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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비전 
 

 

 

 임동선 설립자는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세계선교의     

 핵심적 전략으로써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웠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세워진 학교이기에, 기필코 세계의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바람직한 학문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는  

 소망을 월드미션대학교 공동체에 심어 주었다.   
 

임동선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임동선 설립자는 20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전 소유를 학교에 헌납하였고, 그의 

생명보험까지 월드미션대학교에 기증하며 학교 설립 정신이 면면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 이런 고귀한 설립정신을 받들어, 월드미션대학교는 탁월한 교육 리더십을 통해, 

이민사회는 물론  세계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갈 것이다. 

 

이 학교를 세운 것은 좋은 목회자를 기르기 위함이요, 열성적인 선교사를 기르기 위함이요,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래 꿈은 당장은 안 되겠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한국계 하버드대학교, 한국계 예일대학교, 한국계 프린스턴대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임동선, 회고와 전망,  2000). 

 

 

월드미션대학교의 비전 

 

월드미션대학교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이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기독교 정신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미서부의 대표적인 종합 대학교”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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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 
 

                  

 

  월드미션대학교의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학생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목사로, 선교사로 혹은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대할 때, 저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전들을 통해 이 세상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함은 물론 사람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인재들로  

세우는데 헌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월드미션대학교로 인도하셔서 한 가족이 되었음이 진심으로 기쁩니다. 

본교의 교수, 직원 그리고 모든 행정 요원들이 여러분들을 학문적, 인격적 그리고 영적으로  

경건하며 성령 충만한 지도자인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임 성 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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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진  
Administration 

 

임성진 Lim, Sung Jin:  

President  

D.Mi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5 

M.A., World Mission University, 1992 

M.Div., Azusa Pacific University, 1991 

B.A., Sejong University, 1985 

 

신선묵 Shin, Seon Mook: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CAO 

Dean of the School of Theology  

D.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B.A., Sungkyunkwan University, 1985 

 

이금희 Lee, Keum Hee:  

Dean of Undergraduate Education, 

Director of Financial Development 

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M.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6 

B.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4 

 

임종호 Lim, Jong Ho:  

Chief Financial Officer, Director of Development 

M.Div.,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1997 

M.Div.,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92 

B.S., Han Yang University, 1987 

 

최윤정 Choi, Yoon Jung: 

Director of Online Education 

Director of Recruiting/Admission Development 

Ph.D., Biola University, 2009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6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 

 

김서영 Kim, Seo Young:  

Librarian, 

Director of Assessment 

M.A.T., World Mission University, Current 

M.L.I.S., San Jose State University, 2016 

M.L.S., Chung Ang University, 1998 

B.A., Duk Sung Women’s University, 1994 

 

김경해 Kim, Kyung H.:  

Director of Financial Aid,  

Student Accounts Receivable,  

Admission Coordinator 

B.A., El Camino College, 1982 

 

남진주 Nam, Jin Joo:  

Director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B.A., Seoul Theological Seminary, 1988 

 

김규호 Kim, Kyu Ho:  

I.T. Administrator 

M.Div., World Mission University, 2010 

B.A., World Mission University, 2004 

 

김박선미 Kim-Park, Sunmi:  

Online Education/Admission Coordinator 

M.Div., World Mission University, 2011 

B.A., World Mission University, 2005 

 

이명욱 Lee, Myoung Uk:  

Online Education/Admission Coordinator 

M.Div., World Mission University, 2012 

B.A., World Mission Universit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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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진은 무오하시고 우리 삶과 

믿음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진리의 전파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한다. 학생들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과 건강한 목회자로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학과 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로 이끌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한다.  

 

 

전임교수 (Full Time Faculty) 

 

최윤정 Choi, Yoon Jung:  

Assistant Professor of Intercultural Education 

Director of Online Education 

Ph.D., Biola University, 2009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6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 

 

정종원 Chung, Jong Won:  

Assistant Professor of Praise Ministry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M.Div.,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1993 

B.A.,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University, 1987 

 

김현경 Kim, Hyun Kyung:  

Assistant Professor of Christian Counseling 

Director of B.A. in Christian Counseling Program 

Ph.D., Talbot School of Theology, 2015 

M.A, Talbot School of Theology, 2002 

B.A., Mackenzie University, 1979 

 

김경준 Kim, Kyoung Jun 

Assistant Professor of Clinical Psychology  

Director of M.A.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7 

M.A.,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1 

M.Div., Chongshin University, 2008 

B.S., Sungkyunkwan University, 1996 

 

김서영 Kim, Seo Young:  

Assistant Professor of Research and Writing  

M.A.T., World Mission University, Current 

M.L.I.S., San Jose State University, 2016 

M.L.S., Chung Ang University, 1998 

B.A., Duk Sung Women’s University, 1994 

 

이준성 Lee, Joon Sung  

Assistant Professor of Missiology 

Director of Latin American Program 

Ph.D., cand., PRODOLA 

M.Div., Sem. Bautista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B.A. Licenc. International Baptist Seminary 

B.S., College of Wooster 

 

이금희 Lee, Keum Hee:  

Associate Professor of English 

Director of General Education 

Ph.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8 

M.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6 

B.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4 

 

이상훈 Lee, Sang Hoon:  

Assistant Professor of Mission 

Director of D. Min. Progra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M.Div., Seoul Theological Seminary, 2000 

B.A., Seoul Theological Seminar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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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Lee, Young Joo 

Assistant Professor of Nursing  

Director of Nursing Program 

Ph.D., Korea University, 2004 

M.S.N., Ewha Womans University, 1991 

B.S.N., Ewha Womans University, 1987 

 

임종호 Lim, Jong Ho:  

Assistant Professor of Computer and Ministry 

M.Div.,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1997 

M.Div.,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992 

B.S., Han Yang University, 1987 

 

임성진 Lim, Sung Jin:   

Professor of Practical and Systematic Theology 

D.Mi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5 

M.A., World Mission University, 1992 

M.Div., Azusa Pacific University, 1991 

B.A., Sejong University, 1985 

 

남종성 Nam, Jong Sung: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 

Director of M.Div. Progra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1994 

M.Div., Seoul Theological Seminary, 1988 

B.A., Choong Nam National University, 1984 

 

신선묵 Shin, Seon Mook:  

Associate Professor of Missiology and Leadership 

Chief Academic Officer 

D.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B.A., Sungkyunkwan University, 1985 

 

송경화 Song, Kyung Hwa: 

Assistant Professor of Pastoral Counseling 

Director of M.A. in Counseling Psychology Online 

Program 

Ph.D.,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urrent 

M.A.,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3 

Ph.D. Course Work., Ewha Women’s University 

M.A.,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05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송운철 Song, Un Cheol: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irector of BABS and MAT Program  

Ph.D., University of Manchester, 2007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B.A., Faculdade Teological Batista de São Paulo 

 

윤에스더 Yune, Esther: 

Assistant Professor of Music 

Director of Doctor of Church Music Program 

D.M.A., Eastman School of Music, 2003 

M.M.,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1998 

B.M.,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1996 

 

윤임상 Yoon, Im Sang:  

Associate Professor of Music 

Director of M.A. in Music Program 

Director of B.A. in Music Program 

D.M.A.,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2002 

M.Div., Azusa Pacific University, 2000 

M.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6 

B.A., Chung Ang University,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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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교수 (Adjunct Faculty) 

 

안경승 Ahn, Kyung Seung: 

Adjunct Professor of Psycholog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M.Div., Chongshin College, 1992 

B.Th.,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1986 

 

최안성 Choe, An Sung:  

Adjunct Professor of New Testament 

Ph.D.,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Kore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1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0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2 

BA., Kyung Book National University, 1980 

 

정세훈 Chung, Se Hoon: 

Adjunct Professor of Theology 

Ph.D.,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Current 

Th.M., Emory University, 2001 

Th.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88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4 

B.A., Sungkyunkwan University, 1990 

 

엄경섭 Eom, Kyeong Seop  

Adjunct Professor of Missiology 

D.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Chongshin University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elton, Cynthia: 

Adjunct Professor of Vocal 

DM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 New York University,  

BM., Berklee College of Music, 

 

정명호 Jeong, Myong Ho: 

Adjunct Professor of General Studies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M.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2007 

M.A., Hanyang University,1992 

B.A., Hanyang University, 1990 

 

정석규 Jung, Seok Gyu: 

Adjunct Professor of Old Testament  

Ph.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2001 

Th.M., Princeton Seminary, 1993 

M.Div., Seoul Theological Seminary, 1992 

B.S., Yonsei University, 1989 

 

정성은 Jung, Seong Eun: 

Adjunct Professor of Old Testament 

Ph.D,.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urrent 

Th.M., Emory University, 2008 

M.Div., Clarement School of Theology, 2006 

B.A., Konkuk University, 2004 

 

강일준 Kang, Il June: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Ministr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Current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M.A.T.S.,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1992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88 

B.A., Sogang University, 1981 

 

김주영 Kim, June: 

Adjunct Professor of Counseling 

Psy. D., Azusa Pacific University, 2008 

M.A., Dallas Baptist University, 2004 

M.Div.,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A. Westminster College, 1999 

 

김선익 Kim, Sun 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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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nct Professor of Old Testament 

Ph.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urrent 

MATS,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1996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3 

B.S., Yonsei University, 1990 

 

김윤경 Kim, Yoon Kyung:  

Adjunct Professor of Church History 

Ph.D., Saint Louis University, 2006 

Th.M.,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00 

M.Div.,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University, 1997 

M.A.,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University, 1997 

B.S., Yonsei University, 1993 

 

김영옥 kim, Young Ok 

Adjunct Professor of Clinical Psychology 

Psy.D., Wheaton College 

M.A., Wheaton College 

M.S(MFT)., Fuller Seminary 

M.Div., Fuller Seminary 

M.A., Chongshin University 

 

이주하 lee, Ju Ha 

Adjunct Professor of Sociology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Current   

Certificate, Stanford University, SIPP, 2013 

M.A., Univ. of Chicago, 2011 

B.S.,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이광길 Lee, Kwang Kil 

Adjunct Professor of Leadership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Hapdong Theological Seminary  

B.Th.,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이영관 Lee, Young Kwan:  

Adjunct Professor of Music 

B.M., Berkelee College of Music, 2008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9 

 

문두진 Moon, Do Jin: 

Adjunct Professor of Theology 

Ph.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Current 

M.S.T. Boston University, 2010 

Th.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008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005 

B.A., Yonsei University, 2001 

 

박자슈아 Pak, Joshua 

Adjunct Professor of English  

D.Mi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urrent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6 

B.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박숙경 Park, Sook Kyung: 

Adjunct Professor of Christian Counseling 

Ph.D., Hongik University, 2003 

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05 

M.A., Yonsei University, 1996 

B.A., Gachon University, 1992 

 

이근철 Rhee, Edmund:  

Adjunct Professor of Philosophy of Religion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2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B.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6 

 

Rique Pantoja: 

Adjunct Professor of Music 

Arranging and Composition Certificate., Ber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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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Music 

 

Robert MacNeil: 

Adjunct Professor of Music 

M.M., Vocal Performanc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7 

B.M., Vocal Performance, Chapman University 

 

송인서 Song, In Seo: 

Adjunct Professor of Church History 

Ph.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15  

M.T.S., Duke Divinity School, 2009 

M.Div., Yonsei University, 2006 

B.A., Korea University, 2002 

 

Vicki Muto: 

Adjunct Professor of Music: Vocal Performance 

DMA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0 

M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3 

B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1979 

 

이철 Yi, Chul: 

Adjunct Professor of Intercultural Studies 

Ph.D., Biola University, 2009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2002 

M.A., Talbot School of Theology, 1999  

B.A., Konkuk University, 1996 

 

유동근 Yoo, Dong Keun: 

Adjunct Professor of Practical Ministry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4 

M.Div., World Mission University, 2007 

B.A., Chang Won University, 1986 

 

류시하Yoo, Si Ha:  

Adjunt Professor of Intercultural Education 

Ph.D., Biola University, 2012 

Th.M., Asian United University, 2005 

M.Div., Chongshin University, 2001 

B.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4 

 

윤동녕 Yoon, Dong Young: 

Adjunct Professor of Old Testament 

Ph.D., Drew Univesity, 2010 

M.Phil., Drew University, 2002 

Th.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8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5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1985 

 

Distinguished Professor 

 

Nuene, Donald: Conduc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Music Emeritus, UCLA.  

Faculty, Eastman School of Music, Rochester  

Professor of Conducting/Director of Choral 

Activities, UCLA 

 

윤학원 Yoon, Hakwon: Conducting 

Professor Emeritus, Chung-Ang University 

B.M., Yonsei University 

Westminster Choir College 

Certifica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이귀자 Lee, Kuija: Composition/Music Theory 

Professor Emeritus, Ewha Womans University  

M.M., Indiana University  

B.M.,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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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사명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 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목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전달한다. 

• 영적 인격적 성숙을 보인다. 

•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를 보인다. 

• 해당 전공분야의 실제적인 기술들을 보인다. 

• 개인 혹은 조직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지도할 수 있다. 

• 고등교육 수준의 비평적 사고를 한다. 

• 세상 속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문화적 

민감성을 보인다. 

 

교육 철학 

 

월드미션대학교는 예수님 중심의 교육 기관으로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준비시키는 데 

헌신되어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성경적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한다. 본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과 인도에 

힘입어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탁월함을 

추구한다. 

 

주정부 인가 

 

월드미션대학교는 캘리포니아주 사립고등교육국 

(BPPE)의 정식 인가를 받은 사립교육기관이다.  

카다록 관련 의문사항 중 학교로부터 만족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립고등교육국 

(BPPE)에 문의 접수할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미래의 취업을 

보장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 95833 

 

P.O. Box 980818 

West Sacramento, CA 97798-0808 

 

Web site address: www.bppe.ca.gov 

Tel. (888) 370-7589/ Fax: (916) 263-1897 

 

입학예정자들은 등록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카다록와 학교 성과 평가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를 검토하도록 권장한다. 

 

학생이나 외부인은 누구나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을 사립고등교육국(BPPE)에 접수할 수 

있다. 전화 (888) 370-7589를 이용하거나 교육국 

인터넷 웹사이트 www.bppe.ca.gov. 에서 

불만접수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도록 한다.    

 

학위 인증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대학연합회(ABHE, 5850 

T.G. Lee Blvd., #130, Orlando, FL, 32822; 407-207-

0808)의 정회원이며 또한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협의회 (ATS, 10 Summit Park Dr., 

Pittsburg, PA 15275; 412-785-6505)의 정회원이다.  

 

ATS 에서는 아래의 프로그램을 인준받았다.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Master of Arts in Music  

http://www.bppe.ca.gov/
http://www.bpp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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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of Arts [Theology]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Church Music 

Orange County 분교: MACP 

대학원 전체 Online 프로그램  

 

두 인가기관은 미교육국 (USDE), 교육인가기관 

(CHEA),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립고등교육국 

(BPPE)의 정식 인준을 받은 기관이다. 

 

기독교대학 연합회 (ABHE)와 신학대학원 협의회 

(ATS)는 고등교육인가기관 (CHEA)과 미연방 

교육부 (USDE)의 정식 인준을 받은 기관이다. 

 

전입 학점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주의사항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여부는 

전입하고자 하는 타교육기관의 전적인 재량이다. 

또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수여한 학위 또는 

자격증의 인정여부도 전입하고자 하는 

타교육기관의 전적인 재량이다. 타교육기관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점이나 학위 또는 자격증의 

전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재수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교에서의 수강 

여부가 학생 본인의 교육목표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학생 본인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의 이수과목을 전입신청하고자 

하는 학교와 사전 상담을 거쳐서 학점, 학위 또는 

자격증의 전입인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학점 인정 협약  

 

월드미션대학교와 타대학간에 체결된 학점 인정 

협약 또는 전입 학점 인정 협약은 없다. 

  

캠퍼스 위치와 시설 

 

본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부, 버몬트 애비뉴와 

5가가 만나는 교차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도서관, 

학생라운지, 컴퓨터실, 강의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음악연습실, 상담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본교 도서관은 free wifi 접속이 가능하며 최신 

컴퓨터 시설과 개인 및 그룹 스터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56,000 여권 이상의 장서와 E-Library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교 도서관은 남가주신학대학 

도서관협회(SCATL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본교 학생은  SCATLA 회원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신학 장서를 이용할 수 있다.   

 

교단 인정 

 

본교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회원기관이다. 

연합회는 본교를 장래의 선교사, 목회자, 전문인, 

평신도 지도자 등을 훈련하기 위한 주요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약사(略史) 

 

1988년 9월 28일 동양선교교회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의 훈련을 위한 새

로운 신학원의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세계선교신학원(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이 될 씨앗이 심겨졌으며, 1989년 3월 

27일 세계 선교신학원이 개교 되었다. 임동선 목

사가 초대 학장으로 지명되었으며 32명의 학생으

로 시작하였다. 

1991 년 세계선교신학원은 캘리포니아주로부터 

목회학 석사(M.Div.) 과정과 문학석사(M.A). 과정을, 



16 
 

1992 년에는 학사(B.A.) 과정을 인준 받았다. 1993 

년 6 월 29 일 본교는 프로그램 확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 명칭을 세계 선교 신학원(World 

Miss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월드미션 

대학교(World Mission University)로 변경하였다. 

2003 년 8 월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 중심부에 

자리한 한인타운에 자체건물을 구입하여, 새 

교사로 이전하였다. 2004 년 기독교대학 연합회 

(ABHE)로부터 정회원 후보 자격을 받았다. 현재는 

기독교 대학연합회 (ABHE, 5850 T.G. Lee Blvd., Ste. 

130, Orlando, FL, 407-207-0808)의 정회원이며 

또한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 협의회 (ATS, 10 

Summit Park Dr., Pittsburg, PA 15275, 412-785-

6505)의 정회원이다.  

 

신앙 고백 

 

월드미션대학교는 개신교 복음주의(Christian 

Protestant Evangelicalism)의 고백을 명확히 

견지한다. 월드미션대학교의 전 가족은 사도 

신경에 따른 다음 사항을 고백한다. 

 

1. 우리는 성경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과 학문적 훈련을 위한 유일한 

기준임을 믿는다(벧후 1:21; 사 1:20; 살후 

2:15; 요이 9; 딤전 6:20; 딤후 1:14). 

 

2. 우리는 영존 하시는 세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마 28:19; 

요 10:30; 14:9; 요일 5:7; 벧후 1:2; 고후 

13:14). 

 

3.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가 창조된 

것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 그리고 악한 

존재가 존재함을 믿는다(히 1:10; 11:3; 계 

3:14; 롬 4:17; John 1:3; 고전 8:6; 벧후 2:4; 

유 6; Acts 5:3; 눅 22:3; 마 13:24-30; 고전 

7:5; 딤후 2:26).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음을 믿는다(호 9:15; 렘 12:8; 시 

5:5; 11:5; 롬 1:18; 요 3:36). 

 

5.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세상을 다스릴 것을 

믿는다(막 1:1; 마 1:25; 눅 1:26-28; 마 27:35; 

벧전 1:3; 마 24:30, 64; 막 13:26; 눅 21:27; 

요 14:3; 살전 4:15-16). 

 

6.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요 1:12; 3:16; 엡 2:8-9; 

행 10:43). 

 

7.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선교, 

교육, 봉사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는다(마 28:19-20; 눅 4:18-

19; 행 1:8; 엡 4:12; 고전 9:14, 16).  

 

 

학생 기록과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학생 기록 

 

월드미션대학교의 이사회는 모든 학사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며 예외적으로 학생개인기록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비밀 보관할 것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본교 행정진들이 이 의결에 따른 

필수요구사항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모든 학사기록은 메인 오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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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해야 한다. 학생기록과 성적기록과 재정 

기록을 포함하는 주요 기록들은 방화 캐비넷과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해야 한다.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에서 모든 

서류를 보관할 책임을 맡는다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가족교육 권리및 사생활 보호법(FERPA)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학사 기록과 관련하여 특정한 

권리가 주어진다. 이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월드미션대학교에 열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학사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리.  

 

학생은 열람을 원하는 학사기록이 무엇인지 

명시하여 등록과 또는 사무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과 또는 사무처장은 열람 

준비를 완료한 후 학생에게 기록열람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만일 사무처장이나 

교무처장이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열람요청을 할 수 있는 

해당 담당자를 알려 주어야 한다.    

 

2. 부정확하거나 오도된 학사기록의 정정을 

요청할 권리 

 

학생이 월드미션대학교에 본인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과 또는 교무처장 및 

기타 기록 담당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학사기록 의 내용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학생이 요청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학생에게 그와 

같은 결정을 통보하고 정정 요청관련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한다. 학생에게 

청문회 권리를 통지할 때 청문회 절차에 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청문회 결과 

월드미션대학교가 해당 학사기록을 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학생은 자신이 

제기하였던 학시 기록 정정에 대한 요청서를 

학사 기록에 첨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요쳥서는 학생의 학사 기록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3. 학교가 학생의 학사 기록상의 개인신원 

확인가능정보 (PII)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학생이 

사전에 서면 동의할 권리. 단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 학생의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예외 

대상중 하나는 학교 관계자가 정당한 교육적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이다. 학교관계자에는 

월드미션대학교가 고용한  행정직, 감독직, 

교무직, 연구직 및 기타 지원직의 개인, 

월드미션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 

회계감사관, 미수금처리대행사와 같은 

개인이나 기업체, 이사회의 이사, 징계 또는 

불만처리 위원회와 같은 공식 위원회의 위원, 

또는 타학교 관리자의 직무보조자가 

포함된다. 

   

정당한 교육적 목적이란 학교관계자가 자신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사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이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이 등록하고자 하는 타학교의 교육 관계자 

요청에 따라서 학생의 동의 없이 학사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b. 학생의 동의 없이 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항으로서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및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규정하는 디렉토리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는 학생 이름, 집주소, 

학교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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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소, 전공,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의 참여, 출석 기록, 수여학위, 시상, 

사진 및 가장 최근의 이전 교육 기관이다. 

     

학생은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하여 디렉토리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공개되지 않도록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매해 9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학생이 이러한 권리 행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월드미션대학교가 적절한 경우에 

디렉토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 월드미션대학교가 가족교육 권리와 사생활 

보호법(FERPA)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진정을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제기할 

권리. 

 

학생은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FERPA 

규정의 검토, 자주 제기되는 질문들, 중요한 

의견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www.ed.gov/policy/gen/guid/fpco/index.html 

 

위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은 의문사항이나 

이슈에 대하여 학생은 다음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8520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준수하는 가족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FERPA) 맟 절차에 관련된 질문은  

교무처장 또는 등록과에 문의하면 된다. 

http://www.ed.gov/policy/gen/guid/fpco/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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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과정 

(Certificate Programs)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이 유치원 교사, 원장, 가정상담을 위한 평신도 리더, NGO 사역자와 영어를 

훈련하는 수료증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본교는 각 과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수했느냐에 따라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유아교육 교사, 원장 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 NGO 사역자 과정 

(Early Childhood Education(ECE)/Family Christian Counseling(FCC)/ 

Non-Governmental Organization(NGO) 
 

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유아교육교사/원장 과정, 가정 

상담사역자 과정과 NGO 사역자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청강으로 과목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조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수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춘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 여하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미화 $100, 환불 

안됨) 

2. 최종학교 성적 증명서 

3. 여권용 사진 2매  

 

입학원서 및 기타 서식은 www.wmu.edu 에서 

다운받거나 전화, Fax, E-mail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입학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Admissions Office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수료증 과정 
유아교육 

교사/원장  
유아교육 원장  가정상담 사역자  NGO 사역자 ESL 과정 

총 이수학점/기간 15/18학점 
24학점/2학기 

(재정보조) 
18학점 5학점 12주 

http://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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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가을 학기 원서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8월 15일 

경이며, 봄 학기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1월 15일 

경이다. 정확한 일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절차 

 

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다음 분야의 평가에 따라 입학 

허락을 결정한다. 

 

• 현장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 

• 중생(重生)의 체험과 물세례 

• 모범적 교회 생활 

• 입학 전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로부터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영적 요건 

 

모든 지원자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기회 균등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학생은 월드미션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학교입학, 교육 

프로그램, 고용 및 월드미션대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음의 조항들을 따른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학칙 
 

성적 평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문자 등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등록처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등급 평점  등급별 수치 

A 4.0 93+ 

A- 3.7 90-92 

B+ 3.3 88-89 

B 3.0 83-87 

B- 2.7 80-82 

C+ 2.3 78-79 

C 2.0 73-77 

C- 1.7 70-72 

D+ 1.3 68-69 

D 1.0 63-67 

D- 0.7 60-62 

F 0.0 59 

 

I (미결)* 

CR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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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학점 없음) 

H (보류) 

P (합격) 

NP (불합격) 

 

*  "I" 학점은 다음 학기말까지 해당 과목의 모든 

과제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B+"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 "CR"학점은 평점(GPA)에 포함되지 않는다. 

***  "F" 학점은 재수강을 통하여 "B+" 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수료증 프로그램 수료 기한 

 

재정보조 학생의 경우 8과목(24학점)을 2학기 

내에 모두 마쳐야 한다. 

 

모든 수료증 프로그램의 기한은 월드미션대학교에 

첫 번째 등록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교는 교수진이 그들의 관점, 가설, 

연구 결과, 의견 등을 그들에게 배정된 과목의 

수업 시간에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교는 학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책임에 응하여 숙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본교 

신앙 고백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도덕성과 같은 원리원칙을 개발함에 있어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한다. 논쟁이 가능한 신학적 관점의 이견을 

가진 교수진은 자리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신학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임하는 

교수진을 존중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인 

미국 대학교 교수 연합회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학문적 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1.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생각과 삶을 

진리의 원천이시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신학적 의문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책임을 

수반한다. 쓸모 없이 버려두거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믿음의 고백 안에 

존재한다. 신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과 

학칙에 따라 특정한 고백적 충성도를 인지할 

수 있다. 신학교에 어울리는 자유의 개념은 

학교와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고백적 

충성도를 존중한다. 동시에 고백의 기준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요구와 학문적 자유의 최고로 

이상적인 실천의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3. 이러한 자유가 인류의 영성과 충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동안 학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실천을 통해 보호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기준에 대한 

성명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이다. 문서화된 원리의 효과는 신학 

교육 안에서 생각의 자유와 영성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관심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 내 

헌신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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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류 열람  

 

학생은 장부에 저장되어있는 자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열람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오가 발견되면 

정정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수료증과정 학생은 아래 진술된 풀 타임 학부학생

과 동일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풀 타임 학부학생: 

풀 타임 학부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는 2.0 이상

의 평점을 유지하면서,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이

나 일년에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성립된다. 이

전 학기에 이수한 재수강과목은 학업 성취에 고려

될 수 없다. 학생들은 학기당 풀 타임학생으로서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학생

이 한 학기에 12학점씩 이수하면서 전체 126학점

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학위를 마치는 

데 11학기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한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풀 타임학생으로 간주

되나, "정상적인" 기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기당 대략 15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업 성취도 점검 

 

매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검토된다.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성취를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위원회가 

학생의 수학 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적할 수 

있다. 

 

학문적 정직성 

 

정직의 유지와 질적인 교육은 월드미션대학교 각 

학생의 책임이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표절행위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이다.  

부정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다.  

 

학생들은 학교 카다록에 명시된 대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약속을 숙지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1. Cheating: 의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정보, 참고서를 쓰거나 쓰려고 한 경우 

a.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책, 

노트, 계산기, 남들과의 대화)은 교수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b. 학생은 교수로부터 미리 허락 받지 

않고 남을 위해 공부자료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c. 한 과목에서 쓰여진 공부, 과제물의 

많은 양을 다른 과목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위조(Fabrication):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정보의 허위조작. 

 

3. 부정행위를 돕는 것(Facilitation academic 

dishonesty):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거나 시도할 경우. 

4. 표절행위(Plagiarism):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의 일, 생각, 작업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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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과정 소개 

 

유아교육 교사, 원장 과정 

  

유아교육 교사/원장 과정은 어린이 사역을 위한 

유아교육 교사나 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증서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수 과목에서 평점 C 이상을 받아야 한다.  

 

목적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아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 어린이의 인지, 사회성, 정서, 신체발달을 

이해한다. 

• 교과과정 계발의 원리, 학습 환경 분석, 

교습전략 등을 이해한다. 

• 편모/편부가족, 혼합가족 등 바뀌는 

가정의 형태를 이해한다. 

• 훈육을 비롯한 학급운영 기술을 익힌다. 

• 학습 센터를 운영한다. 

• 직원 채용, 평가, 관리 등 경영 기술을 

익힌다. 

• 고용계약, 업무분담표 등 어린이 학교 

운영정책을 세운다. 

 

교사 과정 (15학점)  

EC101 유아 성장과 발달   (3학점) 

EC102 가정, 학교, 지역사회  (3학점)  

EC103 유아 창의력 개발   (3학점) 

EC104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 (3학점) 

EC120 영. 유아 교육프로그램  (3학점) 

 

원장 과정 (18학점) 

EC101 유아 성장과 발달   (3학점) 

EC102 가정, 학교, 지역사회  (3학점)  

EC103 유아 창의력 개발   (3학점) 

EC104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 (3학점) 

EC105 유아교육 행정   (3학점) 

EC120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3학점) 

 

원장 과정: 재정보조 (24학점) 

EC 106 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3학점) 

EC 108 다문화 사회와 어린이     (3학점) 

 

가정상담 사역자(FCC) 과정 

 

가정 상담 사역자 과정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가정 사역과 상담을 위해 필요한 기독교 상담 

교육을 제공함으로 교회 내 가정 사역을 섬길 수 

있는 헌신 된 평신도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증서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수료증을 받기 위해 필수 과목에서 평점 

C 이상을 받아야 한다. 

 

목적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아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 고통받고 상처받은 개인과 가정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다. 

•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리와 관점을 

개발하게 된다. 

• 평신도 리더로서 지역 교회 내 가정 사역을 

섬기는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함양한다.  

• 부부와 가족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역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 (18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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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115 상담자의 필수 자질 (3학점) 

FC210 생애 발달   (3학점) 

FC215 가정 사역   (3학점) 

FC217 결혼과 심리학   (3학점) 

FC221 이상 심리학  (3학점) 

FC340 위기 상담   (3학점) 

 

 

NGO 사역자(NGO) 과정 

 

NGO 사역자 과정은 NGO 를 통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이 NGO 의 선교적 적용과 

운영의 실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그에 

준하는 증서가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필수 과목에서 평점 C 이상을 받아야 

한다.  
 
목적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은 아래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  

 

• NGO의 선교적인 적용을 이해한다.  

• NGO 를 위한 효과적인 모금과 캠페인 

방법을 모색한다.   

• NGO 의 운영 방법과 홍보 마케팅에 관해 

이해한다.  

• 국제기구와 NGO 의 연계성 및 다양한 

활동을 이해한다.  

• 기업의 사회공헌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NGO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이해한다.  

• NGO 의 성경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이해한다.  

 

NGO 사역자 과정 (15학점)  

 

NC101 NGO 사역의 이론적 이해와 실천 (1 학점)  

NC102 모금 및 캠페인                 (1학점)  

NC103 NGO 운영 및 홍보 마케팅       (1학점)  

NC104 국제개발사업(OCA)에 대한 이해와 실천 /   

국제기구와 글로벌 NGO 의 개요와 펀드  (1학점) 

NC105 기업의 사회공헌 및 NGO의 연계 (1학점)    
                                       

 

ECE/FCC/NGO 과정 과목 소개 

 

유아교육 교사, 원장 과정 

 

EC101 유아 성장과 발달 (3학점) 

잉태기로부터 유아기를 거치는 발달 이론, 정상적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 감성적, 

영적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다. 

 

EC102 가정, 학교, 지역사회 (3학점) 

가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문제, 

법령, 경향 등과, 다양한 양상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영향을 알아본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인한다. 

 

EC103 유아 창의력 개발 (3학점) 

유아의 창의적 경험의 가치에 대한 해석, 다양한 

시범 강의(연극, 벽돌 쌓기, 음악, 율동, 미술, 

만들기)와 토의 시간 등을 통하여 유아의 창의력 

개발을 도모한다. 

 

EC104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 (3학점) 

교과과정의 계획, 개발, 실행에 관한 기초적 

원리와 교육 방법을 연구한다. 

 

EC105 유아교육 행정 (3학점) 

유아교육원의 조직과 행정에 대한 원칙과 실제의 

연구로서, 주정부 및 시의 규정, 행정 수완, 

물품구입, 직원 선발, 인사 정책 및 실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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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학교 진열, 수업계획, 식단, 학부모 관계, 

지역사회 자료 및 등록 등을 포함한다. 

 

EC 106 유아의 건강, 영양, 안전 

영유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EC 108 다문화 사회와 어린이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아들의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미국에서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에 다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교육 목표를 토대로, 발달에 

적절한 방법으로 다문화 교육과정과 그 구체적 

활동을 구성하여 수업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유아과 그 가족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보육에 대해 살펴본다. 

 

EC120 영, 유아 교육 프로그램 (3학점) 

영, 유아 교육을 위해 영, 유아의 감각운동,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가정상담 사역자(FCC) 과정 

 

FC115 상담자의 필수 자질 (3학점) 

기독교 상담자의 필수적인 자질에 관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자기 점검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영적, 인격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들에 대한 자아 인식 증가와 

지속적인 성숙의 방안들을 탐구한다.  

 

FC210 생애 발달 (3학점) 

영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도덕성, 신앙발달을 다루는 인간발달에 

대한 개요적인 과목이다. 인간발달의 이해를 

사역에 적용하는 것에 학습의 중점을 둔다. 

 

FC215 가정사역 (3학점) 

이 과정은 가정사역을 위한 신학적, 실용적 

기초를 제공한다.  인간의 본성, 죄과 수치의 

성향과 역동성과 연관된 영역들을 탐구함으로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 강조된다. 

지역교회와공동체를 위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법이 제시된다(예: 평신도 상담모형). 

총체성을 추구하며 적절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팀 접근방법이 강조된다. 

 

FC217결혼과 심리학 (3학점) 

이 과목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성경적 개

념들을 제시한다. 친밀한 관계와 대화의 역동성, 

부부의 성 생활, 남성과 여성, 부부 관계의 발달 

과정, 정서적 학대와 폭력, 그리고 결혼 생활의 영

성에 초점을 둔다. 

 

FC221이상 심리학 (3학점) 

이 과목은 비 정상적인 행동의 이론과 요소들에 

대한 공부로서 현재 정신병으로 진단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가능한 치료 요법들을 

기독교적 과점에서 탐구한다.  

 

FC340 위기 상담 (3학점) 

위기 상황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적절한 위기 상담의 이론, 

그리고 실제들을 배우게 된다. 

 

 

NGO 사역자(NGO) 과정 

 

NC101/NC401/NC501   

NGO 사역의 선교적 이해와 실천 (1학점)  

이 과목에서는 NGO 에 대한 선교적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NGO 를 통한 선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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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102/NC402/NC502   

모금 및 캠페인 (1학점)  

이 과목에서는 NGO 를 위한 효과적인 모금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습득을 다루며 모금 활동의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또한 

기금 모금의 윤리적, 철학적 바탕과 더불어 실용 

가능한 모금 캠페인 사례를 공부한다.  

 

NC103/NC403/NC503   

NGO 운영 및 홍보 마케팅 (1학점)  

이 과목에서는 사회공헌의 정의에서부터,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비영리조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비영리조직에서 마케팅과 홍보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NC104/ NC404/NC504   

국제개발사업(ODA)에 대한 이해와 실천 / 

국제기구와 글로벌 NGO의 개요와 펀드 (1학점)  

이 과목에서는 인류 전체의 평화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기구 및 NGO 의 다양한 

활동을 고찰한다. 

 

NC105/NC405/NC505   

기업의 사회공헌 및 NGO의 연계 (1학점)  

이 과목에서는 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 이해하고 이 둘 간의 파트너십을 다룬다. 또한 

선교센터로서의 비영리단체의 성경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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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과정 
 

목적 

월드미션대학교 ESL 프로그램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미국 내 

주류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목표 

월드미션대학교 ESL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목적

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

서 높은 수준의 영어능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본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영어

기술 

 일상적인 상황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 

 주제발표, 회의 등과 같은 전문적인 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문헌을 읽고 활용하거나 대학수준의 작문과

같은 학문적 영어능력 

 

특징 

학생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ESL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소수정예반 편성: 각 클래스는 12명 미만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자발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학생중심의 학습활동

이 이루어진다. 

 
 

 

 여섯 단계과정: 기초부터 고급까지 여섯 단

계 (초급반, 상위초급반, 중급반, 상위중급반, 

고급반, 상위고급반)로 세분화 되어 있어, 각 

학생의 영어능력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

을 수 있다. 
 

 체계적 및 통합적 교과과정: 기본과목과 선

택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영

어 실력이 영어습득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균

형 있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전문 강사진: 강사진은 모두 학사 학위 이상 

소유자로 오랜 교수 경력이 있는 실력과 경

험을 겸비한 전문 강사진이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을 최대한 계발시키기는 것에 역점을 둠으

로서, 여러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의사소통 

활동이 펼쳐지는 역동적인 교수법이 수업현

장에 적용된다.  
 

 최적 교육환경과 학생서비스: 도서관, 컴퓨

터실, 스튜디오, 강당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저렴한 학비: 일주일에 20시간동안 진행되는 

영어집중학습을 아주 저렴한 학비로 받을 

수 있다. 

 

 

수료증 

영어집중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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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안내 (ESL) 

 

입학 지원 서류 

WMU ESL 프로그램 입학지원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관련 서류(입학지원서, I-20 

발급신청서, 재정지원보증서)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받

을 수 있다. 입학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집중영

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 원서접수비($100, 환불 안됨): 미국 은행

에서 발행된 개인 수표나 국제 머니 오더 

사용가능   

3. I-20 를 포함한 유학생 서비스비 

4. 특급우편비($50, 환불 안됨): I-20 발송을 

위한 것으로 F-1 학생에게 해당 

5. 재정 증명서:  

1) 본인 명의의 또는 재정후원자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2) 재정지원 보증서: 재정후원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에서와 동일인이 작성하

여야 하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

을 수 있음 

6. 학교이전신청서: 월드미션대학교로 이전하

는 F-1 학생에게 해당 

 

입학 지원 일정  

 

입학지원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학 및 기타 자세

한 문의는 ESL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

다. 

 

ESL Program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admissions@wmu.edu 

문의: WMU ESL Program 담당자 

 

유학생과 비자 

 

입학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

여 입학에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되면, 월드미션

대학교 집중영어프로그램에서 입학허가서인 I-20 

양식과 함께 입학승인서를 보내게 된다. 유학생비

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권, I-20 양식, ESL 프로

그램의 입학승인서, 재정증명서 및 다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자국 미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상세한 것은 미대사관에 문의하기 바란다. 

 

의료 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 

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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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ESL) 

 

단계 

월드미션대학교 ESL 프로그램은 여섯 단계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12주동안 학습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1단계: 초급반 

 2단계: 상위초급반 

 3단계: 중급반 

 4단계: 상위중급반 

 5단계: 고급반 

 6단계: 상위고급반 

 

과목 소개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기본과목과 한 개

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기본과목 

 듣기와 말하기: 다양한 듣기와 말하기 활

동을 통해 구어영어능력을 훈련한다. 

 

 읽기와 쓰기: 다양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통해 문어영어능력을 훈련한다. 

 

 문법: 올바른 영어사용법 학습을 통해 영

어구조를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훈련한다. 

 

 선택과목 

 미국영어발음: 보다 정확한 영어발음을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모국어의 발

음 습관으로 인해 파생되는 액센트를 교

정하여 바른 영어발음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한다. 

 어휘: 주제 및 상황별 어휘습득을 통하여 

구어적으로뿐만 아니라 문어적으로 적절

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휘능력을 

훈련한다. 

 관용어: 구어에서 관용어의 활용도가 지대

함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사용

되는 관용어를 익힘으로서, 실제 대화에서 

적절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미국 생활과 문화: 언어는 곧 생활과 문화

의 반영임을 인식하고, 미국생활과 문화에 

관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미국 전반에 걸

친 폭 넓은 영어지식을 쌓도록 훈련한다. 

 에세이작문: 실용적인 작문에서부터 학문

적인 작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

을 훈련한다. 

 대학준비: 주제토론 및 발표하는 기술과 

여러 다양한 학습 기술을 습득하여 대학

에서의 학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수강취소 및 환불 

ESL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수강 취

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첫 수업이 시작되

기 전이나 당일에 수강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 되

지 않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학비 전액을 환불 받

을 수 있다. 학기 기간(12주 기준) 25%이내에 수

강을 취소할 경우에는 주 단위로 수강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환불만을 받을 수 있다. 학기 기간

(12주 기준)의 75% 이상을 수강 했을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는다.  

 

수업시간표 

수업은 1일 4.5 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20시간) 진행되며, 1교시부터 3교시

까지는 기본과목의 수업이, 마지막 4 교시에는 선

택과목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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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과정 

학부 과정 
 

학위 교양 성서/신학 전공 현장실습 선택 총 학점 필수 사항 

성서학 준학사 21 9 15 3 12 60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21 9 15 3 12 60  

성서학 학사 36 30 27 7 26 126  

기독교 상담학 학사 36 30 27 7 26 126  

음악학 학사 36 30 48/54/56 7 12/6/14 126 졸업연주회 

 

 

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학부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청강으로 과목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조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수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춘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과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 여하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100, 환불 안됨) 

2. 신앙고백서 

3. 추천서 1부 

4. 최종학교 영문성적 증명서(원본) 

5. 여권용 사진 2매  

입학원서 및 기타 서식은 전화, Fax, E-mail 혹은 

유편으로 신청하면 입학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Admissions Office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원서 접수 마감 

 

가을 학기 원서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8월 15일 

경이며, 봄 학기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1월 15일  

경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대개 7월 마지막 주와 12월 

마지막 주가 된다. 정확한 일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절차 

http://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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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다음 분야의 평가에 따라 입학 

허락을 결정한다. 

 

• 현장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 

• 중생(重生)의 체험과 물세례 

• 모범적 교회 생활 

• 입학 전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  

• 추천서  

• 음악학과 지원자의 경우, 자신의 연주 CD 

혹은 DVD 

• 프로그램 디렉터 인터뷰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로부터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면접 

 

프로그램 디텍터는 입학과정에서 지원자를 

인터뷰한다. 이 인터뷰에서 디렉터는 지원자의 

소명감과 학업을 위한 학문적 자질을 점검한다. 

 

영어 시험 

 

본교는 한국어를 기본 교수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증명하는 토플과 같은 

시험점수를 입학자격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 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입학 허가 범주 

 

정식 합격: 모든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요건에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합격: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입학 원서 미비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합격조치 된다. 이는 

제한된 신분의 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완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임시 합격조치 된 한 

학기 동안 원서가 완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유예 합격: 일반적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요건이 결핍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학생은 유예 합격조치 된다. 일 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도달하면 정식 합격 

처리된다. 

 

방문 학생: 방문 학생은 타 학교에 이미 등록된 

학생으로서, 자신이 등록한 학교로 학점을 전이할 

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을 수

강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유학생과 비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정부의 허락으로 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 form(유학생 비자 

신청서)를 발급한다. 일단 유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월드미션대학교는 I-20 form을 동봉한 

제반 서류들을 보낼 것이다. 유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학부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9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유학생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32 
 

바란다.  

 

영적 요건 

 

모든 지원자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기회 균등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학생은 월드미션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학교입학, 교육 

프로그램, 고용 및 월드미션대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음의 조항들을 따른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전입 학점  

 

학생의 입학사정 시, 월드미션대학교는 정식 

인가된 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준다. 정식 인가된 타 교육 

기관이란 고등교육 인가위원회에 의해 간행된 

대학 교육기관 인가 기관(Accredited Institutions 

of Postsecondary Education) 최신호에 명시된 

기관이나, 대한민국 교육부에 의해 인가된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 다른 

대학 교육 기관(another postsecondary school) 

으로부터 월드미션대학교에 학점을 전입하고자 

한다면, 해당학교에서 발송한 인봉된 공식 성적 

증명서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학점 인정 방침:. 

 

• 성서학 학사, 기독교 상담학 학사 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84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 음악학 학사학위 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90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입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학사학위과정의 

경우는 C-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등록하기 전에 전입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비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학점 인정: 

비인가 교육 기관의 학점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비인가 교육 기관이나 한국 내 

교육 기관에 대한 전입 학점 인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주 정부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 주 정부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으며, 

최대한으로 취득한 학점의 2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한국의 교육부로부터 정식 4년제 

대학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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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월드미션대학교는 학기제 (semester calendar)를 

시행하고 있다. 학년도는 8월부터 5월까지 두 

학기이다. 가을학기는 통상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친다. 봄학기는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친다. 각 학기는 

16주간이다. 여름과 겨울 과정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2주동안 집중 강의를 한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3학점에 준하므로 최소 37 

1/2시간의 수업 참여 시간이 요구된다. 취득 

학점의 기초 단위는 학기 당 수업 시간으로, 

1학점은 15주간 동안 주당 한 시간의 수업과 

수업 외에 2내지 3시간 정도의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현장 교육의 경우, 1학점 당 30 시간의 

사역이 요구된다.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학부 학생의 

경우는 학기 당 최소 12학점을,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학기 당 최소 9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학기 당, 학부학생의 경우 18학점 이상을, 

대학원학생의 경우 15학점 이상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류의 

허락은 등록 전에 교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는 등록처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평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문자 등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등록처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등급 평점  등급별 수치 

A 4.0 93+ 

A- 3.7 90-92 

B+ 3.3 88-89 

B 3.0 83-87 

B- 2.7 80-82 

C+ 2.3 78-79 

C 2.0 73-77 

C- 1.7 70-72 

D+ 1.3 68-69 

D 1.0 63-67 

D- 0.7 60-62 

F 0.0 59 

 

I (미결)* 

CR (학점) ** 

NC (학점 없음) 

H (보류) 

P (합격) 

NP (불합격) 

 

* "I" 학점은 다음 학기말까지 해당 과목의 모든 

과제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B+"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 "CR" 학점은 평점(GPA)에 포함되지 않는다. 

*** "F" 학점은 재수강을 통하여 "B+" 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수강조건(선수과목)  

 

학부 수업의 수강조건으로 선수과목 수강을 

요구하는 과목이 있다. CC215 가정사역은 

상담학과 필수과목 중 세 과목을, CC331 

다문화상담은 LA102 심리학개론과 CC412 

상담이론과 기술을, MT355 키보드 하모니 II는 

MT255 키보드 하모니 I을 먼저 들어야 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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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떠한 학생이 F학점을 받았을 경우,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 과목이 재수강 

되었다면, 새로 받은 성적은 이전에 받았던 

F 학점을 대신하여 학생의 전체평점(GPA)에 

합산되며, 학점은 단 일회만 적용한다.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재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과목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결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해당학기 말에 

수강과목을 마치지 못하는 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해당학기 

이외의 여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미결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우선, 교무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과목의 

교수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이 때, 미결신청의 

사유로 해당과목의 과제나 시험 또는 퀴즈를 

마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무처장의 미결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이 없을 

때에는 해당과목의 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성적을 줄 것이다.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학생은 학습이 완결될 때까지는 학점을 받지 

않게 된다. 

 

청강 

 

본 대학교 미등록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규 등록 

학생은 교무처장의 서면 허락으로 한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청강 전에 청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강생에게는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강생을 

위한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강생 

등록금은 통상 정규 등록금의 50%이다. 

특정과목은 청강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석 

 

규칙적인 출석은 대단히 중요하며, 학생은 강의 

시간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강의 

시간(16주)의 1/3(6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급(F 학점) 된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등록 

 

수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매 학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서에는 학생에 

관한 정보, 과목의 제목과 번호, 교수서명, 납부 

금액 등에 관한 학생의 서명을 정확하게 기재 

하여야 한다.  

 

풀타임/파트타임 학생 

 

학부의 경우 학기 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사람은 풀 타임 학생으로 간주된다. 제 때에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부학생은 학기당 

최소 15학점을, 대학원학생은 12학점을 등록해야 

한다. 직전 학기에 평점 3.5 이상을 받은 학생은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21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연한 제한 

 

모든 과정의 연한은 월드미션대학교에 첫 번째 

등록한 날짜로부터 학사(B.A.)는 6년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 

과정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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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본 안내서의 학위에 대한 부분에 개관되어 있는 

규정 이외에, 졸업예정자는 학사 학위의 졸업을 

위해서는 평점이 2.0 이상이 요구된다.  

졸업예정자는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6월에 있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2월 중순 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역 계획 

 

학사 학위 과정의 학생들은 3학점 선택 과목으로 

사역계획을 쓸 수 있다. 사역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준 항목을 따른다. 첫째, 지도교수의 

제목 인준, 둘째, 지도교수의 사역계획 개요 및 

취지 인준, 셋째, 사역계획지도위원회의 일차 및 

후속 초안 인준이다. 사역계획은 두 명의 

심사관이 읽고 평가한다.  

 

졸업 신청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등록할 때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미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학교에 납부할 모든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할 것을 

전제한다. 궐석 졸업은 그 이유를 명기한 문서로 

요청한 경우, 교무처장의 특별 수락에 따라서만 

허락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교는 교수진이 그들의 관점, 가설, 

연구 결과, 의견 등을 그들에게 배정된 과목의 

수업 시간에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교는 학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책임에 응하여 숙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본교 

신앙 고백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도덕성과 같은 원리원칙을 개발함에 있어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한다. 논쟁이 가능한 신학적 관점의 이견을 

가진 교수진은 자리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신학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임하는 

교수진을 존중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인 

미국 대학교 교수 연합회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학문적 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1.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생각과 삶을 

진리의 원천이시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신학적 의문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책임을 수반한다. 쓸모 없이 

버려두거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믿음의 고백 안에 

존재한다. 신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과 

학칙에 따라 특정한 고백적 충성도를 인지할 

수 있다. 신학교에 어울리는 자유의 개념은 

학교와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고백적 

충성도를 존중한다. 동시에 고백의 기준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요구와 학문적 자유의 최고로 

이상적인 실천의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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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자유가 인류의 영성과 충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동안 학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실천을 통해 보호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기준에 대한 

성명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이다. 문서화된 원리의 효과는 신학 

교육 안에서 생각의 자유와 영성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관심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 내 

헌신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자퇴 및 휴학 

 

자퇴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과목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거나 F학점 처리된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미래에 재입학이나 환불 절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그밖에 적합한 

사유로 인하여 과목의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학생은 이를 위하여 반드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문서(예: 

의사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등록 취소, 제적 

 

등록은 학생과 학교간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학생은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및 

등록 취소 서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환불 

정책에 관하여는 재정안내 부분을 참조한다.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서면 통보 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 처리로서 자동 제적된다.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 서류 열람 

 

학생은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열람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오가 발견되면 

정정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풀 타임 학부학생: 

풀 타임 학부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는 2.0 이상

의 평점을 유지하면서,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이

나 일년에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성립된다. 이 

학기에 이수한 재수강과목은 학업 성취도에 고려

될 수 없다. 학생들은 학기당 풀 타임학생으로서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학생

이 한 학기에 12학점씩 이수하면서 전체 126학점

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학위를 마치는 

데 11학기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한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풀 타임학생으로 간주

되나, "정상적인" 기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기당 대략 15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업 성취도 점검 

 

매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검토된다.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성취를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위원회가 

학생의 학과 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적할 수 

있다. 

 

학사 경고 

 

학부 과정의 학생의 경우, 전체 평점이 2.0 

이상이지만, 수강 학기의 평점이 2.0 이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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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경고를 받게 된다. 이 기록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학사 유예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의 학생인 

경우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평점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본교는 학사 과정 평점 

2.0 아래인 학생에게는 서면으로 알려주며, 두 

학기 동안 학사 유예시킨다. 학사 유예는 

성적표에 남게 된다. 

 

학사 유예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학부 과정인 

경우 12학점 이하로 제한된 학점만 등록하게 

된다.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제적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연속으로 

유예 조치되는 경우에도 역시 제적될 수 있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이 학

교 기준보다 낮을 경우 학사유예로 인정될 수도 

있다. 

 

학사 유예 취소 

 

만약 학생이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게 되면, 

학사유예조치는 취소되며, 학사 유예 취소가 

성적표에 기록된다. 

 

재입학 청원 

 

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성적 때문에 퇴학 조

치된 학생은 학사 위윈회에 재입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은 이와 연관되어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한 학기 안에 평점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문적 정직성 

 

정직의 유지와 질적인 교육은 월드미션대학교 각 

학생의 책임이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표절행위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이다.  

부정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다.  

 

학생들은 학교 카다록에 명시된 대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약속을 숙지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1. Cheating: 의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정보, 참고서를 쓰거나 쓰려고 한 경우. 

a.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책, 

노트, 계산기, 남들과의 대화)은 교수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b. 학생은 교수로부터 미리 허락 받지 

않고 남을 위해 공부자료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c. 한 과목에서 쓰여진 공부, 과제물의 

많은 양을 다른 과목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위조(Fabrication):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정보의 허위조작. 

 

3. 부정행위를 돕는 것(Facilitation academic 

dishonesty):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거나 시도할 경우. 

 

4. 표절행위(Plagiarism):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의 일, 생각, 작업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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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F-1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학생들은 일정 학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이 학업성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F-1 

유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진보를 보여야만 한다. 

학기말까지 평점을 학부 과정의 경우 2.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당함과 동시에 I-20가 취소된다.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요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는 학생이 학업 성취도는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이상 SAP)를 유지하는 것이다. 
매 학기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의 SAP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전체 평점 

16학점 이상을 이수한 모든 학부 과정 

학생들은 전체 평점을 2.0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한다.  

 

2. 과목 이수 완료 비율 

매 학기, 각 학생이 성공적으로 이수 완료한 

과목의 비율을 측정한다. 과정을 제 때에    

마치기 위해서는 풀 타임 학부학생은 매년 

21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생들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과정을 마치는데 

최대한의 기간 제한을 가질 수 있다. 학사 학위 

과정은 최대한 12학기까지 기간 제한을 갖는다. 

 

 

낙제에 따른 결과 

 

과정 통과에 필요한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과 미래의 지원금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자격 요건을 다시 갖출 때까지, 

월드미션대학교 장학금, Pell Grant나 Campus 

Based Fund 등의 자격에 부적격자로 간주된다. 

장학금 신청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난 학기에 

신청한 장학금을 받을 자격도 박탈당하게 된다. 

 

SAP Waiver 청원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이 SAP를 유지하는데 

제한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학생들은 

다음의 같은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 SAP waiver을 

청원할 수 있다. 

 

• 가족의 죽음 

• 질환이나 급환 

• 학생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은 청원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SAP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받는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 

• 장래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 학생이 준비해 

놓은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 

• 학생의 SAP 요구 조건 충족 능력에 대한 

지도교수의 평가서 

• 질환이나 급환에 대한 증빙 서류. 학생은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학과 과정의 진행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소견서를 받아 제출 

해야 한다. 소견서에는 진단받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날짜는 학생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SAP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날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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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교무위원회는 서류 제출 후 30일 내에 서면으로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때, 교무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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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학위 과정 프로그램 소개 
 

교양 과정 학습 결과 

이 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 다양한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말하고 쓸 수 

있는 지식, 능력, 그리고 기술들을 나타낸다.  

• 논증들을 평가하고 구성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관찰하고 분석한다. 

• 교양 교육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보인다. 

• 교양 교육에서의 포괄적인 지식을 기독교적

인 세계관 속에서 통합한다. 

 

학사 핵심 신학 과목 프로그램 학습 결과 

이 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 신약 성서와 구약성서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

용, 목적, 구조, 주제, 관계, 신학등에 대한 

지식을 보인다. 

• 기독교 사역자로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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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학 준학사  

(Associate of Arts in Biblical Studies) 

 

과정 설명 

 

월드미션대학교는 60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는 성서학 준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년과정이고 일반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학생들을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본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 

성서 신학,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기술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목적 

 

성서학 준학사 과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학 과정으로의 편입을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통해 전문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성서학 준학사 과정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 교양 교육에서의 포괄적인 지식을 기독교

적인 세계관 속에서 통합한다. 

• 성서에 관한 지식, 적절한 해석, 복음을 전

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 기독교 지도자로서 개인적 영적 성숙을 

보인다. 

• 사역에 대한 기본 이론 이해와 실제 기술

을 보여준다. 

 

 

졸업요건 

 

성서학 준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입 

학점과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60 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되 평점은 

C(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소한 21학점은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수해야만 한다.  

 
 
총 이수학점: 60 학점 
 
교양 (21 학점) 

BT201  신입생 세미나  (3 학점)  

HS203  기독교와 문명   (3 학점) 

LA101  철학개론    (3 학점) 

LA103  사회학 개론   (3 학점) 

LA164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LA181  과학입문    (3 학점) 
 
성서, 신학 (9 학점) 

BT119  성경개관   (3 학점) 

BT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3 학점) 

BT231  영성형성과 쏘울케어 (3 학점)  
 
전공 (15 학점) 

BS316  창세기   (3 학점) 

BS317  시편    (3 학점) 

BS345  요한복음   (3 학점) 

BS347  사도행전   (3 학점) 

IS203   전도와 선교  (3 학점) 
 
현장 실습 (3 학점) 

PT111-113  학생 사역 I-III (1.5 학점: 0.5 X 학기) 

PT211-213  학생 예배 I-III (1.5 학점: 0.5 X 학기) 
 
일반 선택 (12 학점)  (3 학점)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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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준학사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준학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3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111-11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3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3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에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학생사역보고서를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준학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3학기의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예

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 학생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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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Associate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과정 설명 

 

월드미션대학교는 60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는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년과정이고 일반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학생들을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본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 성서 신학,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기술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목적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과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학 과정으로의 편입을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통해 전문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과정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 교양 교육에서의 포괄적인 지식을 기독교

적인 세계관 속에서 통합한다. 

• 성서에 관한 지식, 적절한 해석, 복음을 전

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 기독교 지도자로서 개인적 영적 성숙을 

보인다. 

• 상담의 기본 기술과 실제 능력을 

보여준다. 

 

졸업요건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입 학점과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60 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되 평점은 C(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소한 21학점은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수해야만 

한다.  

 

총 이수학점: 60 학점 
 
교양 (21 학점) 

BT201  신입생 세미나  (3 학점)  

HS203  기독교와 문명   (3 학점) 

LA101  철학개론    (3 학점) 

LA103  사회학 개론   (3 학점) 

LA164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LA181  과학입문    (3 학점) 
 
성서, 신학 (9 학점) 

BT119  성경개관   (3 학점) 

BT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3 학점) 

BT231  영성형성과 쏘울케어 (3 학점)  
 
전공 (15 학점) 

CC115 상담자의 필수자질  (3 학점) 

CC 215 가정 사역  (3 학점) 

CC 217 결혼과 심리학  (3 학점) 

CC 221 이상 심리학  (3 학점) 

CC 340 위기상담   (3 학점) 
 
현장 실습 (3 학점) 

PT111-113  학생 사역 I-III (1.5 학점: 0.5 X 학기) 

PT211-213  학생 예배 I-III (1.5 학점: 0.5 X 학기) 
 
일반 선택 (12 학점)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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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준학사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준학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3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111-11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3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3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에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학생사역보고서를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준학사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3학기의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예

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 학생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45 
 

성서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 

 

과정 설명 

 

월드미션대학교는 126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는 성서학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4년과정이고 일반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된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들을 

무장시키는데 있다. 본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서신학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교회사, 선교학, 구약과 신약, 

목회학 그리고 조직신학 등을 배운다. 본 과정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율 학습을 위한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성서적 기초 지식을 개발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터득하도록 돕는다. 

선택 과목들은 관심을 갖는 여타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목적 

 

성서학 학사 과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대학원 과정을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통해 전문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

게 될 것이다. 

• 성서에 관한 지식, 적절한 해석, 복음을 전

달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 인성발달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초보 

지도자로서 개인적 영적 성숙을 보인다. 

• 기독교 신학의 기본 개념들을 이해한다. 

• 기독교사역을 위한 통합적인 이론적 

이해와  진보된 자질을 보여준다. 

 

 

일반 교양 과목 

 

성서학 학사 학위(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 과정에 있는 학생은 총 36학점의 일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교양 과목은 

의사소통, 인문과학, 자연과학/컴퓨터 그리고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졸업요건 

 

성서학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입 

학점과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26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되 평점은 

C(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소한 36학점은 일반 

교양 과목에서 이수해야만 한다. 126학점 중 2/3 

(84학점)까지 전입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소 

42학점은 월드미션대학교 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사역계획 제출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3학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과정의 마지막 해 동안 완성하게 될 사역계획의 

개요 제출과 함께 BT 400 사역계획 수업을 

선택해야 한다. 사역계획의 주제에 따라 본교에서 

지도 교수를 배정할 것이다. 사역계획은 줄 간격 

200% (double-space)로 30페이지 분량이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은 학사 학위 수준이다. 이 과목들은 

100-400 단위로 구성이 된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총 이수학점: 12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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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36 학점) 

 

의사소통 (15 학점) 

* BT201 신입생 세미나  (3 학점) 

LA155 신학영어    (3 학점) 

LA156 영어사역    (3 학점) 

LA164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인문과학 (9 학점) 

HS203 기독교와 문명   (3 학점) 

LA101 철학개론   (3 학점) 

TH106 기독교 윤리학         (3 학점) 

 

자연과학/컴퓨터 (3 학점) 

LA181 과학입문   (3 학점) 

 

사회과학 (9 학점)  

LA102 심리학개론   (3 학점) 

LA103 사회학개론        (3 학점)  

LA204 문화인류학개론     (3 학점)  

 

성서/신학 (30 학점) 

BS316 창세기   (3 학점) 

BS317 시편   (3 학점) 

BS318 이사야   (3 학점) 

BS345 요한복음    (3 학점) 

BS347 사도행전   (3 학점) 

BS348 로마서   (3 학점) 

BT119 성경개관   (3 학점) 

* BT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3 학점) 

* BT231영성형성과 쏘울케어 (3 학점) 

* BT232 영적지도력과 멘터링 (3 학점) 

 

기독교 사역 필수 (27 학점) 

* BT401 졸업 세미나  (3 학점) 

* CC212 인간본성 신학  (3 학점) 

CE102 기독교교육  (3 학점) 

* CE301 기독교 인성교육  (3 학점) 

IS203 전도와 선교  (3 학점) 

PT403  설교학   (3 학점) 

PT404 예배학   (3 학점) 

PT405 소그룹과 제자훈련 (3 학점) 

TH204 기독교사상사  (3 학점) 

 

* 표가 있는 과목은 전입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본교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현장실습 (7 학점) 

PT111-116 학생사역       (3 학점: 0.5 x 6학기) 

PT211-218 학생예배 (4 학점: 0.5 x 8학기) 

 

 

일반선택 (26 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학부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6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111-116”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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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6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6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 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에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학생사역보고서를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8학기의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예

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 학생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

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

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

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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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과정 설명 

 

월드미션대학교는 126학점 (semester credits)으로 

구성된 기독교 상담학 학사 과정(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을 개설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4년 과정이고 일반 교양 과목, 성경 

및 신학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 후 교회와 

세계적으로 그들의 기독교상담 재능을 발휘하도록 

상담의 폭넓은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설되어있다. 졸업 후에는 가정,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상담 사역자로서 재능을 갖추게 

한다.  

 

목적 

 

기독교 상담학 학사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원 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내에서 상담관련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학습 결과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개인적 영적 삶에서 성장을 보인다. 

• 기독교 신앙과 상담을 통합시킨다. 

• 상담의 기본 기술과 실제 능력을 보여준다. 

•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있는 개인들의 

필요를 다룰 수 있다. 

 

일반 교양 과목 

 

기독교 상담학 학사(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과정에 있는 학생은 총 36학점의 일반 

교양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교양 과목은 

의사소통, 인문과학, 자연과학/컴퓨터 그리고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졸업요건 

 

기독교 상담학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학생들은 전입 학점과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26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되 평점은 C(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36학점은 일반교양 과목에서 이수해야만 한다. 

126학점 중 최대 2/3 (84학점)까지 전입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소 42학점은 월드미션대학교 

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사역계획 제출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3학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과정의 마지막 해 동안 완성하게 될 사역계획의 

개요 제출과 함께 BT 400 사역계획 수업을 

선택해야 한다. 사역계획의 주제에 따라 본교에서 

지도 교수를 배정할 것이다. 사역계획은 줄 간격 

200% (double-space)로 30페이지 분량이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들은 학사 학위 수준으로 강의된다. 

과목은 100-400 단위로 구분이 된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총 이수학점: 126학점 

 

교양 (3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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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15 학점) 

* BT201 신입생 세미나  (3 학점) 

LA155 신학영어    (3 학점) 

LA156 영어사역    (3 학점) 

LA164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인문과학 (9 학점) 

HS203 기독교와 문명   (3 학점) 

LA101 철학개론   (3 학점) 

TH106 기독교 윤리학         (3 학점) 

 

자연과학/컴퓨터 (3 학점) 

LA181 과학입문   (3 학점) 

 

사회과학 (9 학점)  

LA102 심리학개론   (3 학점) 

LA103 사회학개론        (3 학점)  

LA204 문화인류학개론     (3 학점)  

 

성서/신학 (30 학점) 

BS316 창세기   (3 학점) 

BS317 시편   (3 학점) 

BS318 이사야   (3 학점) 

BS345 요한복음    (3 학점) 

BS347 사도행전   (3 학점) 

BS348 로마서   (3 학점) 

BT119 성경개관   (3 학점) 

* BT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3 학점) 

* BT231영성형성과 쏘울케어 (3 학점) 

* BT232 영적지도력과 멘터링 (3 학점) 

  

기독교 상담 필수 (27학점) 

* BT401 졸업 세미나  (3 학점) 

* CC115 상담자의 필수자질 (3 학점) 

*/** CC215 가정사역       (3 학점) 

CC217 결혼과 심리학     (3 학점) 

CC221 이상 심리학     (3 학점) 

** CC331 다문화 상담  (3 학점) 

CC340 위기상담          (3 학점) 

CC412 상담이론과 기술  (3 학점) 

CE210 생애발달    (3 학점) 
 

 

* 표가 있는 과목은 전입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본교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 Prerequisite 과목은 선수과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 (7학점)  

PT111-116 학생사역    (3 학점: 0.5 x 6학기) 

PT211-218 학생예배    (4 학점: 0.5 x 8학기) 

 
 
일반선택 (26 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학부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6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111-116”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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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6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6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에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학생사역보고서를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8학기의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예

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 학생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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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Music) 

 

과정 설명 

 

월드미션대학교는 126학점 (semester credits)으로 

구성된 음악학 학사 과정(Bachelor of Arts in 

Music)을 개설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4년 

과정이고 일반 교양 과목, 성경 및 신학 과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졸업 후 교회와 세계적으로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고 음악의 폭넓은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설되어 있다. 

졸업 이후에는 지휘자, 음악전임강사, 연주자 등의 

재능을 갖추게 된다. 

 

목적 

 

음악학 학사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음악학 대학원 과정을 위하여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 학생들이 음악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학습 결과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음악의 성서적 토대를 표현할 수 있다. 

• 기독교 음악인으로서 영적 개인적 성장을 

보인다. 

• 기독교 신앙과 음악을 통합한다. 

• 음악에 대한 기본 이론 이해와 실제 기술을 

보여준다. 

 

 
세부 전공  
 

기악 (Instrument) 

 

학습 결과 

 

이 세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성악과 기악의 반주 기술을 보여준다. 

• 특정 악기에 대한 충분한 기법과 음악적 

기술을 보여준다. 

 

찬양사역 (Praise Ministry) 

 

학습 결과 

 

이 세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찬양사역에서 충분한 기법과 음악적 기술을 

보여준다. 

• 합주에서 연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악 (Voice) 

 

학습 결과 

 

이 세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출 것이다. 

 

• 성악 문헌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했음을 나타낸다. 

• 성악에 필요한 충분한 기법과 음악적 기술을 

보여준다. 

 

일반 교양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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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학사(Bachelor of Arts in Music)과정에 있는 

학생은 총 36학점의 일반 교양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교양 과목은 의사소통, 인문과학, 

자연과학/컴퓨터 그리고 다른 사회과학을 

포함한다.  

 

오디션 

 

음악과에 지원하는 신입생은 개인 오디션을 

받도록 되어있다. 남가주에 거주하지 않는 

지원자는 오디션 대신에 비디오 레코딩을 

제출해도 된다. 오디션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오디션 일정은 보충서류가 진행된 

이후에 음악과 담당자가 잡게 된다.  

 

졸업요건 

 

음악학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전입 

학점과 본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최소 

126학점 (semester credits)을 이수하되 평점은 

C(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최소한 36학점은 

일반교양 과목에서 이수해야만 한다. 126학점 중 

2/3 (84학점)까지 전입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최소 42학점은 월드미션대학교 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음악학과 학생들은 졸업 연주회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들은 학사 학위 수준으로 강의된다. 

과목은 100-400 단위로 구분이 된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총 이수학점: 126학점 

 

교양 (36 학점) 

 

의사소통 (15 학점) 

BT201 신입생 세미나  (3 학점) 

LA155 신학영어    (3 학점) 

LA156 영어사역    (3 학점) 

LA164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인문과학 (9 학점) 

HS203 기독교와 문명   (3 학점) 

LA101 철학개론   (3 학점) 

TH106 기독교 윤리학         (3 학점) 

 

자연과학/컴퓨터 (3 학점) 

LA181 과학입문   (3 학점) 

 

사회과학 (9 학점)  

LA102 심리학개론   (3 학점) 

LA103 사회학개론        (3 학점)  

LA204 문화인류학개론     (3 학점)  

 

성서/신학 (30 학점) 

BS316 창세기   (3 학점) 

BS317 시편   (3 학점) 

BS318 이사야   (3 학점) 

BS345 요한복음    (3 학점) 

BS347 사도행전   (3 학점) 

BS348 로마서   (3 학점) 

BT119 성경개관   (3 학점) 

BT225 성서해석학과 교수법 (3 학점) 

BT231영성형성과 쏘울케어 (3 학점) 

BT232 영적지도력과 멘터링 (3 학점) 

 

음악 전공 (기악:48/찬양사역:54/성악:46) 학점 

 

현장실습 (7 학점) 

PT111-116 학생사역 (3 학점: 0.5 x 6 학기) 

PT211-218 학생예배 (4 학점: 0.5 x 8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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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필수 (27학점) 

 

음악 이론과 역사 (17학점) 

MC380 찬양과 경배  (3 학점) 

MH343 음악사 개론              (3 학점) 

MI479 음악 문헌        (3 학점) 

(실내악 문헌, 성악문헌, 오라토리오 아리아)  

MT151 뮤지션십 I   (2 학점) 

MT251 뮤지션십 II   (2 학점) 

MT255 키보드 하모니 I          (2 학점) 

MT355 키보드 하모니 II        (2 학점) 

 

음악/연주 (8학점) 

컴퓨터  뮤직 (3학점) 

MT453 컴퓨터 뮤직             (3 학점) 

 

합창 (2학점) 

ME132 챔버 콰이어 I    And  (1 학점) 

ME232 챔버 콰이어 II     (1 학점) 

                        OR 

ME122 가스펠 콰이어 I    And  (1 학점) 

ME124 가스펠 콰이어 II     (1 학점) 

 

지휘 (2학점) 

MD413 합창 지휘        (2 학점) 

 

졸업 세미나(졸업 연주) (3학점) 

BT401 졸업 세미나  (3 학점) 

       (졸업연주)   

 

 

세부 전공 

기악: 14학점, 찬양사역: 20학점, 성악: 12학점 

 

기악 (Instrument): 14학점 

ME375 실내악 앙상블    (2 학점) 

       (밴드 앙상블 III) 

MI371 반주법    (3 학점)  

MP171 개인레슨 I  (2 학점) 

MP172 개인레슨 II  (2 학점) 

MP271 개인레슨 III(반주법) (2 학점) 

MP272 개인레슨 IV(기악교수법)   (2 학점) 

MP371 개인레슨 V  (2 학점) 

MP372 개인레슨 VI  (2 학점) 

 

찬양사역 (Praise Ministry): 20학점 

ME141 밴드 앙상블 I  (2 학점) 

ME142 밴드 앙상블 II  (2 학점) 

ME241 밴드 앙상블 III  (2 학점) 

ME242 밴드 앙상블 IV  (2 학점) 

MP171 개인레슨 I  (2 학점) 

MP172 개인레슨 II  (2 학점) 

MP271 개인레슨 III  (2 학점) 

MP272 개인레슨 IV  (2 학점) 

MP371 개인레슨 V  (2 학점) 

MP372 개인레슨 VI  (2 학점) 

 

성악 (Voice): 12학점 

MP171 개인레슨 I  (2 학점) 

MP172 개인레슨 II  (2 학점) 

MP271 개인레슨 III(발음법) (2 학점) 

MP272 개인레슨 IV(성악교수법) (2 학점) 

MP371 개인레슨 V  (2 학점) 

MP372 개인레슨 VI  (2 학점) 

 

선택;  
기악: 12학점, 찬양사역: 6학점, 성악: 14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학부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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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역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6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111-116”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6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6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 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말에 현장 지도자 

평가서와 학생사역보고서를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학부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8학기의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 등

록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소

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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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과정 과목 소개 
 

 

성서 (BS) 

 

BS316 창세기(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창세기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모세 오경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창세기를 연구한다. 창세기는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들 기원에 대해 설명한다. 이 

과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S317 시편(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시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성문서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시편을 연구한다. 시편의 기원, 곧 전반적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각 시편의 저자가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목회적 메시지를 살핀다. 

 

BS318 이사야서(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예언서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이사야서를 연구한다. 이사야의 본 과목은 

예언을 통해 유다에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해 알아보고 선지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S345 요한 복음(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복음서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요한복음을 연구한다. 먼저 요한 

복음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어서 그 

메시지를 이해한다. 신약의 다른 책들, 특히 

공관복음서와의 비교를 통해 요한복음서의 

문학적, 신학적 독특함을 이해한다.   

 

BS347 사도행전(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사도 행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누가 문헌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사도행전을 연구한다. 이 과목은 

사도행전에 열거된 초대교회의 등장을 소개한다. 

저자의 역사적 서술과 문학적 기법에 집중하고 늘 

변함없는 신학적 교훈을 통해 오늘날의 기독교 

신학과 목회에 적용한다. 

 

BS348 로마서(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바울 서신에 대한 바른 이해 

위에서 로마서를 연구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저술배경을 파악하고 그 빛 

아래서 로마서에 담긴 바울의 여러 가르침들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로마서 전체에 대한 학습 후, 

일부 본문을 석의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과 

목회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본다. 

 

 

성경 및 신학 (BT) 

 

BT112 크리스천 영성(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그리고 성서적 기초 원리를 연구한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공부함으로서 영성의 형성의 

변화와 지나간 세대들이 남겨준 다양한 유산을 

인식할 수 있다. 기독교 영성과 신학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기독론과 기독교 

영성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성서와 기독교 

영성에서는 영성의 다양한 모습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연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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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119 성경 개관(3학점) 

이 과목은 성경 입문을 위한 과목이다. 각 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그 배경의 빛 아래서 그 

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각 책의 주된 가르침과 

문학적 특징을 살피고 나아가 각 책은 성경 전체 

메세지의 어느 부분을 전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BT201 신입생 세미나(3학점) 

이 과목은 모든 월드미션대학교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듣는 과목이다.  신학 교육과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학교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룬다. 무들 사용법, 도서관 사용법과 

글쓰기 규정, 학습윤리와 표절 문제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BT225 성서 해석학과 교수법(3학점)  

이 과목은 우선적으로 성서 해석에 대한 

과목으로서 성서 해석 원칙과 방법론들 그리고 

적절한 도구 사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한다. 또한 성경을 바로 이해한 기초 위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의 

원리와 방법을 다룬다.   

 

BT231 영성형성과 쏘울 케어(3학점) 

이 과목은 영성 형성의 본질과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쏘울 케어의 의미와 중요성을 소개하는 

입문 과목으로 개인의 성품, 미덕과 악덕, 그리고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한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서의 영성 훈련을 살펴본다. 

 

BT232 영적 지도력과 멘터링(3 학점) 

건강한 영성을 바탕으로한 영적 지도력의 원리와 

기술을 소개하고 또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좋은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영적 

멘터링의 실제적인 방법과 다이나믹을 습득하도록 

한다. 

 

BT400 사역계획(3학점) 

이 과목은 사역계획을 쓰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학술적 글쓰기에 따라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사역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BT401 졸업 세미나(3학점) 

이 과목은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 다음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직업과 진로를 정하고 나아갈 

것인가? 둘째, 학생들이 본교의 교육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는가? 셋째,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기독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의 

중요한 이슈 등을 다룬다. 

 

 

기독교 상담 (CC) 

 

CC110 기독교 상담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상담학의 개론으로 학생들은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 교회사역에 

있어서 상담의 위치,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 등에 대해 연구한다. 

 

CC115 상담자의 필수자질(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상담자의 필수적인 자질에 관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자기 점검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 상담자로서의 자신의 영적, 인격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인 영역들에 대한 자아 

인식 증가와 지속적인 성숙의 방안들을 탐구한다. 

 

CC212 인간본성 신학(3학점) 

이 과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연구로서 수치심, 죄책감, 동기들과 같은 마음의 

메커니즘, 정체성, 그리고 존재적 가치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립하고 상담의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적용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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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215 가정사역(3학점) 

이 과목은 가정사역을 위한 신학적, 실용적 

기초를 제공한다. 가정 사역의 정의와 가족 

발달주기에 따르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 교회 내 실시 가능한 가정 사역의 여러 

모델을 탐구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기독교상담 전공 9학점 

 

CC217결혼과 심리학(3학점) 

이 과목은 결혼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성경적 개

념들을 제시한다. 친밀한 관계와 대화의 역동성, 

부부의 성 생활, 남성과 여성, 부부 관계의 발달 

과정, 정서적 학대와 폭력, 그리고 결혼 생활의 영

성에 초점을 둔다. 

 

CC221이상 심리학(3학점) 

이 과목은 비 정상적인 행동의 이론과 요소들에 

대한 공부로서 현재 정신병으로 진단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돌아보고 가능한 치료 요법들을 

기독교적 과점에서 탐구한다.  

 

CC245 결혼과 가정 상담(3학점) 

이 과목은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한 사회적, 

성경적 개념들과 결혼과 가정의 일반적인 

이론들을 소개하는 과목으로 부부와 가족 관계, 

여성과 남성의 차이, 대화법, 갈등 해결, 자녀 

교육, 이혼과 복합 가족 관계들을 다룬다.   

 

CC317 기독교 상담의 신학적 기초(3학점) 

이 과목은 사회 과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는 

여러 모델을 탐구함으로 통합에 대한 학생 자신의 

관점과 확신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정 생활 문제와 상담 이슈에 대한 

통합적 적용이 강조 될 것이다. 

 

CC320 아동, 청소년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아동기와 청년기의 정서적, 인지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 과제들과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탐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예방적인 

교육과 접근 방법, 그리고 자녀 훈육의 모델들을 

제시한다.  

 

CC325 자녀 양육과 아동 지도(3 학점) 

이 과목은 아동의 발달 및 잠재력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탐구한다. 또한, 기독교 양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양육 이론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분석하게 된다.   

 

CC331다문화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사회적, 개인적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

고 상담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연구한다. 특히,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다양한 상담이론들과 그 기

법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공부할 것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을 위한 

다문화적인 상담이론과 그 적용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수강 전 이수과목: LA102, CC412 

 

CC340 위기상담(3학점) 

이 과목은 위기 상황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적절한 위기 상담의 

이론, 그리고 실제들을 배우게 되며 위기상담의 

윤리와 법적인 책임에 대해 다룬다.   

 

CC412 상담이론과 기술(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적 원리와 관점을 바탕으로 상담

의 여러 이론과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평가한

다.  

 

CC420 상담자의 고등기술과 자질(3학점) 

이 과목은 성령 충만한 기독교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 자질들을 정의한다. 개인적인 신앙과 

심리학의 통합이 강조되며, 개인 및 결혼과 

가정상담에 필요한 고등 상담기술을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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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 (CE) 

 

CE102 기독교교육(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들

을 다룬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지역교회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가르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

육의 신학적, 심리학적, 성경적, 철학적 기초를 확

인한다. 현재 조명 받고 있는 멘토링이나 그리스

도인의 자아실현도 살펴본다.  

 

CE210 생애 발달(3학점) 

이 과목은 영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도덕성, 신앙발달을 다루는 

인간발달에 대한 개요적인 과목이다. 인간발달의 

이해를 학생들의 사역에 적용하는 것에 학습의 

중점을 둔다. 

 

CE301 기독교 인성교육(3학점) 

이 과목은 인격과 성품의 본질에 관한 기초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인성형성과 발달 이론을 

살펴본다. 이과목은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의 삶의 방식과 방향을 

선택해야가를 고민하는 이들의 필요를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E310 다문화 학습이론(3학점) 

이과목은 다문화 환경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학습이론과 방식을 제공한다. 이 과목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CE315 다문화 청소년사역(3학점) 

이 과목은 청소년들의 심리 발달 과정과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 다문화권 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 학습 방법, 커뮤니케이션등을 살펴보고 

그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시도해본다. 

 

CE317 가정 생활 교육의 교수 방법론(3학점) 

이 과목은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계획, 실행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수 및 학습 

이론, 원리 및 기술에 중점을 둔다. 

 

 

교회음악 (CM) 

 

CM251 찬송가학(3학점) 

이 과목은 찬송가의 배경과 기독교 예배의 

의식적인 측면을 기독교 음악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한다. 

 

 

교회 역사 (HS) 

 

HS203 기독교와 문명(3학점) 

이 과목은 초대 교회에서 현대까지의 문화와 

기독교 교회의 발전상을 추적하는 학문이다. 각 

시대에 세계 문화가 어떻게 발전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게 된다. 성서적인 

사건들과 교회 역사가 어떻게 역사와 통합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한다. 

 

 

교차문화 연구(IS) 

 

IS170 타 문화권 커뮤니케이션(3학점) 

이 과목은 타 문화권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원리와 

과정. 성육신의 상관성을 타 문화권 복음 전달의 

표본으로 삼는다. 

 

IS203 전도와 선교(3학점) 

이 과목은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 성경적인 기초, 

역사적인 발전, 교차 문화적인 측면과 전략들을 

살핀다. 학생들은 수업의 결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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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430 선교지 교육 (3학점) 

이 과목은 선교와 전도의 실습 과목으로서 

학생들이 선교 현장의 실제 상황을 접하게 된다. 

 

 

교양 (LA) 

 

LA101 철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철학의 본질(특성)과 영역을 다룬다. 철

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철학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신자의 믿음과 신학이론이 철학

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도 다룬다. 존재론, 인지

론, 세계적인 안목 혹은 이데아와 윤리 등 몇 가

지 전통적 관심의 영역에 대한 것도 다룬다. 

 

LA102 심리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성숙, 동기화, 감정, 성품, 정신 건강 등, 

심리학의 기초적 원리로서, 이와 같은 원리를 

성경, 크리스천 생활, 현장사역 등의 가르침과 

관련 짓는 일에 중점을 둔다. 

 

LA103 사회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집단생활, 문화, 사회화, 사회기구들, 

사회적인 발전과 변화 등에 강조점을 가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학적인 개념을 소개한다. 

상호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재 그리고 개인과 

그룹에 대한 그들의 효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LA156 사역 영어(3학점) 

이 과목은 여러가지 사역의 목적을 위하여 영어로 

듣고 말하는 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다. 학생들은 사역에 연관된 주제들에 

관하여 구조화된 상황속에서 대화에 

참여하게된다. 세가지 영역에 집중한다: (1) 구어체 

영어를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한다, (2) 정확하고 

지적인 영어를 구사할수있게된다, (3)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인 사역의 상황들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숙어들을 배운다. 

 

LA155 신학 영어(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학 영어에서 독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신학의 용어들을 익히고 다양한 문장 

주고들을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문법 지식을 

개발한다. 추가로 학생들은 단원 구성, 다양한 

단원들의 유형,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종류의 

신학 혹은 기독서적들을 읽을 수 있는 전략들을 

배운다. 

 

LA164 학술적 글쓰기(3학점) 

이 과목은 학문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여 

사역계획과 리포트를 규격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참고 문헌 작성 법과 도서관자료 

활용 방법 포함). 

 

LA171 대인 커뮤니케이션(3학점) 

이 과목은 개인간이나 그룹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 즉 대화의 과정, 언어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자아상, 듣기, 대인관계, 

그리고 갈등 등을 다룬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현대 이론들을 분석하고 

적용함으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향상되도록 한다.  

 

LA181 과학입문(3학점) 

이 과목은 화학, 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및 현대 

과학계의 이론과 원리를 포함한 자연과학의 기초 

원리를 소개한다. 특히, 사람과 자연세계와 관련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LA204 문화인류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인류학적인 면을 기독교 선교에 

적용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두는 인류학에 대한 

입문으로서, 선사시대의 인류와 인종과 진화의 

문제 등을 연구하는 일이 포함된다. 

 

LA209 예배와 음악(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영성이 충만한 예배자



60 
 

로 세우기 위해 필요한 예배와 음악 지식들을 다

루게 된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예배의 모델들을 

제시하고, 성경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예

배흐름을 발견하여 그 안에서의 음악을 공부한다.  

 

LA402 영화, 신학, 그리고 인간(3학점)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기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과목은 영화라는 매체에 반영된 

현대인의 문화와 삶을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한다.  특히, 아시안 대중 

영화에 나타난 아시아인의 삶, 문화, 그리고 

신학을 소개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역 현장에서 대중문화를 소재로 기독교적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화적 민감성을 발전시킨다. 

 

 

음악 

 

MC380 찬양과 경배(3학점) 

이 과목은 찬양과 경배의 신학, 방향 ,디자인, 

방법과 스킬에 대해서 공부한다. 특별히 

예배현장에 적용하는데 중점을 둔다. 

 

MD413 합창지휘(2학점) 

이 과목은 기본적인 지휘 기술인 악보의 분석, 

지휘 패턴, 박자의 문제,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가사를 다루며 실습해 나간다. 

르네상스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합창의 

스타일을 해석해 연주한다. 

 

ME122가스펠 콰이어 I(1학점) 

이 과목에서는 가스펠 뮤직을 그룹으로 노래 한다. 

학생들은 공연을 위한 적합한 노래의 스타일과 

기술을 배우고 실행한다. 

 

ME124가스펠 콰이어 II(1학점) 

이 과목에서는 가스펠 뮤직을 그룹으로 노래 한다. 

학생들은 공연을 위한 적합한 노래의 스타일과 

기술을 배우고 실행한다. 

 

ME132 챔버 콰이어 I(1학점) 

이 과목은 모든 시기에 나타난 합창음악을 각 

시기의 스타일에 맞게 연주한다.  

 

ME141 밴드 앙상블 I(2학점) 

이 과목은 기본적 8 비트, 셔플, 그리고 16 비트 

안에서의 온음계적 코드 중심의 곡들을 다룬다. 

 

ME142 밴드 앙상블 II(2학점) 

이 과목은 전통적인 블루스 곡들과 보다 넓은 

범위의 16리듬들을 연주한다. 

 

ME232 챔버 콰이어 II(1학점) 

이 과목은 모든 시기에 나타난 합창음악을 각 

시기의 스타일에 맞게 연주한다. 

 

ME241 밴드 앙상블 III(2학점) 

이 과목은 보사노바, 쌈바와 같은 브라질리안 

리듬에 중점을 둔 연주한다. 

 

ME242 밴드 앙상블 IV(2학점) 

이 과목은 리듬 유니즌, 섹션, 브레이크, 그리고 

16셔플 리듬을 중점적으로 연주한다. 

 

ME374 실내악 앙상블(3학점) 

이 과목은 피아노와 성악, 현악, 목관, 금관, 혹은 

타악기로 함께 앙상블을 한다. 

 

MH343 음악사 개론(3학점) 

이 과목은 교회 음악의 역사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적인 과목이다. 고대부터 중세 

음악과 르네상스를 포함하는 바로크 음악, 그리고 

현대의 음악들 즉 클래식과 낭만주의 음악 그리고 

현대 작곡가들과 스타일 그리고 뮤지칼 장르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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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371 반주법(3학점) 

이 과목은 기본적인 자료와 쓰여진 악보를 가지고 

빠르게 초보로 반주할 수 있으며 곡을 잘 

해석하는 기술을 공부한다. 

 

MI479 음악문헌(3학점) 

이 과목은 바로크 부터 오늘 날 까지 모든 기악, 

성악, 오라토리오의 문헌을 넓게 파악하고 그 안

에서 중요 작품들을 강조하여 연구한다. 

 

MP171 개인레슨 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172 개인레슨 I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271 개인레슨 III(2학점) – 반주법/발음법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272 개인레슨 IV(2학점) – 교수법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371 개인레슨 V(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372 개인레슨 V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471 개인레슨 VII(2학점)  

이 과목은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 

 

MP483 졸업연주(1학점) 

이 과목은 학부 졸업 연주회로 적어도 20 분 

동안의 길이를 갖는 연주회를 갖는다. 프로그램은 

교회음악과 세속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한다. 

 

MT151 뮤지션십 I(2학점) 

이 과목은 악보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힌다.  

 

MT251 뮤지션십 II(2학점) 

이 과목은 MT151의 연장으로 공부한다. 

 

MT255 키보드 하모니 I(2학점) 

이 과목은 기본적인 음악 기보법과 메이저, 

마이너 음계에서의 스케일, 음정, 리듬, 그리고 

3 음 구성의 코드들을 다룬다. 주요 3 화음과 

부 3 화음, 7 코드와 그 코드들의 자리바꿈 꼴들을 

다루며 피겨베이스와 언피겨베이스의 화성 만들기 

를 클래식음악과 커머셜음악의 측면에서 다룬다. 

 

MT355 키보드 하모니 II(2학점) 

이 과목은 보다 발전된 단계의 온음계적 음계와 

반음계적 음계(7 코드, 차용화음, 음형 반복, 

부 7 화음, 부감화음)안에서의 화성 진행법과 

텐션코드 안에서의 보이싱 등을 다룬다. 실용음악 

안에서의 분수 코드와 변형된 코드 형태들을 

학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MT255 

 

MT 453 컴퓨터 뮤직 (3학점) 

이 과목은 시벨리우스를 사용하여 연주와 편곡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특별히 

찬송과 현대 크리스천 음악을 편곡하는데 필요한 

각 파트 악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둔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자신의 결과물을 제시한다. 

 

 

실천신학 (PT) 

 

PT106 학습법(3학점) 

이 과목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과목이다. 과거의 잘못된 공부습관을 

버리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과정에서는 평생학습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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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특별히 

그들의 사역에 필요한 학습법을 제시한다.   

 

PT111-116 학생사역(3학점: 0.5학점 X 6학기) 

현장사역경험은 현장사역을 통해 잠재력 있는 

그리스도의 역군으로 준비시켜 준다. 본 과정은 

한 학기에 한 과정(0.5 학점)을 취득해야 하고 

현장사역담당교수의 증명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전 학기에 걸쳐 6과정 (PT111-PT116)의 

현장사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PT211-218 학생예배(4학점: 0.5학점 X 8학기)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회 이상 학생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학생예배 “PT211-218”은 반드시 본교에 등

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

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예배는 화요일, 목요일

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

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

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택한 예배에 일

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PT403 설교학(3학점) 

이 과목은 설교의 개요 작성과 주석의 사용법, 

설명방식, 적용과 효과적인 서론과 결론 작성법 

등을 다룬다.  

 

PT404 예배학(3학점) 

이 과목은 회중을 위한 예배와 축제가 되도록 

사역자를 준비시킨다. 이 과정은 결혼, 장례, 세례 

그리고 성만찬을 잘 진행하도록 분석한다.  

 

PT405 제자훈련과 소그룹(3학점) 

이 과목은 제자훈련과 멘토링의 성경적 원리와 

방법을 깊이 있게 고찰한다. 지역교회 내에서의 

제자훈련과 소그룹의 활성화를 조사한다.  

 

PT435 크리스천 현장학습(3학점)  

평신도 리더를 위한 교육현장학습으로 목회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세미나와 멘토링 그리고 

현장학습을 통해 사역의 실제와 이론을 학습한다. 

 

 

신학 (TH) 

 

TH106 기독교 윤리(3학점) 

이 과목은 사회 윤리에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중요시하는 도덕적 관심에 대한 연구로서, 

성서적 신학적 원리를 통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목회에 적용하는 조직적 접근을 소개한다. 

 

TH203 신학입문 (3학점)  

이 과목의 중점은 신학 성서문학과 신학 그 자체

를 다룬다. 이 과목은 역사적 그리고 성서적 주요 

주제들을 다루며 학생들로 하여금 신학연구에 필

요한 자료와 방법을 갖추게 한다. 

 

TH204 기독교사상사(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교리를 성경에 있는 교리적 뿌

리에서 근대 교리까지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다룬

다. 이 과목은 기독교 신조의 발전 과정, 중세교회

의 주요 관심사들, 그리고 서양 기독교에 미친 근

대의 영향 등을 다룬다.  

 

TH304 현대 신학(3학점) 

이 과목은 중요한 신학 운동의 배경과 발전과 

현대 신학에 공헌한 학자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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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월드미션대학교의 대학원 과정은 학문적 훈련과 

기독교인으로의 형성과 제자훈련이 겸비되도록 

한다. 학생들은 대학원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된다. 석사 과정은 

성경적 지식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세계관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제적 기술들이 

합쳐진 신학적 훈련을 통합하도록 계획되었다.  

 

대학원 과정은 학부 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학원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교수에게 직접 과제를 제출하는 대신 학생들은 

때때로 학우들과 과제를 나누고 학우들에게 

발표함으로서 그 과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때때로 팀 별로 

과제가 주어지기도 할 것이다. 학부 수준의 

연구는 작가들이 말한 것에 대해 학생이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었지만, 대학원생들은 

작가들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고 목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대학원생들은 책임감 있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도교수와 파트너가 되어 연구해야 한다.

 

학위 성서 신학/역사 실천신학 현장실습 선택 총학점 필수사항 

목회학 석사 

(MDiv) 
12학점 24학점 27학점 7학점 18학점 88학점 

사역계획 혹은 

논문 

성경종합시험 

 

학위 성서 신학/역사 통합과 연구 현장실습 선택 총학점 필수사항 

신학 석사 

(MAT) 
24학점 6학점 6학점 4학점 8학점 48학점 

성경교수법 

성경종합시험 

 

학위 성서/신학 실천신학 현장실습 기독교상담 선택 총학점 필수사항 

기독교 

상담 석사 

(MACP) 

9학점 3학점 11학점 24학점 0학점 47학점 상담실습, 상담종합시험 

 

학위 성서/신학 실천신학 현장실습 음악 총학점 필수사항 

음악학 석사 

(MAM) 
6학점 3학점 4학점 31학점 44학점 졸업연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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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석사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4년제 대학 학위(B.A.)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예외 규정이 없다. 청강으로 과목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조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수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춘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과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 여하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 (100불, 환불 안됨) 

2.  신앙 고백서 

3.  추천서 1부 

4.  대학교와 대학원 영문 성적 증명서  

    1부(원본) 

5.  여권용 사진 2매 

 

입학원서 및 기타 서식은 전화, Fax, E-mail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입학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Admissions Office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원서 접수 마감 

 

가을 학기 원서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8월 15일 

경이며, 봄 학기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1월 15일 

경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대개 7월 마지막 주와 12월 

마지막 주가 된다. 정확한 일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절차 

 

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다음 분야의 평가에 따라 입학 

허락을 결정한다. 

 

• 현장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 

• 중생(重生)의 체험과 물세례 

• 모범적 교회 생활 

• 입학 전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  

• 추천서  

• 음악과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의 연주 CD 

혹은 DVD를 제출 

• 프로그램 디렉터 인터뷰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의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면접 

 

http://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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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디텍터는 입학과정에서 지원자를 

인터뷰한다. 이 인터뷰에서 디렉터는 지원자의 

소명감과 학업을 위한 학문적 자질을 점검한다. 

 

영어 시험  

 

본교는 한국어를 기본 교수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증명하는 토플과 같은 

시험점수를 입학자격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 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입학 허가 범주 

 

정식 합격: 모든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요건에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합격: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입학 원서 미비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합격조치 된다. 이는 

제한된 신분의 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완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임시 합격조치 된 한 

학기 동안 원서가 완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유예 합격: 일반적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요건이 결핍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학생은 유예 합격조치 된다. 일 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도달하면 정식 합격 

처리된다. 

 

방문 학생: 방문 학생은 타 학교에 이미 등록된 

학생으로서, 자신이 등록한 학교로 학점을 전이할 

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을 수

강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유학생과 비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정부의 허락으로 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 form(유학생 비자 

신청서)를 발급한다. 일단 유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월드미션대학교는 I-20 form을 동봉한 

제반 서류들을 보낼 것이다. 유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9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유학생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영적 요건 

 

모든 지원자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기회 균등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학생은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학교입학, 교육프로그램, 고용 및 

월드미션대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음의 조항들을 따른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Title IX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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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전입 학점  

 

학생의 입학사정 시, 월드미션대학교는 정식 

인가된 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준다. 정식 인가된 타 교육 

기관이란 고등교육 인가위원회에 의해 간행된 

대학 교육기관 인가 기관(Accredited Institutions 

of Postsecondary Education) 최신호에 명시된 

기관이나, 대한민국 교육부에 의해 인가된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 다른 

대학 교육 기관(another postsecondary school) 

으로부터 월드미션대학교에 학점을 전입하고자 

한다면, 해당학교에서 발송한 인봉된 공식 성적 

증명서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 담당자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학점 인정 방침: 

 

• 음악학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22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 기독교 상담학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23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 신학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24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 목회학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44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전입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C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등록하기 전에 전입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비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학점 인정방침: 

비인가 교육 기관의 학점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비인가 교육 기관이나 한국 내 

교육 기관에 대한 전입 학점 인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주 정부인준을 받은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 주 정부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으며, 

최대한으로 취득한 학점의 2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한국의 교육부로부터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학점인정 혜택 (Advanced Standing)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목회학 석사의 경우 

15학점, 문학석사의 경우 9학점까지 학점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 혜택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아래에 나열된 특정 과목에만 해당하며,  

(2) 이수과목의 학점이 C 이상이어야 하며,  

(3) 월드미션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과목만 

   적용된다. 

   

BT501/502 

IS504 

구약/신약개론 

선교신학 

(3학점) 

(3학점) 

PT514 강해설교 (3학점) 

PT543 영성과 리더십 (3학점) 

ST502/503 조직신학 I or II (3학점) 

  ST516       학술적 글쓰기      (3학점) 



67 
 

 

 

학칙 
 

월드미션대학교는 학기제(semester calendar)를 

시행하고 있다. 학년도는 8월부터 5월까지 두 

학기이다. 가을학기는 통상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친다. 봄학기는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친다. 각 학기는 

16주간이다. 여름과 겨울 과정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2주동안 집중 강의를 한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3학점에 준하므로 최소 37 

1/2시간의 수업 참여 시간이 요구된다. 취득 

학점의 기초 단위는 학기 당 수업 시간으로, 

1학점은 15주간 동안 주당 한 시간의 수업과 

수업 외에 2내지 3시간 정도의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현장 교육의 경우, 1학점 당 30 시간의 

사역이 요구된다.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학기 당 최소 9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학기 당, 대학원학생의 경우 15학점 이상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류의 허락은 등록 전에 교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는 등록처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평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문자 등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등록처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등급 평점  등급별 수치 

A 4.0 93+ 

A- 3.7 90-92 

B+ 3.3 88-89 

B 3.0 83-87 

B- 2.7 80-82 

C+ 2.3 78-79 

C 2.0 73-77 

C- 1.7 70-72 

D+ 1.3 68-69 

D 1.0 63-67 

D- 0.7 60-62 

F 0.0 59 

 

I (미결)* 

CR (학점) ** 

NC (학점 없음) 

H (보류) 

P (합격) 

NP (불합격) 

 

* "I" 학점은 다음 학기말까지 해당 과목의 모든 

과제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B+"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 "CR" 학점은 평점(GPA)에 포함되지 않는다. 

*** "F" 학점은 재수강을 통하여 "B+" 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수강조건(선수과목)  

대학원 수업 수강 조건으로 선수과목 수강을 

요구하는 과목이 있다.  BT605석의 법과 실제는 

BL501헬라어를, CC591상담실습 I 은 상담학과 

필수과목 중 두 과목을,  CC592 상담실습 II 와 

CC593 상담실습III은 각각 CC591 상담실습 I 과 

CC592 상담실습 II를, 그리고 PT524 설교실습은 

PT514 강해설교를 먼저 들어야 수강할 수 있다. 

그 밖에 성서신학 과목들을 수강하기 위한 BT501 

구약개론과 BT502 신약개론의 우선 수강은 권고 

사항이다.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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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떠한 학생이 F학점을 받았을 경우,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 과목이 재수강 

되었다면, 새로 받은 성적은 이전에 받았던 

F 학점을 대신하여 학생의 전체평점(GPA)에 

합산되며, 학점은 단 일회만 적용한다.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재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과목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결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해당학기 말에 

수강과목을 마치지 못하는 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해당학기 

이외의 여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미결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우선, 교무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과목의 

교수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이 때, 미결신청의 

사유로 해당과목의 과제나 시험 또는 퀴즈를 

마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무처장의 미결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이 없을 

때에는 해당과목의 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성적을 줄 것이다.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학생은 학습이 완결될 때까지는 학점을 받지 

않게 된다. 

 

청강 

 

본 대학교 미등록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규 등록 

학생은 교무처장의 서면 허락으로 한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청강 전에 청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강생에게는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강생을 

위한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강생 

등록금은 통상 정규 등록금의 50%이다. 

특정과목은 청강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석 

 

규칙적인 출석은 대단히 중요하며, 학생은 강의 

시간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강의 

시간(16주)의 1/3(6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급(F 학점) 된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등록 

 

수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매 학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서에는 학생에 

관한 정보, 과목의 제목과 번호, 교수 서명, 납부 

금액 등에 관한 학생의 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풀타임/파트타임 학생 

 

대학원의 경우 학기 당 9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사람은 풀 타임 학생으로 간주된다. 제 때에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학원학생은 

12학점을 등록해야 한다. 직전 학기에 평점 3.5 

이상을 받은 학생은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18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연한 제한 

 

모든 과정의 연한은 월드미션대학교에 첫 번째 

등록한 날짜로부터, 목회학 석사(M.Div.)는 4.5년 

이내에, 문학 석사(M.A.)는 3년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 과정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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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서의 학위에 대한 부분에 개관되어 있는 

규정 이외에, 졸업예정자는 석사 학위의 졸업을 

위해서는 평점이 2.5 이상이 요구된다.  

졸업예정자는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6월에 있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2월 중순 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사역계획이 통과되어야 하며 목회학과 학생은 

성경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역 계획 

 

신학석사(MAT)와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사역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역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준 항목을 

다른다. 첫째, 지도교수의 제목 인준, 둘째, 

지도교수의 사역계획 개요 및 취지 인준, 셋째, 

사역계획지도위원회의 일차 및 후속 초안 

인준이다. 사역계획은 두 명의 심사관이 읽고 

평가한다.  

 

상담종합 시험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P)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상담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ination)을 통과 

하여야 한다.  

 

성경종합 시험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업연한 동안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연기된다.  

 

졸업 신청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등록할 때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미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학교에 납부할 모든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할 것을 

전제한다. 궐석 졸업은 그 이유를 명기한 문서로 

요청한 경우, 교무처장의 특별 수락에 따라서만 

허락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교는 교수진이 그들의 관점, 가설, 

연구 결과, 의견 등을 그들에게 배정된 과목의 

수업 시간에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교는 학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책임에 응하여 숙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본교 

신앙 고백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도덕성과 같은 원리원칙을 개발함에 있어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한다. 논쟁이 가능한 신학적 관점의 이견을 

가진 교수진은 자리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신학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임하는 

교수진을 존중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인 

미국 대학교 교수 연합회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학문적 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1.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생각과 삶을 

진리의 원천이시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신학적 의문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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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책임을 수반한다. 쓸모 없이 

버려두거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믿음의 고백 안에 

존재한다. 신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과 

학칙에 따라 특정한 고백적 충성도를 인지할 

수 있다. 신학교에 어울리는 자유의 개념은 

학교와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고백적 

충성도를 존중한다. 동시에 고백의 기준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요구와 학문적 자유의 최고로 

이상적인 실천의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4. 이러한 자유가 인류의 영성과 충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동안 학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실천을 통해 보호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기준에 대한 

성명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이다. 문서화된 원리의 효과는 신학 

교육 안에서 생각의 자유와 영성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관심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 내 

헌신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자퇴 및 휴학 

 

자퇴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과목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거나 F학점 처리된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미래에 재입학이나 환불 절차에 있어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그밖에 적합한 

사유로 인하여 과목의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학생은 이를 위하여 반드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문서(예: 

의사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등록 취소, 제적 

 

등록은 학생과 학교간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학생은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및 

등록 취소 서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환불 

정책에 관하여는 재정안내 부분을 참조한다.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서면 통보 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 처리로서 자동 제적된다.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 서류 열람  

 

학생은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열람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오가 발견되면 

정정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풀 타임 대학원생: 

풀 타임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성취(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는 2.5 이상의 평점을 유

지하면서, 한 학기에 9학점 이상이나 일년에 18학

점 이상을 이수해야 성립된다. 이전 학기에 이수

한 재수강과목은 학업 성취에 고려될 수 없다. 학

생들은 학기당 풀 타임학생으로서 취득해야 할 최

소 학점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

을 마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한 학기에 9

학점씩 이수하면서 전체 96학점을 요구하는 프로

그램을 한다면, 학위를 마치는 데 11학기 (5년 정

도)가 걸릴 것이다. 한 학기에 9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풀 타임학생으로 간주되나, "정상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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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기당 대

략 12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업 성취도 점검 

 

매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검토된다.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 성취를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위원회가 학생의 학과 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적할 수 있다. 

 

학사 경고 

 

대학원 과정 학생의 경우, 전체 평점이 2.5 

이상이지만, 수강 학기의 평점이 2.5 이하일 때 

학사 경고를 받게 된다. 이 기록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학사 유예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경우 평점 

2.5 이상이어야 한다. 본교는 대학원 과정 평점 

2.5 아래인 학생에게는 서면으로 알려주며, 두 

학기 동안 학사 유예시킨다. 학사 유예는 

성적표에 남게 된다. 

 

학사 유예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인 

경우 9학점 이하로 제한된 학점만 등록하게 된다.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제적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연속으로 유예 

조치되는 경우에도 역시 제적될 수 있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학사유예로 인정될 수도 있다. 

 

1. 학생의 학부 평점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

우 

2. 학생이 학사학위를 비인가 기관으로부터 받

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수 성적에 맞춰 

학생이 12 학점을 잘 마치면 학사유예 상태

가 취소될 수 있다.    

 

학사 유예 취소 

 

만약 학생이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게 되면, 

학사유예조치는 취소되며, 학사 유예 취소가 

성적표에 기록된다. 

 

재입학 청원 

 

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성적 때문에 퇴학 조

치된 학생은 학사 위윈회에 재입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은 이와 연관되어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한 학기 안에 평점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문적 정직성 

 

정직의 유지와 질적인 교육은 월드미션대학교 각 

학생의 책임이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표절행위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이다.  

부정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다. 학생들은 학교 카다록에 

명시된 대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약속을 

숙지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1. Cheating: 의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정보, 참고서를 쓰거나 쓰려고 한 경우. 

a.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책, 

노트, 계산기, 남들과의 대화)은 교수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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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 학생은 교수로부터 미리 허락 받지 

않고 남을 위해 공부자료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c. 한 과목에서 쓰여진 공부, 과제물의 

많은 양을 다른 과목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위조(Fabrication):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정보의 허위조작. 

 

3. 부정행위를 돕는 것(Facilitation academic 

dishonesty):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거나 시도할 경우. 

 

4. 표절행위(Plagiarism):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의 일, 생각, 작업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  

 

유학생 

 

F-1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학생들은 일정 학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이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F-1 

유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진보를 보여야만 한다. 

학기말까지 평점을 대학원 과정의 경우 2.5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당함과 동시에 I-20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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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프로그램 소개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과정 설명 

 

목회학 석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목회에 헌신할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3년간의 

학사 일정으로 총 88학점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최대 44학점까지 전입 학점 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목적 

 

목회학 석사 과정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각 학생들을 지역교회에서 안수받은 목회 

사역을 위하여 준비 시킨다. 

• 각 학생들을 목회 상담, 기독교 교육, 

청소년 사역, 대학생 사역, 도시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킨다.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원어로 된 성경 본문을 주해한다 (성경) 

• 개인적 성실성과 영적 깊이에서 성숙을 

보인다 (영성)  

• 신학 학문 연구를 통하여 기독교 전통에 

관한 지식을 보인다 (기독교 전통) 

• 문화적 맥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변화하는 세계와 

특정 개인과 회중에게 적용한다 (문화)   

• 효과적인 사역 기술을 제공한다 (사역 

기술) 

o 청중에 대한 이해를 기반위에서 

실제적인 적용점을 가지고 성경의 

의미를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설교) 

o 역사적 그리고 현대적인 기독교 예배 

형식에 대한 지식과 예배를 구성하고 

인도하는 능력을 보인다 (예배) 

o 상담 관련 지식과 돌보는 자 또는 

돌봄의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목회상담) 

o 영적 성숙을 돕고, 은사와 소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비기독교인에 

대한 관심을 독려함으로서 지역 교회를 

목양하는 능력을 보인다. (목회사역) 

o 리더십 철학과 기술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리더십) 

o 미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 (표현력) 

 

졸업요건 

 

목회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각 학생은 

학사 학위 이후 최소 90학점 (semester credits)의 

이수와 함께 사역계획 제출의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총 학점의 평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수업연한 동안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이 연기된다.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졸업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사역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석사 과정 

마지막 해에 PT606 사역 계획 과목에 등록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역계획 개요를 

제출한다. 사역계획의 주제에 따라 본교에서 지도 

교수를 배정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에 대해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사역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사역계획은 줄 간격 

200% (double-space)로 50페이지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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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이다. 사역계획은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요구 

하는 사역계획 양식에 부합해야 한다. 

 

등교 수학요건 

 

목회학 석사과정 온라인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한 과목은 학교에 등교하여 학업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은 집중과정을 통해서 

충족될 수도 있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로서 단위는 

500-699까지 되어 있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총 이수학점: 88학점 

 

목회학 석사 과정은 성서연구 12학점, 신학/ 

역사연구 24학점, 실천신학 27학점, 현장실습 

7학점, 선택과목 18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 70학점 

 

성서 (12학점)  

BL501 헬라어 I          (3 학점) 

BT501 구약개론    (3 학점) 

BT502 신약개론    (3 학점) 

BT605 석의법과 실습   (3 학점) 

 

신학/역사 (24학점) 

BT531 성서신학   (3 학점) 

HS501 교회사    (3 학점) 

HS507 한국교회사  (3 학점) 

ST502 조직신학 I    (3 학점) 

ST503 조직신학 II  (3 학점) 

ST509 현대 윤리 이슈들   (3 학점) 

ST510 신앙과 이성  (3 학점) 

ST516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실천신학 (27학점)  

CC523 목회상담   (3 학점) 

IS504  선교신학   (3 학점) 

IS534 다문화 사역     (3 학점) 

MC534 예배학      (3 학점) 

PT514  강해설교   (3 학점) 

PT524  설교실습   (3 학점) 

PT530  목회사역   (3 학점) 

PT543 영성과 지도력    (3 학점) 

PT606  사역 계획  (3 학점) 

 

현장실습 (7학점) 

PT655-656 학생사역 I–II  (1 학점: 0.5 x 2학기) 

PT657-658 목회실습 III–IV  (3 학점: 1.5 x 2학기) 

PT685-690 학생예배 I-VI  (3 학점: 0.5 x 6학기) 

 

졸업시험 (0학점) 

PT610  성경종합시험              (0학점) 

 

 

일반선택: 18 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대학원 목회학 과정(M.Div)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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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PT655-656)는 학생사역 0.5 학점, 3-4 

학기(PT657-658)는 목회실습 1.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4 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편입생)은 

학생사역 4 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21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 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1-2 학기(PT655-656)는 학생 

사역보고서와 제자의 삶 보고서를 매달 

(봄학기에는 2월, 3월, 4월,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9월, 10월, 11월) 둘째 주까지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기말에는 현장 지도자의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4 학기(PT657-

658)는 목회실습으로서 학생사역 강의에 직접 

참여 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인턴십 

 

학생 사역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목회학 석사 

과정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마친 학생들은 학교 

동문이나 WEMA 소속 지역 교회나 선교지에서 

인턴십(PT 671, 혹은 PT 675-677)을 선택으로 할 

수 있다.  

 

학생예배 

 

대학원 목회학 과정(M.Div)에 등록된 학생들은 

6학기 동안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90”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학

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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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 석사(Master of Arts [Theology]) 

 

과정 설명 

 

신학석사(Master of Arts [Theology])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제반 성경신학 분야를 다루는 대학원 

과정이다. 본 과정은 삶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한다. 본 과정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신학,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게 해준다. 
 
본 과정은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섬기기 

위하여 훈련을 받기 원하는 헌신된 평신도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재정립할 수 

있고, 동시에 성경전체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체계화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목회를 

도우면서 체계적인 성경지식을 원하는 목회자 

사모들 또는 선교사 사모들에게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총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최대 24학점까지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목적 

 

신학석사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다룰 수 있는 ‘헌신된 

성경교사’로 준비시키는 것이다 (딤후 2:15). 

 

학습 결과 

 

이 학위 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된다:  

 

1. 성경 각 책의 강조점과 가르침을 이해하고  

   명료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한다. 

2. 일상적인 삶과 윤리적 사역를 통해 영적,  

   개인적 성숙을 나타낸다. 

3. 말씀사역자로서 효과적으로 활동한다. 

4. 비평적 사고력과 연구 기술을 보여준다. 

 

 

졸업요건 

 

신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각 학생은 

학사학위 이후 최소 48학점 (semester credits)의 

이수와 제반 졸업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전입 

학점을 포함한 총 학점의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에 성경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PT611 신학 책 석의  강의에서 

종합 프로잭트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은 대학원 수준으로 강의가 된다. 

과목은 500 - 699 단위로 구분이 된다.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그 중 12학점은 성서, 24학점은 신학과 

역사, 6학점은 통합(Integration)과 연구, 4학점은 

현장장실습, 마지막으로 2학점은 선택과목이다. 

• 과목소개 – 단계별 커리큘럼 참고 

 

총 이수학점: 48학점  

 

성서 (12학점) 

BL501 헬라어 I    (3 학점) 

BT501 구약개론    (3 학점) 

BT502 신약개론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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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605 석의법과 실습    (3 학점) 

 

신학/역사 (24학점) 

BT531 성서신학   (3 학점) 

HS501 교회사    (3 학점) 

HS507 한국교회사  (3 학점) 

ST502  조직신학 I   (3 학점) 

ST503  조직신학 II  (3 학점) 

ST509 현대 윤리 이슈들   (3 학점) 

ST510  신앙과 이성  (3 학점) 

ST516  학술적 글쓰기  (3 학점) 

 

통합/연구 (6학점)  

BT611  신약 책 석의   (3 학점) 

(BT 531, BT 605 선행과목 이수후 수강) 

ST531  신학과 인문학   (3 학점) 

 

현장실습 (4학점) 

PT695-698 학생사역 I-IV (2학점:0.5학점x4학기) 

PT685-688 학생예배 I-IV (2학점:0.5학점x4학기) 

 

선택과목 (2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대학원 신학 과정(MAT)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695-69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

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4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 

(편입생)은 학생사역 4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15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하기 위해서는 학생사역과 제자의 삶 

보고서를 매달 (봄학기에는 2월, 3월, 4월,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9월, 10월, 11월) 둘째 주까지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기말에는 

현장 지도자의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대학원 신학 과정(MAT)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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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8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학

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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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상담학 석사 

(M. 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설명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은 2년 과정으로, 교회 내외에서 

개인과 가정을 돕기 위해 유능한 기독교 상담자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은 총 47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최대 23학점까지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목적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상담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교회와 커뮤니티에서 상담 및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결과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 

• 성경/신학과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합한다. 

•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의 개인적 영적 

성숙을 보여준다.  

• 상담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다. 

• 상담과 관련된 사역들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과 지도력을 나타낸다.  

•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비평적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 상담에서 문화적 민감성, 지식, 기술을 

보여준다 

 

기초필수 

 

심리학이나 상담학 학사학위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과목이 학위과정의 

기초필수 과목으로 요구된다. 

 

CE210 생애발달    (3 학점) 

LA102 심리학개론  (3학점) 

 

졸업요건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각 

학생은 학사 학위 이후 최소 47학점을 (semester 

credits) 이수해야 한다. 전입 학점을 포함한 총 

학점의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상담학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외에도 상담종합시험 

(Comprehensive Counseling Examination) 에 

통과되어야 하며, 상담실습 평가서 (Student 

Training Evaluation Form)에서 보통 이상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들은 대학원 수준으로 강의가 된다. 

과목은 500 - 699 단위로 구분이 된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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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학점: 47학점  

 

기독교상담 석사 취득을 위해서는 47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그 중 9학점은 성서/신학연구, 3학점은 

실천신학, 24학점은 기독교상담 전공, 11학점은 현

장실습 과목이다.   

 

성서/신학 (9학점) 

BT501 구약개론    (3 학점) 

BT502 신약개론   (3 학점) 

ST502 조직신학 I   OR  (3 학점) 

ST503 조직신학 II  (3 학점) 

 

실천신학 (3학점)  

PT543 영성과 지도력   (3 학점) 

 

전공 (24학점) 

CC512 상담원리와 실제   (3 학점) 

CC514 상담의 병리적 이슈들 (3 학점) 

CC521 아동청소년상담  (3 학점) 

CC527 결혼과 가정상담  (3 학점) 

CC552 비교문화상담  (3 학점) 

CC553 비애상담   (3 학점) 

CC555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3 학점)  

CC563 기독교상담 윤리와 법 (3 학점) 

 

현장실습 (11학점) 

CC591 상담실습 I  (3 학점) 

CC592 상담실습 II  (3 학점) 

CC593 상담실습 III  (3 학점) 

PT685-688 학생예배 I-IV(2학점: 0.5학점 x 4학기) 

 

졸업시험 (0학점) 

CC610 상담종합시험              (0 학점) 

 

 

선택 (0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상담실습 

 

기독교상담 과정(MACP)에 등록된 학생들은 

내담자와의 직접적 상담이나 상담관련 활동을 

3학기 동안 이수해야 한다. 상담실습은 

사례감독을 포함하여 매 학기에 3/3/3 학점을 

받는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적 

지식을 실습하도록 함으로서 실제 상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실습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상담실습 

“CC591-59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 후,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한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기말에는 상담실습을 하는 현장 지도자와 

지도교수로부터 상담실습 평가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과정(MACP)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88”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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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학

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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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 석사(Master of Arts in Music) 

 

과정 설명 

 

음악학 석사 과정(Master of Arts in Music)은 2년 

과정으로 되어있으며, 졸업 후 교회와 세계적으로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폭넓은 음악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설되어있다. 

졸업에는 지휘자, 강사, 연주자 등의 자격을 

갖춘다. 이 프로그램은 44 학점 (semester 

credits)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최대 22 학점까지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 학점(transfer credits)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목적 

 

음악학 석사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음악에 관련된 지도력 

을 갖추도록 한다. 

 학생들이 훌륭한 연주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학습 결과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성경/신학과 음악을 비평적으로 통합한다. 

 음악인으로서 영적, 개인적 성숙도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인다. 

 지휘, 찬양사역, 성악과 기악에서 실질적인 

연주 기술들을 습득했음을 나타낸다. 

 교회 음악으로 사람을 이끌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습득했음을 나타낸다. 

 서양음악 전통에 있어서 음악예술에 대해 

차원 높은 이해를 한다. 

 음악적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음악 스타일에 

대한 차원 높은 이해를 한다. 

 

기초필수 

 

음악학 학사학위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과목이나 학위과정의 기초필수 과목들이 

요구된다. 

 

MT151 뮤지션십 I  (2 학점) 

MT255 키보드 하모니 I       (2 학점)  

MH343 음악사      (3 학점) 

MP171 개인레슨 I    (2 학점) 

 

음악학위가 없지만 대학 수준의 음악교육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역시 기초필수과목을 음악담당 

교수와 상의하게 된다.  

 

졸업요건 

 

음악학 전공 음악학 석사 학위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각 학생은 학사학위 이상으로 최소 

44 학점 (semester credits)이 요구된다. 학점은 

전입 학점과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종합 평점이 2.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22 학점 이상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되어야 

한다. 피아노, 오르간, 반주법, 지휘, 성악, 기악과 

찬양 사역 분야의 학생들은 졸업 연주회를 열어야 

하고 합격점을 받아야 한다. 덧붙여 지휘와 성악 

분야의 학생들은 졸업 전 건반악기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총 이수학점: 44학점 

 

음악학 석사 과정은 성서/신학 6 학점,  실천신학 

3 학점, 현장실습 4 학점, 31 학점의 전공과목을 

포함 총 44학점이 요구된다. 

 

성서/신학  (6학점) 

BT501 구약개론  OR (3 학점) 



83 
 

BT502 신약개론   (3 학점) 

ST502 조직신학 I  OR (3 학점) 

ST503 조직신학 II    (3 학점) 

 

실천신학 (3학점) 

PT543 영성과 지도력   (3 학점) 

 

현장실습 (4학점) 

PT695-698 학생사역 I–IV (2 학점: 0.5 x 4학기) 

PT685-688 학생예배 I- IV (2 학점: 0.5 x 4학기) 

 

전공 (31학점) 

 

전공필수 (14학점) 

MC524 교회음악 역사  (3 학점) 

MC544 예배 목회   (3 학점) 

MH543 음악사 세미나  (3 학점) 

MT551 음악분석   (3 학점) 

MP685 졸업연주   (2 학점) 

 

콰이어 (2학점) 

ME533 챔버 콰이어 I AND (1 학점) 

ME534 챔버 콰이어 II  (1 학점) 

OR 

ME512 가스펠콰이어 I    AND (1 학점) 

ME514 가스펠콰이어 II     (1 학점) 

 

개인레슨: 연주(합창지휘, 기악, 성악) (6학점) 

MP591 개인레슨 I   (2 학점) 

MP592 개인레슨 II   (2 학점) 

MP691 개인레슨 III   (2 학점) 

OR 

개인레슨: 찬양사역 (6학점) 

MP591 개인레슨 I   (2 학점) 

MP592 개인레슨 II   (2 학점) 

MP691 개인레슨 III   (2 학점) 

 

일반선택 (9학점) 

MC553 찬양과 경배 (all)   (3 학점) 

MD523 합창지휘   (3 학점) 

MD534 밴드디렉팅   (3 학점) 

MD596 합창문헌 (지휘)  (3 학점) 

MD597 합창기술          (3 학점) 

ME545 그룹 앙상블 (찬양) (3 학점) 

ME578 실내악 합주       (3 학점) 

ME578 실내악 문헌          (3 학점) 

MV563 성악 문헌 집중 연구(성악) (3 학점) 

MV567 성악 교수법  (3 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사역 

 

대학원 음악학 과정(MAM)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사역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학생사역 

“PT695-69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

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사역 과목을 등

록해야 하고 학생사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하기 위하여 4학기까지 필요하지 않은 학생

(편입생)은 학생사역 4학기를 다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매 

학기 학생사역을 등록해야 한다.  

 

편입생의 경우에는 학생사역을 위하여 총 몇 

학기를 등록해야 하는가는 그 학생이 인정받은 

편입학점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의 숫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편입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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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반적인 법칙은 그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15학점에 대하여 한 학기의 

학생사역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결정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생사역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등록 할 때 

제출하거나 매 학기 둘째 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시간에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Pass하기 위해서는 학생사역보고서와 제자의 삶 

보고서를 매달 (봄학기에는 2월, 3월, 4월, 그리고 

가을학기에는 9월, 10월, 11월) 둘째 주까지 

학생사역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학기말에는 

현장 지도자의 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대학원 음악학(MAM) 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8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학

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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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과목 소개 
 

 

성서 언어 (BL)  

 

BL501 헬라어 I(3학점) 

이 과목은 성서해석에서 중요한 헬라어 문법을 

신약성경의 주요 본문과 관련된 문법에 대한 

질문과 성서해석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도라는 

범주 안에서 연구한다.   

 

BL502 헬라어 II(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Greek I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익히게 하고 헬라어 신약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먼저 Greek I 에서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한 후, 명사와 동사 등 낱말 분해 

방법을 배우고 이어서 Greek I에서 배운 헬라어 

문법과 구문법에 근거해 헬라어 본문들을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한다. 

 

BL601 신약석의(3학점) 

이 과목은 성경 해석법과 설교 작성을 위한 해석 

결과물 사용법을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필요를 채

워주기 위해 준비되었다. 먼저 성경 해석을 위한 

일반적 방법을 단계별로 살피고 이어서 신, 구약

에서 발견되는 문학 장르별 성경 해석법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성경해석을 위한 도구 

사용법과 해석 방법을 배우게 된다.  

 

 

성서 신학 (BT) 

 

BT501 구약개론(3학점) 

이 과목은 원문, 정경, 현대 역사 비평 방법의 

기초와 결론에 대한 시험으로 구약의 각 책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다룬다. 

 

BT502 신약개론(3학점) 

이 과목은 집성, 역사, 상황, 정경의 전수 등을 

포함하는 신약의 역사적 배경으로 신약 각 책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다룬다. 

 

BT503 성서 해석학(3학점) 

이 과목은 성서의 건전한 해석과 적용을 위한 

원리에 대한 연구로서 다양한 성서의 장르와 

현상을 위한 가설, 일반론, 특정 원칙 등을 

포함한다. 

 

BT504 구약 신학(3학점) 

이 과목은 본문과 구약의 신학적 접근으로서 

현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으로부터의 주요 주제를 포함한다. 한정된 

그룹에게 깊이 있는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저자, 

주제, 이스라엘 역사의 특정 시기의 선별된 문헌 

등이 본 과목의 일부가 된다. 

 

BT505 신약 신학(3학점) 

이 과목은 본문과 신약의 신학적 접근으로서 

현장에서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의 

사상으로부터의 주요 주제를 포함한다. 한정된 

그룹에게 깊이 있는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저자, 

주제, 신약의 선별된 문헌 등이 본 과목의 일부가 

된다. 

 

BT506 모세오경(3학점) 

이 과목은 모세오경(구약의 처음 5권의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을 

연구한다.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모세오경의 내용, 특징, 그리고 

메시지를 한 눈에 보듯이  공부한다. 헌신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사역에서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메세지를 어떻게 잘 

가르칠지를 배운다. 

 

BT508 성문서(3학점) 

이 과목은 구약의 시서와 지혜서(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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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 of God)을 연구한다.  성문서 각권의 

목적과 메시지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면서, 특별히 

실천적 지혜를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헌신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사역에서 성문서의 전반적인 메세지를 어떻게 

잘 가르칠지를 배운다. 

 

BT509 대선지서(3학점) 

이 과목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대선지서의 내용과 문헌적 가치를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내용의 발전에 비추어 연구한다. 

 

BT511 복음서(3학점) 

이 과목은 복음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을 연구한다.  역사적, 문화적,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복음서의 내용, 특징, 

그리고 메시지를  공부한다.  복음서의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면서 복음서 각권의 중요한 교훈들을 

공부한다. 헌신된 성경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사역에서  복음서의 전반적인 메세지를 

어떻게 잘 가르칠지를 배운다. 

 

BT512 요한복음(3학점) 

이 과목은 요한복음과 본 복음서의 역사적 배경, 

논술의 진행, 신학적 주제, 기사와 상징의 독특한 

사용 등에 대한 연구이다. 

 

BT513 마태복음(3학점) 

이 과목은 편집 비평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 

마태의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헬라어 본문의 

선별된 부분에 대하여 주석적으로 연구한다. 

 

BT514 마가복음(3학점) 

이 과목은 편집 비평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 

마가의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헬라어 본문의 

선별된 부분에 대하여 주석적으로 연구한다. 

 

BT515 누가복음(3학점) 

이 과목은 편집 비평 분석에 의하여 결정된 

누가의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헬라어 본문의 

선별된 부분에 대하여 주석적으로 연구한다. 

 

BT516 사도행전(3학점) 

이 과목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발흥에 

대한 연구로서 저자의 사역, 문학적 기술,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위한 신학적 교훈 

등에 주목한다. 

 

BT519 옥중서신(3학점) 

이 과목은 바울 자신의 상황과 그의 독자들의 

상황을 신학화하는 것이 네 권의 서신서의 의제가 

된다. 

 

BT521 히브리서(3학점) 

이 과목은 1세기 유대주의 문헌과 규정의 배경에 

대항하는 본서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해석으로 

성장과 설교 준비를 위한 영적 가치에 대하여 

논한다. 

 

BT522 일반서신(3학점) 

이 과목은 일반서신의 주의 깊은 연구로서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이 서신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특별히 주목한다. 

 

BT523 계시록(3학점) 

이 과목은 계시록에 초점을 맞춘 신약의 문헌 

장르로서 묵시의 연구로서 본래의 상황, 의미, 본 

책의 목적과 구약과의 관계에서의 추리, 신, 구약 

중간기의 문헌과 여타 유대주의 고전, 선지자적 

해석의 미래, 교회 안에서 계시록이 의미 있게 

설교되고 가르쳐질 수 있게 하는 가능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 

 

BT524 바울신학(3학점) 

이 과목은 바울의 신학적, 선교적 메시지에 대한 

검토로서 기독론, 구원, 윤리, 제자도, 전도, 

종말론 등과 주요 주석적 과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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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525 예언서(3학점)  

이 과목은 구약 예언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히브리 성경의 구분법에 따라 

본 과정은 전기 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와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 소선지서)를 공부한다.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언서들의 내용, 특징, 

그리고 메시지를 한 눈에 보듯이 공부한다. 

문서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의 중요성 

또한 다룬다.  

 

BT526 소선지서(3학점) 

이 과목은 열 두 권의 소선지서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주제에 대한 연구로서 그들의 생애, 

신학적 주제, 여호와의 말씀의 수여와 이에 따른 

선포한다. 

 

BT527 지혜 문학(3학점) 

이 과목은 욥기, 잠언, 전도서 등 성서 지혜 

문학에 대한 조직적 연구로서 그들의 신약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 

 

BT 531 성서신학(3학점) 

이 과목은 성경 전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Word of God)을 연구한다. 이 과정을 이미 

배운 성경과목들과 통합을 하여 전체로서의 성경 

메시지에 초점을 둔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성경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 비평적 방법을 주목하고 

평가하여 사용한다.    

 

BT532 영성형성(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성경적 모형과 기

초적인 원리를 공부한다. 영적 성장에 대한 원리

를 포함한 영적 형성, 내적 훈련과 외적 훈련을 

포함한 영적 훈련, 그리고 성경에서 인용한 영성 

형성의 예제 등 세 분야에 중점을 둔다. 

 

BT534 마가복음의 메시지(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마가복음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마가복음서의 기원, 

곧 전반적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저자가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목회적 메시지를 

살핀다. 그 후, 학생들은 역사적 상황의 빛 아래서 

마가복음서 특정 본문을 기초로 두 편의 설교문을 

제출해야 한다.    

 

BT535교리설교(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로마서의 기원, 곧 전반적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저자가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목회적 메시지를 살핀다. 

그 후, 학생들은 역사적 상황의 빛 아래서 로마서 

특정 본문을 기초로 두 편의 설교문을 제출해야 

한다.  

 

BT536 시편의 메시지(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이 시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시편의 기원, 곧 전반적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이어서 각 시편의 

저자가 전하는 신학적 메시지와 목회적 메시지를 

살핀다. 그 후, 학생들은 두 편의 설교문을 

제출해야 한다. 

 

BT537 사도행전과 바울서신(3학점) 

이 과목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적 

프레임안에서 바울 서신서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을 연구한다. 현대 비평적 

방법들을 주의 깊게 평가하여 사용하면서 

사도바울의 목회사역과 교회에 대한 그의 신학을 

공부한다. 성경주석의 방법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바울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윤리를 

포괄하면서 바울서신서들을 공부한다. 



88 
 

 

BT538 일반서신과 계시록(3학점) 

이 과목은 히브리서, 일반서신, 그리고 계시록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을 연구한다.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책들의  내용, 특징 그리고 메시지를 한 눈에 

보듯이 공부한다. 이 책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강조점을 둔다.  

 

BT605 석의법과 실습(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신약 석의의 기본적인 

원칙과 도구를 소개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신약성경 석의와 관련된 다양한 전제들, 근대 

비평적 접근법들, 그리고 신약 석의 테크닉을 

갖추게 한다. 비록 이 과목은 주로 신약 석의 

방법을 다루지만, 구약 석의도 필요 시 다룰 

것이다. 

* 수강 전 이수과목: BT501(헬라어) 

 

BT606 주석독해(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요 영어 주석서를 

독해하고 말씀사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이 과목은 두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영어 주석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과 주석서에서 발견되는 현대 신학 

이론들과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BT 611 신약 책 석의(3 학점) 

이 과목은 헬라어 I과 석의법과 실습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헬라어 신약석의를 소개하고자 구상된 

캡스톤 과목이다. 학생들은 석의 원칙을 특정 

신약 책의 헬라어 본문에 적용하고 그 결과물에 

기초해 해당 책의 성서신학 일부를 서술할 것이다. 

기독교 상담(CC) 

 

CC511 목회적 돌봄과 상담 I(3 학점) 

이 과목은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정의, 역사, 

그리고 상담 영역의 개념들과 함께 기본적인 

돌봄의 접근 방법들을 탐구한다. 이 과목은 특히 

돌보는 목회자로의 역할과 상담의 기본 기술, 

그리고 상담자적 자질에 대한 자아 인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12 상담의 원리와 실제(3학점) 

이 과목은 상담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연구들을 통해 기독교 원리들을 어떻게 

상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탐구하는 과목으로 실제적인 상담 실습을 하게 

된다. 

 

CC521 아동 청소년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아동 청소년 상담에 대한 문헌과 

실습에 관한 과목이다. 본 과목은 아동 및 청소년 

상담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다룬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 사례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CC522 목회적 돌봄과 상담 II(3학점) 

이 과목은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육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목회 상담의 모델, 접근방법과 목회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경계선, 그리고 적절한 

referral의 필요성들을 탐구한다. 

 

CC523 목회상담(3학점) 

이 과목은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육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목회 상담의 모델과 접근방법 그리고 

목회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경계선, 그리고 적절한 

referral 의 필요성들을 탐구한다. 이 과목은 특히 

신앙 공동체내에서 목회자로서 돌봄과 리더의 

정체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27 결혼과 가정상담(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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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상담 이론들을 다룬다. 부부와 가족 관계, 여성과 

남성의 차이, 대화 법, 갈등 해결, 자녀 교육, 

이혼과 복합가족 관계들을 탐구한다.  

 

CC551 성과 성문화에 대한 문제점(3학점) 

이 과목은 성(gender)과 인간의 성 문화의 주제를 

영적, 심리학적, 사회적,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학생들은 성경적 신학과 행동 과학의 

연구물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성문화에 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립하게 된다.  

 

CC552 비교 문화상담(3학점) 

이 과목은 상담과 돌봄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

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과목이다. 비교문화상담 기법들과 원리

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특히 실제 치료적 과정

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53 비애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인간 고통과 의미, 치유의 과정, 그리고 

소망의 발견들에 대한 신학적, 경험적 요소들을 

이 과목의 중심적 주제로 다루면서 비탄, 괴로움, 

상실, 헤어짐, 죽음과 같은 삶 의 큰 위기들을 사

회적, 심리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다.  

 

CC555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3학점) 

이 과목은 영혼의 돌봄과 치유에 대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의 개념, 모델, 단계 그리고 가능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 과목은 제시 

된 여러 통합 모델들을 통해 통합론에 대한 

학생들 개인의 관점과 신념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한다.  

  

CC557 영성과 상담(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에 있어서 영적 

심리적 성숙의 과정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 두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CC563 기독교상담 윤리와 법(3학점) 

이 과목은 상담윤리에 대해 미국 기독교상담가 

협회, 기독교 심리학 협회, 미국 심리학 협회의 

윤리강령들과 안내서 및 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논의할 것이다. 전문적인 측면과 

기독교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윤리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CC565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기독교상담 전공 6학점 

* CC573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66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CC574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67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I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CC575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91 상담실습 I(3 학점) 

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기독교상담 전공 6학점 

 

CC592 상담실습 II(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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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CC591 

 

CC593 상담실습 III(3 학점) 

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CC591, CC592 

 

 

역사 신학 (HS) 

 

HS501 교회사(3학점) 

이 과목은 신약의 기초로부터, 사도시대, 중세, 

종교 개혁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교회 

역사에 대한 고찰이다. 

 

HS503 기독교 사상사(3학점) 

이 과목은 교회의 실천과 교리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기독교 사상의 역사적 상황과 발전에 대한 

탐구한다. 

 

HS507 한국교회사(3학점) 

이 과목은 한반도 초기 선교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 그리고 그 과정 

에서 겪은 시련, 분열, 부흥에 관한 고찰을 다룰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민사와 이민교회사를 살펴봄으로서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접근에 

다가가도록 돕는다.     

 

선교 연구 (IS) 

 

IS501 세계선교(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선교역사, 선교의 성서적 

기초, 종교적 대화, 지역별 선교신학, 상황에 따른 

복음의 전파, 선교동기부여, 목표설정과 선교방법 

등을 소개한다.  

 

IS502 전도(3학점) 

이 과목은 개인적인 또는 회중적인 상황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전달 방법에 대한 소개한다. 

 

IS503 세계 선교 역사(3학점) 

이 과목은 문화적, 전략적 차원에서 기독교의 

확장을 조사한다. 특별히 종교 개혁 이후의 

시대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IS504 선교 신학(3학점) 

이 과목은 성서적이고 동시대의 선교 신학의 

주제들과 이슈들을 소개함을 통하여 선교적인 

노력, 선교 실행과 선교 동원 등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세운다. 

 

IS505 문화 인류학(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의 선교에 인류학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문화 인류학을 

소개한다.  

 

IS509 세계의 종교(3학점) (추가)                       

이 과목은 주요한 비기독교적 종교와 현대의 이단 

적 숭배를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학생들은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와 교회 건설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깊이 이해하게 된다.   

 

IS512 교회성장과 지도력(3학점) 

이 과목은 오늘날의 교회지도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교회성장의 기초적 원리와 과정을 

다룬다. 

 

IS513 교회 개발(3학점) 

이 과목은 지역 교회의 신학적, 선교적 기반을 

이해하고 교회 개발의 실제 원리와 성공적인 

모델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성경적이며 사역의 

현장의 독특한 요구들에 적절한 교회 사역 철학을 

개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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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514 지도력 개발(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 

중요한 역할, 독특한 사역의 방식, 궁극적인 공헌 

그리고 핵심 가치들을 포함한 개인의 사역 철학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돕느다. 이 과목은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삶과 사역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IS516 신학교육을 통한 선교(3학점) 

이 과목은 타문화권에서의 신학교육사역에 연관된 

교육 철학, 계획, 행정, 그리고 교수법 등을 

소개한다.  

 

IS519 전도와 선교(3학점) 

이 과목은 전도와 선교에 관한 성서적 기초, 

역사적 발전, 다문화적 측면과 전략을 소개한다. 

특별히 선교의 정의와 중요성 및 방법론에 중점을 

둔다.  

 

IS520 타문화권 지도력(3학점)  

이 과목은 타문화권에서의 지도력과 멘토링을 

다룬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지도력의 실행을 

다루고 여러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본다. 이 

과목의 중요한 다른 한 면은 타문화권에서의 

지도력 개발과 실행을 가능케하는 멘토링 과정에 

관한 것이다.  

 

IS521 한국 선교 역사와 주요 이슈들(3학점)   

이 과목은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을 그 

시작으로부터 거슬러 올가 현대 세계선교에서의 

주요한 영향력을 보이는 현재까지를 조사한다. 

또한 복음주의적 선교학의 관점에서 한국 선교의 

다양한 측면, 곧 선교신학, 문화적 이해, 선교전략, 

선교사 선태과 훈련, 선교행정, 그리고 

파송자/후원자/수신자 조직들에 대해 숙고한다.  

 

IS522 동시대 문화 변혁하기(3학점) 

이 과목은 우리가 살고잇는 시대의 문화를 다루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 사역속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수있도록 돕는다. 

 

IS524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의 기초(3학점) 

이 과목은 세계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선교의 

핵심요소에 해당되는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기초와 원리들 그리고 효과적인 실행을 

다룬다. 

 

IS525 선교로서의 비지니스(3학점) 

이 과목은 일의 본질적 가치, 사업 창안, 그리고 

고용창출 등을 성서적 그리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한정된 접근성을 가진 나라에서의 선교의 

수단으로서 역사적이며 다시금 떠오르는 

비지니스의 역할을 연구한다. 

 

IS526 선교적 교회(3학점) 

이 과목은 교회 개척 혹은 기존의 회중을 위한 

적용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다룬다.  말씀, 교회 그리고 세계의 통합이 

지역교회의 사역에 대한 선교적 접근의 개발에 

중요하다. 

 

IS527  타문화 교회 개척학(3학점) 

이 과목은 사례 연구와 타 문화에서의 교회 

개척과 관련한 현대 연구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의 교회 개척에 대한 성서적 원리들을 

소개한다.  

 

IS531타문화 의사소통(3학점) 

이 과목은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에 살면서 문화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타 

문화와 타인종에 관한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타 문화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슈들과 

이론들을 살펴보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위한 전략들을 다룬다.    

 

IS532 Contextualization (상황화)(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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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변화하는 지구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다룬다. 성서적 역사적 기초와 

복음주의적 해석학과 방법론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IS534 다문화 사역(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타문화와 상호 문화 간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지녀야 하는 문화 지각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글로벌 목회와 선교의 

전략적 목표에 다가가도록 돕는다. 이 수업은 

또한 다문화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관찰, 리서치 함으로서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폭넓은 시각과 훈련을 쌓게 해준다.   

 

IS607 선교현장 실습  

이 과목은 교수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교차문화적 사역의 실질적 인턴십이다. 

과목 수강을 위한 자격 심사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선임된 사역지에 매주 최소 5시간을 반드시 

헌신해야만 한다.  

 

 

음악 

 

MC524 교회음악 역사(3학점) 

이 과목은 각 교단들 (유대교, 초대교회, 동방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혁, 루터란, 성공회)의 

예배 예전의 원리 들을 알아내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들에게 받은 영향을 발견, 올바른 예배 예전과 

음악을 찾아 본다. 

 

MC534 예배학(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인의 예배에 관한 원칙과 실행 

형식에 대해 소개한다. 성경의 교회 역사적인 

측면과 실제 예배 형식에 관하여 논하게 되는 

과목으로 특별히 전통적인 종교 개혁과 

개신교회의 예배 형식에 포함되는 시편가, 

찬송가와 다른 문화적 환경을 배경으로 한 

동시대의 예배 형식에 대해 다루게 된다. 

 

MC544 찬양사역(3학점) 

이 과목은 철학적이고 신학인 기초아래서의 

예배음악을 세우고 그 안에서 기본 원리들을 

표현하고, 적용 하여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예배 

음악 사역자로 세워가는 법을 공부한다. 

 

MC553 찬양과 경배(3학점) 

이 과목은 오늘날 예배에서 한 흐름인 현대음악을 

접목 시키는 과정에서 복음적이고 이상적인 

음악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공부한다. 

 

MD523 합창지휘(3학점) 

이 과목은 현대 합창 음악과 메이저 합창 음악 

(미사, 오라 토리오 등)의 오케스트라 악보를 읽고 

지휘 하는 기술을 익히고 아울러 합창 지휘 

교수법을 다루게 된다. 

 

MD534 밴드 디렉팅(3 학점) 

이 과목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밴드를 디렉팅할 때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다루는  

과목으로 현대교회음악의 기본 컨셉을 밴드를  

디렉팅하고 편곡하는 관점에서 다루게된다. 즉 

리듬세션(드럼, 베이스기타, 일렉, 어쿠스틱 기타, 

키보드, 타악기) 악기에 대한 악기론, 즉 음역, 

특성, 기술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게 되므로 악기 

별 편곡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며 또한 학생들은 팝, 락, 펑크, 블루스, 

재즈와 라틴 같은 여러 스타일의 음악을 구별하며 

그 스타일에 맞는 악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MD596 합창문헌(3학점) 

이 과목은 합창 문헌의 초기 생성시기부터 21 

세기까지의 중요 합창 작곡가들 그리고 그들의 

합창 작품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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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597 합창기술(3학점)  

이 과목은 합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균형, 블랜드, 발음법, 정확성  등)을 다루며 

리허설 기술들을 익히게 되고 각 앙상블 그룹들의 

특성에 맞는 레퍼토아를 선정하는 방법을 익힌다. 

 

ME512 가스펠 콰이어 I(1학점) 

이 과목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필수과목으로 가스펠 곡, 찬송가, 흑인영가, CCM 

같은 곡을 연주하게 된다. 컨템포러리 발성 보컬 

트레인 뿐 아니라 시창, 청음까지 커버하며 

스스로 화음을 만들어 부를 수 있게 하고 

무대매너, 호흡법등 훈련하게 된다.  

 

ME514 가스펠 콰이어 II(1학점) 

이 과목은 가스펠 콰이어 I 을 수강한 학생들이 

가스펠 음악을 분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된다. 또한 가스펠 음악 외의 

그밖의 장르의 음악과 문화적 context 를 현대 

가스펠 음악의 기능에 맞도록 이해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ME533 챔버 콰이어 I(1학점)  

이 과목은 모든 시기에 나타난 합창음악을 각 

시기의 스타일에 맞게 연주한다. 

 

ME534 챔버 콰이어 II(1 학점)  

이 과목은 모든 시기에 나타난 합창음악을 각 

시기의 스타일에 맞게 연주한다. 

 

ME545 그룹 앙상블(3학점) 

이 과목은 다른 악기들과의 조화, 음량의 배합, 

조절에 대해 배운다. 악보에서 보여주지 않는, 

음악 스타일 안에서의 즉흥적인 편곡 아이디어와 

리듬의 정확성을 공부한다. 연주 때의 긴장감 

완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연주자간의 정확하고 

부드러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배운다. 아울러 

보다 확장된 음악 스타일과 다양한 종류의 리듬 

형태, 그리고 개념에 대해 배우게 된다 

 

ME578 실내악 앙상블(3학점) 

이 과목은 음악사적 스타일을 갖고 실내악 연주를 

하는 기술을 익힌다. 매 주 클래스를 통해 충분한 

연습을 하여 매 학기 연주를 한다. 

 

MH543 음악사 세미나(3학점) 

이 과목은 바로크 음악 작품의 구성, 스타일, 등을 

집중 분석한다. 

 

MI578 실내악문헌(3학점) 

이 과목은 모든 시기의 음악 중에서 중요 실내악 

곡들을 선택해서 공부한다. 

 

MP581 개인레슨 I(3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음악석사). 

 

MP582 개인레슨 II(3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음악석사). 

 

MP591 개인레슨 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목회학 석사). 

 

MP592 개인레슨 I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목회학 석사). 

 

MP691 개인레슨 III(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음악석사). 

 

MP692 개인레슨 IV(2학점) 

이 과목은 본인의 전공을 개인적으로 레슨 

받는다(음악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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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685 졸업연주(2학점) 

이 과목은 마지막 개인레슨으로 MAM 과정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주  프로그램은 

교회음악과 세속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약 50 분 길이의 연주회를 갖는다. 

 

MT551 음악분석(3학점) 

이 과목은 몇 개의 곡을 가지고 음악 분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음악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MV563 성악문헌 집중연구(3학점) 

이 과목은 한 시기를 정해 집중적으로 그 시대에 

나타난 예술곡, 오페라 아리아를 연구한다. 아울러 

메이저 합창음악에서 솔로 아리아와 듀엣, 트리오 

등을 음악역사와 문헌에 의한 해석을 갖고 

연주하는 법을 공부한다 

 

MV567 성악 교수법(3학점) 

이 과목은 기본적인 노래를 지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는 과정으로 해부학과 목소리의 생리, 

그리고 이론과 보컬의 방법 지속적인 학습을위한 

견고한 기초의 개발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여 성악 

교수법의 기초와 이론 대한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실천 신학(PT) 

 

PT501 실천신학개론(3학점) 

이 과목은 응용 목회에 초점을 두며, 영성, 신학, 

지역사회를 종합하는 시도를 한다. 본 과목은 

목회를 하나의 살아있는 실제적 경험으로 본다. 

 

PT503 목회 신학(3학점) 

이 과목은 예배 인도, 예식, 찬송, 교구 책임과 

운영, 교회 행정, 지역사회 관계 및 목회 윤리 

등을 포함하는 목회 신학에 대해 연구한다. 

 

PT504 설교학(3학점) 

이 과목은 복음의 전달에 있어서 불가결한 자원, 

기술, 확신 등의 개발을 격려한다. 설교의 성격에 

관한 신학적, 실제적 질문에 대하여 토의한다. 

 

PT506 예배와 의식(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습에 대해 

소개한다. 로마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및 

특히 개혁 전통의 시편과 찬송가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적 예배 스타일의 분석과 함께 성서적, 

역사적 예배와 의식 신학에 대해 고찰한다. 

 

PT513 내러티브 설교(3학점) 

이 과목은 내러티브 설교의 이론을 고찰하고 

실습할 수 있게 한다. 우선 이 과목은 충실한 

설교는 본문의 상황과 문학양식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립시킨다.  

 

PT514 강해설교(3학점) 

이 과목은 강해설교의 필수적인 기교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장르(서신서, 설화, 시편, 묵시문학)의 설교 

본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PT515 성경교수법(3학점) 

이 과목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해석법과 성경 연구의 다양한 도구들을 소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지도자의 삶과 

사역에 매우 중요하므로 성경의 진리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교수법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론들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강의안 

을 잘 준비하여 가르치는 방법들을 소개받는다. 

 

PT516 소그룹과 제자훈련(3학점) 

이 과목은 제자 훈련과 멘토링의 성경적 원리와 

방법론을 깊이 있게 고찰한다. 이 과목은 지역 

목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와 진행 중인 제자 훈련 과정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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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시키는지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역점을 둔다.  

 

PT 519 무들 튜토리얼 (0 학점)  

이 과목은 무들을 처음 접해보거나 이전에 무들환

경에서 학습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개설

되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무들환경에서 제공

되는 온라인 수업을 잘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수업의 강조점은 무들의 주요 개념

을 비롯하여 프로필 올리는 법, 과제 제출하는 법, 

성적확인법, 학과 내용에 접근하는 법, 온라인 클

래스에서 교수와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등이다.  

 

PT520 교육목회(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교회에서 교육사

역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독

교 교육과 관련된 근대 교육 이론들과 기독교 교

육의 기초를 다룬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

스도인의 자아실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PT523 이민목회 연구(3학점) 

이 과목은 이민교회의 사역에 대한 연구이다.  

 

PT524 설교 실습(3학점) 

이 과목은 설교 목회에 이미 특별한 소질을 보인 

사람들을 위한 상급 과목으로, 강해설교에 중점을 

둔다.  

* 수강 전 이수과목: PT514(강해설교) 

 

PT527 고급 컴퓨터(3학점) 

이 과목은 컴퓨터 개론을 이수하였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을 지닌 컴퓨터가 전공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사후보자, 교회 봉사자, 교회 직원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사역지 혹은 선교지에서 사역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고, 자료를 

만들고,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은 

바로 선교와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구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PT530 목회사역(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지역교회에서 사역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르친다. 성찬식과 

세례식, 헌아식, 장례식, 결혼식, 기타 중요한 

사역을 가르친다. 

 

PT533 학습법(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법을 가르친다. 평생학습자들인 그들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고급학습법을 가르친다. 

이 과목에서 습득한 기술들은 미래 학습과 사역을 

위한 것이다.  

 

PT537 목회와 의사소통(3학점) 

이 과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기술은 

논리적 사고의 기술을 습득하고 복음의 내용을 

타협함이 없이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개인간에 

제시하는 것을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한다.   

 

PT540  목회와 테크놀로지(3학점) 

이 과목은 오늘날 점점 급속도로 발전된 

테크노로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현실 

속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역속에서 테크노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컴퓨터,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그리고 웹 

관리 등의 기초를 다룬다. 

 

PT543 영성과 지도력(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과 지도력의 가치관과 기술을 소개한다.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영성과 지도력에 대한 

신학적, 이론적 고찰의 기초 위에 실제 자신의 

영성과 지도력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96 
 

PT571 영화, 신학, 그리고 인간(3학점) 

현대 사회에서 영화가 기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과목은 영화라는 매체에 반영된 

현대인의 문화와 삶을 기독교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분석한다.  특히, 아시안 대중 

영화에 나타난 아시아인의 삶, 문화, 그리고 

신학을 소개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역 현장에서 대중문화를 소재로 기독교적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화적 민감성을 발전시킨다. 

 

PT606 사역 계획(3학점) 

이 과목은 석사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신이 자신 있는 분야의 주제를 택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대학원수준의 사역계획을 

작성함으로, 앞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와 목회의 기틀을 마련한다. 

 

 

현장실습 

 

PT 570 목회현장학습(3학점) 

목회후보생들을 위한 목회현장학습으로 목회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세미나와 멘토링 그리고 

현장학습을 통해 목회의 실제와 이론을 학습한다. 

 

PT 671 집중 사역 인턴십(3학점) 

졸업 필수 학점의 50% 이상을 취득한 목회학석사 

과정 학생들은 지역 교회에서 인턴십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매주10시간 이상의 사역을 본교 

동문 출신의 지역 교회 혹은 WEMA목회자의 

집중적인 멘터링과 감독 하에 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 사역 지도교수의 감독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학생사역과는 별도의 선택 과목이다. 

 

PT 675-677 선교사역 인턴십 1,2,3(각 3 학점)  

졸업 필수 학점의 50% 이상을 취득한 목회학석사 

과정 학생들은 (남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본교 

출신 혹은 WEMA의 목회자나 선교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인턴십을 가질 수가 있다.  학생들은 

풀타임(주 40시간) 으로 사역에 전념하고 동문 

출신의 현장 사역자의 감독과 멘터링을 받게된다.  

학교에서는 학생 사역 지도자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학생사역과는 별도의 선택과목이다. 

학생들은최대  9학점까지 받을 수 있다. (F1 

학생은 수강할 수 없다) 

 

PT685-670 학생예배 I – VI(0.5학점)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 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회 이상 학생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70”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PT655-656 학생사역 I – II(0.5학점) 

학생사역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사역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사역은 학생사역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 학기에 한 과정을 이수 

한다.  

 

PT657-658 목회실습 III–IV(1.5 학점) 

목회 현장에서의 사역 훈련의 신학적인 반영과 

평가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도를 받는다.  

이 과정은 사역 보고서 외 목회사역자로서의 

성장과 배움을 위한 과제들이 요구된다. 학생사역 

I, II를 우선 수강해야 한다. 

 

 

조직신학 (ST) 

 

ST502 조직신학 I(3학점) 

이 과목은 신학방법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역, 인간론, 죄론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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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에서는 계시와 성경의 교리. 하나님의 우주적, 

특별계시, 영감, 말씀의 무오성과 권위를 다룬다. 

본성에서는 내재성과 초월성, 위대하심, 선하심, 

삼위일체를 다룬다. 사역에서는 창조, 섭리, 

특별한 문제 천사들에 대하여 다룬다. 인간론 

에서는 기독교적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을 다룬다. 죄론에서는 죄의 본질, 결과, 

중대성을 다룬다.. 

 

ST503 조직신학 II(3학점) 

이 과목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다룬다. 구원론에서는 예정론의 은혜의 언약, 

소명, 중생(衆生), 회개, 믿음, 칭의, 양자(養子)론, 

성화의 교리를 다룬다. 교회론에서는 교회, 교회의 

성격, 권위, 교회의 예배, 성례전과 기도를 다룬다. 

종말론에서는 죽음과 부활,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을 다룬다. 

 

ST505 현대신학(3학점) 

이 과목은 현대의 해석학적 방법론과 성서 비평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표적 신학자들을 

연구한다. 

 

ST506 기독교 윤리(3학점) 

이 과목은 도덕 정책과 행동과 관련된 현대적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ST509 현대 윤리 이슈들(3학점) 

이 과목은 도덕적 기준과 행동에 관한 이슈들을 

다룬다. 기독교 윤리에 관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다. 

 

ST510 신앙과 이성(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세계관에 미치는 신앙과 이성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과 현대 이성주의

의 도전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에 대한 연구이다. 

 

ST 513 신학과 인문학(3 학점) 

이 과목은 종교, 철학적으로 다양화된 세계에서 

기독교 믿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변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한다. 인문학적 주제들에 대한 주요 

사상들을 접하게 해서 인간과 현대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학적, 성경적 이해를 풍성히 하고자 

한다. 독서와 토론은 이 과목의 주된 활동이 될 

것이다     

 

ST516 학술적 글쓰기(3학점) 

이 과목은 사역계획 작성과정에서 성서적, 신학적 

자료들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문적인 연구 방법을 습득하여 사역계획과 

리포트를 규격에 맞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ST528 신학영어(3학점) 

이 과목은 선택된 신학본문에 의해 읽기, 번역, 

그룹토의 등으로 영어와 신학적 지식을 넓힌다. 

학업진행 시 영어 숙련도와 자신감을 갖는다. 

일반적 신학을 위한 신학의 기초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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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과정 
 

학위 전공 프로젝트 총학점 필수사항 

목회학 박사 28 학점 6 학점 34 학점 논문 프로젝트 

교회음악 박사 42 학점 6 학점 48 학점 

논문  

졸업 연주회 

렉쳐 리싸이틀 

 

 

목회학 박사 과장 

 

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목회학 석사학위(M.Div)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입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추고,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신청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다. 

 

 

입학신청 서류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 (100불, 환불 안됨) 

2.  신앙 고백서 

3.  추천서 2부 

4.  MDiv 혹은 동등 학위 취득 후 3년 동안의  

    사역 경험  

5.  사역경력서 1부, 사역경력표 1부 

6.  대학교와 대학원 성적 증명서 1부 

7.  여권용 사진 2매 

8. 정식 인가된 학교로부터 평점 3.0 이상 

(4.0 만점)이며, M.Div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소유자  

 

입학원서는 전화, Fax, E-mail 혹은 우편으로 본교 

입학처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Doctoral Program Office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원서 접수 마감 

 

봄 학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은 12월 넷째  

http://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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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고, 가을 학기 입학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5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일찍 입학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정확한 날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절차 

 

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살피고 입학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 

2. 중생(重生)의 체험과 물세례 

3. 모범적 교회 생활 

4. 입학 전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업능력  

5. 추천서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 

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 

로부터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의료 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입학 허가 범주 

 

1. 정식 합격: 모든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입학 

요건에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임시 합격: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입학 

원서 미비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합격조치 된다. 이는 제한된 신분의 

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완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임시 합격조치 된 

한 학기 동안 원서가 완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3. 유예 합격: 일반적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요건이 결핍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학생은 유예 합격조치 된다. 일 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도달하면 

정식 합격 처리된다. 

 

유학생과 비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정부의 허락으로 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 form(유학생 비자 

신청서)를 발급한다. 일단 유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월드미션대학교는 I-20 form을 동봉한 

제반 서류들을 보낼 것이다. 유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8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유학생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는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영적 요건 

 

모든 지원자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기회 균등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학생은 월드미션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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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학교입학, 교육 

프로그램, 고용 및 월드미션대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음의 조항들을 따른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전입 학점  

 

WMU 목회학 박사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박사과정 과목의 학점 편입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최대 8 학점(semester)까지 인정한다  

2. ATS 후보 혹은 정회원 학교 혹은 동등    

  학력인정 학교에서 취득한 박사과정 학점은  

  1:1 비율로, 보다 하위의 학력인정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3:1의 비율로 인정된다 

  3. WMU DMin 프로그램 밖에서 취득한  

    박사과정 과목 학점은 내용 면에서 아래  

    과목들과 일치 혹은 유사할 때만 편입학점을  

    인정받는다: DM731 목회신학, DM735  

    목회환경 이해, DM748 목회지도력, DM771  

    제자도와 영성 

 

학칙 
 

성적 평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문자 등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등록처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등급     평점  등급별 수치 

A 4.0 93+ 

A- 3.7 90-92 

B+ 3.3 88-89 

B 3.0 83-87 

B- 2.7 80-82 

C+ 2.3 78-79 

C 2.0 73-77 

C- 1.7 70-72 

D+ 1.3 68-69 

D 1.0 63-67 

D- 0.7 60-62 

F 0.0 59 

 

 "F" 학점은 재수강을 통하여 "B+" 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재수강 

 

만약 어떠한 학생이 F학점을 받았을 경우,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 과목이 재수강 

되었다면, 새로 받은 성적은 이전에 받았던 

F 학점을 대신하여 학생의 전체평점(GPA)에 

합산되며, 학점은 단 일회만 적용한다.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재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과목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청강 

 

본 대학교 미등록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규 등록 

학생은 목회학박사과정 디렉터의 서면 허락으로 

한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청강 전에 청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강생에게는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강생을 

위한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강생 

등록금은 통상 정규 등록금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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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규칙적인 출석은 대단히 중요하며, 모든 등록생은  

강의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등록 

 

수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매 학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수, 상담자, 

또는 교무처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서에는 학생에 관한 정보, 과목의 제목과 

번호, 교수, 납부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풀타임/파트타임 학생 

 

박사과정의 풀 타임 학생의 경우 학기당 8 학점이 

된다. 4 학점을 등록한 학생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간주된다. 

 

유학생들은 학기당 8 학점에 해당하는 2 개의 

과목을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박사과정 사무실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학위 과정 연한 제한 

 

학위 과정은 최소 3 년에서 최대 5 년에 모두 

끝마쳐야 한다. 코스워크 7 과목은 입학 후 2 년 

내 수강을 모두 마쳐야 하고 논문작성 과목은 

7 과목 수강 후 첫 번쨰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그후 최소 1년 혹은 최대 3년 안에 논문이 

통과되어야 한다 

 

졸업요건 

 

적어도 GPA B 이상의 성적으로 7 개의 과목을 

마쳐야 한다. 두 개의 B-까지는 허용되나,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B-가 나올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해 B- 학점 수를 두 개로 줄여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논문 프로젝트를 통과시켜야 

하고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논문 프로젝트 

 

학생들은 논문 프로젝트의 합격을 통하여 

학문적이고 실질적인 배움을 증명하게 된다. 

학생들은 목회사역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해 

리서치하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다. 논문 

프로젝트는 최소 100 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이다. 논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박사과정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학문의 자유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교는 교수진이 그들의 관점, 가설, 

연구 결과, 의견 등을 그들에게 배정된 과목의 

수업 시간에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교는 학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책임에 응하여 숙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본교 

신앙 고백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도덕성과 같은 원리원칙을 개발함에 있어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한다. 논쟁이 가능한 신학적 관점의 이견을 

가진 교수진은 자리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신학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임하는 

교수진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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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인 

미국 대학교 교수 연합회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학문적 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1.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생각과 삶을 

진리의 원천이시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신학적 의문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2.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책임을 수반한다. 쓸모 없이 

버려두거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믿음의 고백 안에 

존재한다. 신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과 

학칙에 따라 특정한 고백적 충성도를 인지할 

수 있다. 신학교에 어울리는 자유의 개념은 

학교와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고백적 

충성도를 존중한다. 동시에 고백의 기준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요구와 학문적 자유의 최고로 

이상적인 실천의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4. 이러한 자유가 인류의 영성과 충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동안 학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실천을 통해 보호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기준에 대한 

성명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이다. 문서화된 원리의 효과는 신학 

교육 안에서 생각의 자유와 영성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관심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 내 

헌신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자퇴 및 휴학 

 

자퇴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과목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거나 F학점 처리된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미래에 재입학이나 환불 절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그외 적합한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학생은 이를 

위하여 반드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증명서(예: 의사 진단서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등록 취소, 제적 

 

등록은 학생과 학교간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학생은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및 

등록 취소 서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환불 

정책에 관하여는 재정 및 장학금 부분을 참조한다.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서면 통보 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 처리로서 자동 제적된다. 

제적된 학생이 입학을 원할 때는 입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학사 서류 열람 

 

학생은 장부에 저장되어있는 자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열람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오가 발견되면 

정정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평균 학점 3.0을 유지하면서, 한 학기에 8학점 이

상이거나 일년에 16학점 이상 이수할 때 학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 학기에 이수

한 재수강과목은 학업 성취에 고려될 수 없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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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학기당 풀 타임학생으로 취득해야 할 최소 

학점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쳐야만 한다. 

 

학업 성취도 점검 

 

매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검토된다.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 성취를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위원회가 학생의 학과 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적할 수 있다. 

 

학사 경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B- 학점을 받을 경우 학사 

경고를 받게 된다. 이 기록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학사 유예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두 번째 B- 학점을 받을 

경우 학사 유예를 받게 된다. 학사 유예는 

성적표에 남게 된다. 세 번째 B- 학점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과목을 재수강해 전체 B- 학점 

수를 두개로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  

 

재입학 청원 

 

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성적 때문에 퇴학 조

치된 학생은 학사 위윈회에 재입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은 이와 연관되어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한 학기 안에 평점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문적 정직성 

 

정직의 유지와 질적인 교육은 월드미션대학교 각 

학생의 책임이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표절행위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이다.  

부정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다.  

 

학생들은 학교 카다록에 명시된 대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약속을 숙지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1. Cheating: 의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정보, 참고서를 쓰거나 쓰려고 한 경우. 

a.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책, 노트, 계산기, 남들과의 

대화)은 교수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b. 학생은 교수로부터 미리 허락 받지 

않고 남을 위해 공부자료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c. 한 과목에서 쓰여진 공부, 과제물의 

많은 양을 다른 과목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위조(Fabrication):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정보의 허위조작. 

 

3. 부정행위를 돕는 것(Facilitation academic 

dishonesty):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거나 시도할 경우. 

 

4. 표절행위(Plagiarism):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의 일, 생각, 작업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  

 



104 
 

유학생 

 

F-1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학생들은 일정 학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이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F-1 

유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진보를 보여야만 한다. 

학기말까지 평점을박사과정의 경우 3.0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당함과 

동시에 I-20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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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 
 

 

목회학 박사과정은 이미 기독교 목회에 

성공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고급 

학위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 목회기술을 

개발, 향상시키고, 목회자의 인격적 그리고 영적 

자질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실제 사역의 성장을 

도모한다 

 

목회학 박사과정은 현장에 필요한 목회 기술들과 

그 토대가 되는 영적, 철학적 기초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8 학점에 해당하는 목회와 신학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새로와지고, 성장하며, 목회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영역을 개발한다. 

 

목회학 박사 학위 과정은 다음을 지향한다.  

 

1. 복음주의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연구 

분위기를 제공하여 목회자들이 교수와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한다. 

2. 목회와 관련한 전문 분야를 개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학생들이 그들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성서적, 신학적, 목회적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학생들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개발 하도록 

돕는다. 

5. 목회 기술을 보강하고 사역 context 에 대한 

이해를 보강한다.  

6. 자신이 선택한 사역분야의 논문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목회의 변화와 열매를 가져올 

이론적, 실제적 토대를 마련한다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1. 목회사역에 대한 성숙한 철학을 명료히 

제시한다 

2. 사역에 대한 근대적 도전들에 대한 

폭넓고 비평적인 지식을 보여준다 

3. 특정 목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준다 

4. 상급 수준의 사역기술들을 보여준다 

5. 특정 목회 분야에 대한 표준적 학술 연구 

방법과 도구 사용 능력을 보여준다 

6. 목회사역에 대한 강화된 영성을 보여준다 

 

 

총 이수학점: 34 학점 

.  

이수 과목 

DM710 논문 프로젝트 클리닉  (4 학점) 

DM731 목회 신학  (4 학점) 

DM735 목회환경 이해  (4 학점)  

DM748 목회지도력   (4 학점)  

DM753 본문과 설교             (4 학점) 

DM771 제자도와 영성   (4 학점)  

DM781 석의강화   (4 학점) 

DM790 논문 프로젝트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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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 박사과정 과목 
 

DM710 논문 프로젝트 클리닉(4 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목회학박사 논문의 

기본 요소들을 이해하고 논문계획서(proposal)를 

작성하도록 돕는다.  

 

DM731 목회신학(4 학점) 

이 과목은 목회사역의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이 정립된 목회적 

가치들과 목표들을 가지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목회활동들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개선한다.  

 

DM735 목회환경 이해(4 학점) 

이 과목은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사회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 

대화를 위해 특히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철학적 측면들을 살핀다.  

 

DM748 목회지도력(4 학점) 

이 과목은 목회지도력의 주요 모델들과 이론들을 

소개한다. 나아가 목회 지도자로서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 사역을 위해 

그들의 지도력을 개선한다.  

 

DM753 본문과 설교(4 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신교 설교에서 ‘의도된 뜻 (the 

intended meaning)’의 중요성과 의의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또한 현대 설교기술들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학생 개개인의 설교기술들을 

점검하고 향상 시킨다.  

 

DM771 제자도와 영성(4 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제자도와 영성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들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제자도와 

영성에 관한 현대적 동향을 살피고, 개인의 영성 

형성, 소그룹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영적 여정을 

안내, 교회에 영성사역 도입 등도 설명한다. 

 

DM781 석의강화(4 학점) 

이 과목은, 배웠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석의 

기술들을 점검하고 보강해 보다 쉽게 사용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우선 석의와 관련된 기독교 

교리들을 점검하고 (성령의 영감, 이중저자설, 

성경의 속성들과 석의적 함의들, 기독교 설교의 

특성과 기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필요, 

하나님 말씀의 속성들 등), 설교자에게 본문의 

‘의도된 뜻(the intended meaning)’이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학술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DM790논문 프로젝트(6 학점) 

이 과목은 논문지도교수의 감독 하에 목회와 

관련된 특정 주제를 연구하고 박사학위 레벨의 

프로젝트를 작성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  

 

DM795-798논문 연장 I(1 학점) 

DM790 등록 후 일년 안에 논문을 통과시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들이다. 일학점 수업료를 

지불하고 DM795-798 를 한 과목씩 차례로 

등록하면 논문 완성을 위해 한 학기 기간이 

주어진다. 4과목이므로 총 2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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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박사과정 

 

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교회음악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음악 석사학위 (MAM)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입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추고,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에 있어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신청에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하다. 

 

입학신청 서류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 (100불, 환불 안됨) 

2.  신앙고백서 

3.  추천서 2부 

4.  이력서 (연주경력 소개서) 1부 

6.  대학교와 대학원 성적 증명서 1부 

7.  여권용 사진 2매 

8.  정식 인가된 학교로부터 평점 3.0 이상 

(4.0만점) 이며, MAM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 

소유자  

 

입학원서는 전화, Fax, E-mail 혹은 우편으로 본교 

입학처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는 학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DCM Program Office 

Music Department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Music Department Page: www.music.wmu.edu 

 

 

원서 접수 마감 

 

봄 학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은 12월 넷째  

금요일이고, 가을 학기 입학신청서 접수 마감일은 

5월 마지막 금요일이다.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일찍 입학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정확한 날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실기전형 입학 절차 

 

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살피고 입학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실기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악과에 문의바란다.   

 

1. CD 연주심사  

2. 2차 실기시험 

3. 면접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 

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 

http://www.wmu.edu/


108 
 

로부터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전입 학점  

 

WMU는 다른 정규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의 

전입학점을 다음과 같은 조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1. 다른 기관의 ATS 등의 정규인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타 기관의 박사과정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해 줄 수 있다. 

3. 전공실기와 앙상블 수업등 전공관련 분야의  

학점은 전입학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음악사와   

음악이론등의 학과 수업에만 해당된다. 

4. 전입학점을 인정받기 위하여 학생은 정식  

성적표와 그 외에 WMU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학생은 written request 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음악학과장과 박사과정 디렉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그 외 기타부분은 박사과정 디렉터와 상의하에  

  결정된다. 

 

학칙 
 

풀타임/파트타임 학생 

 

박사과정의 풀 타임 학생의 경우 학기당 8 학점이 

된다. 8 학점 미만으로 등록한 학생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간주된다. 

 

유학생들은 학기당 8 학점에 해당하는 3 개의 

과목을 등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교회음악 박사과정 디렉터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학위 과정 연한 제한 

 

학위 과정은 최소 3 년에서 최대 5 년에 모두 

끝마쳐야 한다. 코스워크 9 과목(선택 2 과목 

포함)은 입학 후 3년 내 수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후 최소 1 년 혹은 최대 2 년 안에 모든 

리싸이틀을 마치고 종합시험에 통과되어야 한다 

 

졸업요건 

 

적어도 GPA B 이상의 성적으로 7개의 필수과목과 

두개의 선택과목을 마쳐야 한다. 두 개의 B-

까지는 허용되나, 세 개 혹은 그 이상의 B-가 

나올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해 B- 학점 수를 두 

개로 줄여야 한다. 학생들은 반드시 논문, 

리싸이틀, 렉쳐 리싸이틀, 그리고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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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박사과정 프로그램 
 

이 과정은 교회음악을 중심으로 연주와 연구 

그리고 관련학문 영역에 있어 전문적 수업이 

이루어지는 고등 전문과정으로,  총  48 학점의 

학업을 통해 학생들은 지적, 영적, 실기적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교회음악 사역에 있어 유능한 

리더로 육성됨과 동시에 교회의 영적, 음악적 

리더를 지도하는 교육자로  양성된다.  

 

 

학습 결과  

 

이 학위를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1. 각 연주 전공 영역 (지휘, 피아노, 성악, 

워쉽아츠) 에 있어 가장 높은 레벨의 

전문적 기량을 보여줄 수 있다. 

2. 높은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교회음악의 

발전을 역사적, 신학적으로 다루며 전문 

교수법의 능력과 교회음악 리더쉽을 습득 

할 수 있다.  

3. 음악학과 문헌연구와 같은 관련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지식과 실력을 습득 

할 수 있다.  

4. 음악 연구를 위한 음악 개념의 구두적 

소통과 높은 문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총 이수학점: 48 학점 

27 학점의 아카데믹 수업과 21 학점의 연주관련 

수업이 요구된다.  

 

 

선수 이수과목 

 

신약개론 혹은 구약개론 

조직신학 

 

신학을 전혀 접하지 못한 교회음악 박사과정 

입학생은 이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본교 석사졸업생 혹은 동등한 신학교 졸업생에 

한하여 신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전공이 석사와 다를 경우에는 교회음악 박사과정 

디레터와 전공지도 교수와의 상의 하에 선수과목 

이 결정되어진다. 

 

이수 과목 

 

음악사 , 이론            (12 학점)  

MH 713 음악사 세미나       (3학점) 

MT 711 음악분석, 문헌      (3학점) 

MH 712 세계음악 세미나     (3학점) 

MT 712 고급 교수법      (3학점) 

 

교회음악  (15 학점) 

MC 711 교회음악 리써치    (3학점) 

MC 712 현대예배 찬양리써치    (3학점) 

MC 713 교회음악철학과 음악목회  (3학점) 

MC 714 선택 I*     (3학점) 

MC 715 선택 II*     (3학점) 

 

연주              (15 학점) 

MP 711-714 전공 레슨  I, II, III, IV  (각각 2학점) 

MP 721-722 부전공 레슨 I, II    (각각 2학점) 

앙상블  (한가지 선택):  

ME 711-713 앙상블 합창 I, II, III    (각각 1학점)  

혹은    

ME 721-723 밴드 앙상블 I, II, III    (각각 1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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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필수    (6 학점) 

MH 721 논문   (2학점) 

MP 731 리싸이틀  (2학점) 

MP 732렉쳐 리싸이틀  (2학점) 

MH 722종합시험   

*선택과목: 대학원 과목 중에서 담당교수와 상의 

하에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WMU 에서 MAM 과정을 졸업한 학생은 박사과정  

디렉터로부터 성적과 기타 요건을 검토받은 후  

선택과목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전공 추천 실기분야  

각 학생은 부전공 실기에 관하여 박사과정 

디렉터와 상의하여야 한다. 학교의 동의 하에 

필요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부전공 실기레슨을 

받을 수 있다. 

부전공 실기레슨 횟수는 학기당 최소 7 회/1 시간 

이다. 

 

(각 전공 중 한 두 분야를 택일) 

지휘: 찬양인도자 보컬, 성악, 작곡, 피아노 

피아노: 재즈피아노, 지휘, 성악 

성악: 지휘, 기타, 재즈 피아노 

워쉽아츠: 찬양인도자 보컬, 기타, 피아노,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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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박사과정 과목  
 

MH 713 음악사 세미나 (3학점)   

이 과목은 하나의 쟝르 또는 작곡가등의 단일 

주제를 집중으로 연구하는 수업이다.  주제와 

연관된 주요 작품과 작곡기법, 그리고 작곡자의 

의도등을 음악사의 맥락에서 살펴보며 깊이있는 

토론을 펼치게 된다.  연주기법, 학자들의 분석과 

논의, 그리고 관련분야에 끼친 영향등을 살펴보며 

연구와 연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루게 된다.  학생들은 연구기법을 

발전시키며 페이퍼와 발표를 통하여 각자의 

노력에 성과를 거두게 될것이다. 

 

MT 711 음악분석, 문헌 (3 학점) 

이 과목은 각 시대별 중요한 작품들을 위주로 

작곡가들을 공부하여 음악사적인 접근형식으로 

시작된다.  각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형식과 

특징을 함께 분석하며 연구하여 그 작곡가의 다른 

작품또한 자가분석및 발표가 가능하게 되며 

세심한 연구를 통하여 리듬, 화성, 주제 및 가사와 

음악과의 관계등에 대한 시야를 넓힌다.  이 

과목을 통하여 수준높은 리더쉽과 교수법에 

도움을 받게된다. 

 

MH 712 세계음악 세미나 (3 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심도있는 음악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도전을 주는 수업이다.  컨템포럴리 

워십뮤직은 그 시대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어우러져 발전 및 다양화 되어지기에 세계음악 

수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의 이해와 적용의 범위를 

넓힌다. 재즈, 블루스, 흑인영가, Afro-Cuban, R&B, 

팝음악과 롹스타일 등을 공부함으로써 이해와 

지식을 넓혀 워십 음악의 발전을 도모한다.  

 

MT 712 고급 교수법 (3 학점) 

이 과목은 각 학생의 전공분야의 깊이있는 지식을 

남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위하여 필요한 수업이다.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테크닉과 수업계획및 주어진 

학생또는 그룹을 평가하는 능력,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끌어 주는 법을 확인하게 된다.  

영향력 있는 외부 연주인들과 교수들의 수업을 

참관함으로 간접경험을 쌓고 또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장을 담당교수에게 확인받으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 

 

MC 711 교회음악 리써치 (3학점)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회음악 역사와 

발전을 심도있게 연구하게 된다. 더 나아가 

현대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들을 분석하며 

교회음악 사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연구와 

토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교회에서 음악 

지도자로 섬김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논하며 

앞으로의 사역에 도움을 준다. 

 

MC 712 현대예배 찬양리써치 (3학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현대 워십뮤직의 곡, 

싱어, 작곡가, 연주가, 장르, 스타일, 편곡, 가사, 

악기구성, 찬양인도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워십 

뮤지션, 리더, 뮤직 디렉터의 역할과 개인 

창작활동에 지식과 소스를 제공한다.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개인 사역에 도움을 준다. 

 

MC 713 교회음악 철학과 음악 목회 (3학점) 

이 수업은 교회 음악의 철학 및 신학적 기초에 

대한 고급 연구과정으로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위해 이에 관련된 

기본 사실과 원칙을 평가, 표현 및 적용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이 교회 음악 

철학의 역사에 대해 깊이 고려하면서 연구하게 

된다. 

  

ME 711-713 앙상블 합창 I, II, III (각각 1학점) 

합창수업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접하고 

연주능력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리더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 쌓게 된다.  이 수업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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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가 갖추어야 할 분석능력과 여러가지 

연주법의 실제응용을 통하여 그룹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풍부히 쌓는다. 

 

ME 721-723 밴드 앙상블 I, II, III (각각 1학점) 

밴드 앙상블 수업을 통해 기존의 다양한 장르의 

워십 곡과 학생들의 창작곡들을 보컬과 악기를 

통해 연주하고 band arranging 을 실습함으로써 

워십리더 및 연주가의 역할을 위한 실력 향상과 

감각을 키운다. 

 

MH 721 교회음악 박사논문 (2 학점) 

이 논문은 렉쳐 리싸이틀을 준비하는 과정과 함께 

준비되어지며 최소 20 장으로 박사과정동안 

쌓아온 학업지식과 전문분야의 깊이를 나타내 

주는 논문이다. 

 

MP 731 리싸이틀 (2 학점) 

리싸이틀은 교회음악 박사과정의 두 연주 중 

하나로 청중들 앞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발휘 

하며 특히 MAM 과정과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서 그 자질을 인정받게 되는 시간이다.  

테크닉 및 음악해석의 깊이있는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차세대에 귀감을 주며 프로그램 또한 

사전에 담당교수와 박사과정 디렉터에게 확인 

받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다.  

 

MP 732 렉쳐 리싸이틀 (2 학점) 

렉쳐 리싸이틀은 교회음악 박사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보다 더 깊이있고 리더의 

자질을 평가받을 수 있는 강의가 동반된 

연주이다.  그동안 박사과정의 수업들을 통해 

얻게된 지식과 자가 연구 능력을 동원하여 연주될 

곡들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강의는 청중들에게 곡의 이해도를 높여주며 

발표자의 곡 해석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제공한다.  연주는 한시간의 길이이며 마지막 

부분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된다.  이 연주를 위하여 

준비과정동안 강의 내용을 담당 교수에게 

확인받으며 주어진 절차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강해와 연주를 하게 될 것이다. 

 

MH 722 종합시험 

종합시험은 박사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학문을 평가받는 시험이다.  학생들은 종합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음악사, 음악이론, 세계음악, 

교회음악 및 전공관련 분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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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내 

 

정보 공개 

 

월드미션대학교는 파산신청계류 또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DIP)에 해당되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최근 5년내에 학교에 대한 파산 신청의 결과 미연방 파산법의 챕터 11 (11 

U.S.C. Sec. 1101 et seq)의 회생제도에 해당된 사실이 없다.  

 

경비의 개요 
 

모든 수업료와 일반 비용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금액은 사전 공고 없이 변경 될 수 있다. 
 

수업료 

수료증 과정 

ESL 
$550 (4주당) 총 $1,650 ($550 X 3 terms) 
학비 예치금 (환불 가능) $200 

유아교육 $250 (학점당) ($4,500/year) 

가정상담 $250 (학점당) ($3,750/year) 

NGO 사역자 $250/$270 (학점당) ($1,250/$1,350/year) 

대학 

성서학 준학사 $250 (학점당) ($6,000/year) 

기독교 상담학 준학사 $250 (학점당) ($6,000/year) 

성서학 학사 $250 (학점당) ($6,000/year) 

기독교 상담학 학사 $250 (학점당) ($6,000/year) 

음악학 학사 $250 (학점당) ($6,000/year) 

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석사 $270 (학점당) ($4,860/year)  

음악학 석사 $270 (학점당) ($4,860/year)  

신학 석사 $270 (학점당) ($4,860/year)  

목회학 석사 $270 (학점당) ($4,860/year)  

목회학 박사 $400 (학점당) ($6,600/year) 

교회음악 박사 $500 (학점당) ($8,000/year) 

청강 정규 수업료의 50% (단, 청강이 허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음. 학교에 문의 바람) 

일반비용 

원서 접수비 (환불 안됨) $100 

입학금 (환불 안됨) $100 

행정 수수료 (환불 안됨) $100 

학생회비 (환불 안됨) $30 

재입학허가 수수료 (환불 안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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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 연장 (목회학박사 과정)  $500 

프로그램 변경신청비 (환불 안됨) $100  

온라인교육 자료비 $100 (과목당) 

온라인교육 교재비 $100 (과목당) 

분납 수수료 $35 

수강신청 변경/취소비 $10 (건당) 

리턴체크/ 결제가 거부된 신용카드 수수료 $35 

유학생 행정 수수료 $300 

I-20 재발행  $50 

I-20 연장 (2nd) $100 

온라인교재 발송비 - 미국 내 $20 (과목당) 

온라인교재 발송비 – 해외 $50 (과목당) 

특급 우편 발송비- 미국 내 $50 (과목당) 

특급 우편 발송비 – 해외 $70 (과목당) 

개인지도비– 음악렛슨  $600 - $700 

개인지도비– 일반 과목 $50 

졸업비 $350 

학생신분증 발급비 $15 

학생신분증 재발급비 $30 

성적표/증명서 발급비 $10 (건당) 

성적표/증명서 특급 발급비 $30 

성적표/증명서 발송비 $10 

도서관 이용 연회비 (외부이용자) $50 

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 (외부이용자) $15 

도서관 예치금 (외부이용자) $100 

도서관 도서 연체료 $.10 (하루 한 권당) 

도서관 회원카드 재발급비 $30 

주차증 재발급비 $30 

주차비 (외부 이용자) $3 (1일); $15 (1개월); $100 (1년) 

크레딧카드 사용 경비 (Pay Pal 포함) 총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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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등록 취소 권리 

 

학생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조건 없이 수강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으며, 취소가능기간은 수업 첫 

날 혹은 등록 후 역일기준 7일이며 이 둘 중에 

더 나중에 해당하는 날 까지이다. 취소가능 

기간이 지난 후라도 학생은 언제든지 수강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마지막 

수업출석일까지의 수업일수가  등록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60%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받지 않은 기간의 비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취소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학생이 다음의 주소로  

서면 철회 통지를 우편 배달하거나 또는 방문 

전달하도록 한다. 

 

Admissions Office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자퇴 

 

학생은 위에 명시된 취소가능기간이 지난 후라도 

언제든지 학교를 자퇴할 권리가 있다. 학생의 

마지막 수업출석일까지의 수업일수가 등록 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60%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받지 않은 기간의 비율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금액은 원서접수비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만약 학생이 등록학기 

수업일수의 60% 이상을 수강한 경우에는 

수업료가 학생에게 환불되지 않는다. 

 

다음중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면 학생이 자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일자로 환불금을 확정한다.  

 

• 학생이 학교에 자퇴 의사를 밝힌 날짜 혹은 

학생이 자퇴 신청을 시작한 날짜 중에서 더 

늦은 날짜   

• 다음과 같이 학생이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학생의 등록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학교의 규칙과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학교가 규정한 최장 결석가능 

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리고/또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 학생이 연속 3주동안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이 휴학기간 이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환불 규정 

 

환불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퇴일은 최종 수업 

출석기록 일자이다. 환불금은 프로그램의 일일 

비용(총 등록비에서 환불 불가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총 프로그램 일수로 나눈다)과 자퇴 전 

출석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불시기의 

기준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연속 3주차의 

마지막날에 자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학생이 

등록한 학기의 60% 이상을 마친 경우, 학생에게 

수업료가 환불되지 않는다.  

 

학생의 수업료가 융자금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납입된 경우에는 수업료 융자기관, 제3자 또는 

해당되는 융자금을 보증하거나 재보증 할 수 있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기관 앞으로 환불금을 

보내야만 한다. 환불금액이 융자금의 미납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모든 재정보조 

프로그램의 액수에 비례하여 각각의 

재정보조금액을 갚아야 하며, 그 후 잔액을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학생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학생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으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환불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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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절차 

 

모든 수업료와 수수료는 등록과 함께 납부되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 9학점 이상을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에서 12학점 이상을 신청하는 

학생으로서, 등록 시에 전액을 납부할 수 없는 

전임 학생은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신입생의 경우: 

수업료의 1/2 과 수수료는 등록 시 

수업료의 1/4은 넷째 주까지 

수업료의 1/4은 여덟째 주까지 

 

신입생 가운데 유학생인 경우에는 등록 시  

수업료와 수수료를 완납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1/3 과 수수료는 등록 시 

수업료의 1/3은 넷째 주까지 

수업료의 1/3은 여덟째 주까지 

 

전(前)학기의 등록금이 미납된 학생은 새 학기의 

등록이 허가되지 않는다. 만약 학생이 여덟째 

주까지 미납액을 완불하지 못할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年) 12%의 이자를 부과한다.  

 

재정 지원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목적으로 연 2회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공히 재정 

지원과 여러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재정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 장학금에 따라 

다양하다. 지원자는 등록처에 서면으로 신청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안내서 및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본 대학교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자  

2. 해당 학기에 전임 

[12학점(대학)/9학점(대학원)]으로 등록한 자 

3. 재학 중 징계 당한 사실이 없는 자 

4. 직전 학기에 12학점(대학) / 9학점(대학원)  

이상 취득하여 평균성적이 2.0/2.5이상인 자  

5. 장학금 신청서를 매 학기 제출하여야 한다. 

6. 미납금이나 미비서류가 없어야 한다. 

7. 학업 성취를 하는 자여야 한다. 

8. 장학금을 지급할 만하다고 인정된 자  

 

장학금 

 

학생은 학생 학생임원/근로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두 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수여되며 수혜자는 수업료를 완납한 

후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금 총액은 학생이 

내야 하는 수업료의 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교진학 장학금 

본교 학사과정을 졸업한 학생이 본교 대학원

(MACP, M.Div., MAM, MAT) 에 진학할 경우 학비

의 3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M.Div 학생은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설

립자 장학금 혜택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단, 성

적평점이 2.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교 장학금 

타 문화권에서 3 년 이상 사역하고 본교에서 졸업 

한 후, 반드시 선교지로 돌아갈 선교사와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수학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 세 미만의 선교사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 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음악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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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전공별로 실기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학교를 잘 홍보할 목적으로 선발하여, 장학위원회 

에서 결정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이 함께 본교에서 수학할 경우, 두 사람 

중 등록 학점이 적은 사람 학비의 50%에 해당 

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장학금  

목회자나, 목회자 배우자, 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 세 

미만의 목회자 미혼자녀는 학비의 25%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I-20 유학생 장학금  

I-20 유학생은 학비의 20%에 해당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적 평점이 학부는 2.0 

대학원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Matching 장학금  

학생이 관련된 교회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장학금을 본교에 전달할 경우, 본교에서 300 불을 

추가하여 학생에게 전달한다. (본교는 300불 까지 

만 지원한다) 

 

지정 장학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회 또는 개인 후원자가 

대상자, 금액 및 지급기간을 정한다. 

1) 설립자 장학금 

2) 주은 장학금 

3) 재순 장학금  

4) 봉모 장학금  

5) 경애 장학금  

6) 성환 장학금  

7) 승용 장학금  

8) 순자 장학금 

9) 동순 장학금 

10) 금순 장학금 

11) 대순 장학금 

 

장학금 신청 

 

모든 장학금 신청자는 전(前) 학기 성적평점이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정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 시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은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STRF) 

 

학생이 다음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STRF)을 위한 주정부 부과 

평가액을 납부하여야만 한다.  

1.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레지던트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보증된 학생 융자 또는 

개인 융자로 선납하였으며, 또한 

2. 학생의 전체 수업료 청구액을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납부자와 같은 

제3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이며, 그 

제3자에게 납부된 수업료를 갚겠다는 별도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생 

수업료 보상 기금 평가액을 납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가 아니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 또는 

 

2.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기타 납부자와 

같은 제3의 납부자가 전체 수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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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였고 그 제3자와 납부된 수업료를 

갚겠다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사립고등교육국 (BPPE)의 

규제를 받는 해당 학교에 다니는 캘리포니아 

레지던트 혹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의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업료 반환 기금을 조성하였다. 수업료 

반환 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학생이 

캘리포니아 레지던트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수업료를 선납하였고 수업료 반환 

기금 사정료를 납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1. 등록된 수업기간을 마치기 전에 폐교된 

경우 

2. 학생이 제3자에게 자격증 수수료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학교가 환불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폐교전 180일 내에 

학교가 대금을 징수하였으나 장비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학교가 법률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연방 

보증 학생 융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융자금을 지불하거나 배상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가 폐교전에 초과하여 받은 

수업료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거나 

배상하지 않은 경우. 

4. 학교의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을 

위하여 기소, 증거 확보, 수집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Federal Financial Aid) 

 

월드미션대학교는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지원 수혜 자격에 맞추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Federal Financial Aid)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자격요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GED 소유자 

• 대학에 등록한 자 

• 학위나 자격증 수료과정에 있는 자 

• 학업성취도(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를 만족시킨 자 

• 이전의 학자금 융자의 채무가 없는 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이미 학사학위가 있는 자 (이런 경우에도 

교육 융자는 가능하다) 

• 연방정부, 주정부의 마약관련법에 기소된 자 

 

신청절차 

 

Title IV를 신청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FAFSA)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FAFSA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재정적 필요가 산출되며 지원액수가 결정된다. 

 

학자금 지원의 종류 

 

1. Federal Pell Grant는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며 상환의 필요가 없다. 

2. Direct Loan는 융자금이므로 학생이 졸업 

하거나 휴학하는 경우는 상환하게 되어있다. 

3.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EOG) 와 Feder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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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FWS) programs은 학비충당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학교나 교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다. 

 

4. 본교 또한 학생의 재정적 필요에 근거하여 

몇몇 제한된 장학금을 수여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Title IV Funds 환불 정책  

(Return of Title IV Funds Policy)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은 학생이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기로 한 학기의 60%를 

채우지 못하거나 등록 학기 (봄 학기와 가을학기 

해당) 전에 자퇴하고자 할 경우, 학생은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환불하게 될 수 있다. 환불 대상으로 

정해진 지원금(Title IV Funds)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환불은 더 이상 등록하지 않고 자퇴하는 학생들 

에게만 해당된다. 학점을 줄인 학생들의 경우 

자퇴가 아니라 학점 감소로 분류된다. 이 경우 

환불은 요구되지 않는다. 

 

환불 액수는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Title IV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등록된 학기 기간 내에 공부한 

기간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결정한다. 퍼센트는 

학생이 공부한 날짜의 수를 등록 기간 날짜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약 등록 학기의 60%를 채운 후에 자퇴를 

했다면, 학생들은 그 기간 내 받기로 된 Title IV의 

지원금의 100%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경우에도 자퇴 

후 지불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의 자퇴 날짜를 정해야 

하는데, 자퇴 날짜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학생이 자퇴 신청을 시작한 날짜 또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자퇴의 의사를 밝힌 날짜 
 

2. 월드미션대학에 신고하지 않고 학과 관련 

활동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수업에 출석한 

날짜 

 

자퇴 날짜에 기초하여 재정지원 담당자가 학생의 

정확한 자퇴 날짜를 정하여, 교육부가 제공하는 

Title IV의 지원금 환불 정책에 따라 학생이 

환불해야 할지 모르는 금액을 산정할 것이다. 

지원금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지되면 학생은 연방 

지원금을 환불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와 

학생 모두가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을 환불하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다. 

 

지원금 초과 지급 

 

학생이 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원금 지급 초과의 결과로 학생의 

지원금 지원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외부 장학금을 받거나 근로 

장학금의 기간을 늘리기로 했을 경우이다. 

지급액이 초과된 경우에 월드미션대학교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연방 정부 학자금 지원에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이 받은 모든 지원금의 총액이 학자금(cost of 

attendance)을 초과할 때에는 금액이(취소되든지 

축소되든지)조정되어야 한다. 펠그란트나 장학금의 

액수를 조절하기 이전에 먼저 연방 정부의 Work 

Study 지급액이 조절되어야 한다. 

 

초과 지급이나 초과 수여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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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있는 학생들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연방규정에 따라서  학자금 지원 담당자는 초과 

지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NSLDA 

(국가 학생 융자 데이터 시스템)를 통하여 

교육국에 초과 지불을 보고해야 한다. 

 

초과 지불된 액수는 초과 지급이 발생된 같은 

해의 다음 등록기간에 학생의 연방 지원금을 

축소함으로서 해결될 수가 있다.  초과 지급액에 

대한 지원금 축소 조치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학생이 직접 환불해야 한다. 

 

Title IV 기금 환불의 예나 환불 정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재정지원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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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정보 
 

행동규범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은 학교의 목표에 

동의하여야 하며, 학생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정을 

준수함으로 학교의 목적을 발전시키는데 협력하여

야 한다(빌립보서 3:17).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과 

교수진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가 기독교인의 철학

과 목적에 맞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베드로전서 1:15-16). 월드

미션대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위배하는 학생에게 

학생의 등록이나 졸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다. 

 

행동규범은 지적인 성장뿐 아니라 영적, 윤리적, 

정서적 성장을 장려하려는 시도이다. 

월드미션대학교의 행동규범은 학생, 교수, 행정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도록 한다. 이는 나아가 마음을 여는 것과 

정직함이 깃든 그러한 상호 신뢰, 존중, 서로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돕는다(로마서 

12:10, 요한일서 4:21, 베드로전서 2:17, 히브리서 

13:16-17). 

 

본 규범은 개개인의 능력 증진과 계발을 시도하는 

각 사람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린도전서 10: 

24). 이는 어떤 형태의 부정직, 시험 때 부정행위, 

표절을 허용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과 

독립적이고 지적인 노력을 제공한다. 월드미션 

대학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본 규정을 

존중하고 지키도록 요청된다(창세기 1:26-27, 

로마서 12:2, 베드로전서 1:15-16). 월드미션 

대학교의 행동규범 전문(全文)은 본 대학교의 

학생 요람에 포함되어있다. 모든 학생은 본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징계 사유가 되는 부적절한 행동에는 

모든 부정직이 포함된다. 학교 당국에 허위 

보고를 하거나, 본 대학 서식의 위조, 변조, 오용 

등은 본 원칙에 저촉된다. 

 

징계 

 

학교의 교칙과 규정을 의도적으로 계속하여 

위반하는 학생은 징계를 받게 된다. 평점 4.0 

스케일에서 평점 2.0 미만인 학생은 관찰 대상이 

된다. 도덕적 수준이 기독교 신앙에 현저히 미달 

되는 경우에는 징계된다. 특히, 시험 때 부정 행위, 

표절, 음주, 성희롱, 신체적 위협, 간음, 동성 연애, 

절도 등은 징계된다. 징계는 학생 징계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징계에는 경고, 관찰, 정학, 

제적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절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은 

졸업요건이 된다. 

 

성희롱 

 

월드미션대학교는 안전한 학습 및 직장환경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준하여, 

월드미션대학교는 학교의 피고용인, 학생, 직원, 

교수 또는 학교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성폭행 또는 성희롱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말, 

행동, 시각적인 성적 관심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만일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즉시 가까이에 있는 교수나 직원에게 

보고를 한다. 이는 곧 학생처장에게 보고될 

것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이 요구된다. 성폭행이나 성희롱으로 고발된 

학생, 교수,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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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하여 

매 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다. 오리엔 

테이션은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 정책, 내규, 

교수, 행정 및 주변 상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 

해야만 한다. 

 

유학생 

 

유학생들은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런 유학생들의 필요를 충분히 

인식하고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한다. 가령, 

월드미션대학교에 아직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가 학교 근처에 세놓는 집이나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회 활동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생은 학생회의 

회원으로서 학생회 활동비를 납부한다. 학생 

활동비는 학생 활동을 위한 재정으로 충당한다. 

이것은 학생들 간의 기도와 친교를 촉진하며, 매 

학기 산상기도회 모임을 조직한다. 

 

학생회 

 

학생회는 매년 전체 학생단에 의하여 선출된 

학생들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활동을 개최한다. 예를 

들면, 학생회는 여러 교수/학생 부서에 봉사할 

학생들을 지명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바람을 

학교측에 전달하고, 해당 학년도 동안 친교를 

위한 사회 행사를 조직한다. 

 

예배와 영적 생활 

 

월드미션대학교의 학생들은 영적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지역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매 학기 초에 개강부흥회를 

개최하며, 학기 중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생예배가 드려진다. 찬양과 교수 및 

다른 사역자의 설교로 이루어지는 학생예배에 

모든 학생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온라인교육과정 

담당자에게 사용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학생회는 매 

학기 산상기도회를 준비한다. 학생예배와 다른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들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받게 되는 학습과 영적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이다.  

 

학생 핸드북 

 

학생들과 운영진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생활의 

지침이 되는 핸드북을 만들었다. 필요한 자원, 

학교 교칙, 학생회, 학교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상담 서비스 

 

관심을  가지는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모든 교수진은 학업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심리적이고 전문적인 

개인과 전문적인 상담치료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있는 한인상담센터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문 

심리 상담에는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이 적용된다. 상담신청서는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전임 

교수나 행정직원을 만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 상담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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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사역 현황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있다. 지금까지 본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이 

보여준 주님께 대한 헌신도와 열정에 대하여 

교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989년에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월드미션대학교는 대학원 

과정과 학부과정에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재학 시에 학업에 전념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한결 같이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졸업 

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또는 상위 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다.  

 

학생 불만 신고 절차 

 

학생은 지적 성장과 개인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와 다른 대학 지원 활동을 

추구할 것을 권고 받는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할 

때, 학생은 교육공동체의 어떤 구성원에게서도 

부당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한다. 

불만사항 절차는 아래에 기재되어 있으며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차별 불만(Discrimination Complaints) 

월드미션대학교 학생들은 차별적 부당함으로 

의심되는 행동에 대해 10 근무일 안에 

학생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교 교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213) 388-1000. 

성별, 인종, 나이 혹은 결혼여부에 따른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임종호 

사무처장에게 연락하여 불만 접수 할 수 있다.  

재활법 제 504조에 의거하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학생처장(213) 388-1000)에게 연락하여 

불만 접수 할 수 있다.  

학문적 불만 (Academic Complaints) 

학생은 성적이나 과제 등에 대한 교육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먼저 대화로 불만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이후 학과장에게 연락하여 불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만해결이 

가능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생 불만신고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불만신고 

양식이 접수 될 경우, 불만해결을 위해  다음 

단계의 해결책이 제공 될 것이다. 

 

비학문적 불만 (Non-Academic Complaints) 

학생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과 먼저 대화로 

불만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이후 문제가 일어났던 

곳의 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만해결이 가능하지 않거나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학생은 학생 불만사항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불만신고 양식이 접수 될 

경우, 불만해결을 위해  다음 단계의 해결책이 

제공 될 것이다. 

 

비공식적 불만신고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해결책이 없다면 학생은 학생처장에게 연락하여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래 학생 

권리와 불만, 이의제기 참고) 

 

학생 권리와 불만, 이의제기  

(Student Rights and Grievances) 

위 절차의 목적은 학생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 

절차는 대학의 결정이나 행동이 학생으로서의 

지위, 권리, 또는 특권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불만, 이의제기를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는다. 

1972년 고등교육수정법 제9장에 금지된 성차별 

학자금 지원  

수업 학점 

주정부와 연방헌법과 교육 코드 섹션 76120에 

의한 표현의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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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의 이사회 정책과 행정 절차에 포함된 학생 

징계 조치, 경찰 소환장/티켓; 경찰 소환장/티켓에 

대한 불만 및 이의제기는 교통 위반과 같은 

법으로 카운티 법원에서 처리된다. 

 

인가단체 연락처 

당신이 학교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BPPE, ABHE 혹은 ATS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5850 T. G. Lee Blvd., Suite 130 

Orlando, FL 32822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10 Summit Park Drive 

Pittsburgh, PA 15275-1110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 95833  

 

응급 처치함 

 

학교 사무실에 응급 처치함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응급사항 및 교내 범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 911번을 불러야 한다. 

영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L.A.경찰국 

한인타운경찰을 부를 수 있다(213-237-0569).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 처장실로 요청하기 

바란다. 교정에서의 범죄는 거의 없으나,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룹으로 다니며 서로 

돌봐주기를 권한다. 

 

진로 설정과 사역지 추천 

 

직업소개와 추천 서비스는 학생 처장실에서 이용 

가능하다. 더 나아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매년 동양 

선교교회의 지교회와 선교단체에 편지를 띄워 

학생들의 사역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사역지가 

있으면 학교 게시판을 통해 알릴 것이다.  

 

주택 

로스엔젤레스는 좋은 날씨와 편리한 대중 교통과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이다. 본 학교는 학생 기숙사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이 한인 

타운내에서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나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한인 타운내의 주택 가격대는 800불~  

1,400불 정도이다. 주택관련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학생처장 사무실 전화번호 213-388-1000 

교환 158번으로 연락할 수 있다.    

 

서점 

 

교정 안에는 서점이 따로 없다. 그러나 

월드미션대학교는 조이 기독교 백화점(323-766-

8793), 그리고 성지서적(213-388-2839)과 같은 

학교로부터 3마일 이내에 위치한 서점들과 구두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학생들은 이들 서점에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다. 

 

동문회 

 

본 학교의 모든 학위 졸업생은 월드미션대학교의 

동문회에 가입할 수 있다. 매년 납부되는 

동문회비는 동문회 활동을 위한 재정으로 

충당된다. 본 회는 동문회원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경험을 나누며,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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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자 

 

월드미션대학교의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후원자, 

또는 예치금과 연회비를 낸 외부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은 

학생증을 도서관 회원 카드로 사용하게 된다. 이 

때, 반드시 학생증 뒷면에 해당 학기의 등록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한다. 신입생의 경우, 이 

학생증을 가지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본인의 

도서관 계좌를 오픈해야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외부이용자는 처음에 카드비 $10, 예치금 

$60, 연회비 $25을 지불하고 회원이 된 후, 매년 

연회비 $25을 내고 갱신할 수 있다. 예치금은 

연체료 등 미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회원탈퇴시 

돌려받게 된다. 동문 회원은 동문회의 지원을 

받아 예치금과 연회비를 면제받으며 도서관 

카드비 $10을 내고 도서관 회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월-목요일 10:00 a.m. - 10:00 p.m.  

금요일  10:00 a.m. - 6:00 p.m. 

토요일  10:00 a.m. - 3:00 p.m. 

주일/공휴일 휴관 
 
방학기간 개관 시간은 월요일~목요일만 단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장서 

 

본 도서관은 한국 외에서 한국어 신학 장서를 

가장 많이 보유한 도서관 중 하나이다. 

한국교회와 한국이민교회 및 교단에 관한 역사적 

자료도 잘 갖춰져 있다. 또한 여러 나라의 한인 

커뮤니티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에 대한 

장서들도 갖추고 있다. 본 도서관은 약 

56,000여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고 있으며 

4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다. 교보 

전자책 100여권과 KISS에서 구독하는 9천여권의 

전자책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자료도 구비하고 있다. 

 

자료 검색 

 

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양하다. 

검색을 위하여 일단, 도서관 게이트웨이 사이트 

(http://www.wmu.edu/library)에 가서 어떤 종류의 

자료를 보고 싶은지 선택한다. 선택한 사이트 

내에서 각 자료를 검색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검색하고 

싶다면, 도서관 웹사이트 

(http://library.wmu.edu)에 가서 도서를 검색한다. 

등록된 이용자는 도서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개인대출 현황 확인 및 대출 연장도 할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 

 

1. 본 도서관은 누리미디어가 제공하는 한국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DBpia와 한국학술정보 

㈜에서 제공하는 KISS를 구독하여 서비스하고 

를 구독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2. 본 도서관은 교보 전자책을 구입하는 한편, 

KISS의 전자책을 구독함으로서 만 권가량 

되는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다. 

3.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한국 국립중앙 

도서관의 협약도서관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에서 구축한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 정보서비스(http://riss.kr)를 통해 

한국의 학위 논문 및 20여개의 영문 데이터 

베이스 등을 검색하고 원문을 볼 수 있다. 

5. 본 도서관에서는 한국인 사서에게 한국어로 

된 학술자료 검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ttp://ri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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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 서비스 

 

본 도서관은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인터넷 이용과 사용법에 관해서는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쇄 및 복사 

 

복사기 사용료/프린터 종이는 1장에 5센트 이다. 

복사카드는 6층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트용 

종이 구입은 도서관 직원에게 문의하 면 된다. 

 

SCATLA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남가주신학대학도서관협

회(SCATLA: The Southern California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회원이다. 대학원생 및 교수들

은 SCATLA 회원 학교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사서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타 

학교 자료 이용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도서관 자

료 이용 협조 의뢰서"를 발급 받아 이용을 원하는 

도서관에 제출하면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에 의거

하여 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SCATLA 

회원 학교 명단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

다. 

 

https://www.atla.com/Members/divisions/regional/

SCATLA/Pages/default.aspx 

 

협약 도서관 대출 규정 

 

월드미션대학교는 타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대학원생과 교수 및 학부의 

학생들도 협약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다. 

협약도서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도서관의 사서 또는 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출 규정 

 

1. 도서관 회원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카드비, 

예치금, 및 연회비를 내야 한다. 단, 졸업생의 

경우, 연회비와 예치금 없이 카드비만 낸다. 

모든 대출 신청자는 책을 대출하기 위해서 

해당 학기의 등록 스티커가 부착된 

학생증(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에 한함)이나 

도서관 회원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2. 도서 대출은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 및 

직원의 경우 1회에 3주간 8권까지, 교수의 

경우 1회에 8주간 10권까지, 동문회원은 

1회에 1주간 5권까지, 외부 회원은 1회에 

1주간 3권까지 할 수 있다.  

3. 연체된 도서는 하루에 10센트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4.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출한 도서를 

일회에 한하여 1주일동안 연장할 수 있다. 

5. 지정도서(해당 학기 교과서 및 부교재), 논문, 

참고도서 및 정기간행물은 대출되지 않는다. 

6. 지정도서는 지정도서용 서가에 따로 비치되어 

있다. 본 자료는 두 시간 동안 도서관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관내 대출이 가능하다.  

7. 대출된 도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처리비용($5)과 대체에 필요한 비용 

(최저 $15)을 배상해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 규정 

 

1.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소음, 휴대폰 사용, 타인 

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뚜껑이 있는 음료 제외) 

https://www.atla.com/Members/divisions/regional/SCATLA/Pages/default.aspx
https://www.atla.com/Members/divisions/regional/SCATLA/Pages/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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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서관에서는 가방, 물건을 보관하거나 맡아 

줄 수가 없다. 도서관에서 분실된 물건은 

학교가 책임지지 않는다. 

4. 도서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나 과제물을 저장할 수 없으며, 외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5. 다 본 책은 서가나 책상에 두지 말고 카트에 

꼭 반납해야 한다.  

6. 다 본 신문 및 정기 간행물들은 제자리에 

돌려 놓는다. 

7. 모든 도서관 이용자는 필요 시에 가방과 자신 

의 책을 도서관 직원에게 점검 받을 수 있다. 

8.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나갈 

경우, 출구에 설치된 도서분실장치가 작동하 

여 경고음이 울리게 되며, 무단반출로 인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9. 학생증(도서관 회원 카드)을 타인에게 양도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 

에게 있다.  

10. 도서관 직원의 퇴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하여, 

문을 닫기 10분 전까지 책을 대출, 반납, 또 

는 연장해야 한다.  

11. 도서관 회원 카드는 재학생은 매학기, 

외부회원은 매년 갱신해야 한다.  

12. 월드미션 대학교 학생 또는 동문이 아니며, 

도서관 회원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도서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사무처장 

의 허락을 받고 방문자 기록에 서명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13. 어린이는 항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손님 

역시 이용자와 동행해야 한다.  

14. 자료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서에게 문의 

하면 된다. 

15. 도서관 이용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는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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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Instructional Site 

오렌지카운티 상담대학원 분교      

 

설립비전 
페이지 p. 6 

 

총장 인사 
페이지 p. 7            

 
 

교수진 (Faculty)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진은 무오하시고 우리 삶과 

믿음의 최종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진리의 전파와 전도의 사명에 

헌신한다. 학생들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과 건강한 목회자로 양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신학과 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로 이끌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한다.  

 

교수진 임명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는 각 전공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전임교수 (Full Time Faculty) 

 

최윤정 Choi, Yoon Jung:  

Assistant Professor of Intercultural Education 

Director of Online Education 

Ph.D., Biola University, 2009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M.Div.,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1996 

B.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 

 

김현경 Kim, Hyun Kyung:  

Assistant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Director of B.A.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 

Ph.D., Talbot School of Theology, 2015 

M.A, Talbot School of Theology, 2002 

B.A., Mackenzie University, 1979 

 

김경준 Kim, Kyoung Jun 

Assistant Professor of Clinical Psychology  

Director of M.A. in Counseling Psychology LA and 

OC Progra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7 

M.A.,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11 

M.Div., Chongshin University, 2008 

B.S., Sungkyunkwan University, 1996 

 

김서영 Kim, Seo Young:  

Assistant Professor of Research and Writing  

M.L.I.S., San Jose State University, 2016 

M.L.S., Chung Ang University, 1998 

B.A., Duk Sung Women’s University, 1994 

 

임성진 Lim, Sung Jin:   

Professor of Practical and Systematic Theology 

D.Mi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95 

M.A., World Mission University, 1992 

M.Div., Azusa Pacific University, 1991 

B.A., Sejong University, 1985 

 

남종성 Nam, Jong Sung:  

Assistant Professor of New Testament 

Director of M. Div. Program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1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1994 

M.Div., Seoul Theological Seminary, 1988 

B.A., Choong Nam National Universit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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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묵 Shin, Seon Mook:  

Associate Professor of Missiology and Leadership 

Chief Academic Officer 

D.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6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B.A., Sungkyunkwan University, 1985 

 

송경화 Song, Kyung Hwa: 

Adjunct Professor of Pastoral Counseling 

Director of M.A. in Counseling Psychology Online 

Program 

Ph.D.,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urrent 

M.A.,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2013 

Ph.D. Course Work., Ewha Women’s University 

M.A.,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005 

B.A.,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송운철 Song, Un Cheol: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Director of MAT and Ph.D Program 

Ph.D., University of Manchester, 2007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B.A., Faculdade Teological Batista de São Paulo 

 

 

 

겸임 교수 (Adjunct Faculty) 

 

안경승 Ahn, Kyung Seung: 

Adjunct Professor of Psychology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0 

M.Div., Chongshin College, 1992 

B.Th.,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1986 

 

김화자Kim, Hwa Cha:  

Adjunct Professor of Clinical Psychology  

Ph.D.,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2009 

M.A., Rosemead School of Psychology, 2005 

M.A.,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University, 2003 

M.A., Yonsei University, 1999 

B.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996 

 

김주영 Kim, June: 

Adjunct Professor of Counseling 

PsyD., Azusa Pacific University, 2008 

M.A., Dallas Baptist University, 2004 

M.Div.,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A. Westminster College, 1999 

 

김경옥 Kim, Young Ok 

Adjunct Professor of Clinical Psychology  

Ph.D., Wheaton College, 2017 

M.A., Wheaton College, 2014 

M.S(MF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B.S., Catholic University, 1996 

 

박숙경Park, Sook Kyung: 

Assistant Professor of Counseling Psychology 

Ph.D., Hongik University, 2003 

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2005 

M.A., Yonsei University, 1996 

B.A., Gachon Universit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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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참조 페이지 13-16 

 

분교는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커뮤니티 중심부, 

비치 블루버드와 오렌지톨프 애비뉴가 만나는 

교차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예배실, 도서관 및 

컴퓨터실, 학생라운지, 강의실, 사무실, 

교수연구실, 상담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은 free wifi 접속이 가능하며 최신 컴퓨터 

시설과 개인 및 그룹 스터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56,000 500 

여권 이상의 장서와 E-Library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교 도서관은 남가주신학대학 

도서관협회(SCATL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본교 학생은  SCATLA 회원도서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신학 장서를 이용할 수 있다.   
 

 

 

 

 

 

 

 

 

 

 

 

 

입학 안내 
 

월드미션대학교의 석사학위 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4년제 대학 학위(B.A.)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학위를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예외 규정이 없다. 청강으로 과목을 

택하고자 하는 학생은 위의 구비조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입학 지원 

 

월드미션대학교의 수학 기회는 입학 요건을 갖춘 

기독교 교단에 속한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과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교육 규정, 입학 규정, 장학금, 

기타 프로그램과 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출신 여하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입학 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1.  입학원서와 원서접수비 (100불, 환불 안됨) 

2.  신앙 고백서 

3.  추천서 1부 

4.  대학교와 대학원 영문 성적 증명서  

    1부(원본) 

5.  여권용 사진 2매 

 

입학원서 및 기타 서식은 전화, Fax, E-mail 혹은 

우편으로 신청하면 입학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연락주소 및 전화 번호, Fax 번호, E-mail 주소는 

다음과 같다. 

 

Admissions Office(Main Campus)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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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 (213) 388-1000 

Fax: (213) 385-2332 

E-mail: admissions@wmu.edu       

Home Page: www.wmu.edu 

 

OC Instructional Site 

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CA 90621 

Phone: (657) 529-1133  

Email: ocmacc@wmu.edu 

Home Page: oc.wmu.edu 

 

원서 접수 마감 

 

가을 학기 원서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8월 15일 

경이며, 봄 학기 접수 마감은 대개 매년 1월 15일 

경이다.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대개 7월 마지막 주와 12월 

마지막 주가 된다. 정확한 일자를 알기 위하여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절차 

 

입학 전형 담당자가 서류를 열람하여 각 지원자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입학 

전형 위원회는 다음 분야의 평가에 따라 입학 

허락을 결정한다. 

 

• 현장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 

• 중생(重生)의 체험과 물세례 

• 모범적 교회 생활 

• 입학 전 학업수행과 성공적인 학업능력에 

대한 평가  

• 추천서  

• 프로그램 디렉터 인터뷰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본 

대학교의 등록 안내서와 각종 서식을 받게 된다. 

 

면접 

 

프로그램 디텍터는 입학과정에서 지원자를 

인터뷰한다. 이 인터뷰에서 디렉터는 지원자의 

소명감과 학업을 위한 학문적 자질을 점검한다. 

 

영어 시험  

 

본교는 한국어를 기본 교수 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실력을 증명하는 토플과 같은 

시험점수를 입학자격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의료 보험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학생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입학 허가 범주 

 

정식 합격: 모든 입학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요건에 

문제가 없는 학생으로서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시 합격: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입학 원서 미비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합격조치 된다. 이는 

제한된 신분의 학생들이 입학 원서를 완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임시 합격조치 된 한 

학기 동안 원서가 완비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유예 합격: 일반적 학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요건이 결핍되어 있지만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http://www.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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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유예 합격조치 된다. 일 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도달하면 정식 합격 

처리된다. 

 

방문 학생: 방문 학생은 타 학교에 이미 등록된 

학생으로서, 자신이 등록한 학교로 학점을 전이할 

목적으로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목을 수

강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특전 

 

입학에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월드미션대학교는 

개인별로 입학사정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임시 

특전 자격으로 합격된 학생들은 학업 성취(SAP)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 공부해야 

한다.  

 

유학생과 비자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정부의 허락으로 외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 form(유학생 비자 

신청서)를 발급한다. 일단 유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으면, 월드미션대학교는 I-20 form을 동봉한 

제반 서류들을 보낼 것이다. 유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9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유학생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을 경우, 유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하길 

바란다.  

 

영적 요건 

 

모든 지원자는 중생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긍휼한 마음을 지녀야 하며, 영적 

훈련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기회 균등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로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학생은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신체적 조건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균등은 

학교입학, 교육프로그램, 고용 및 

월드미션대학교가 제공하는 다른 기타 활동에 

모두 적용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음의 조항들을 따른다: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s of 1964,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전입 학점  

 

학생의 입학사정 시, 월드미션대학교는 정식 

인가된 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준다. 정식 인가된 타 교육 

기관이란 고등교육 인가위원회에 의해 간행된 

대학 교육기관 인가 기관(Accredited Institutions 

of Postsecondary Education) 최신호에 명시된 

기관이나, 대한민국 교육부에 의해 인가된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이 다른 

대학 교육 기관(another postsecondary school) 

으로부터 월드미션대학교에 학점을 전입하고자 

한다면, 해당학교에서 발송한 인봉된 공식 성적 

증명서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 담당자 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학점 인정 방침: 

 

• 기독교 상담학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최대 23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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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C 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등록하기 전에 전입 학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비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의 전입학점 인정방침: 

비인가 교육 기관의 학점은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비인가 교육 기관이나 한국 내 

교육 기관에 대한 전입 학점 인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주 정부인준을 받은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 주 정부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으며, 

최대한으로 취득한 학점의 20학점까지만  

인정한다 (60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 한국의 교육부로부터 정식 4년제 대학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취득한 학점의 

1/3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학점인정 혜택 (Advanced Standing)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은 목회학 석사의 경우 

15학점, 문학석사의 경우 9학점까지 학점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인정 혜택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아래에 나열된 특정 과목에만 해당하며,  

(2) 이수과목의 학점이 C 이상이어야 하며,  

(3) 월드미션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과목만 

   적용된다. 

   

BT501/502 구약/신약개론 (3학점) 

IS504 선교신학 (3학점) 

PT514 강해설교 (3학점) 

PT543 영성과 리더십 (3학점) 

ST502/503 조직신학 I or II (3학점) 

    ST516      학술적 글쓰기      (3학점) 

 

 

학칙 
 

월드미션대학교는 학기제(semester calendar)를 

시행하고 있다. 학년도는 8월부터 5월까지 두 

학기이다. 가을학기는 통상 8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친다. 봄학기는 1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5월에 마친다. 각 학기는 

16주간이다. 여름과 겨울 과정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2주동안 집중 강의를 한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3학점에 준하므로 최소 37 

1/2시간의 수업 참여 시간이 요구된다. 취득 

학점의 기초 단위는 학기 당 수업 시간으로, 

1학점은 15주간 동안 주당 한 시간의 수업과 

수업 외에 2내지 3시간 정도의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현장 교육의 경우, 1학점 당 30 시간의 

사역이 요구된다.  

 

풀 타임 학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학기 당 최소 9학점을 수강해야 

한다. 학기 당, 대학원학생의 경우 15학점 이상을 

수강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류의 허락은 등록 전에 교무처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류는 등록처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 평가 

 

월드미션대학교는 문자 등급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은 등록처로부터 학생에게 전달된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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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점  등급별 수치 

A 4.0 93+ 

A- 3.7 90-92 

B+ 3.3 88-89 

B 3.0 83-87 

B- 2.7 80-82 

C+ 2.3 78-79 

C 2.0 73-77 

C- 1.7 70-72 

D+ 1.3 68-69 

D 1.0 63-67 

D- 0.7 60-62 

F 0.0 59 

 

I (미결)* 

CR (학점) ** 

NC (학점 없음) 

H (보류) 

P (합격) 

NP (불합격) 

 

* "I" 학점은 다음 학기말까지 해당 과목의 모든 

과제가 만족스럽게 완료되면 "B+"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 "CR" 학점은 평점(GPA)에 포함되지 않는다. 

*** "F" 학점은 재수강을 통하여 "B+" 학점까지 

올릴 수 있다. 

 

 

재수강 

 

만약 어떠한 학생이 F학점을 받았을 경우, 과목을 

재수강할 수도 있다. 만약 그 과목이 재수강 

되었다면, 새로 받은 성적은 이전에 받았던 

F 학점을 대신하여 학생의 전체평점(GPA)에 

합산되며, 학점은 단 일회만 적용한다. 모든 

성적은 학생의 학적부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재수강하기 위해서는 수강과목에 대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결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해당학기 말에 

수강과목을 마치지 못하는 되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해당학기 

이외의 여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미결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우선, 교무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과목의 

교수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이 때, 미결신청의 

사유로 해당과목의 과제나 시험 또는 퀴즈를 

마치지 않은 것은 해당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무처장의 미결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이 없을 

때에는 해당과목의 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성적을 줄 것이다. 미결에 대한 허락을 

받은 학생은 학습이 완결될 때까지는 학점을 받지 

않게 된다. 

 

청강 

 

본 대학교 미등록 학생과 마찬가지로 정규 등록 

학생은 교무처장의 서면 허락으로 한 과목을 

청강할 수 있다. 청강 전에 청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청강생에게는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강생을 

위한 장학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청강생 

등록금은 통상 정규 등록금의 50%이다. 

특정과목은 청강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석 

 

규칙적인 출석은 대단히 중요하며, 학생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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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강의 

시간(16주)의 1/3(6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급(F 학점) 된다.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등록 

 

수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은 예외 없이 

매 학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서에는 학생에 

관한 정보, 과목의 제목과 번호, 교수 서명, 납부 

금액 등에 관한 학생의 서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풀타임/파트타임 학생 

 

대학원의 경우 학기 당 9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사람은 풀 타임 학생으로 간주된다. 제 때에 

학위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학원학생은 

12학점을 등록해야 한다. 직전 학기에 평점 3.5 

이상을 받은 학생은 교무처장의 재가를 얻어 

18학점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학위 과정 연한 제한 

 

모든 과정의 연한은 월드미션대학교에 첫 번째 

등록한 날짜로부터, 목회학 석사(M.Div.)는 4.5년 

이내에, 문학 석사(M.A.)는 3년 이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 과정의 연한을 

연장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다. 

 

졸업요건 

 

본 안내서의 학위에 대한 부분에 개관되어 있는 

규정 이외에, 졸업예정자는 석사 학위의 졸업을 

위해서는 평점이 2.5 이상이 요구된다.  

졸업예정자는 월드미션대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6월에 있는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2월 중순 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사역계획이 통과되어야 하며 목회학과 학생은 

성경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역 계획 

 

신학석사(MAT)와 목회학 석사(M.Div.)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사역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역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준 항목을 

다른다. 첫째, 지도교수의 제목 인준, 둘째, 

지도교수의 사역계획 개요 및 취지 인준, 셋째, 

사역계획지도위원회의 일차 및 후속 초안 

인준이다. 사역계획은 두 명의 심사관이 읽고 

평가한다.  

 

상담종합 시험 

 

기독교 상담학 석사(MACP) 과정에 등록한 학생은 

상담종합시험(Comprehensive Examination)을 통과 

하여야 한다.  

 

졸업 신청 

 

학생은 졸업 전 마지막 학기를 등록할 때 

졸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졸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은 졸업하기 전에 미비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학교에 납부할 모든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학생은 졸업식에 참석할 것을 

전제한다. 궐석 졸업은 그 이유를 명기한 문서로 

요청한 경우, 교무처장의 특별 수락에 따라서만 

허락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월드미션대학교는 학문 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교는 교수진이 그들의 관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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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의견 등을 그들에게 배정된 과목의 

수업 시간에 피력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본교는 학문의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책임에 응하여 숙고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교수진이 

학생들에게 모본이 되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본교 

신앙 고백에 명시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따른 

도덕성과 같은 원리원칙을 개발함에 있어 

교수진이 학문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범주를 

마련한다. 논쟁이 가능한 신학적 관점의 이견을 

가진 교수진은 자리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월드미션대학교는 인간의 

신학적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임하는 

교수진을 존중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인 

미국 대학교 교수 연합회가 제공하는 문서에 

근거해서 학문적 자유에 관하여 다음의 정책들을 

채택한다.  

 

5.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모든 생각과 삶을 

진리의 원천이시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신학적 의문의 최종 목적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6.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균형 잡힌 책임을 수반한다. 쓸모 없이 

버려두거나 기본적 의무를 무시하기 위해 

주어진 자유가 아니다. 

 

7.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믿음의 고백 안에 

존재한다. 신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과 

학칙에 따라 특정한 고백적 충성도를 인지할 

수 있다. 신학교에 어울리는 자유의 개념은 

학교와 구성원 개개인 모두의 고백적 

충성도를 존중한다. 동시에 고백의 기준의 

부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책임의 요구와 학문적 자유의 최고로 

이상적인 실천의 요구를 미연에 방지한다.  

 

8. 이러한 자유가 인류의 영성과 충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는 동안 학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실천을 통해 보호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모든 기준에 대한 

성명은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 

유동적이다. 문서화된 원리의 효과는 신학 

교육 안에서 생각의 자유와 영성의 자유를 

향한 순수한 관심에 대한 기독교 신학교 내 

헌신도에 달려 있음을 인지한다. 

 

자퇴 및 휴학 

 

자퇴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자퇴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명을 받은 뒤, 이를 등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학과목에서는 

공식적으로 등록 취소가 되거나 F학점 처리된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 

미래에 재입학이나 환불 절차에 있어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 심각한 질병이나 그밖에 적합한 

사유로 인하여 과목의 수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휴학을 허락할 수 있다. 

학생은 이를 위하여 반드시 휴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문서(예: 

의사 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등록 취소, 제적 

 

등록은 학생과 학교간의 계약의 일종이므로 

학생은 언제든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및 

등록 취소 서식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환불 

정책에 관하여는 재정안내 부분을 참조한다. 2학기 

이상 계속하여 서면 통보 없이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 처리로서 자동 제적된다.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할 때는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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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서류 열람  

 

학생은 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열람을 위하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오가 발견되면 

정정될 수 있다. 

 

 

학업 성취도 

(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Policy) 

 

풀 타임 대학원생: 

풀 타임 대학원생의 경우, 학업성취(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SAP)는 2.5 이상의 평점을 유

지하면서, 한 학기에 9학점 이상이나 일년에 18학

점 이상을 이수해야 성립된다. 이전 학기에 이수

한 재수강과목은 학업 성취에 고려될 수 없다. 학

생들은 학기당 풀 타임학생으로서 취득해야 할 최

소 학점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과정

을 마쳐야만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한 학기에 9

학점씩 이수하면서 전체 96학점을 요구하는 프로

그램을 한다면, 학위를 마치는 데 11학기 (5년 정

도)가 걸릴 것이다. 한 학기에 9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풀 타임학생으로 간주되나, "정상적인" 기

간 내에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서는 학기당 대

략 12학점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업 성취도 점검 

 

매 학기말에는 학생들의 성적이 검토된다. 학생이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 성취를 

보여주지 못하는 증거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교무위원회가 학생의 학과 과정에 유예기간을 

두거나 제적할 수 있다. 

 

학사 경고 

 

대학원 과정 학생의 경우, 전체 평점이 2.5 

이상이지만, 수강 학기의 평점이 2.5 이하일 때 

학사 경고를 받게 된다. 이 기록은 학생의 

성적표에 기록되지 않는다. 

 

학사 유예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경우 평점 

2.5 이상이어야 한다. 본교는 대학원 과정 평점 

2.5 아래인 학생에게는 서면으로 알려주며, 두 

학기 동안 학사 유예시킨다. 학사 유예는 

성적표에 남게 된다. 

 

학사 유예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인 

경우 9학점 이하로 제한된 학점만 등록하게 된다.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지 못할 경우 제적될 수 

있다. 만약 학생이 두 학기 연속으로 유예 

조치되는 경우에도 역시 제적될 수 있다.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학사유예로 인정될 수도 있다. 

 

3. 학생의 학부 평점이 학교 기준보다 낮을 경

우 

4. 학생이 학사학위를 비인가 기관으로부터 받

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수 성적에 맞춰 

학생이 12 학점을 잘 마치면 학사유예 상태

가 취소될 수 있다.    

 

학사 유예 취소 

 

만약 학생이 유예 기간 내 평점을 올리게 되면, 

학사유예조치는 취소되며, 학사 유예 취소가 

성적표에 기록된다. 

 

재입학 청원 

 

학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성적 때문에 퇴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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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학생은 학사 위윈회에 재입학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학생은 이와 연관되어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한 학기 안에 평점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학문적 정직성 

 

정직의 유지와 질적인 교육은 월드미션대학교 각 

학생의 책임이다.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나 

표절행위는 학생이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이다.  

부정행위는 학생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반행위이다. 학생들은 학교 카다록에 

명시된 대로, 학문적 정직성에 대한 약속을 

숙지하기 바란다. 학문적 정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당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 

 

5. Cheating: 의도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료, 

정보, 참고서를 쓰거나 쓰려고 한 경우. 

d. 시험을 임하는 학생들은 외부의 도움(책, 

노트, 계산기, 남들과의 대화)은 교수가 

특별히 허락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e. 학생은 교수로부터 미리 허락 받지 

않고 남을 위해 공부자료를 준비하거나 

연구를 해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f. 한 과목에서 쓰여진 공부, 과제물의 

많은 양을 다른 과목에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6. 위조(Fabrication): 의도적으로 거짓이나 

정보의 허위조작. 

 

7. 부정행위를 돕는 것(Facilitation academic 

dishonesty):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돕거나 시도할 경우. 

 

8. 표절행위(Plagiarism): 의도적으로나 알면서 

남의 일, 생각, 작업을 표절하여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  

 

유학생 

 

F-1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유학생들은 일정 학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유학생이 학업 성취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한 학기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F-1 

유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진보를 보여야만 한다. 

학기말까지 평점을 대학원 과정의 경우 2.5 

이상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학교에서 

제적당함과 동시에 I-20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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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과정 프로그램 소개 

 

기독교 상담학 석사 

(M. A. in Counseling Psychology) 

 

과정 설명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은 2년 과정으로, 교회 내외에서 

개인과 가정을 돕기 위해 유능한 기독교 상담자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설되어 

있다. 이 과정은 총 47학점을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최대 23학점까지 다른 학교로부터 전입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목적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상담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 교회와 커뮤니티에서 상담 및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결과 

 

이 학위과정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 

• 성경/신학과 상담 및 심리학을 통합한다. 

•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서의 개인적 영적 

성숙을 보여준다.  

• 상담의 다양한 영역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갖춘다. 

• 상담과 관련된 사역들을 위한 실제적인 

기술과 지도력을 나타낸다.  

•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비평적 사고능력을 

보여준다. 

• 상담에서 문화적 민감성, 지식, 기술을 

보여준다 

 

기초필수 

 

심리학이나 상담학 학사학위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래에 명시된 과목이 학위과정의 

기초필수 과목으로 요구된다. 

 

CE210 생애발달    (3 학점) 

LA102 심리학개론  (3학점) 

 

졸업요건 

 

기독교상담 석사 과정을 졸업하기 위해서 각 

학생은 학사 학위 이후 최소 47학점을 (semester 

credits) 이수해야 한다. 전입 학점을 포함한 총 

학점의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상담학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외에도 상담종합시험 

(Comprehensive Counseling Examination) 에 

통과되어야 하며, 상담실습 평가서 (Student 

Training Evaluation Form)에서 보통 이상의 역량을 

보여야 한다.  

 

교과과정 

 

모든 과목들은 대학원 수준으로 강의가 된다. 

과목은 500 - 699 단위로 구분이 된다. 세부적인 

과목 소개는 과목 소개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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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학점: 47학점  

 

기독교상담 석사 취득을 위해서는 47학점을 이수

해야 한다. 그 중 9학점은 성서/신학연구, 3학점은 

실천신학, 24학점은 기독교상담 전공, 11학점은 현

장실습 과목이다.   

 

성서/신학 (9학점) 

BT501 구약개론    (3 학점) 

BT502 신약개론   (3 학점) 

ST502 조직신학 I   OR  (3 학점) 

ST503 조직신학 II  (3 학점) 

 

실천신학 (3학점)  

PT543 영성과 지도력   (3 학점) 

 

전공 (24학점) 

CC512 상담원리와 실제   (3 학점) 

CC514 상담의 병리적 이슈들 (3 학점) 

CC521 아동청소년상담  (3 학점) 

CC527 결혼과 가정상담  (3 학점) 

CC552 비교문화상담  (3 학점) 

CC553 비애상담   (3 학점) 

CC555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3 학점)  

CC563 기독교상담 윤리와 법 (3 학점) 

 

현장실습 (11학점) 

CC591 상담실습 I  (3 학점) 

CC592 상담실습 II  (3 학점) 

CC593 상담실습 III  (3 학점) 

PT685-688 학생예배 I-IV(2학점: 0.5학점 x 4학기) 

 

 

선택 (0학점)  

 

현장실습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실습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모든 대학원 

학생들은 교실에서의 경험에 추가하여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상담실습 

 

기독교상담 과정(MACP)에 등록된 학생들은 

내담자와의 직접적 상담이나 상담관련 활동을 

3학기 동안 이수해야 한다. 상담실습은 

사례감독을 포함하여 매 학기에 3/3/3 학점을 

받는다.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적 

지식을 실습하도록 함으로서 실제 상담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담실습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상담실습 

“CC591-593”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 후, 전공과목 

6학점을 이수한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학기말에는 상담실습을 하는 현장 지도자와 

지도교수로부터 상담실습 평가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 사역 기술 점검표(사역핸드북 

참조)에 적혀진 열가지 사역기술에 대하여 등록 

상담시 지도교수의 점검을 받는다. 

 

학생예배 

 

대학원 기독교 상담학 과정(MACP)에 등록된 

학생들은 4학기 동안 학생예배를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에 0.5 학점을 받는다.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학기 중에 학생예배를 3회 이상 결석하

지 않아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88”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

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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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

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온라인 학생예배를 등록하려는 학생은 온라인등록

에 필요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라인 학

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매주 온라인예배와 학생

소개에 대한 답글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자세한 

것은 온라인교육 담당자에게 확인). 화요일 또는 

목요일 학생예배 전후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온라인 학생예배에 등록할 수 없다.  

 

 

과목 소개 
 

성서 신학 (BT) 

 

BT501 구약개론(3학점) 

이 과목은 원문, 정경, 현대 역사 비평 방법의 

기초와 결론에 대한 시험으로 구약의 각 책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다룬다. 

 

BT502 신약개론(3학점) 

이 과목은 집성, 역사, 상황, 정경의 전수 등을 

포함하는 신약의 역사적 배경으로 신약 각 책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다룬다. 

 

 

기독교 상담(CC) 

 

CC511 목회적 돌봄과 상담 I(3학점) 

이 과목은 목회적 돌봄과 상담의 정의, 역사, 

그리고 상담 영역의 개념들과 함께 기본적인 

돌봄의 접근 방법들을 탐구한다. 이 과목은 특히 

돌보는 목회자로의 역할과 상담의 기본 기술, 

그리고 상담자적 자질에 대한 자아 인식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12 상담의 원리와 실제(3학점) 

이 과목은 상담의 다양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연구들을 통해 기독교 원리들을 어떻게 

상담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들을 

탐구하는 과목으로 실제적인 상담 실습을 하게 

된다. 

 

CC521 아동 청소년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아동 청소년 상담에 대한 문헌과 

실습에 관한 과목이다. 본 과목은 아동 및 청소년 

상담의 다양한 접근법들을 다룬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 사례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  

 

CC522 목회적 돌봄과 상담 II(3학점) 

이 과목은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육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목회 상담의 모델, 접근방법과 목회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경계선, 그리고 적절한 

referral의 필요성들을 탐구한다. 

 

CC523 목회상담(3학점) 

이 과목은 성도들의 영적, 정서적, 도덕적, 

육체적인 문제 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목회 상담의 모델과 접근방법 그리고 

목회상담자로서의 역할과 경계선, 그리고 적절한 

referral 의 필요성들을 탐구한다. 이 과목은 특히 

신앙 공동체내에서 목회자로서 돌봄과 리더의 

정체성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27 결혼과 가정상담(3학점) 

이 과목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상담 이론들을 다룬다. 부부와 가족 관계,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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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차이, 대화 법, 갈등 해결, 자녀 교육, 

이혼과 복합가족 관계들을 탐구한다.  

 

CC551 성과 성문화에 대한 문제점(3학점) 

이 과목은 성(gender)과 인간의 성 문화의 주제를 

영적, 심리학적, 사회적,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학생들은 성경적 신학과 행동 과학의 

연구물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성문화에 관한 

성경적인 입장을 정립하게 된다.  

 

CC552 비교 문화상담(3학점) 

이 과목은 상담과 돌봄 사역을 하는데 있어서 사

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과목이다. 비교문화상담 기법들과 원리

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며, 특히 실제 치료적 과정

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CC553 비애 상담(3학점) 

이 과목은 인간 고통과 의미, 치유의 과정, 그리고 

소망의 발견들에 대한 신학적, 경험적 요소들을 

이 과목의 중심적 주제로 다루면서 비탄, 괴로움, 

상실, 헤어짐, 죽음과 같은 삶 의 큰 위기들을 사

회적, 심리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탐구한

다.  

 

CC555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3학점) 

이 과목은 영혼의 돌봄과 치유에 대한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의 개념, 모델, 단계 그리고 가능한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이 과목은 제시 

된 여러 통합 모델들을 통해 통합론에 대한 

학생들 개인의 관점과 신념을 발전시키도록 

인도한다.  

  

CC557 영성과 상담(3학점)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에 있어서 영적 

심리적 성숙의 과정에 대한 자각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영적 심리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내담자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이 두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CC563 기독교상담 윤리와 법(3학점) 

이 과목은 상담윤리에 대해 미국 기독교상담가 

협회, 기독교 심리학 협회, 미국 심리학 협회의 

윤리강령들과 안내서 및 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논의할 것이다. 전문적인 측면과 

기독교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윤리들을 통합하고자 한다 

 

CC565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기독교상담 전공 6학점 

* CC573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66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CC574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67 사례감독 및 컨퍼런스 III(0.5학점) 

이 과목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소그룹 감독과 자문 및 사례발표를 포함한다. 

상담실습과 병행해서 수강해야 한다. 

* CC575상담실습과 함께 수강 

 

CC591 상담실습 I(3 학점) 

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기독교상담 전공 6학점 

 

CC592 상담실습 II(3 학점) 

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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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CC591 

 

CC593 상담실습 III(3 학점) 

이 과목은 교회 또는 사회단체 안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돌봄과 상담 사역을 계획하고 

실습한다.  

* 수강 전 이수과목: CC591, CC592 

 

 

실천 신학(PT) 

 

PT543 영성과 지도력(3학점)  

이 과목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영적인 

자질과 지도력의 가치관과 기술을 소개한다.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영성과 지도력에 대한 

신학적, 이론적 고찰의 기초 위에 실제 자신의 

영성과 지도력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한다.   

 

 

현장실습 

 

PT685-670 학생예배 I – VI(0.5학점) 

학생예배 과목은 pass/fail 로 채점된다. Pass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회 이상 학생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학생예배 “PT685-670”은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는 첫 학기부터 시작해야 하며, 매 학기 

이어서 수강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등록 기간에 

학생예배 과목을 등록해야 한다. 학생예배는 

화요일, 목요일과 온라인 학생예배로 드려진다. 

학생예배에 등록한 학생은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학생예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매주 일회 

선택한 예배에 일정하게 참석하도록 한다. 

 

 

 

 

 

조직신학 (ST) 

 

ST502 조직신학 I(3학점) 

이 과목은 신학방법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역, 인간론, 죄론 등을 다룬다. 

계시에서는 계시와 성경의 교리. 하나님의 우주적, 

특별계시, 영감, 말씀의 무오성과 권위를 다룬다. 

본성에서는 내재성과 초월성, 위대하심, 선하심, 

삼위일체를 다룬다. 사역에서는 창조, 섭리, 

특별한 문제 천사들에 대하여 다룬다. 인간론 

에서는 기독교적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본질을 다룬다. 죄론에서는 죄의 본질, 결과, 

중대성을 다룬다.. 

 

ST503 조직신학 II(3학점) 

이 과목은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다룬다. 구원론에서는 예정론의 은혜의 언약, 

소명, 중생(衆生), 회개, 믿음, 칭의, 양자(養子)론, 

성화의 교리를 다룬다. 교회론에서는 교회, 교회의 

성격, 권위, 교회의 예배, 성례전과 기도를 다룬다. 

종말론에서는 죽음과 부활,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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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안내(Financial Information) 
참조, 페이지 113-115 
 
 

학생 생활 정보              

(Student Life and Services) 
참조, 페이지 121-124 
 
 

도서관(Library Services) 
참조, 페이지 125-127 
 
도서관 개관 시간 

 

월, 수요일 09:00 a.m. - 05:00 p.m.  

화/목/금/주일/공휴일 휴관 
 
방학기간 개관 시간은 월요일~목요일만 단축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장서 

 

분교 도서관은 약 1,430 여권 이상의 상담 및 

심리학 관련 장서와 정기 간행물, 잡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4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구독하고 

있다. 교보 전자책 100여권과 KISS에서 구독하는 

9천여권의 전자책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자료도 구비하고 있다. 

본교 도서관의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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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온라인 교육 
 

유학생 

 

유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학부 학생은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대학원 학생의 경우는 9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유학생은 한 학기에 한 과목 3 학점에 

해당하는 온라인 교육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한 

학기에 학부 학생이 13학점 이상 또는 대학원 

학생이 10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3학점의 온라인 교육 과목을 한 과목이상 수강할 

수 없다.  

 

무들 사용 지침 프로그램 

 

온라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무들 사용 지침 

프로그램을 반드시 수강한다.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비디오 

프로그램을 수강해야만 한다. 온라인 사용 지침 

프로그램은 무들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학생이 이 교육을 마치고 

무들시스템에 대한 이해에 자신감이 생길 때에 

시험을 본다. 시험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통과할 때까지 볼 수 있다. 이 시험에서는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해 중요한 무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점검한다. 학생이 온라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무들 사용 지침 프로그램(과목명: LA 111, PT 

519)은 학점이 주어지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서론 2) 무들이란 무엇인가? 3) 

웹, 브라우져, 웹표준의 이해 4) 교육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월드미션대학교 홈페이지의 이해 5) 

온라인 계정 만들기 6) 나의 홈페이지 7) 나의  

수강과목 관리 (자유게시판, 내 계정, 포럼, 퀴즈, 

과제, 평가, 성적) 8)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9) 

결론 

 

연락처 

 

웹사이트: http://online.wmu.edu 

담당자: 

김박선미 

   전화번호: (213) 388-1855 

   이메일: online@wmu.edu 

이명욱 

   전화번호: (213) 388-1000 

   이메일: onlineba@wmu.edu 

 

학생의 사생활보호 정책 

 

월드미션대학교는 온캠퍼스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생활보호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온라인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모든 학생들의 사생활권을 

보호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학생 등록시와 교직원 고용시에 

개인별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사용자 ID는 학생과 교수들이 온라인 교육 과목을 

포함하는 모든 과목의 무들 (MOODLE은 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의 

줄임말이다.) 과목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무들은 교수들이 수업자료와 

과제 및 시험을 업로드하고 학과목에 대한 대화와 

토론 포럼을 열어 놓고, 학생들이 포럼 토의와 

대화 시간에 참여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퀴즈와 

시험을 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다. 학과목 관리 

시스템하에서 개인별 학생 평가와 성적에 대한 

보호가 유지된다. 모든 무들 사용자가 학과목 

관리 자료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의 

사용자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교수들은 

본인이 강의하는 특정 학과목에 관련된 정보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학생들의 등록은 

http://online.wmu.edu/
mailto:online@wmu.edu
mailto:onlineba@wm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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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5월부터 8월까지와 1월에 행정팀의 

일괄처리방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고유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로 식별된다.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정보는 등록한 학과목의 교수가 

공개한 정보와 학생 그룹 관련 활동으로 제한된다. 

방문자들은 학과목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과목과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는 계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승인된 무들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의 허가 없이 그들의 

프로파일 정보를 볼 수 없다.  

 

안전한 로그인과 비밀번호: 각 온라인 과목 

교수와 학생은 승인된 무들 학습환경자료에 

접속하기 위하여 고유의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의 조합에 의해서 

각 학과목 접속시 시스템상에서 교수와 학생임을 

식별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한다.  

 

• 모든 사용자는 개인적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다. 

• 학생의 사생활 정보는 학과목 관리 

시스템내의 다른 정보와는 별도로 관리되며 

제한된 학생그룹 승인체계에 의해서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 교수의 사생활 정보는 학과목 관리 

시스템내에서 학생이 보지 못하도록 보호되며   

교수 그룹 승인 체계내에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기술적 요구사항 

 

학생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학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학생이 학과목의 강사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이메일을 

확인할 것이 요구된다. 자신의 컴퓨터를 보유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것이다. 

 

학생은 워드 프로세싱과 웹 브라우져 사용과 같은 

기본적 컴퓨터 기술이 필요하다. 학생이 현재 

이러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기술을 습득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컴퓨터 

기술을 쉽게 학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 전에 기술을 

익히거나 관련 과목 수강 또는 교재의 선행 

학습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알아야 한다. 

 

• 컴퓨터를 적절하게 켜고 끄는 방법과 

재부팅하는 방법 

• 키보드와 마우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 학생 본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또는 다른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 

• 인터넷의 URLs(주소)를 이용하는 방법 

• 웹상의 학습자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탐색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 링크, 프레임, 이미지 맵 및 기타 요소들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에서 앞으로 가기와 되돌아 

가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 URL이나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특정 웹 페이지를 보기 위하여 “plug-in”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방법 

• 사용중인 프로그램, 특히 웹 브라우져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방법 

•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답장하고, 전달하는 

방법 

•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고 받는 방법 

•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방법 

• 문서와 응용 소프트웨어상의 텍스트를 

복사하고 붙여넣는 방법 



147 
 

• 문서나 기타 팡리을 특정한 위치에 저장하는 

방법  
• 이전에 저장해 놓은 파일이나 문서를 찾는 

방법 

 

학생은 매일 상당한 시간 동안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서 개인의 장비와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수업 과제를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도록 컴퓨터 기술을 연마하도록 

한다. 

 

 

학생의 책임사항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독립적인 학습 체험의 

특성상 과목 강사의 책임중 일부분을 학생이 

담당한다. 본인에게 맞는 일정을 정하여 지키고, 

모든 읽기 과제를 수행하고, 기한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책임사항을 다하여야만 

온라인 학습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다.   

 

• 미루지 않는다!  

• 제출한 모든 과제의 복사본을 보관한다. 

• 담당 강사에게 과제의 파일 형식과 제출 

방식을 확인한다. 

• 이메일 주소로 학생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이메일 메시지에 학생의 

이름을 적어서 학생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과목 뿐만 아니라 수업 전달방식에 대해 

평가한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담당강사의 성적 제출 기한 

 

일반정책에 따르면 모든 과제와 시험의 성적은 

과제 마감 후 2 주 안에 제출해야한다. 과제 또는 

시험에 대한 피드백과 성적에 대한 담당 강사의 

일정이 이와 다른 경우에는 모든 과제 제출에 

대한 성적 제출 기간을 강의 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학문적 정직성 

 

온라인 교육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과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강사는 온라인 학습 학생에 

대한 신뢰에 의존한다. 온라인학생에게 높은 

수준의 성숙도와 정직성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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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사 일 정 
 

2019 가을 학기 학사일정 

 

7월 25일(목)/29일(월)  가을 학기 입학설명회 

8월 16일(금)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마감 

8월 20일(화)/21일(수)  가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등록, 환영) 

8월 26일(월)    가을 학기 시작 

8월 27일(화)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정상수업 

9월 2일(월)    휴일(Labor Day) 

9월 3/5일(화/목)   비상사태 대비훈련 

9월 5 일(목)    과목취소 수업료 전액환불마감: 이후 취소하면 학비의 일부환불 

9월 5일(목)    과목 추가 마감 

9월 19일(목)    장학금, 학생사역, 졸업 신청 마감. (장학금 10월 13 일) 

10월 1일(화)     졸업예정자 모임 

10월 8일(화)    교수세미나 

10월 12일(토)    신학대학연합 체육대회 

10월 15일(화)    가을학기 학술 세미나(정상수업) 

10월 17일(목)    과목 취소 마감(학비환불 못 받고, F 학점처리) 

11월 2일(토)    후원의 밤 

11월 4일-11월 28일(월-목) 겨울학기, 봄 학기 상담 및 1차 등록(4 주간) 

11월 26일(화)    월드미션의 밤  

11월 27일-29일(수-금)   Thanksgiving Break 

11월 30일(토)    음악과 학생연주회 

12월 2일-1월 9일(수-목)  봄 학기 추가 등록(6주간) 

12월 9일-12일(월-목)   학기말고사 주간 

12월 16일-27일(월-금)   겨울특강 1 

1월 2일(목)/6일(월)  봄 학기 입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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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봄 학기 학사 일정 

 

1월 6일-7일(월-화)  봄 학기 입학설명회 

1월 17일(금)    신입생원서접수 마감 

1월 20일(월)    휴일(Martin Luther King, Jr. Holiday) 

1월 21(화)/22일(수)  봄 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등록, 환영)  

1월 27일(월)    봄 학기 시작, 학생사역 * 단기선교 신청 

1월 28일(화)    봄 학기 개강부흥회 

2월 4/6일(화/목)  비상사태 대비훈련 

2월 6일(목)    과목취소 수업료 전액환불마감: 이후 취소하면 학비의 일부환불 

2월 6일(목)    과목 추가마감  

2월 11일(화)    설교축제 참가신청(2월 22일 마감) 

2월 13일(목)    장학금, 학생사역, 졸업 신청 마감(장학금 3월 16일) 

2월 17일(월)    휴일(President Day) 

3월 6일-7일(금-토)  봄학기 수련회 

3월 17일(화)    교수세미나 

3월 17일(화)    졸업예정자 모임 

3월 19일(목)    과목 취소 마감 (학비환불 못 받고, F 학점처리) 

3월 24일(화)    학술 세미나 

    학생회총회 공고, 회장단 입후보 

3월 26일(목)    설교축제 

4월 6일-9일(월-금)  독서주간 

4월 21일-5월 28일(월-목)  여름학기, 가을학기 상담 및 1차 등록(6주간) 

4월 20일/21일/23일(월/화/목)  Spring Festival(공개강좌, 찬양집회, 입학설명회) 

5월 2일(토)    음악과 연주회 

5월 5일(화)    학생회 총회 

5월 7일(목)    학생사역점검  

5월 11일-14일(월-목)  학기말 시험 

5월 18일-29일(월-금)  여름특강 1  

5월 25일(월)    휴일(Memorial Day) 

6월 6일(토)    29회 학위수여식(오후 1 시) 

6월 1일(월)-6월 12일(금) 여름특강 2  

6월 1일-7월 23일(월-목)  가을학기 2차 등록(8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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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Map 
 

 

 

LA Main Campus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OC Campus 

7342 Orangethorpe Ave.,  

Suite A-103,  

Buena Park, CA 90621 

 

 

 

 

 

 

 

 

 

월드미션대학교는 Titles VI and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94, Titles IX of the 
Educational Amendments of 1974의 조항들을 지키며 학교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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