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다. Card 사용이 승인 된 후에 영수증을 프린트하셔서
등록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세미나 등록을 위한 안내
*겨울학기 등록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②, ③번의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 각 학생의 Student ID
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파사데나 사무실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미국 시민권, 영주권, R, H 비자 학생의 경우
1. 세미나 예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홈페이지(kdmin.fuller.edu)의 각종 서식란에서 등록 서
류(Class Request Card와 DMin Registration Financial
Form)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Student Signature
란에 반드시 사인하셔야 합니다.
3. 위의 3가지 서류를 세미나 시작 2주 전까지 등록금 체크
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 청강은 당일날 등록학생수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재
량하에 결정이 됩니다. 청강생에게는 수업과 관련된 자료
들을 미리 배부하지 않습니다. 청강신청은 세미나 시작 전
일주일 전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II. 유학생(F-1비자)의 경우

▪ 세미나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626-584-5651; 584-5674 (월-금: 8시-5시)로 연락 주
셔서 세미나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세미나 시작일과 상관없이 매 쿼터마다 학사상담 및 등
록일에 사무실로 오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IV. 파사데나 트랙 이외 지역 학생의 경우
등록을 위해 해당 트랙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봄 학기를 위한 학사상담 및 등록일
일자: 2016년 2월 22-24일(월-수)

뉴저지:
토론토:
씨애틀:
밴쿠버:
유 럽:

사무실에 Sign-Up Sheet가 준비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에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학사상담 기간
이 지난 경우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741ABC: 목회현장 문제분석과 대처방안
매달첫주 월요일10:00a-1:00p |엄예선 교수 |0/0/4 학점
과목 구성: 세 쿼터에 걸친 6회의세미나(주제들: 교회분규, 건강
한 교회/목회자, 치유사역, 목회자와 목회자간의 갈등,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갈등, 이민목회), 2회의 수련회(목회자의 자기관리,
건강한 목회자 가정), 1회의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에 관한
특강. 과목 형태: 각 주제에 대한 목회현장 사례들과 각자의 목회
철학을 토론하고 목회관련 자료들을 나눔. pass/fail 과목. 등록:
입학 후 첫 쿼터부터 가능하고 졸업 전 세 쿼터가 남아있어야
함. 단 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입학 후 둘째
쿼터부터 등록이 가능함. 유학생 사역: 이 과목은 모든 분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미주 한인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 실습을
하기 원하는 유학생의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셜 번호를
받고 9개월간(후속과목인 FE742를 등록하면 18개월) 합법적으
로 사역할 수 있음. 목사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합법적으로 사역하시기를 권고 합니다.(여름학기에는 소그룹세
미나로 모이지 않습니다)

풀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원
Course Planner
Spring 2016

TM743:한국적상황에서의 미셔널 처치와 리더십
4/11 - 15 | Ray Anderson | 조의완 교수 | 4/8학점
본 과정은 한국적 (이민 교회) 상황에서의 교회론과 리더십
에 있어서의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 문제들을 다루며 특별
히 회중형성, 영성형성, 그리고 통합적 목회(holistic
ministry)와 관련된 평신도/목회자의 리더십의 역할을 탐구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한 협력적으로 영성형성과 선교적 삶으로 참여하여 “해석적
공동체”로 만들어져 갑니다. 실천-이론-실천-전망의 순서로
본 과정은 실천신학의 방법론과 연관된 주제들을 다룰 것입
니다.

CN742: 위기사역과 목회자의 자기관리

III. 등록금 지불 방법

2. 학생 재정 어카운트 Balance 확인 후,
① Check를 등록서류와 함께 보내실 수 있습니다.
② Payment Plan으로 등록금을 분할해서 내실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등록 서류가 등록과에 제출된 후 반드시 7일
내에 student account center로 가셔서 payment
schedule 을 하셔야 하며 정해진 시한에 맞춰 납입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40의 서비스 수수
료가 붙습니다.
③ Credit Card(Master/VISA) 혹은 Electronic Check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student account center
에서 'make a plan'으로 가셔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시면 됩

201-638-5148 | Email: miju92@gmail.com
416-910-8795 | Email: newlight01@hotmail.com
425-647-3847 | Email: rhkong@yahoo.com
604-992-9850 | Email: lks750209@gmail.com
+49-176-2098-1150 | hyukrhee@daum.net

 과제물 미제출 과목의 학점수가 16을 초과할 경우
세미나를 등록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
 논문웍샵은 Regular 입학자의 경우 코스웍에 대해
16학점 이상 학점을 받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입학허가 이후 혹은 마지막 등록 쿼터 이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reinstatement를 받으셔야 등록이 가
능합니다. (입학담당자에게 문의)

2. 유학생인 경우, 학교의 policy에 의거하여 매 쿼터 등록
일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을 하시거나 대
체 보험에 대해 waive를 신청해야 합니다.(학교보험 대체
시 영문 보험가입 증서와 영문 약관 필요,Covered
California 보험시 매년 한번 가을학기에 웨이버 신청필
요)

1. 등록금을 지불하시기 전에 fuller.edu/students에서
Payment를 클릭하여 로그인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여
본인의 학생 재정 어카운트의 현재 balance를 꼭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Tel:
Tel:
Tel:
Tel:
Tel:

2016년 봄 쿼터 세미나 소개

2015-2016 세미나 등록금
학점 등록
0학점(논문웍샵) ······················································· $50.00
1학점 ······································································· $415.00
2학점(논문웍샵) ····················································· $830.00
4학점 ···································································· $1,660.00
8학점 ···································································· $3,320.00
재학생/졸업생 청강
모든 세미나 ······························································ $50.00
Non-credit 청강
모든 세미나 ···························································· $300.00


본 등록금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봄학기까지 개
설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4/25 - 29 | Ray Anderson | 엄예선 교수 | 4/8학점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기
이해 및 관리, 위기 목회와 상담, 영성 문제들, 위탁 상담, 약물
중독, 질병, 사별, 우울증, 조울증, 자살, 정신분열증, 성격장애,
부부갈등, 학대, 부정, 이혼, 재혼.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위기들을 신학
적,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쌓음
·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한 목회적 개입
방법들을 습득함
· 위기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의 헌신된 자세를 배
움
· 목회자의 자기이해와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함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GRAM
135 North Oakland Avenue
Pasadena, California 91182
Tel.: 626-584-5651; 584-5674
(한국 인터넷 전화)070-4671-5768,
카카오 ID: fullerksot
Fax.: 626-304-3732
E-Mail: kdmin@fuller.edu
Web Site: kdmin.fuller.edu
Facebook: fullersotkdmin

TBA

PASADENA CAMPUS

(월 1회)

Con 2 & 3

▶▶ 파사데나 사무실 626-584-5651/ kdmin@fuller.edu
※ Con=Concentration (집중분야)

FE742ABC: 목회현장문제분석과 대처방안
KDMin Conf. | 0/0/0학점학점 | Dr. Jin Ki Hwang
(FE741 마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
쿼터 신규 등록 가능합니다)

6/27 - 7/1

ST747: 한국교회를 위한 영성과 윤리

Con 3

Spirituality and Ethics for Korean
Churches

10/17-21

(추후공지)

5/2-5/27

DM748: 졸업논문 웍샵

Core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Online | 0/2학점 | Dr. Euiwan Cho

Ray Anderson| 4/8학점

10/31-11/4

CN741: 건전한 기독교 가정

Con 2

Building Healthy Families through
Churches
Ray Anderson| 4/8학점 | Dr. Yea Sun Kim

Ray Anderson | 4/8학점 | Dr. Hakjoon Lee

Summer 2016

Spring 2016
TBA

(월 1회)

Con 2 & 3

FE741ABC: 목회현장문제분석과 대처방안
KDMin Conf. | 0/0/4학점학점 | Dr. Yea Sun Kim

7/11 - 13
Core

DM748: 졸업논문 웍샵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Ray Anderson | 2학점 | Dr. Euiwan Cho

NEW JERSEY - NEW YORK TRACK

6/20-7/30

DM748: 졸업논문 웍샵

Core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Online | 0/2학점 | Dr. Euiwan Cho

▶▶ 연락처 : 강원호 목사 (201) 638-5148
miju92@gmail.com

3/24

DM745: KDMin 오리엔테이션
DMin Orientation

Core

Ray Anderson | 0학점 | Dr. Euiwan Cho

7/15 -17

WS743: 예배 탐방 연구와 분석

Con 3

Guided Study: Exploring Church Space
and Worship (원거리 학생 Only)

Spring 2016

Fall 2016

4/25 - 29

NT746: 목회자를 위한 신약성경신학 II

(추후공지)

DM745: KDMin 오리엔테이션

Con 1

(하나의 복음을 다양하게 선포하기)
Biblical Theology of the NT for Pastors II

Core

DMin Orientation

강의와 예배탐방 병행 | 4학점 | Dr.Jonghun Joo

3/30

DM747: 과제물 웤샵
Ministry Project Workshop

Core

Ray Anderson | 0학점 | Dr. Euiwan Cho

4/4 - 6

DM748: 졸업논문 웍샵

Core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7/18 - 22

CN747: 평신도 상담

Con 2

Equipping the Church to be a Caring
Community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TBA | 4/8학점 | Dr. Seyoon Kim

Ray Anderson | 4/8학점 | Dr. Siang Yang Tan

(추후공지)

DM747: 과제물 웤샵

Core

Ministry Project Workshop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Ray Anderson | 2학점 | Dr. Euiwan Cho

4/11 - 15

TM743: 한국적 상황에서의 미셔널 처치와

Con 3

리더십
Missonal Churches and Leadership in the
Korean Context
SSC-LL1 | 4/8학점 | Dr. Euiwan Cho

8/8 - 12

OD740: 기독교 신앙과 일터 영성

Con 3

Faith and Marketplace Leadership

Online & Hybrid Plus

Ray Anderson | 4/8학점 | Dr. Paul Stevens

10/17-11/16 DM748: 졸업논문 웍샵
Core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Online | 0/2학점 | Dr. Euiwan Cho

Spring 2016

Fall 2016

9/26 - 12/1 PM741: 한국적 상황에서의 목회신학과 실천
3/28 - 6/10 SP740: 바울의 영성과 목회 리더쉽

4/25 - 29

CN742: 위기사역과 목회자의 자기관리

Con 2

Crisis Minsitry and Clergy Self-care

(추후공지)

DM745: KDMin 오리엔테이션

Ray Anderson | 4/8 학점 | Dr. Yea Sun Kim

Core

DMin Orientation

Con 1 & 3

Paul's Spirituality and Pastoral Leadership
Online | 4/8 학점 | Dr. Jin Ki Hwang

Core/Con 3

Theology and Practices of Pastoral Ministry
in the Korean Context
Online|4학점*| Drs. Hwang and Euiwan Cho
Ray Anderson at 10/13-14.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Summer 2016

(추후공지)

DM747: 과제물 웤샵

Core

Ministry Project Workshop

4/4 -8

DM745: KDMin 오리엔테이션

Core

DMin Orientation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TBA

(월 1회)

Con 2 & 3

FE741ABC: 목회현장문제분석과 대처방안
KDMin Conf. | 0/0/4학점학점 | Dr. Yea Sun Kim

10/11-13

DM748: 졸업논문 웍샵

Core

Final Project Research Methods and Proposal
Online | 0/2학점 | Dr. Euiwan Cho

4/11 -15

DM747: 과제물 웤샵

Core

Ministry Project Workshop
Online | 0학점 | Dr. Euiwan Cho

* 코스 일정은 프로그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