니티로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응용 실행자로서 우리의 업무는 학생의 성격 발달* 임상 전문성* 통합적 형성에 기여한다, 졸업생은
기독교인 전문가로서 다양한 직종에서 발전해 나가는데* 이때 이러한 기초들이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hff정. 결혼과 가족 상담 학과는 BKDR 프로그램을 위해 임상학자+상담가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학위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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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0 년 트랙의 학생은 모든 교과과정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학기당 4+/0 유닛의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다, BKDR 학위를 위해서 5. 쿼터 유닛의 수업이 필요하다, 학위 요건은 다음과 §이
분포되어 있다,
•

결혼과 가족 상담&/4 유닛'

•

임상 트레이닝&10 유닛'

•

박사논문 연구&/.'

•

통합&2'

•

임의 선택 과목&2'

•

신학&2'

결혼과 가족 상담, 다음의 KDR 수업들은 가족 상담 실무에 대한 상급 트레이닝과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

DR6/2 문화적 정보에 근거한 실행&2 유닛'

•

DR6/4 임상학자+상담사 평가&2 유닛'

•

DR622 트“우마와 회복&2 유닛'

•

DR6/6 마케팅과 실행의 발달&2 유닛'

임상 트레이닝, 매학기 학생은 과목 실습 상담 과정에 있게 되는데* 1+2 명의 동료와 §이 교수진
멤버와 상담을 하게 된다, 교수진 멤버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특정 상담 모델을 통해서 집중적인
트레이닝과 현장 상담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DR606 과목 실습 상담 /&6 유닛'

•

DR606 과목 실습 상담 0&6 유닛'

•

DR606 과목 실습 상담 1&6 유닛'

•

DR606 과목 실습 상담 2&6 유닛'

박사논문 연구, 학생은 지도교수와 함께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쓰게 된다, 논문에
사용되는 용례들로는 사례 연구* 이론과 개입 발전* 혹은 경험적 연구가 포함된다,
•

DP673 BKDR 박사논문 온“인 교육&0 유닛'

•

DP671 BKDR 박사논문&6 유닛'

통합, 신앙과 임상 실행의 통합은 KDR 학과의 모든 교과과정의 중심이다,
•

DR6.. 결혼과 가족 상담의 고급 통합&2 유닛'

임의 선택 과목&최소 / 과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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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6/. 놀이와 청소년 치료

•

DR61. 고급 인~ 성 및 성 치료&2 유닛'

신학&밑에 있지 않은 하나 또는 다른 수업 선택'
•

슬픔* 상실* 죽음* 임종&2 유닛'

•

영성 형성과 /0 단계&2 유닛'

•

문화~ 사역에서의 치유의 기도&2 유닛'

트레이닝f 연i 시설
8TMMHr 심리 서비스와 W족 서비스
Doffel 심리 서비스와 가족 서비스&DNDQ'는 Doffel 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임상
트레이닝과 커뮤니티 정신 건강을 위한 봉사활동 부분이다,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의 Doffel
신학대학교에 자리잡고 있다, Doffel 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은 신학교에 설립된* 미국 내
최초 임상 심리학 전문학교이며* /752 년에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인가를 받은* 최초의 신학교 내의
심리학 학교가 되었다, "파사데나 커뮤니티 상담 센터"“고 명명된 클리닉은 Doffel 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이 문을 열기 / 년전* /742 년 // 월에 문을 열었다,
DNDQ 가 독특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존재 자체가 통합적인 방법으로 정신* 육체* 영혼을
치유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히 말해* 사람은 육체적 존재 이상의 존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울증과 불안증 §은 심리적 증상은 종종 피곤이나 통증 §은 물리적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우리의 영적 건강은 우리의 물리적* 심리적 증상에 영향을 주고*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DNDQ 의 확립과 현재 비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비전은 Doffel 의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과 Doffel 신학교로부터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우리 임상학자 대부분은 Doffel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임상 심리학 프로그램과 결혼과
가족 상담 프로그램의 학생들이다, 그들은 면허가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해 면밀하게 감독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DNDQ 에 의해 고용되었으며* 학생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보도록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DNDQ 는 미래의 정신 건강 전문가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저렴한 방법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DNDQ 상담사들은 상담 서비스를 개인&아이들* 청소년 청소년* 성인'* 커플* 가족* 그룹들에게
제공하는데* 불안* 우울* 관계의 어려움* 트“우마* 죄책감* 사별 등의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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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Q 는 또한 신경심리학적 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
발생하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의 존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애에는 ?BB-?BFB*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습 장애* 지적 장애* 난독증* 처리 문제* 우울증 및
불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래비스(TrDvKs) 연i소
트래비스 연구소&RPG'는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 내 교수진* 학생*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상승효과* 행정 지원* 인프“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학교* 교회* 사회를
아우르는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심리학 연구* 타학문과 제휴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RPG 는 다음과 §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8
•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가능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연구와
학식을 생산하는 존재

•

인~과 인~이 만든 제도의 물리적* 심리적* 영적 본질을 이해하는 연구의
영향에 있어서 세속적* 교회적 맥”의 담화에서 리더가 되는 존재

•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교수진* 학생* 졸업생의 학술적-전문가
형성과 학식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존재

•

재단* 정부 에이전시* 비영리 단체* 민~ 사업 단체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연구 프로젝트를 육성하는 존재

•

Doffel 학생과 교수진의 실험실을 위한 소중한 재정적 지원과 연구 지원을
공급하는 존재

•

RPG 의 다양한 실험실을 초월해서 그리고 Doffel 외부의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을 촉진하게 하는 최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협업 연구를 조성하는 존재

트래비스 연구소는 연구 실험실과 QMN 교수 멤버들이 감독하는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진행 중인 최근 연구 주제는 대뇌 반구~의 소통과 인지* 가족 내 갈등 해소* 종교의 문화 심리학*
종교적 대처와 지원* 완벽주의* 트“우마* 복원력* 체육인의 덕목* 이민자 청소년과 가족* 영성과
건강을 포함한다, 어떤 교수진은 연구 보조금을 받는데* 이것으로 학생들을 연구 조교로 채용할 수
있다, 모든 현행 실험실과 프로젝트의 전체 리스트는 RPG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8
https://www.fuller.edu/academics/school-of-psychology/travis-research-institute/.
인적자료 개발 번영 센터
번영 센터는 두 개의 중요한 목표에 부합한다8 첫째* 젊은이가 어떻게 번영하는 어른으로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 둘째* 최적의 인~ 발달을 육성하기 위해 실제적 도구와 자료을 공급하는
것이다, 부모* 교육자* 사역자* 청소년 복지사와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다른 어른들을 위해*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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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응용 연구* 개입과 자료의 창출을 통해 긍정적인 아이와 청소년 발달을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현행 연구 프로그램은 번영과 영성* 성격상 장점과 덕목의 발달* 스포츠 맥”에서 덕목의 발달을
다룬다, 번영 센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번영 센터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8
bnnjm8--nbenblcpe]ehnel,ila-,
현장 트레이닝 임상 시설들3 임상 심리학
하기의 기관들은 최근에 학생들에게 임상 경험과 트레이닝을 제공했던 기관들이다, 일부 등재된
기관은 임상 심리학 부처와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있어서 매년 일정한 숫자의
훈련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 기관들은 다른 많은 교육 기관들로부터 훈련생들을 선택한다, 임상
트레이닝과 연관된 기관들은 해마다 달“지게 된다,
•

?@?+@C?PQ* P[h]bi Ao][giha[* A?

•

?fb[gbl[ 통합 교육구* ?fb[gbl[* A?

•

?olil[ J[m Ch]ch[m 행동 건강 관리* N[m[deh[* A?

•

?tom[ N[]cfc] Shcpelmcns 상담 센터* ?tom[* A?

•

@cehpehcdim 어린이 센터* Kihnebeffi* A?

•

@cif[ Shcpelmcns 상담 센터* @cif[* A?

•

A[fcfilhc[ 행동 건강 클리닉* Jim ?haefem* A?

•

A[llce Filh [hd ?mmi]c[nem* 개인 실행* N[m[deh[* A?

•

A[m[ Aifch[ 재활 병원 삶의 변화 센터* Nigih[* A?

•

Aed[lm+Qch[c 메디컬 센터* Jim ?haefem* A?

•

자폐 및 관련 질환 센터* Uiidf[hd Fcffm* A?

•

Abeelfof Fefjelm 어린이 및 가족 연구 센터* Jim ?haefem* A?

•

어린이와 가족 인도 센터+@[fbi[* Lilnblcdae* A?

•

어린이 병원 if Jim ?haefem* Jim ?haefem* A?

•

기독교 상담 사역* N[m[deh[* A?

•

Acns if Fije 국립 메디컬 센터* Bo[lne* A?

•

Beff[ K[lnch Aehnel [n Fohnchanih Fimjcn[f* N[m[deh[* A?

•

Bcdc Fclm]b 정신 건강 서비스* Ghafeqiid* A?

•

Cf Kihne 경찰 외부관계 사무실* Cf Kihne* A?

•

Cfct[benb Fiome* N[m[deh[* A?

•

Cgg[om Pi[d 상담-Jcfe N[]cfc] @cbfe Aiffeae* Q[h Bcg[m* A?

•

CLIG Fe[fnb [hd Peme[l]b Qsmnegm* Gh],* Cf Kihne* A?

•

D[cnbfof Aehnl[f @cbfe Abol]b w D[gcfs if Ab[gjcihm 상담 센터* Ghafeqiid* A?

•

Doffel 심리와 가족 서비스* N[m[de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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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ehbiome 상담 센터* N[m[deh[* A?

•

F[lbil SAJ? 메디컬 센터* Rill[h]e* A?

•

F[nb[q[s+Qs][gilem 어린이와 가족 서비스* Qionb N[m[deh[* A?

•

Felcn[ae Afchc] [n nbe Aehnel fil ?acha Pemiol]em* N[m[deh[* A?

•

Fcffpceq 정신 건강 센터* N[]icg[* A?

•

Ghnel]iggohcns 상담 센터* Ubcnncel* A?

•

Hells J, Nenncm T? 메디컬 센터* Jig[ Jchd[* A?

•

I[cmel Nelg[hehne Jim ?haefem 메디컬 센터* Bejn, if Nms]bc[nls* Jim ?haefem* A?

•

J? Aiohns ) SQA 메디컬 센터* 정신과* Jim ?haefem* A?

•

J? Aiohns ) SQA 메디컬 센터* 신경학과* Jim ?haefem* A?

•

J? Aiohns+BFQ Fobeln F, Fogjbles 종합 건강 센터* Jim ?haefem* A?

•

Jig[ Jchd[ Shcpelmcns Fe[fnb A[le* 소아과* Jig[ Jchd[* A?

•

Jim ?haefem 기독교 건강 센터* Jim ?haefem* A?

•

Jim ?haefem JE@R Aehnel* Jim ?haefem* A?

•

N[]cfc] Afchc]m* N[m[deh[* A?

•

N[]cfc] Afchc]m C[mn* Kihlipc[* A?

•

N[m[deh[ 정신 건강 센터* N[m[deh[* A?

•

N[nnih Qn[ne Fimjcn[f* N[nnih* A?

•

Nejjeldche Shcpelmcns 상담 센터* K[fcbo* A?

•

Nlininsjem w GA?L FADN* Cf Kihne* A?

•

Nlininsjem w PC?AF* N[m[deh[* A?

•

Nms]bifias Pemiol]e Aihmofn[hnm* N[m[de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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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bi Jim ?gcaim 국립 재활 센터* Biqhe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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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ch Nms]bifiac][f ?mmi]c[nem* Ch]chi* A?

•

SAJ? Qegef Ghmncnone fil 신경과학과 인~ 행동* Jim ?haefem* A?

•

SQA Chaeg[hh 학생 건강 센터 w Aiohmefcha Aehnel* Jim ?haefem* A?

•

T[hao[ld Shcpelmcns 상담 센터* Aimn[ Kem[* A?

•

T? Jim ?haefem 보행 관리 클리닉* Jim ?haefem* A?

•

T? 메디컬 센터* Jiha @e[]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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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메디컬 센터* Qejofped[* A?

•

T? 메디컬 센터* Uemn Jim ?haefem* A?

•

Tehnol[ Aiohns 행동 건강* Mrh[ld* A?

140

현장 트레이닝 임상 시설들3 결혼f W족 상담
아래 나열된 기관은 최근 몇 년 동안 결혼과 가족 상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 트레이닝을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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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nel fil Ghdcpcdo[f [hd D[gcfs Rbel[js* Ml[hae* A?

•

Abch[niqh 서비스 센터* Jim ?haefem* A?

•

Ablcmnym Abol]b if nbe T[ffes* Q[h Bcg[m* A?

•

Aiggohcns D[gcfs Eocd[h]e Aehnel* Aellcnim* A?

•

Bcdc Fclm]b* Aofpel Acns* A?

•

Cf Kihne 경찰 외부관계처* Cf Kihne* A?

•

Cgg[om Pi[d 기독교 상담 센터 &Jcfe N[]cfc] Aiffeae'* Q[h Bcg[m* A?

•

CLIG Fe[fnb $ Peme[l]b Qsmnegm* Gh],* Cf Kihne* A?

•

Diinbcff 가족 서비스* N[m[deh[* A?

•

Dlcehdm if nbe D[gcfs* T[h Losm* A?

•

Doffel 심리와 가족 서비스* N[m[deh[* A?

•

F[nb[q[s+Qs][gilem* N[m[deh[* A?

•

Ghnelf[]e Abcfdleh [hd D[gcfs Qelpc]em* A[g[lcffi* A?

•

Iile[h ?gelc][h 가족 서비스 센터* Jim ?haefem* A?

•

Iile[h Aiggohcns Qelpc]em* @oeh[ N[le* A?

•

J[ Tce 상담 센터* N[m[deh[* A?

•

J[ee ?pe Abol]b 상담 센터* N[m[deh[* A?

•

Jim ?haefem 기독교 건강 센터* Jim ?haefem* A?

•

Mdsmmes Ab[lnel Q]biif* ?fn[deh[* A?

•

N[]cfc] Afchc]m* N[m[deh[* A?

•

N[l[ Jim Lcñim* Jim ?haefem* A?

•

N[lnhelmbcjm ni Sjfcfn Aiggohcncem* @olb[he* A?

•

N[m[deh[ 정신 건강 센터* N[m[deh[* A?

•

Q[h E[blcef 통합 교육구* Q[h E[blcef A?

•

Q[hn[ ?hcn[ D[gcfs Qelpc]em* Kihlipc[* A?

•

QWLA 상담 센터* N[m[de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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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fcfn D[gcfs Qelpc]em-Fiffsalipe

•

T[hao[ld Shcpelmcns 상담 센터* Aimn[ Kem[* A?

•

Tehnol[ Aiohns 행동 건강* Mrh[l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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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D. Yale University. 리더십 발달 Foab Be Nlee 교수,
Carly Crouch, B.A. Scripps College; M.Phil., D.Phil. University of Oxford. 구약의 B[pcd ?ff[h

Fobb[ld 교수,
J. Andrew Dearman, B.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M.Div.,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Emory University. 구약 선임 교수,
Erin E. Dufault-Hunter, A.B. Occidental College;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기독교 윤리학 부교수,
William A. Dyrness, B.A. Wheaton College; B.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Theol.
University of Strasbourg. 신학과 문화 명예 학장 겸 선임 교수,
Richard J. Erickson, B.A. Washington State University; B.D. Lutheran Brethren Seminary;
Th.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약 선임 교수,
Nathan P. Feldmeth, A.B. Occidental College; Th.M. Dallas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College, University of Edinburgh. 교회 역사 선임 조교수,
Kurt N. Fredrickson, B.A. Westmont College; M.Div., D.Min.,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전문 박사과정 프로그램 부학장 겸 목회 사역 부교수,
Oscar A. Garcia-Johnson, B.A. University of La Verne;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히스패닉 교회 및 지역 사회 연구 센터 학장 및 신학 및 “틴계 연구 부교수,
George T. Givens, B.A.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M.A. Talbot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 Biola University; Th.D. Duke University. 신약 연구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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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Goldingay, B.A. University of Oxford; Ph.D. University of Nottingham; D.D. Archbishop of
Canterbury at Lambeth. 구약 B[pcd ?ff[h Fobb[ld 명예 교수 겸 구약 선임 교수,
Joel B. Green, B.S. Texas Tech University; M.Th. Perkins School of Mission and Theology; Ph.D.
University of Aberdeen. 고등 신학연구 센터 부학장이자 신약해석 교수,
Donald A. Hagner, B.A. Northwestern University; B.D.,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University of Manchester. 신약의 Eeilae Cfdih J[dd 명예 교수,
Christopher B. Hays, B.A. Amherst College; M.Div.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Emory University. 고대 근동 연구 B, Ucfmih Kiile 교수,
Robert K. Johnston, A.B. Stanford University; B.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Duke
University. 신학과 문화 선임 교수,
Matthew J, Kaemingk, B.A., Whitworth University; M.Div.,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Vrije Universiteit;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offel 텍사스 부학장 겸 기독교

윤리학 부교수,
Veli-Matti Kärkkäinen,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d. University of Jyvaskyla,
Finland; Dr. Theol. University of Helsinki; Dr. Theol., Habil. University of Helsinki. 조직신학

교수,
Sebastian Chang Hwan Kim, B.Sc. Hanyang University;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University of Cambridge.

한국학 연구 센터 학장 겸 부흥과 공적 생활 Pibeln Ucfes 교수,
Seyoon Kim,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B.D.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Ph.D.
University of Manchester. 신약 선임 교수,
Mark A. Labberton, B.A. Whitman College;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Cambridge University. 설교 의장 및 교수,
Daniel D. Lee, B.S. University of Virginia; M.Div.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아시아계 미국인 신학 및 사역 센터 학장이자 신학 및 아시아계

미국인 사역 조교수,
Hak Joon Lee, B.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 Temple University; M.Div, Th.M.,
Ph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신학과 윤리학 Jeqcm @, Qgedem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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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ng Jin Lee, B.A. Duke University; M.T.S. Harvard University; Ph.D. Yale University. 구약

연구 부교수,
Howard J. Loewen, B.A. University of Winnipeg; B.Th. Concord College;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과 윤리학 명예 학장 겸 명예 교수,
Richard J. Mouw, B.A. Houghton College; M.A. University of Alberta; Ph.D. University of
Chicago; Litt.D. Houghton College; L.L.D. Northwestern College. 신앙과 공적인 삶 명예 회장 겸

선임 교수,
Nancey Murphy, B.A. Creighton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Th.D.
Graduate Theological Union. 기독교 철학 선임 교수,
Janette H. Ok, B.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Div.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신약 연구 부교수,
William E. Pannell, B.A. Fort Wayne Bible College; M.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D.
Malone College. 설교 명예 교수,
Richard V. Peace, B.E. Yale University;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University of
Natal. 전도와 영성 형성 명예 교수 겸 선임 교수,
Kara E. Powell, B.A. Stanford University; M.Div. Bethel Theological Seminar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지도력 형성 책임자* Doffel 청소년 연구소 전무 이사* 청소년 및 가족 사역

부교수,
Soong-Chan Rah, Th.D., Duke University, D.Min.,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Th.M., Harvard University, MA , M.Div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B.A., Columbia
University. 전도 Pibeln @isd Kohael 교수,
Cecil M. Robeck, Jr., B.S. Bethany Bible College; M.Div.,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교회 역사와 세계 교회론 선임 교수,
Russell P. Spittler, A.B. Florida Southern College; M.A. Wheaton College; B.D. Gordon-Conwell
Seminary; Ph.D. Harvard University. 신약 명예 교수,
W. David O. Taylor, B.A.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M.C.S., Th.M. Regent College,
Vancouver; Th.D. Duke Divinity School. @lebg Rer[m 의 이사이자 신학 및 문화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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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 Thompson, B.A. University of Washington;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Duke University. 역사신학 선임교수이자 Qom[h @seel 개혁신학 명예 교수,
Marianne Meye Thompson, B.A. Wheaton College;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Duke University. 신약 해서 Eeilae Cfdih J[dd 선임 교수,
Amos Yong, B.A. Bethany College of the Assemblies of God; M.A. Western Evangelical
Seminary; M.A. Portland State University; Ph.D. Boston University. 최고 학무 책임자 겸 신학과

선교 교수,
h회론
Cornelis G. Kors, B.Comm., M.Div., M.A., D.Min., 미국 개혁교회 정치와 찬양의 교회 조교수,
Kirsten S. Oh, B.A., Biola University; M.Div.,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연합감리교

연구의 교회 부교수이자 연합감리교회 연”관,

심리학, 결혼f W족 상담 대학
Alexis D. Abernethy, B.S. Howard University; M.A.,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최고 학무 책임자 겸 심리학 교수,
Tina R. Armstrong, B.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Ed.M.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 M.A.T.,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박사 과정을 위한 임상

교육 디렉터 및 임상 심리학 조교수,
Justin L. Barrett, B.A. Calvin College; Ph.D. Cornell University. 심리학 교수,
Jeffrey P. Bjorck, B.A. Colgate University; M.A., Ph.D. University of Delaware. 임상 심리학 선임

교수,
Anna Brennan, B.S. Santa Clara University; M.A. Santa Clara University. 결혼과 가족을 위한

임상 교육 디렉터 겸 결혼과 가족 상담 강사,
Warren Shelburne Brown, Jr., B.A. Point Loma College; M.A.,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ee Cdq[ld Rl[pcm Peme[l]b Ghmncnone 디렉터 겸 심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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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polis Cosse, B.S. Michigan State University; M.B.A. Case Western University; M.A., Psy.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최고 운영 책임자* 심리학과 결혼 및 가족 상담 학장* 풀러 심리학 및

가족 서비스 전무 이사* 임상 심리학 부교수,
Alvin C. Dueck, B.A. University of Manitoba; M.A.,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Ph.D. Stanford
University. 문화 심리학 선임 교수,
Cynthia B. Eriksson, B.A. Wheaton College;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심리학

박사 프로그램 의장 겸 임상 심리학 부교수,
Nancy Frigaard, B.A. Ottawa University; M.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mus
University of Theology. 결혼과 가족 상담 강사 겸 Doffel 아리조나 KDR 프로그램 디렉터,
Joey Fung, B.A.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A., C.Phil.,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심리학 부교수,
Migum Gweon, B.A. Oberlin College and Conservatory of Music; M.S. MF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결혼과 가족을 위한 임상 트레이닝 디렉터 및 결혼과 가족 상담 강사,
Michael P. Hardin, B.A. Lubbock Christian University; M.A., Ph.D. Texas Tech University.

결혼과 가족 상담 교수,
Terry D. Hargrave, B.S., M.A. West Texas State University; M.A.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Texas Woman’s University. 결혼과 가족 상담 Cpefsh [hd Dl[he

Dleed 교수,
Sung H Kim, B.A., M.A.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임상

심리학 부교수,
Pamela Ebstyne King, B.A. Stanford University; M.Div.,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응용

발전 과학 Nenel J, @ehmih 부교수* Rblcpe Aehnel fil Fog[h Bepefijgehn 전무 이사* NbB
심리과학 프로그램 의장,
Cameron Lee, A.B.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Div.,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가족 연구 교수,
Sean M. Love, B.A. Oral Roberts University; M.A., M.A.C.L., Psy.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임상 트레이닝 부디렉터 겸 심리학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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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 A. Turk Nolty, B.S. Davidson College; M.M.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M.A., M.Div.,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임상 심리학 부교수,
Jenny H. Pak, B.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Fuller Seminary;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심리학 부교수,
Lisseth Rojas-Flores, B.A. Georgia State University; M.A., Ph.D. Adelphi University. 임상 심리학

부교수,
Stephen W. Simpson, B.A., Wake Forest University;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심리학 조교수,
Brad D. Strawn, B.A.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통합 의장 및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 Cpefsh [hd Dl[he Dleed 교수,
Siang-Yang Tan, B.A., Ph.D. McGill University. 임상 심리학 교수,
Brie A. Turns, B.S.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M.S. Purdue University; Ph.D. Texas Tech
University. 결혼과 가족 상담 조교수,
Kenneth T. Wang, B.A. National Chiao-Tung University; M.A. Wheaton College; Ph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임상 심리학 프로그램 의장 겸 심리학 교수,
Cedric Williams, B.S. Illinois State University; M.A. Lincoln Christian University; M.A.,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결혼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박사 디렉터 및 결혼 및 가족 치료 조교수,
Alison G. Wong, B.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M.A., Ph.D. University of Connecticut.

결혼과 가족 상담 조교수,
Miyoung Christine Yoon Hammer, B.A. La Sierra University; M.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Syracuse University. 결혼 및 가족 상담 학과장 및 결혼 및 가족 상담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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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목 설명3 한국어
밑의 수업들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Doffel 에서 제공하는 다른 언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의 전체
리스트를 보려면 영어 카탈로그를 보기 바람,

선h와 신학 대학
선교와 신학 대학의 수업들은 다음과 §은 그룹으로 묶여 정리되어 있다,

ML 석사 레벨 수업들 (.)) 레벨). 목회학 석사* 신학과 사역 석사* 신학 석사* 문화~ 연구 석사*
글로벌 리더십 석사* 사역 리더십 석사* 자격증 프로그램은 KJ 로 표시된다, 이 수업들은 3.. 레벨
카탈로그 번호를 가지며*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당 2 유닛이 제공된다,

선h학 프로o램 내 KTJM 한국어 신학 석사 (/)) 레벨). 선교학 프로그램 내 신학 석사 한국어
수업들은 IRbK 으로 표시된다, 이 수업들은 4.. 레벨 카탈로그 번호를 가지며* 수업당 2 유닛이
제공된다, IKRbK 은 더 이상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이 수업들은 기록적인
목적으로만 실려 있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람,

P6 전문 박사 수업들 (0)) 레벨). 사역 박사 &영어'* 사역 박사 &스페인어'* 글로벌 사역
내 사역 박사 &한국어'* 글로벌 리더십 박사 &영어'* 글로벌 리더십 박사 &한국어' 수업들은 NB 로
표시된다, 이 수업들은 5.. 레벨 카탈로그 번호를 가지며* 따로 명시된 각자 다른 유닛이 제공된다,

PJ6 철학 박사와 신학 석사 수업들 (1)) 레벨). 선교와 신학 대학의 철학 박사와 신학 석사 프로그램
수업들은 NbB 로 표시된다, 이 수업들은 6.. 레벨 카탈로그 번호를 가지며*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4 유닛이 제공된다,
심리학* 결혼과 가족 상담 대학의 일부 수업들은 매학기마다 자격이 있는 신학생에게도 들을 기회가
제공된다, 모든 수업의 학비는 학생이 속한 프로그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 레벨과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와 학과에 기초한다, 더 자세한 것은 이 카탈로그의 재정 정책 섹션을 참조 바람, 결혼*

가족 심리학* 상담 대학의 모든 수업들은 영어로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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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합니다, 또한 /4 세기 개신교 개혁가들이 회중을

CH: h회사와 h리의 역사
(Church History and History of
Doctrine)

재기독화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사용한 것을 조사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독교적 관점에 반대하는
근대적* 포스트모던적 사상을 고찰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에 도전적인 기독교 서사로서 %교리적
설교%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CH 742 한국 기독교 역사의 주요 이슈들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본 교과목은 한국 개신교의

CN: 상담 (Counseling)

주요 역사적* 신학적* 선교학적* 사회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CN 554 용서 심리 치료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용서“는 주제는 가족* 교회* 사회의

CH 743 목회자를 위한 종교개혁 신학 (Reformation

모든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용서에

Theology for Pastoral Ministry). 본 교과목은 현대

관한 목회 자료는 목회자나 목회 상담가가 이용할 수

목회 사역을 위한 개신교 개혁신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따“서 목회자나 목회

제공합니다, 마틴 루터* 울리히 츠빙리* 존 칼뱅과 §은

상담가는 용서가 깨진 관계와 상처 받은 자아를 빠르게

많은 개신교 개혁가들이 실제로 /4 세기에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목사-사제였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순수하게 체계적인

용서를 기독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도덕적* 영적 의무로

관점이 아닌 목회적 관점에서 개혁가들의 사상을

주장합니다, 본 수업에서는 용서에 대한 근거 없는

재평가합니다, 본 교과목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믿음과 오해를 살펴보고* 신학적* 심리학적* 실제적

개혁신학이 현 교회가 다루어야 할 많은 현대의

측면에서 용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슈&칭의와 성화* 결혼과 이혼* 동성애* 종교적

목회와 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 용서의 단계* 용서의 과정*

다원주의* 교회와 국가 ~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여전히

용서와 화해의 관계* 용서의 치료 기술을 탐구합니다,

기여할 것이 있는지 알아 보는 것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목회자와 목회 상담가들이 용서에

개신교 개혁가들의 사상을 그들의 역사적 맥”에서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신학이 현대의 목회적 맥”에

맥”에서 자기 자신의 용서에 힘쓰고* 사람들을 치유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화해에 이르게 하는 용서의 힘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CH 744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리적 설교를 위한

레벨

사도신경 연구 (Exposition of Apostles’ Creed for

CN 735 용서 심리 치료 (Forgiveness,

Preaching). 본 교과목의 배경에는 현재 개신교

Repentance, and Reconciliation). 본 교과목은

기독교인의 급격한 감소*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목회 및 상담에 적용될 수 있는 용서의 단계* 용서의

규정하지만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과정* 용서와 화해의 관계* 용서의 치료 기술을

한국 교회와 이민자 교회의 맥”에서 증가하고 있는

탐구합니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은 목회자와 목회

기독교 이단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특히

상담가들이 용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가족

기독교 이단의 변증적 접근에 대해 자신이 믿는 바를

관계 및 사회적 맥”에서 자기 자신의 용서에 힘쓰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은 일상

사람들을 치유와 화해에 이르게 하는 용서의 힘을

생활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포스트모던 세속 사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안의 원인 중 하나는 한인 이민자

DM: 목회학 박사 일반

교회에서 신학적-교리학적 교육의 부재와 %교리적
설교%가 사“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를 기독교

탐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한

hf목 (General Doctor of
Ministry Classes)

정확한 이해를 위해 초대교회의 다양한 이단에 대한

DM 745 KDMin 오리엔테이션 (Korean DMin

신학적 논쟁의 맥”에서 사도신경을 역사적으로

Orientation). IBKch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내러티브로 선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본 교과목은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이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리 중 하나인 사도신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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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KM: 한국어 선h학 박사

DM 746 KDMin 졸업 논문 (DMin Final Project).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4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f정 (Korean Doctor of Global
Leadership)

DM 748 KDMin 졸업 논문 워크샵 (Final Project

KM 700 선교학 박사과정의 입문 (Orientation to

학생은 졸업 논문을 시작할 때 본 교과목에 등록합니다,

DIS Program). 본 교과목은 신입생이 한국어 BKcmm

Research Methods). 본 교과목은 학생이 BKch 졸업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의 특성* 연구 방법 및 논문 작성 절차를 숙지하도록

개요* 기본 지식 및 필요한 학습 기술을 다룹니다, 학생이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

선교학적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어 BKcmm

또는 0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학 분야를

DM 749 KDMin 졸업 논문 연장 (Full-Time Final

소개합니다, 그 결과 학생은 전반적인 선교학에 비추어

Project Writing). 학생은 졸업 논문 작성을 b속하는

자신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고* 보다 실용적인 지식을

동안 본 hf목에 등록합니다. 한국어로만 제e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f정

바탕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KM 701 연구 설계 (Research Design). 본 교과목은

ET: t독h 윤리 (Christian
Ethics)

학생이 연구 설계 과정을 이해하고 박사 과정 완료를
위한 연구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에게 박사 논문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디자인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ET 742 다문화 상황에서의 기독교 사역 (Ethics and

가르칩니다, 전반적으로 본 교과목은 연구의 초점* 문헌

Ministry in a Multicultural Context). 본

검토* 연구 방법론을 다룹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교과목은 다문화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가 직면한 윤리적* 목회적 도전과 기회를
연구합니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에서

KM 702 문헌 연구 (Literature Review Seminar).

포스트모던한 글로벌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본 교과목의 주요 과제는 선교학 문헌 연구를 위한

경험하면서 특히 한국 교회는 때때로 수용력 있고 유능한

기본적인 연구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필수

신학과 윤리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지식* 다양한 관점* 선교학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도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의

바탕으로 학생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원하는 문헌을

급진적 특성으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들은 다원주의의 다양한

수집* 분석 및 비평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도전에 좌절하고 심지어 무능하다고 느낍니다, 기독교

KM 703 문헌 연구 투토리얼 (Tutorial 1:

사역에서 윤리와 문화의 교차점에 주목하면서 본

Literature Review). 본 튜토리얼에서 학생은 교수의

교과목은 신흥 교회* 선교 교회* 셀 교회와 §은 여러

지도 하에 약 2.u4. 페이지의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역 모델을 조사하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학생은 일반 분야와 자신의 집중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인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각 사역 모델이 갖는 강점과

선교학 문헌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논문 연구에 필요한

한계를 평가합니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학생이 자신이

선교학 이론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속한 지역 상황에서 성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충실할
뿐만 아니“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신의 사역 모델을

KM 704 통합연구 방법론 (Mixed Research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ethodology). 본 교과목은 한국어 BKcmm
프로그램의 현장 조사에 필요한 방법론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은 선교학 세미나에서 소개 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수집할 분야와 자료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자료를 기반으로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합니다,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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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학생은 혼합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정보를 만들기

KM 790 선교학 박사 논문 (DGL Dissertation).

위해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합니다, 또한 사람을

박사 논문에는 선교학의 기초* 현장 분석*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Fog[h Qobde]n Peme[l]b'에 대한

변화시키는 리더십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서 박사

세미나가 포함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논문은 0/ 세기 세계화의 맥”에서 이론과 실천을

KM 705 현장 연구 투토리얼 (Tutorial 2: Field

합니다, 따“서 학생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명에 적합한

유능하게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선교학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이 섬기는

Research). 본 튜토리얼은 학생의 현장 조사를 돕기
내용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Fog[h Qobde]n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Peme[l]b'에 대한 세미나의 지침에 따“ 자신의 분야에

KM 7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Korean

대해 조사합니다, 박사 논문을 위한 현장 상황을

Mission). 박사 과정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지정된

이해하기 위해 학생은 반드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은 설문 조사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연구 방법&양적'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질적 방법을

KM 794 논문 연장 수업 (Full-Time Dissertation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은 선행 세미나에서 배운

추가하여 혼합 방법론을 배웁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Continuation). BKch 학생은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하여 하프 타임으로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KM 706 전략적 응용 세미나 (Strategic
Application Seminar). 본 세미나는 리더십과 조직

LD: 리더십 (Leadership)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급 조사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개인 리더십의 본질뿐만 아니“ 조직 변화의 역학을

LD 717 조직과 회중의 변화를 위한 리더십 2 (Leading
for Organizational & Congregational Change
Year 4). 본 교과목은 조직과 회중의 변화를 위한

탐구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학생은 역학 변화의 본질*
변화 주체의 역할* 조직 변화의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은 자신의 리더십 자질과 자신이 속한

리더십 2 년자 과정입니다, 본 과정의 초점은 학생이

조직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은

조직의 핵심 신학적 신념과 선교적 근거에 뿌리를 둔

자신의 리더십 기술과 조직 변화를 개발하는 방법을

변화 과정을 이끌 수 있게 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학습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지속적이고 신학적으로 일관된 새로운 혁신적 실험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별 신학적 성찰에 참여하는

KM 707 전략적 응용 투토리얼 (Tutorial 3:

것입니다, 본 과정은 학생이 리더십 이니셔티브에 변화를

Strategic Application). 본 교과목은 학생이

가져오는 것을 고취하고 형성하기 위해 회중과 조직의

리더십과 조직 역학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신학적 책임을 조사하고*

실용적인 방법에 대한 투토리얼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이해하고* 전달하고* 활용하기 위해 실천 신학 방법론을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은 조직 역학을 탐구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이론적으로 모델을 변경합니다, 조직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학생 자신의 리더십

MB: 행동 f학 (Behavioral
Sciences)

자질과 조직의 특성을 평가합니다, 본 튜토리얼을 통해
박사 논문 작성을 위한 개인 리더십 개발과 조직 변화의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세미나는 박사 논문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이전의

MB 620 세계선교를 위한 인류학적 사고하기
(Thinking Anthropologically for Global
Mission). 본 교과목은 타문화-다문화 사역의 맥”에서

세 투토리얼과 투토리얼을 위한 필수 이수 세미나를

인류학적 개념과 이론을 효과적인 기독교 증거와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학생의 교수

통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문화인류학은 인~의

커미티&]iggcnnee'는 일반 논문 지침에 따“ 본

공통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동시에 각 사회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공통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KM 708 종합 세미나 (Integration Seminar). 본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본 교과목은 문화 이론과
사역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학생이 개인적인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인류학적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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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을 인식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교과목에서 학습한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오기

원칙은 북미 도시를 포함한 모든 문화적 맥”에서

위해서는 지역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재개념이

공동체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교회 및-또는 선교적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역 교회의 리더십 우선순위를

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적용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목회 리더십은 교회가

MB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Behavioral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를 이끌 수 있도록

Sciences).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C 620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 주요 세계

MB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자“나고 있는 영적 운동을 탐구합니다, 도널드

종교에 대한 ~략한 개요 후 학생은 전 세계에서
맥가브란&Bih[fd K]E[pl[h'이 인도에서 연구한

Behavioral Sciences).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그룹 운동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힌트를 얻어 학생은 자신의 교회-선교 공동체에서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유닛, IRbK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또한 왕국 복음에

MC: h회와 선h (Church and
Mission)

비추어 다양한 영적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C 683 타문화권 교회 개척 (Crosscultural
Church Planting). 본 교과목은 선교적 교회의 개척과

MC 527 선교와 제자도 (Discipleship in

발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과정의 목적은 타문화 내

Missions). 본 교과목은 기독교인의 삶과 사명을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타문화 환경에서 건강하고

이해하고* 제자도가 하나님 나“의 도래와 어떤 관련이

역동적이며 재생산 가능한 토착 교회를 개척하는 이론과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

실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요한복음 18/4' 값없이
영생을 얻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의 도래를 위해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자도가

MC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Church and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요일 18/4', 기독교

Mission).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제자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C 586 목회 선교학 (Pastoral Missiology).

MC 691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in Church

/7 세기 초 선교 연구“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z선교”는

and Mission).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신학 강의 계획서에서 실천 신학의 일부로 분리되어야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 /670 년 독일의 선구적인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선교학자인 구스타프 워넥&Eomn[p U[lhe]e'은 그의
1 권짜리 선교 이론의 첫 번째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MD: 전체론적 선h (Holistic
Mission)

전통적인 강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73. 년 이후까지 도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 년 동안 전체 신학 강의 계획과 관련하여
선교를 재고하도록 강요하는 중요한 획기적인 작업이

MD 527 선교* 윤리* 공공신학 (Mission, Ethics,

이루어졌습니다, 본 교과목은 지역 회중과 그 지도력에

and Public Life). 최근의 공공신학 담론과 관련하여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모든 지역 교회는

신학적* 선교학적* 사회정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대사관이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현대 사회의 공공 생활에 영향을

적극적인 대리인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z불이 타면서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다종교* 다문화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 존재합니다,” 따“서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는 공공 영역에서 윤리적 문제에

목회 팀은 회중이 세계를 향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지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대부분의 교회의 자기

§습니다 8 공공 영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개념9

이해에서 대체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

기독교 전통에서의 공공신학9 공공선교학9 갈등과

사역이 지역 교회와 그 교인들의 보살핌과 유지에 중점을

기독교적 화해9 생태계 위기와 하나님의 창조 단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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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경제 정의9 세속적 맥”에서의 기독교 사역,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연구와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D 585 복지선교와 기독교 사역 (Welfare Mission

ME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and Pastoral Ministry). 성경적이고 영적인 교회

Crosscultural Communication). RbK 학생은

사회사업은 사람과 공동체를 행복한 삶의 공동체로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변화시키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교회 사회사업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실천은 과거의 고상하게 다듬어진 구호사업이 아니“
교회 사역의 본질과 구조를 예수님 중심의 x복지선교y*

MH: 선h 역사 (Mission
History)

x복지사역y으로 변화시켜 교회의 본질로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일반적인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사회사업을 실천하고

MH 515 역사적-글로벌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있는 것입니다, 따“서 본 교과목에서는 복지선교와
복지사역의 기초가 되는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God’s Mission in Historical and Global

성경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실제적인 실천

Perspectives). 본 교과목은 선교 학회와 교회

전략과 방법* 기술을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협의회를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세계적 관점에서

MD 627 선교* 윤리* 공공신학 (Mission, Ethics,

다룹니다. 지역 및 글로벌 선교 학회에서 발전한 중요한

and Public Life). 본 교과목은 기독교 선교가 현대

선교 신학과 실천이 논의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

사회의 공공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직 및 운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국어로만

20 세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담론을 개괄적으로

검토합니다, 다음의 주제를 다룹니다 8 전도와 회심9

제공됩니다. 4 유닛. 석사 레벨

공공 생활에서 교회가 되는 창의적인 방법9 갈등과
기독교적 화해9 생태계 위기와 하나님의 창조 단언9

MH 541 한국 교회 선교 역사 (Korean Mission

세계화와 경제 정의9 세속적 맥”에서의 종교 공동체,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History). 현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살펴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C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Holistic
Mission).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MH 606 세계 기독교 형성사 (Making of Global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Christianity). 본교과목은 기독교의 첫 0 천년을
탐구합니다, 기독교의 타문화 내 전달을 추진하는 고유한
역동성과 연속적인 중심지에서 신앙의 경험과 표현을

ME: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정의한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의 3 가지
핵심 문제를 토론합니다 8 번역 원칙 또는 신앙의 토착적
차용 및 토착어 표현9 선교 확장의 주역 및 기관9 개혁과
쇄신의 주요 운동9 다른 주요 종교와의 상호 작용9

ME 606 사역과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the

신앙의 주기적인 이동이나 말살의 원인이 되는 요인,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Gospel Crossculturally). 본 교과목은 문화 ~ 의사
소통의 원리* 역학 및 과정* 그리고 사역 상황에서 복음을

MH 641 한국 교회 선교 역사 (Korean Mission

전하기 위해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History). 현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한국 교회의

논의합니다, 이러한 교차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 운동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살펴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의사소통 모델의 본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신학적으로 타당하고* 문화적* 맥”적으로 적절한
의사소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노력하면서

MH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Mission

타문화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History).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E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Crosscultural

MH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Communication).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Mission History).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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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타문화권 내 교회 개척과 발전의 중요성* 원칙 및 실천을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치적이고* 자립적이고*

MI: 선h 통합 (Mission
Integration)

제안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자체 번식하는 토착 교회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MK 707 선교학적 해석학 (Missiological
Hermeneutics). 본 교과목은 성경의 선교적 해석에
대한 탐구입니다, 학생은 성경 읽기를 위한 선교의

MI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Mission

중요성에 대해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성경 내러티브의

Integration).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선교적 지향성* 성경 정경의 선교 패러다임* 신앙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공동체의 현대적 상황이 포함됩니다, 학생은 성경 읽기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위한 선교와 자신의 상황 내 선교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한국 h회 선h (Korean
Mission)

MK 709 선교의 미래 8 광장의 증거자들 (Missions of
Future). 오늘날의 세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

MK 591 지도연구 (Directed Study in Korean

사람들은 모두 상실감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을

Mission).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온 세상을 주님께 회복시키기 위해

MK 700 세계화* 빈곤* 선교 (Globalization, the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Poor, and Christian Mission). 본 교과목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일에

복음주의 개신교의 관점에서 선교 신학을 소개합니다,

참여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의 신성한 의미에

0/ 세기 선교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관점을

공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은 하나님의 선교*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경험적 연구 데이터를

하나님의 통치* 맥”화된 신학에 대한 삼위일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선교적

탐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관점에서 선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검토합니다,

MK 703 선교 신학 (Theology of Mission).

공공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종교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
있습니다, 학생은 이러한 변화가 신학적* 교회적으로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였습니다&], 7..', 약 3 세기가

미래에 미칠 영향을 숙고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지난 지금* 기독교는 비서구적 현상으로 다시 부상하고

MK 710 교회 개척 (Church Planting). 주요 세계

있습니다, 완전히 역사적인 설명은 본질적으로

종교에 대한 ~략한 개요 후 학생은 전 세계에서

전지구적인 신앙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나고 있는 영적 운동을 탐구합니다, 도널드

궁극적으로 지역적이어서 특정 역사적 단계나 맥”에

맥가브란&Bih[fd K]E[pl[h'이 인도에서 연구한

의해 완전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교과목은

그리스도를 향한 종족 그룹 운동에 대한 심층 연구에서

기독교의 첫 0 천년을 탐구합니다, 기독교의 타문화 내

힌트를 얻어 학생은 자신의 교회-선교 공동체에서

전파를 추진하는 고유한 역동성과 기독교의 연속적인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또한 왕국 복음에

중심지에서 신앙의 경험과 표현을 정의한 중요한 요소에

비추어 다양한 영적 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초점을 맞춥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06 타문화권 교회 개척 (Cross-cultural

MK 713 사역자의 자기관리 (Self-Care in

Church Planting). 본 교과목은 선교적 교회의 개척과

Ministry). 본 교과목은 자기 관리의 모든 관련되고

발전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과정의 목적은 학생이

기본적인 측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유익하고*

압도적으로 서구의 종교가 되기 전에는 그 중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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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이고* 건강한 봉사를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한국 문화에 대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료과 자신을 돌보지 못 했을 때
생기는 잠재적 위험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본 과정에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평가 도구&예 8 K[mf[]b @olhion Ghpehnils $ Fifgem

MK 729 이슬람 개론 (Introduction to Islam). 본

[hd P[be 스트레스 척도'의 활용과 학생이 스트레스와

교과목은 이슬람의 발달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슬람

번아웃의 징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기술을

신앙과 실천의 출현과 발전을 다루는 기초 과정입니다,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자아에

이슬람의 주요 구성 요소를 주제별로 그리고 다양한

대한 신학적 기반과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의무에 대한

표현을 탐구함으로써 살펴봅니다, 학생은 전통적인

건전한 이해의 중요성과 그것이 기독교 사역자들의

이슬람 내러티브와 현대의 이슬람에 대한 보다 학문적인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교육

비판적 내러티브 모두에 노출됩니다, 기독교+이슬람

방법은 상호 작용하는 성인 학습 모델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사이의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 무슬림들 사이에서 살고
사역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사점은 여전히 본

MK 718 세계선교를 위한 인류학적 사고하기
(Thinking Anthropologically for Global
Mission). 본 교과목은 타문화-다문화 사역의 맥”에서

교과목의 주요 관심사로 남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33 한국 선교의 중요 쟁점 (Crucial Issues in

인류학적 개념과 이론을 효과적인 기독교 증거와

Korean Missions). 본 교과목은 특별히 한국 선교를

통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문화인류학은 인~의

참조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현대 선교의 중요한 문제를

공통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동시에 각 사회에서 이러한

다룹니다, 학생이 한국 선교의 고유한 자산과 문제를

공통적인 요소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이해하여 한국 선교의 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본 교과목은 문화 이론과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사역의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학생이 개인적인 문화적
편견을 인식하고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인류학적 사고의
관련성을 인식하도록 권장합니다, 본 교과목에서 학습한

MK 740 선교학적 통섭 (Missiological

원칙은 북미 도시를 포함한 모든 문화적 맥”에서

Consilience). 본 교과목은 선교 및 신학대학원에서

공동체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교회 및-또는 선교적

가르치는 선교학 과정의 학습을 통합합니다, 학생은

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적용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선교학적 통합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기술과 도구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19 글로벌 시대의 도시 사역과 선교 (Urban
Ministry in Global Context). 학생은 도시* 도시인*

MK 741 한국 교회 선교 역사 (Korean Mission

도시 사회와 관련된 선교학 이론을 익히고 자신의 도시를

History). 현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한국 교회의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습득합니다, 성경적 관점*
사회학적 객관성* 교회론적 관점에 비추어 도시에 대한

선교 운동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살펴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자신의 관점을 재정립합니다, 그 결과 학생은 자신의

MK 746 복음과 영적 전쟁 (Power Encounter).

도시와 세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선교 전략과 교회

"성령 체험&jiqel eh]iohnel'"이“는 용어는 표적과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기사* 치유와 구원* 꿈과 환상과 §이 그리스도를

MK 720 사역과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ng the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 행위를 말합니다, 성령

Gospel Crossculturally). 본 교과목은 세계화된

체험의 주제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되며 다문화

세상에서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사역의 핵심 측면입니다, 본 교과목은 세계관과 영적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원리를 연구합니다, 복음

능력* 성령 체험에 대한 성경적 타당성과 현대적 관련성*

증거* 예배* 영적 형성* 교회 개척에 있어서 기독교

성령 체험과 교회 개척 및 성장* 그리고 치유기도* 구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인~이 의사 소통하는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역 모델에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원리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사례 연구를 소개합니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본 교과목은 지역적 맥”과
다문화의 맥” 안에서의 의사소통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연구를 제공합니다, 본 과정은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는

MK 750 평생 지도력 개발 (Lifelong Leadership

사람들과 §은 문화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Development). 본 교과목은 H, 로버트 클린턴&H,

증거하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맥”에서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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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eln Afchnih'의 리더십 출현 이론에 어느 정도

조사하고* 시험하고* 알리고* 형성합니다, 넓은 개요와

기초하여 기독교 리더십 개발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또한

더불어 각 학생은 선교대학원 내에서 자신의 학업 초점에

영적 리더십* 내적 삶 형성*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를 조사하는 방법을

독특한 목적을 위해 평생 동안 지도자를 형성하시는

학습합니다, 신학의 그러한 실천은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방법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삶은 다음의 맥”에서

다루고* 신학적 가정과 특정 관련 학문과의 관계를

이루어집니다 8 &/'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성의 맥”에서*

조사하고* 오늘날 신학을 실천하는 과제를 수 세기에

&0' 시~의 맥”에서* &1' 하나님의 형성에 대한 지도자의

걸쳐 내려온 교회의 신학과 연관시키고* 오늘날의 다양한

반응의 맥”에서, 또한 본 교과목은 학생이 다른

신앙고백적* 맥”적 흐름과 대화할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평생 지도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관점을

한인교회와 선교 단체들 사이에서 실천과 성찰이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IRbK

전개되고 있는 선교의 신학적 성찰에 특히 중점을

MK 754 지도자 은사 발견과 개발 (Developing

둡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Giftedness in Leaders). 본 교과목은 지도자

MK 767 기술사회 속의 지역 교회 (The Church in a

은사&지도하는 은사와 지원하는 은사 모두 포함'에

Culture of Technology). 본 교과목은 교회가 소셜

중점을 둔 영적 은사 교리에 대한 심층 연구입니다,

미디어&웹 0,.'의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식별하고* 개발하고* 보내는 책임을

있는지 탐구합니다, 학생은 참여 문화의 분석을 통해

논의합니다, Fiff[hd 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은사가 일할

휴대폰* Rqcnnel* D[]ebiie* WioRobe* Ucecjedc[*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레벨 2* 레벨 3

@fiaacha* Qe]ihd Jcfe 의 다양한 사용을 탐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요 목표로서 통합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선교학적 반응을 파악하여 디지털 세계를 하나님 나“

MK 755 선교와 제자도 (Discipleship in

복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issions). 본 교과목은 기독교인의 삶과 사명을

MK 770 다문화 목회 리더십 (Pastoral Leadership

이해하고* 제자도가 하나님 나“의 도래와 어떤 관련이

in Complex Ethnic Contexts). 본 교과목은 이민자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는 복잡한 맥”에서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요한복음 18/4' 값없이

리더십의 본질을 검토합니다, 목회 사역에는 광범위한

영생을 얻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의 도래를 위해

능력과 다양한 사역 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제자도가

필요합니다, 이민자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의 리더십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요일 18/4', 기독교

타당한 이론* 정확한 지식* 비판적 가치* 관련 기술* 실제

제자도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경험이 결합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 교과목은 교회를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관련된 체계적 사고* 불안해 하지

과정

않는 리더십* 변화 관리* 다문화 역량* 회중 학습* 평가*

MK 759 선교* 윤리* 공공신학 (Mission, Ethics, and

전체론적 형성과 §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측면을

공공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소개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다음의 주제를 다룹니다 8 전도와 회심9 공공 생활에서

MK 771 사역을 위한 전략 개발 (Developing

교회가 되는 창의적인 방법9 갈등과 기독교적 화해9

Ministry Strategies).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은

생태계 위기와 하나님의 창조 단언9 세계화와 경제 정의9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세속적 맥”에서의 종교 공동체,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자신의 목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과 관점을

MK 765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한 선교신학 (Mission

사용 가능한 자료과 §은 하나님의 전략 모델과 이론을

Public Life). 본 교과목은 기독교 선교가 현대 사회의

배웁니다, 학생은 일반 전략* 현장 분석* 청중 이해* 조직*
배웁니다, 본 교과목의 또 다른 중요 핵심은 변화 과정

Theology: Missional Life). 본 교과목은 선교학과

이론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은 효과적인 사역

관련된 광범위한 복잡한 문제와 관련하여 성경적 진리를

계획을 개발하고 자신의 사역을 위한 변화 주체가 될 수

찾기 위해 신학을 실천하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학생은

있는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신학적 질문을 관찰*
분석* 통합*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의 선교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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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772 세계 기독교 형성사 (Making of Global

사역을 가져올 수 있는 현대 문화에 적합한 운동이“고

Christianity). 기독교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하겠습니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서구의 종교가

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와 선교 지도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되기 전에는 그 중심지가 아프리카* 아시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본질을 이해하게

중동이었습니다&], /3..', 약 3 세기가 지난 지금*

됩니다, 또한 파송되는 공동체의 선교 사역 모델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비서구적 현상으로 부상하고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에 적합한 사역-선교 패러다임을

있습니다, 완전히 역사적인 설명은 본질적으로
전지구적인 신앙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형성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궁극적으로 지역적이어서 어느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

MK 778 선교적 리더십 기초 (Foundations of

의해 완전히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교과목은

Missional Leadership). 선교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기독교의 0 천년 역사에 대한 선교학적 탐구를

선교에 뿌리를 둔 신학과 실천으로 살펴보는 리더십

제공합니다, 기독교의 타문화 내 전파 과정과 기독교의

연구의 통합입니다, 다루는 주제로는 복잡한 사회 환경*

연속적인 중심지에서 신앙의 경험과 표현을 정의한

목회자의 역할 변화*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중요한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의 3 가지 핵심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교회 참가자들과 주변

문제를 토론합니다 8 번역 원칙 &또는 신앙의 토착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고려됩니다, 학생은

차용 및 토착어 표현'9 선교 확장의 주역 및 기관9 개혁과

삼위일체* 성령론* 기독론* 기독교 인류학* 선교학*

쇄신의 주요 운동9 다른 종교와의 상호 작용9 신앙의

교회론을 포함한 성경 본문과 주요 신학적 주제를 접하게

주기적인 이동이나 말살의 원인이 되는 요인,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73 기독교 문화 인류학 (Christian

MK 782 글로벌 교회론 연구 (Ecclesiology for a

Anthropology from the Margins). 본 과정에서는

Global Church). 본 교과목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선택된 성경 구절을 읽음으로써 진리 추구를 통해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다양성과 문화적 맥”화에 대한 인식론을 개발합니다,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론을 구성하고* 주입하고*

기독교 신학적 사고를 맥”화할 목적으로 부상하는 실천

형성하는 성경적 내러티브&창조에서 종말'* 교회론적

신학에 대한 학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별개의

전통* 현대의 상호문화적 맥”에 특별한 주의를

인류학적* 신학적 인식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학생이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론은 &/' 자신이 속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교회가 가진 선교학적 의미를 제공하고 &0' 세계 교회의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참여를

새로운 측면* 주제 및 이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촉진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인지에
대하여 다문화적인 맥”을 설명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75 역사적-글로벌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God's Mission in Historical and Global
Perspective). 본 교과목은 역사적* 세계적 관점에서

MK 783 다세대 한인 가정 이해와 회복
(Understanding Family Dynamics and
Developing Basic Counseling Skills).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걸친 가족 관계는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지만* 이는 특히

다양한 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한국 가족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현대

지역 및 글로벌 선교 학회에서 발전한 중요한 선교

기술과 서구의 영향은 가족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

신학과 실천이 논의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 개인* 조직

왔고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점점 더 다양해졌습니다,

및 운동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한국의 유교적 유산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유교의 발전을
추적하면서* 특히 현대 한국의 가족 맥”과 자아의 발달

MK 776 한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 세우기
(Developing a Missional Church in Korean
Context). 급속한 성장과 침체로 한국 교회는 여러

면에 있어서 지속성과 전환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본

면에서 몰”을 예고하는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과 대인 관계* 사회적* 문화적* 관계적* 영적

과정은 현대 발달 심리학* 가족 시스템* 내러티브
심리학의 기여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틀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롭고 창조적인 사역을

관점 사이의 대화가 장려됩니다, 과제의 일부로 학생은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세대 가족 분석을 통해 시~ 경과에 따른 세대 및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할 새롭고 창조적인

역사적 트“우마* 풀리지 않은 문제들* 가족 유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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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을 탐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사회정치인류학의 이론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MK 784 선교학적으로 사고하기 (Thinking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issiologically). 모든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MK 790 미셔널 예배 (Missional Worship).

선교학에도 특별한 초점* 문헌*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물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학적 통합에 참여하려면 사용 가능한 도구와 자료을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미셔널 예배는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본 교과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의 회복과 화해의 사역에

이러한 기술과 기본 관점 및 도구를 소개합니다, 본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하는 시~과 장소로

과정의 특징은 사례 연구 모델을 사용하여 선교학적

이해됩니다, 본 교과목은 다양한 목회적 맥”에 있는

조사* 성찰 및 실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교 및

학생들에게 현대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의 새로운 주제인

신학대학원의 선교학 연구 프레임워크인 말씀* 교회*

%예배를 이루는 선교%의 통합적 이해와 실천을 위한

세계가 채용됩니다, 효과적인 선교학은 쌍방향으로

기초와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기독교

개발되기 때문에 학습에서 협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이루는 선교%를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본 교과목은 예배와 선교* 미셔널

MK 785 복지선교와 기독교 사역 (Welfare Mission

선교&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삶' 사이의 관계를

예배&하나님의 화해의 선교를 실천하는 예배'* 예배적

본질인 복지선교와 기독교 사역의 개념을 정리한 뒤

상세히 탐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복지선교와 기독교 사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MK 792 BKchEK 심화 독립 연구 (Independent

방안과 기법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Study in Korean Mission). 박사 과정 학생은

MK 786 목회 선교학 (Pastoral Missiology). 본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and Pastoral Ministry). 성경적 교회 사회사업의

교수와 합의하여 지정된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선교의 기본 단위“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선교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MK 796 DMinGM 졸업 논문 (DMin Final

아닙니다, 목회 선교학의 과제는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는

Project). 학생은 졸업 논문 작성을 시작할 때 본

자신의 지역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교과목에 등록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교과목의 전제는 지역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K 799 DMinGM 졸업 논문 연장 (Full-time Final

MK 787 선교적 영성 (Mission and Spirituality).

동안 본 교과목에 등록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Project Writing). 학생은 졸업 논문 작성을 계속하는

본 교과목은 기독교 영성의 성경적+신학적 기초와
실천적+경험적 차원을 이해하고 특히 선교학적 관점에서

ML: 선h 리더십 (Mission
Leadership)

영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결과 학생은 기독교인의 삶* 사역* 선교를
위한 더 깊고 전체론적인 기초를 세우도록 도전 받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L 521 지도자 은사 발견과 개발 (Developing
Giftedness in Leaders). 본 교과목은 지도자

MK 788 타문화권 리더십 (Cross-Cultural

은사&지도하는 은사와 지원하는 은사 모두 포함'에

Leadership). 본 교과목은 리더십에 대한 교차 문화

중점을 둔 영적 은사 교리에 대한 심층 연구입니다,

연구입니다, 즉* 리더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식별하고* 개발하고* 보내는 책임을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개인마다 사람을

논의합니다, Fiff[hd 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은사가 일할

지도하는 능력과 기술이 크게 다르지만 각 사회 환경은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레벨 2* 레벨 3

지도자에게 합법성과 절차에 대한 요구* 제약* 필요를

지도자들에게 주요 목표로서 통합을 제안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부여합니다, 모든 리더는 개인의 재능에 관계없이 이러한
변수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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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538 타문화권 리더십 (Cross-Cultural

지도자에게 합법성과 절차에 대한 요구* 제약* 필요를

Leadership). 본 교과목은 리더십에 대한 교차 문화

부여합니다, 모든 리더는 개인의 재능에 관계없이 이러한

연구입니다, 즉* 리더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변수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개인마다 사람을

사회정치인류학의 이론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RbK

지도하는 능력과 기술이 크게 다르지만 각 사회 환경은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지도자에게 합법성과 절차에 대한 요구* 제약* 필요를

IRbK

부여합니다, 모든 리더는 개인의 재능에 관계없이 이러한

ML 670 다문화 목회 리더십 (Leadership in Ethnic

변수의 범위 내에서 일해야 합니다, 본 강의는

Contexts). 본 교과목은 이민자 교회와 소수 민족

사회정치인류학의 이론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교회“는 복잡한 맥”에서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을
검토합니다, 목회 사역에는 광범위한 능력과 다양한 사역

ML 570 다문화 목회 리더십 (Leadership in Ethnic

도구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민자

Contexts). 본 교과목은 이민자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와 소수 민족 교회의 리더십은 타당한 이론* 정확한

교회“는 복잡한 맥”에서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을

지식* 비판적 가치* 관련 기술* 실제 경험이 결합된

검토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들과 관련된 체계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 교과목은 교회를 인도하는

사고* 불안해 하지 않는 리더십* 변화 관리* 다문화 역량*

목회자들과 관련된 체계적 사고* 불안해 하지 않는

회중 학습* 평가* 전체론적 형성과 §은 효과적인

리더십* 변화 관리* 다문화 역량* 회중 학습* 평가*

리더십의 측면을 소개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전체론적 형성과 §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측면을

ML 621 지도자 은사 발견과 개발 (Developing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Giftedness in Leaders). 본 교과목은 지도자

ML 678 선교적 리더십 (Missional Leadership). 본

은사&지도하는 은사와 지원하는 은사 모두 포함'에

교과목은 교회론과 리더십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중점을 둔 영적 은사 교리에 대한 심층 연구입니다,

실천적 문제를 다루는 실천신학 수업입니다,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식별하고* 개발하고* 보내는 책임을

참여자가 회중 형성* 영적 형성* 선교적 형성에 있어

논의합니다, Fiff[hd 의 프로필을 사용하여 은사가 일할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석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레벨 2* 레벨 3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지도자들에게 주요 목표로서 통합을 제안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관련하여 평신도 리더십과 목회자 리더십을 탐구합니다,

ML 630 지도자 평생 개발 (Lifelong Leadership

중점을 둔 실천신학 방법론에 통합되는 주제를

소개합니다, RbK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한국어로만

실천+이론+실천의 관점을 채택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Pibeln Afchnih'의 리더십 출현 이론에 어느 정도

살펴봅니다, RbK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기초하여 기독교 리더십 개발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또한

ML 690 ThM 논문 (ThM Thesis in Mission

영적 리더십* 내적 삶 형성*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Leadership).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독특한 목적을 위해 평생 동안 지도자를 형성하시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삶은 다음의 맥”에서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이루어집니다 8 &/' 하나님의 주권적인 형성의 맥”에서*

ML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Mission

Development). 본 교과목은 H, 로버트 클린턴&H,

&0' 시~의 맥”에서* &1' 하나님의 형성에 대하여

Leadership).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맥”에서, 또한 본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교과목은 학생이 다른 사람들의 평생 지도력 개발을 도울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bK

IRbK

학생에게만 제공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M: 일반 선h (Mission
General)

ML 638 타문화권 리더십 (Cross-Cultural
Leadership). 본 교과목은 리더십에 대한 교차 문화
연구입니다, 즉* 리더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MM 501 선교적 영성 (Mission and Spirituality).

사람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개인마다 사람을

본 교과목은 기독교 영성의 성경적+신학적 기초와

지도하는 능력과 기술이 크게 다르지만 각 사회 환경은

실천적+경험적 차원을 연구합니다, 먼저 선교적 영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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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기본적인 신학적 주제&삼위일체 신학* 성육신

이러한 전략에 대한 성경적* 사회과학적 기초를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류학* 교회론'를 검토합니다, 그런

소개합니다, 학생은 인류에게 구속을 가져오시는

다음 기독교 영성의 다양한 유형&관계적 영성* 명상적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영성* 헌신적 영성* 행동적 영성* 선교적 영성* 목회적

해석합니다, 학생은 사역의 맥”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

영성* 일상적 영성* 열정적-고뇌적 영성* 성육신적

전략을 학습합니다, 수업에는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성'을 실천적 영성과 체험적 영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을 식별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학생은 변화 이론을

탐구합니다, 본 교과목은 학생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사용하여 조직의 가용 자료을 확인하고* 전략을 위해

관계를 강화하고 자신이 속한 특정 공동체* 사역*

요소를 변경하고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선교에서 변혁적인 영성을 갖추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M 513 사역자의 자기관리 (Self-Care in

MM 502 미셔널 예배 (Missional Worship).

기본적인 측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물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봉사를 위한 효과적인 사역을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미셔널 예배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료과 자신을 돌보지 못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피조물의 회복과 화해의 사역에

생기는 잠재적 위험과 결과를 소개합니다, 본 과정은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하는 시~과 장소로

평가 도구&예 8 K[mf[]b @olhion Ghpehnils $ Fifgem

이해됩니다, 본 교과목은 다양한 목회적 맥”에 있는

[hd P[be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고 학생이

학생들에게 현대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의 새로운 주제인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징후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이해와

%예배를 이루는 선교%의 통합적 이해와 실천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더 나아가* 자아에 대한

기초와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기독교

신학적 기반과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 의무에 대한 건전한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서 %예배를 이루는 선교%를

이해의 중요성과 그것이 기독교 사역자들의 웰빙에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본 교과목은 예배와 선교* 미셔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본 과정의 교육

예배&하나님의 화해의 선교를 실천하는 예배'* 예배적

방식은 상호 작용하는 성인 학습 모델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inistry). 본 교과목은 자기 관리의 모든 관련되고

선교&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하는 삶' 사이의 관계를
상세히 탐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M 529 예배 이론의 구성과 실천 (Leading God’s

MM 506 선교의 미래 8 광장의 증거자들 (Missions

리더십에 대한 수업입니다, 예배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of Future). 오늘날의 세계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것은 예배의 실천뿐만 아니“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 사역자* 목사* 선교사들에게

사람들은 모두 상실감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을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교과목은 지역 교회와 선교지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독교 예배를 인도하는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People in Worship). 본 교과목은 기독교 예배의

하나님의 선교로서 온 세상을 주님께 회복시키기 위해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MM 533 가족 상담 기술 (Family and Counseling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Skills). 세계화와 급격한 문화 변화 속에서 한국 가정은

초대하기 위해 이러한 변화의 신성한 의미에 대해

지속성과 전환 사이의 균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다세대적 트“우마와 역사적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경험적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우마가 한국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세계의 다양한 변화를 검토하고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회복력을 구축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선교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검토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통합적 틀을 바탕으로 인~의 성장과 발달을 심리적*

사명은 종교 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 공공 영역에서

문화적* 영적 렌즈를 통해 분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종종 사역의 맥”에서 가족 위기의 첫 대응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신학적* 교회적으로 미래에 미칠 영향을
숙고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학생은 기본적인 경청 능력을 기르고 일반적인
케어-상담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M 511 사역을 위한 전략 개발 (Developing
Ministry Strategies). 본 교과목은 한국 학생들에게
사역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지식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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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572 한국 선교의 중요 쟁점 (Crucial Issues in

MN 619 글로벌 시대의 도시 사역과 선교 (Urban

Korean Missions). 본 교과목은 특별히 한국 선교를

Ministry in Global Context). 학생은 도시* 도시인*

참조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현대 선교의 중요한 문제를

도시 사회와 관련된 선교학 이론을 익히고 자신의 도시를

다룹니다, 학생이 한국 선교의 고유한 자산과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습득합니다, 성경적 관점*

이해하여 한국 선교의 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사회학적 객관성* 교회론적 관점에 비추어 도시에 대한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자신의 관점을 재정립합니다, 그 결과 학생은 자신의

MM 629 예배 이론의 구성과 실천 (Leading God's
People: Worship). 본 교과목은 기독교 예배의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리더십에 대한 수업입니다, 예배에서 회중을 인도하는

MN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Urban

것은 예배의 실천뿐만 아니“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Ministry).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 사역자* 목사* 선교사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교과목은 지역 교회와 선교지에서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기독교 예배를 인도하는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MN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RbK

도시와 세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선교 전략과 교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주요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주제로는 기독교 예배를 인도하는 /' 성경적* 0' 신학적*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1' 역사적* 2' 문화적* 3' 선교적 이해와 실천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O: 영적 역학 (Spiritual
Dynamics)

MM 672 한국 선교의 중요 쟁점 (Crucial Issues in
Korean Missions). 본 교과목은 특별히 한국 선교를
참조하여 복음주의 교회의 현대 선교의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학생이 한국 선교의 고유한 자산과 문제를

MO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Spiritual

이해하여 한국 선교의 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할 수

Dynamics).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M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Mission).

MO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RbK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작성을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M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RbK

MP: 현대 문화 (Contemporary
Culture)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N: 도시 선h (Urban
Mission)

MP 620 현대 문화 변혁하기 (Transforming
Contemporary Cultures). 본 교과목은
포스트모더니즘* 미디어* 세계화* 소비주의* 민족주의 및
기타 문화에 중점을 두고 우리를 둘러싼 문화에 대한

MN 519 글로벌 시대의 도시 사역과 선교 (Urban

기독교적 이해와 참여를 탐구합니다, 기독교와 문화의

Ministry in Global Context). 학생은 도시* 도시인*

상호작용 및 문화적 맥”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

도시 사회와 관련된 선교학 이론을 익히고 자신의 도시를

기초와 다양한 신학적 접근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해석하기 위한 도구를 습득합니다, 성경적 관점*

주제로는 선교 신학* 하나님 통치의 일부로 문화를

사회학적 객관성* 교회론적 관점에 비추어 도시에 대한

변화시키는 것*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신의 관점을 재정립합니다, 그 결과 학생은 자신의

복음의 맥”화* 교회 사역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도시와 세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선교 전략과 교회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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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691 독립연구(Independent Study in

오늘날 신학을 실천하는 과제를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Contemporary Culture). RbK 학생은 교수와

교회의 신학과 연관시키고* 오늘날 선교신학의 다양한

합의하여 2 유닛의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신앙고백적* 맥”적 흐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전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세계 한인교회와 선교 단체들 사이에서 실천과 성찰이

MR: 종h (Religions)

둡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전개되고 있는 선교의 신학적 성찰에 특히 중점을
MT 582 교회론과 세계 교회 (Ecclesiology and the
Global Church). 본 교과목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에

MR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Religions).

대해 생각하기 위한 성경적* 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논문 작성을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론을 형성하고* 주입하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구성하는 성경적 내러티브&창조에서 종말까지'*
교회론적 전통 및 현대의 상호문화적 맥”에 특별한

MR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를 위한 교회론은 &/'

Religions).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가진 선교학적 의미를 제공하고 &0'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세계 교회의 새로운 측면* 주제 및 이슈에 대해 보다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인지에 대하여 다문화적인 맥”을
설명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석사 레벨

MS: 성서 번역 (Bible
Translation)

MT 620 선교의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of Mission). 성경의 중심 주제는 현재와 다가올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본 교과목은

MS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Bible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Translation).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대한 관점을 검토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T 637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한 선교신학 (Mission

MS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Bible

Theology for Practices of Missional Life). 본

Translation).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교과목은 선교학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와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관련하여 성경적 진리를 찾기 위해 신학을 실천하는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기술을 소개합니다, 학생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의 신학적 질문을 관찰* 분석* 통합*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여 자신의 선교학을 재조사하고* 시험하고*

MT: 선h 신학 (Mission
Theology)

알리고* 형성합니다, 넓은 개요와 더불어 각 학생은
선교대학원 내에서 자신의 연구 초점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를 조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신학의 그러한 실천은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MT 537 선교적 삶의 실천을 위한 선교신학 (Mission

신학적 가정과 특정 관련 학문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Theology for Practices of Missional Life). 본

오늘날 신학을 실천하는 과제를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온

교과목은 선교학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와

교회의 신학과 연관시키고* 오늘날 선교신학의 다양한

관련하여 성경적 진리를 찾기 위해 신학을 실천하는

신앙고백적* 맥”적 흐름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전

기술을 소개합니다, 학생은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세계 한인교회와 선교 단체들 사이에서 실천과 성찰이

기존의 신학적 질문을 관찰* 분석* 통합* 적용하는 방법을

전개되고 있는 선교의 신학적 성찰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학습하여 자신의 선교학을 재조사하고* 시험하고*
알리고* 형성합니다, 넓은 개요와 더불어 각 학생은

MT 669 상황적 성경 읽기 (Reading the Bible

선교대학원 내에서 자신의 연구 초점에 가장 중요한

Contextually). 본 교과목은 성경에 대한 해석적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를 조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접근법을 위한 고대와 현대 맥”의 역할에 대한

신학의 그러한 실천은 특정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탐구입니다, 학생은 "이곳에서 읽기"의 중요성을

신학적 가정과 특정 관련 학문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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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고대 환경* 성경 정경 내의

학생은 Aigjlebehmcpe Cr[g 을 치는 학기에 다른

환경* 시~이 지남에 따른 교회 내의 환경* 현대의 위치를

유닛에 등록하지 않고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할 수

포함하여 성경을 읽기 위한 일련의 "위치"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최대 0 회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유닛, 박사
레벨

대해 조사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X 894 논문 연장 수업 (Full-Time Dissertation

MT 690 RbK 논문 (ThM Thesis in Mission

Continuation). 박사 과정 학생은 본 교과목에 .

Theology). RbK 학생은 교수의 지도 하에 연구와

유닛으로 등록하여 풀타임으로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박사 레벨

논문 작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X 895 논문 연장 수업 (Half-Time Dissertation

MT 691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Mission

Continuation). 박사 과정 학생은 본 교과목에 .

Theology). RbK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2 유닛의

유닛으로 등록하여 하프 타임으로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박사 레벨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IRbK

MX 896 NbB-RbK 연장 수업 (PhD/ThM

MX: 연장 수업 (Continuation
Registrations)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하여

Continuation). NbB 학생과 RbK 학생은 다른 유닛에
등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유닛, 박사 레벨

NS: 신약성a 연i (New
Testament Studies)

MX 596 거주자 연장 수업 비용 (Residence
Continuation Fee). 석사 과정 학생은 다른 유닛에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거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
유닛인 본 교과목에 등록합니다, . 유닛, 석사 레벨

NS 740 설교자를 위한 신약성경 배경사 (New

MX 696 거주자 연장 수업 비용 (Residence

교과목은 신약성경의 역사적* 사회학적* 문화적 배경을

Continuation Fee). RbK 학생은 다른 유닛에

설교 준비에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과정입니다,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거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 유닛인 본 교과목에 등록합니다, . 유닛, IRbK

본 과정은 학생이 신약성경의 풍부한 성향을 탐구하고 그

MX 794 논문 연장 수업 (Full-Time Dissertation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Testament Backgrounds for Preachers). 본

중요성을 현대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ntinuation). 박사 과정 학생은 다른 유닛에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하여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NT: 신약성a 연i (New
Testament Studies)

MX 796 논문 연장 수업 (Doctoral Continuation).
박사 과정 학생은 다른 유닛에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하여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NT 744 성경신학 컨텐트 개발을 위한 내러티브
성경해석 (Narrative Interpretation for
Developing Biblical Theological Context in
Ministry). 본 교과목은 목회를 위한 교육과 설교

MX 798 논문 연장 수업 (Doctoral Continuation).
박사 과정 학생은 다른 유닛에 등록하지 않는 학기에 본

내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하여 논문 작성을 계속합니다,
.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성경신학적 맥”을 둘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파악하고
제시하기 위해 내러티브 성경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MX 892 풀타임 Aigjlebehmcpe Cr[g 수업 (Full-

연구하는 수업입니다, 본 수업은 학생이 단일성과

Time Comprehensive Exam Study). 박사 과정

다양성을 모두 존중하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학생은 Aigjlebehmcpe Cr[g 을 치는 학기에 다른

내러티브 세계를 탐구하도록 지도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유닛에 등록하지 않고 본 교과목에 . 유닛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회만 등록 가능합니다, . 유닛, 박사 레벨

NT 745 목회자를 위한 신약성서 신학 / (Biblical

MX 893 하프타임 Aigjlebehmcpe Cr[g 수업 (Half-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1). 본 교과목은

Time Comprehensive Exam Study).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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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에게 신약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OT 745 목회자를 위한 구약성서신학 (Biblical

목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성찰하는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for Pastors). 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 수업은 크게

교과목은 야훼의 역할 관계와 기대에 중점을 둔 주제별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합니다,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에 미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검토하고*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과정은 창조의 주요

두 번째는 바울의 저술에서 예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와 시내산 언약과 관련된 소주제를 다룹니다, 즉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도적 복음을 다룹니다, 주석 방법*

창조 소주제로서의 지혜* 언약 소주제로서의 이스“엘

해석* 맥”화와 §은 해석학적 문제에 주의를

종교와 다윗 언약* 그리고 창조와 언약의 소주제로서의

기울입니다, 본 과정은 성경신학 및 신학적 통합에 대한

국제주의를 다룹니다, 다양한 주제는 특정 텍스트의

교육이 부족했던 많은 한국인 목회자들을 위해 다양한

신학적 주해를 통해 연구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사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토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OT 746 하나님나“ 신학으로 읽는 목회오경

NT 746 목회자를 위한 신약성서 신학 0 (Biblical

모세오경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의 나“에 특별한 관심을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 본 교과목은

가지고 신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목회자를 위한 신약성서 신학 G<의 후속 과정입니다,

전체를 다루지만 모세오경의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히브리서*

신명기와 신명기의 토지신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계시록 등 예수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다양한

한국어로 진행되는 본 수업은 구원의 역사 전반에 걸친

형태의 설교에 초점을 맞춥는다, 본 과정은 목회자들이

전개에서 모세오경이 차지하는 위치에 주목하면서

신약의 복음 설교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오늘날

모세오경의 깊이와 넓이를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복음에 대한 그들 자신의 해석과 맥”화를 위한 해석학적

기대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Seminar on the Pentateuch). 본 교과목의 목표는

통찰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사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PM: 목회 사역f 신학

NT 792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New
Testament). 박사 과정 학생은 교수와 합의하여

(Pastoral Ministry and Theology)

지정된 학점에 상당하는 문헌 조사* 작문 및 기타 학습
활동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PM 741 한국적 상황에서의 목회신학과 실천
(Theology and Practice of Pastoral Ministry in
the Korean Context). 본 교과목은 바쁘고 강박적인

OD: 조직 개발 연i
(Organizational Development
Studies)

환경에서 일하는 목회자-리더-선교사들이 목회신학의
관점에서 자신의 목회적 소명과 정체성을 점검하도록
돕는 수업입니다, 학생은 현대의 사회문화적 맥”에서
신학자* 영적 의사* 예언자* 인~으로서의 목회적

OD 740 기독교 신앙과 일터 리더십 (Faith and

정체성을 재정립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Marketplace Ministry). 본 교과목은 학생이

PM 748 셀-가정교회 사역의 성경적 원리와 실천

일터에서 삶에 대한 성경신학적 비전을 실천하도록 돕는

(Cell-Based Church Ministry). 한인교회와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세상에서

미주한인교회에서 셀 기반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선교와 사역이“는 더 넓은 맥” 안에서 일터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사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일터에는

다양한 이름으로 셀 기반 사역을 채택하기를 ~절히

비즈니스* 직업* 비영리* 전자 상거래 및 교회를 포함하여

바“지만* 그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교환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포함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않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셀 기반 교회 사역의 성경적
원리를 설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운동의 역사적
발전을 분석하고* 한인교회와 미주한인교회를 위한

OT: i약성a (Old Testament)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셀 기반 교회 사역 모델을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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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따“서 현대

PR: 설h학 (Preaching)

목회사역 리더십의 원리와 실천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PR 742 이머징 문화와 설교 (Engaging the Word in
the Emerging Cultur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한국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맥”에서

리더십의 원리를 성경신학적* 목회학적 관점에서

목회자-사역자들이 바울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영성과
바람직한 일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은 바울 서신의
증거를 중심으로 목회자-사역자의 영성과 목회사역
고찰하고 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 사역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SP 741 일상생활의 영성 (Everyday Spirituality).

목회자들이 자신의 설교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자신의

크리스천 전문 사역자의 필요에 의해 신학적 고찰이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생겨났다는 것과 영성이 역사적으로 수도원 운동과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네 명의 설교자의

수련원, 세상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과 깊게 연결되지

도움으로 그들은 설교의 성경적 기초를 다시 확인하고*

않은 사람들과 관련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설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회중의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일반 성도들의

사회문화적* 신학적 맥”과 필요를 분석하고* 설교를

사역을 위한 신학적 기초와 영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준비하고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일상생활과 모든 직업의 거룩함에 대한 성경적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가르침을 다룰 것입니다.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PR 743 성경적 설교 작성법과 전달 (Preparation

참석하는 것 훨씬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이 강의를

and Delivery of Biblical Preaching). 본 교과목은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신력, 삶의 압박, 환경들 그리고

성경신학* 해석학*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성경 설교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방식 등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발전시킨다는 것은 묵상이나 교회 활동에 신실하게

준비와 전달을 연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도록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4 유닛 또는 8 유닛. 전문 박사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과정.

설교자들이 자신의 회중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SP 742 청교도와 초기 복음주의 영성(Puritan and
Early Evangelical Spirituality).
이 과정에서는 청교도와 초기 복음주의 영성의 원리들과

훈련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PR 745 신학적 성찰 훈련으로서의 설교 (Preaching

실천들을 검토한다, 특별히 그들의 문헌들이 그리스도 안

as a Theologically Reflective Practice). 본

에서 성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교과목은 성경에 중심을 두고 지역적* 세계적 맥”을

지 초점을 맞출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목회자들과 교회

참여시키는 교회의 신학적 성찰 훈련으로서의 설교를

의 리더들이 이런 가르침들을 현대의 교회에 어떻게 통합

탐구합니다, 교회 예배의 형성 활동으로서의 설교*

하고 적용하여 z영혼의 의사”로 섬길 수 있는지 탐색할

주목할 만한 설교학 접근법* 다양한 성경 장르에 대한

것이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해석 과정과 설교 작성*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설교자의 평생 형성에 대해 성찰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ST: 조직 신학 (Systematic
Theology)

SP: 영성f 영적 방향
(Spirituality and Spiritual
Direction)

ST 746 영화와 영성 (Film and Theology). 현대
영화는 인생의 한계와 가능성을 묘사한다는 면에서
신학적으로 심사숙고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 강의는* /'
몇몇 선택된 한국과 서양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을

SP 740 바울의 영성과 목회리더십 (Paul's

포함하며 0' 학생들이 영화를 비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Spirituality and Pastoral Leadership). 교회사를

기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1' 영화에 대한 다양한

통틀어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목회-사역 지도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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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접근들을 연구하여 성경과 영화를 상호~ 풍성한

역활과 공적 신뢰성의 회복9 분쟁과 복음적 평화 추구9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것이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생태계문제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확인9 세계화와

ST 747 한국 교회를 위한 영성과 윤리 (Spirituality

포함하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경제적 정의 실천9 세속사회에서의 교회의 공적 역활을

and Ethics for Korean Churches). 본 코스는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영성과 윤리에 대한 답변과 함께

TM: 선h (Missions)

비평적 연구를 제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도적적인 관습들과 적용되는 신학들 그리고

TM 559 성경적 내러티브 속에서의 선교적 리더십
(Missional Leadership in Biblical Narrative).
이 과목은 실천신학 방법론에 기초하여 문화적 정황*

훈련되어지는 영성들&새벽기도* 통성기도* 해외선교후원
등'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전통들이 한국교회의 영성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의 내러티브* 그리고

윤리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 왜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동의 관점으로 재형성하는 리더십에 관심을

영성의 유형들이 새로운 한국의 상황가운데 위기를 맞게

둡니다, 성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선교적 렌즈를 통해

되었는지 학습할 것입니다, 본 코스는 이러한 위기를

접근하고* 그 성경의 빛을 통해 리더십 이론을 검토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와 언약 교리를 기반으로한

통해 본 과목은 성경과 선교적 교회론에 촛점을 두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KJ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틀을 대안으로 탐구할 것이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의

TM 716 선교적 교회론 (Missional Ecclesiology).

사역과 영성 훈련을 재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다음과 §이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선교를 교회가 세상에서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
성자와 성령의 선교를 성부를 통해서 하는데에 교회가

TH: 신학 (Theology)

포함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 런던*
/755* j, 42', 이 설명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실천들에
대한 많은 전통적인 패턴들을 와해시킵니다, 이것은 그

TH 740 교회와 사회8 종교사회학적 이해와 목회적 적용

분의 선교에로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본 과목은 종교
사회학적인 이론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종교와 사회의

도전을 제공합니다, 이는 또한 교회가 세상에서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미주 한인

위치에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 과목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회에서의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선교의 동참자로서의 교회에 대해 구상하고 실천하며

조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조되는 세계화의 영향과 그

이끌어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탐색할 것입니다,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복잡성 앞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사사화된 영역에 머물기
쉬운 목회자들에게 종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와 사회학적 상상력을 갖게

TM 742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
(Desert Spirituality and Urban Ministry in the
Korean Context). 본 과목은 영성사에 있어서 2+

함으로 지역 교회의 통전적 목회&bifcmnc] gchcmnls'에

3 세기 이집트 사막의 영성 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살펴보고* 0/ 세기의 도시 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 &mi]c[f ]ihmnlo]ncih if le[fcns'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수도원적 영성의 기초가
되는 사막 교부* 교모들의 다양한 영적 훈련의 전통들을

TH 741 목회자를 위한 공공신학의 이론과 실제
(Public Theology in Theory & Practice for
Korean Ministers). 이 과목은 최근 신학계에

개신교적 목회 상황에 접목시킬 것이며* 사막의 영성에
영향을 받은 현대의 영성가들과 운동의 경향들을 함께
살펴보고* 한국적 상황에서 신수도원주의 운동의

대두되고 있는 공공신학에 대해서 신학적*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선교학적*그리고 사회정치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독교가 현대사회에서 공적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정치* 경제*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게 됩니다, 이

TM 743 한국적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와 리더십
(Missional Churches and Leadership in
Korean Contexts). 본 과정은 한국적 &이민 교회'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은8 공적 영역에 대한 성경적*

상황에서의 교회론과 리더십에 있어서의 성경적* 신학적*

신학적 개념9 공공 신학의 역사적 발전9 한국교회의 공적

실천적 문제들을 다루며 특별히 회중형성* 영성형성*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공적 차원에서

그리고 통합적 목회&bifcmnc] gchcmnls'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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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목회자의 리더십의 역할을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한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협력적으로 영성형성과 선교적 삶으로 참여하여 z해석적

TM 792 선교학 독립연구 (Independent Study in

공동체”로 만들어져 갑니다, 실천+이론+실천+전망의

Missions). 박사과정 학생은 교수진과 별도의 약정을

순서로 본 과정은 실천신학의 방법론과 연관된 주제들을

통해 특정 학점의 분량에 해당하는 독서* 소논문 작성* 및
기타 학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닛, 전문 박사 과정,

다룰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WS: 예배학 (Worship Studies)

TM 744 하나님 나“ 복음에 기초한 교회 갱신과 개척
(Church Renewal and Planting Based on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본 코스는 위기를

WS 741 예배의 이론과 실제 (Worship in Theory

맞은 한국교회의 근본 원인을 비평적으로 연구하고* 그

and Practice). 기독교 예배는 목회자의 실천

원인이 신학 공부&Qnodscha Rbeifias'와 신학

과제가운데 핵심을 차지합니다, 이 과목은 목회자들이

하기&Bicha Rbeifias'의 부재에 있음에서 찾고* 하나님

신학적* 문화적 분별력을 갖춘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는

나“ 복음의 신학 위에 한국교회에 대안이 되는 교회를

지도력 배양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세우는 방안을 도모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예배의 이론적 고찰과 실천적 기술을 배양하는데

근본이 되는 회심사역과 제자훈련 사역의 신학과

주력합니다, 예배와 목회* 예배의 개념* 예배와 신앙형성*

방법론을 논의합니다, 사람 세우기의 연장선으로서의

예배 구조와 구성의 역사적 발전* 현대예배의 특징과

공동체 세우기의 기초적 논의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갱신에서 주어진 과제* 예배와 문화 그리고 성례의

나“ 복음이 갖는 다섯 가지 중요 요소 &BL?8 찾는이

발전과 실천의 역사와 §은 주제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다루게 됩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소망하는 예배'의 현대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근~으로
하는 교회관과 교회 갱신 또는 개척의 전체적인 기획을

WS 743 예배 탐방 연구와 분석 (Exploring Church

합니다, 각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Space and Worship Practices). 이 강의는 현대

사역을 성찰하고* 대안적인 사역을 살펴보고 실제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실제 가운데 하나인 예배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예배 장소에 대한 현장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천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TM 746 공포의 문화 속에서의 선교적 교회와 영성
(Missional Church and Spirituality in a
Culture of Fear). 왜 한국 교회는 미셔널 처치에

드러내는 첫 관문과도 §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관찰*

열광하는가= 후기 기독교 시대의 미셔널 처치의

강의는 단지 문헌 연구를 넘어서서 예배의 실제를 좀더

분석* 해석할 뿐만 아니“ 새롭게 적용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예배모범이나 문헌 연구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이론들은 과연 한국 지역교회적 상황에 적합한가=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정체를 넘어 쇠퇴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위한 대안적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교회론적* 목회적* 영적 훈련들은 무엇인가= 본 강좌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공포의 문화속에서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영적*
사회학적* 실제적 이슈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다룹니다,

WS 745 기독교 예배 갱신과 변화 (Renewal of

특별히 주의집중+사회적 분석+환대의 삼중순환의

Christian Worship). 예배 갱신은 오늘날

방법론을 통해 기독교 영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볼

목회자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중요한 사역의 과제다, 예배 갱신과 관련한 엄청난
자료들의 홍수 속에서 목회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TM 759 성경적 내러티브 속에서의 선교적 리더십
(Missional Leadership in Biblical Narrative).
이 과목은 실천신학 방법론에 기초하여 문화적 정황*

뿐만 아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에 부합한
예배 실천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지닌다, 이 과목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지난 3. 여년의 기~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입의 내러티브* 그리고

다양하게 발전한 예배 갱신의 사례들을 깊이 살펴본다,

하나님의 행동의 관점으로 재형성하는 리더십에 관심을

여기에는 주요교단의 예배 갱신을 비롯해서 은사주의

둡니다, 성경을 주석함에 있어서 선교적 렌즈를 통해

운동* 경배와 찬양* 현대 예배 운동* 선교적 예배 등과

접근하고* 그 성경의 빛을 통해 리더십 이론을 검토함을

§은 다양한 갱신의 유형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

통해 본 과목은 성경과 선교적 교회론에 촛점을 두게

과목은 현대 예배 갱신 방법들에 담긴 의도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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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과를 비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적 분별력에 따른 신학과 문화의 통합을 반영하는
지역 교회 예배 갱신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2 유닛 또는
6 유닛, 전문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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