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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이 강의는 목회학 박사과정의 학위 논문과 이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술 조사 방법 그리고 전체적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학위 논문의 성격, 구성 그리고 형식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각자의 목회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익히게 될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자신의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선행된 연구들을 읽고 비평적으로 평가하며, 

 자신이 선정한 특정한 주제에 관해 논문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목적과 의의: 

목회의 이슈들에 대한 해결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위해 효과적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학위 논문을 쓰도록 도울 뿐 만 

아니라, 각자가 처해 있는 목회 현장을 재점검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과목 구성: 

이 과목은 강의와 프리젠테이션, 웍샵, 동료의 평론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이 과목은 3 일간 

연속으로 만나게 됩니다. 

 

필독도서: 

 황진기. *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법. (2009 가을판) 

 최수일. *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작성 지침서. (서울: 이레닷컴, 2004) 

 김기홍. * 논문 작성 이렇게 해라. (서울:시대의 창, 2001) 

 7 개의 학위 논문 샘플  

 5 개의 학위 논문 제안서 샘플 

 7 권의 관심 분야의 주요도서 

 

과제 및 평가: 

1. 세미나 이전 도서 과제: 위 필독도서중 별표(*) 로 표기 되어 있는 책 

2. 논문 비평 보고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논문 7 편에 대해 

3. 독서 보고서: 주요도서 7 권에 대해 

4. 논문 제안서: 자신이 선정한 주제에 관해 (제안서는 5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본문과 함께 커버, 목차 그리고 

관계서적목록 등으로 구성됩니다) 

 2-4 는 쿼터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점: Pass/Fail. 

 

수강 자격: 

이 과목은 16학점 이상 학점을 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학시에 추가 학점을 요구 받은 경우, 추가학점에 

대해서도 학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 위의 사항은 사전에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www.fuller.edu/kdmin)를 통해 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