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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장/CEO 인사말

할렐루야!
늘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GMU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어느새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중 가장 뛰어난 학교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GMU는 TRACS 와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학교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의
학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부는 무상의 보조금을 받고, 대학원 이상의 학생들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GMU의 D.Miss. (선교학박사) 과정은 TRACS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박사학위 입니다. 이 선교학 박사 과정은 3년 과정입니다. 3년 동안 학비는
저렴하지만 질적으로는 우수하고 실제적인 교육으로 목회와 선교와 신학의 최정상에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우뚝 서실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사랑하셔서 만들어주신
모처럼의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시고
GMU 선교학 박사 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로서의 자기발전과
복음주의 목회신학의 정립을 추구하시고 마지막 부흥의
뇌관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총장/CEO

최규남목사,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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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교학 박사(D.Miss) 학위 목표
선교학 박사는 (D.Miss.) 선교학 교육을 위한 최종 학위로서, 선교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과, 선교 와 목회 소명 및 현장 체험에 대한 평가와 재인식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가지고 풍부한 선교경험이나 다문화 사역의
경험을 가진 선교사와 목회자들은 GMU에서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더 능력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선교활동 및 교육사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 입학 자격
1) 인가받은 학교에서 M.Div., Th.M., 또는 동등한 석사학위를 (Master) 받은 자로 선교학
과목을 5개이상 이수한 자 (선교학 과목이 적으면 입학하여 추가로 들어야 한다).
2) M.A. 학위를 받았을 경우, GMU에서 조직신학, 성경언어, 교회사, 선교학과목 등을
예비선수과목으로 이수하면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을 공부할 수 있다.
3) 3년 이상의 다문화 목회경험이 있어야 한다.
4) 박사논문 제안서 제출
5) 입학시험 (필기, 구두)
6) 학업 중간심사 (입학후 학업을 1년정도 마쳤을 때 면접)
III. 이수 학점 및 교과 과정
전체 4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과 과정은 4학점짜리 학과목 8 개와, 2학점의 논문작성법, 그리고 학위 논문 (8학점)
이다. 3년차에 논문을 마치지 못하면 마칠 때까지 매학기 마다 연장신청을 하고
계속등록을 (등록비 $100) 해야 한다. 연장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학위 논문
논문작성법

20 학점 (과목당 4 학점)
12 학점 (과목당 4 학점)
8 학점
2학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42학점
IV. 수업 년한 (3 년)
선교학 박사 과정 수업 년한은 일반적으로 3년 이다. 1-2년차 동안은 GMU에서 수업을
하고, 3년차는 논문을 쓰는 기간이다.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수업을 하는 2년 동안에
논문을 부지런히 쓰면 3년 안에도 졸업이 가능하다.
해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학과목 중에 50%는 온라인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다. 즉,
1년에 겨울이나 여름 중에 한번만 클래스에 참석하고, 1학기는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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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MU 의 교과과정
GMU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수업을 한다. 그러나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수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A. 공통필수 과목 (각 과목당 4 학점)
공통 과목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다. 공통과목에서 20학점을
(5과목) 이수해야 한다. 다른 전공분야의 과목들은 공통과목에 해당하므로 다른
전공분야의 과목들을 수강해도 된다.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교수님의 사정이나 더 좋은
학업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Year
1st
2nd

First Semester
Course Name
Mission History
Cross-Cultural Spirituality

Credit
4
4

Mission Strategy
Cross-cultural Preaching

3rd and Dissertation Writing 1
beyond

4
4
4

2nd Semester
Course Name
Mission Theology
Mission Leadership
Thesis Writing 1
Culture Change
Cross-cultural Counseling
Thesis Writing 2
Dissertation Writing 2

Credit
4
4
1
4
4
1
4

B. 전공과목 (각 과목당 4 학점)
전공선택 없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전공을 선택하기를 원하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3과목을 (12학점)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3개의 전공이 있지만,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1. 선교리더쉽 전공
평생지도자 개발 (Life-long Leadership Development), 지도자의 멘토링 (Mentoring of
Leaders), 성경적 지도자 (Biblical Leadership),
2. 선교전략 전공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s), 세계선교전략 (Current Issues in Mission), 복음과 상황화
(The gospel and contextualization), 현대성령신학과 선교 (Missiological Pneumatology)
3. 선교상담학 전공
상담기술, 선교상담이슈, 가정상담의 실제
VI. 수업방법 및 일정
A. 등록 (겨울학기-12 월 마지막주까지, 여름학기-5 월마지막주까지)
모든 후보자들은 봄학기를 위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또 가을학기를 위해 5월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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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의 과목은 1월에 2주
동안 (2-3째주) 두과목, 그리고 6월에 2주 동안 (2-3째주) 두과목을 집중강의를 한다. 즉,
매학기마다 4학점짜리 과목을 1주일 동안 공부하여 총 두 과목씩을 공부하게 된다. 2년
동안 4학점짜리 8과목을 듣고, 2학점의 논문작성법 과목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논문
8학점을 등록하여 통과하면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친다.
B. 논문작성법 강의
논문작성법이 열릴 때는 반드시 논문쓰는 법을 수강해야 한다. 이 날은 반드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와야 한다. 모든 학생들은 이 시간에 반드시 참여해야 과제를 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C. 과제 제출 (겨울학기-4 월말까지, 여름학기-11 월 말까지)
각 과목당 할당된 분량의 책을 읽고, 수업 전에 (겨울학기-4월말까지, 여름학기-11월
말까지) 독후감과 기타 과제를 제출해야만 2주간의 집중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독서과제는
일반적으로 1과목당 2400 페이지 이상이다. 이 독서과제는 과목의 교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대로 제출해야 한다.
D. 집중수업 (여름학기-6 월 2-3 째주 2 주간, 겨울학기-1 월 2-3 째주 2 주간)
매학기마다 4학점짜리 2과목씩을 공부하게 된다. 즉 4학점짜리 한 과목을 1주일 동안
수업하게 된다. 여름 집중수업은 2과목을 6월 2-3째주에 2주 동안 진행한다. 겨울
집중수업은 2과목을 1월 2-3째주에 2주 동안 진행한다. 교회와 목회의 모든 일정들을 잘
조정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은 미리 교무학장과 상의 해야 한다.
VII. 등록금 및 장학금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의 수업료 및 등록금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등록시 한 번에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정이 있을 경우 상담을
통해 허락받은 사람은 학기 등록금 중에 50%는 학기 등록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집중 강의 등록시에 납부할 수 있다. GMU는 여러가지 장학금을 제공하는데, 장학금에
대한 사항들은 재정부 또는 박사과정 디렉터와 논의해야 한다.
항목
일반과목 수업료 (Tuition)
논문작성법 (I & II)
논문과정 (I & II)
3년 전과정 합계 (Total)

금액
$290 (학점당)
$1160 (과목당, 4 units)
$290 ($580, 2 units)
$2,320 (4 units X 2 = 8 units)
$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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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50
학기 등록금: $100 (매학기)
연장/휴학: $100 (학기당)
졸업비: $500
청강(과목당): $150

학과목 코스웍을 하는 동안에는 1학기에 평균 $2,420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1학기에 평균
$1,260 정도 소요된다.

VIII. 학위 논문 (Dissertation)
A. 학위논문작성 과정안내
학위 논문은 선교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논문은 자신의 독특한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과 연구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논문의 진행은 아래의 과정을 따라야 한다.
(1) 논문 지도 교수와 부교수를 선택하고 나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한다.
(2)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 프로젝트를 정하고 논문 제안서를 (Proposal)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 제안서를 D.Miss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4) 논문 제안서 심사를 받다. 이는 서류 심사로써, 논문 제안서에 관한 질문과 성경
지식 측정을 위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5)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한다. 프로젝트를 실행한 다음,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6) 논문 최종 원고를 4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D.Miss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7) 5월 첫 주간에 지도교수와 부교수 앞에서 논문 심사를 받다. 이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구두문답 심사이다.
(8) 합격된 논문을 카튼(cotton)지에 프린트하여 3부를 5월말까지 디렉터에게 제출한다.
논문을 제출할 때 제본비를 (binding fee, 현재는 70달러 정도, 변경가능) 납부해야
한다. 또는 본인이 제본해서 가져오면 된다.
B. 논문 제안서 (Proposal)
논문 제안서는 일종의 동의서로, 학교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그 이후에는 지도 교수와
학교의 승인없이는 논문의 주제나 핵심방향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학교는 승인된 논문
제안서를 따르지 않는 논문 원고를 거부할 권한을 갖다. 따라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 적용/실행 방법, 결과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매우 신중하게 기술해야
한다. 논문 제안서 작성시, 다음의 기본 요소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필요성, 목적, 방법론, 한계 등에 대한 기술
2.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기술 (각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기술)
a) 논문은 최소한 5장으로 (chapter) 구성되어야 하며 본론부는 균형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1장 서론 (논문의구성 및 방법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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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 (연구분야의 발전적, 성경적, 신학적 이해)
3장 연구 (논문연구의 실행 방법과 과정)
4장 평가 및 적용 (결과 분석 및 평가, 적용)
5장 결론
b) 본론부는 각 장마다 최저 두 개 이상의 소제목을 갖추어야 한다.
c) 논문의 중점에서 학생의 독창적인 연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3. 연구에 사용된 기본 문헌의 목록을 트라비안 스타일 (or Chicago Style) 규정에
맞게 명시해야 한다. (저서, 학술 논문, 백과사전 등)
C. 학위 논문 격식
선교학 박사 (D.Miss.) 학위 논문은 반드시 다음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1) 분량: 레터 용지 120쪽(페이지) 이상
2) 규격: 2줄 간격 (double space); 바탕체 또는 굴림체, 11-12크기; 왼쪽 여백 1.5인치, 그
외 각 1인치
3) 논문형식과 참고문헌 형식: Turabian (Chicago) Style 또는 APA style 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구성: 목차, 최하 5장(chapter), 참고 문헌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타 논문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매학기의 논문작성법 강의 시간에 안내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논문을 쓰는 것과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모든 학생들은 논문작성법 강의시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IX. GMU 학위과정 소개
참고로 GMU는 다음과 같은 학위들을 수여한다. 입학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학위에 따라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다. 이 과정들을 주위의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B.A. 4년과정: 고졸자로서 신학학사 학위취득 희망자를 위한 대학과정 (TRACS, ABHE
인가)
MA (ICS) 2년과정: 대졸자로서 안수받기 보다는 대학원 학위를 가지고 선교현장에서
사업을 통한 사역을 위해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TRACS 인가)
MA (MRE) 2년과정: 대졸자로서 안수받기 보다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대학원 공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TRACS, ABHE 인가)
M.Div. 3년과정: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목사안수 희망자를 위한 전문 목회대학원 과정
(TRACS, ABHE 인가)
Th.M. 2년 과정: 자신의 전공에 따라 더 깊은 연구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 (ATS
준인가)
D.Miss. 3년과정: M.Div.를 받은 후, 선교전문가를 위한 선교학 박사학위 과정 (TRACS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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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교수 소개
GMU는 많은 능력있는 교수님들이 강의하지만, 특히 D.Miss.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강의한다.
박명룡 교수 (D.Min., Talbot): 세계적인 변증학자인 탈봇 신학교의 J.P. 모어랜드 교수의
수제자로서 기독교를 왜곡하는 책이나 사상에 대항하여 여러 권의 기독교
변증서를 집필하였다.
김현완 교수 (Ph.D., Biola): 리더쉽, 선교, 교육학을 총망라한 분야에서 Ph.D.를 받았으며,
깊은 학문적 지식과 풍부한 목회경험을 통합, 적용하여 가르치는 탁월한 교수
이다.
최규남 교수 (Ph.D., UNM) -- 웨스트민스터(CA) 신학교에서 성경신학과 역사신학을,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과 치유사역을 사사받았다.
김춘근 교수 (Ph.D., USC): JAMA 대표인 김교수는 경영학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탁월성을 가지고 GMU의 리더쉽 파트를 맡아 강의하십니다.
허동현 교수 (Ph.D., Biola) – Tom Steffen 교수의 영향을 받은 학문적 깊이와 선교적
경험을 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유망한 교수이다.
피터 강 교수 (Ph.D. Fuller) 상담학과 가정사역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망한 교수이다.
크리스티나 강 교수 (Ph.D. Fuller) 리더쉽과 가정사역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망한 교수이다.
박기호 교수 (Ph.D.) 선교와 제자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수이다.
이 외에도 풀러와 탈봇의 많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강사로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