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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World Mission University empowers people 
through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to 
serve the church and impact the world for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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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 3월27일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룬 새 시대에 적합한 

선교사, 목회자, 기독교사역자의 육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여 기독교 학

문 부문 최고의 인가기관인 ABHE 와 ATS로부터 정회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사

회복지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의 전공을 두고 캠퍼스 및 온라인 프로그램을 로컬지역을 비롯 전 세계 한

인 디아스포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교 졸업생은 각 사역현장에서 목회자, 선교사, 예배사역자, 기독교상담

가, 크리스천간호사, 사회복지사, 평신도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목회자 양성이라는 틀을 벗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

양한 크리스천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든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탁월한 기독교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이론보다는 사역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역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역량중심의 신학교육(Competency-

based Theological Education)에 주력하고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급변하는 세상 풍조 가운데서도 진리의 띠를 띠고 기독교 정신을 끝까지 지키며 복음을 이 시

대에 널리 전파하는 믿음의 교육공동체로서 든든히 서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동역자들의 협력과 기

도로 우리 월드미션대학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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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영성

전문성

바른 성경 이해와 복음주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한다.

경건의 훈련과 복음의 실천을 통해 
영적, 인격적 성숙을 나타내게 한다.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기술을 보이게 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대학연합회(ABHE)와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입니다. 기독교대학연합회

(ABHE)와 신학대학원협의회(ATS)는 고등교육인가기관(CHEA)과 미연방교육부(USDE)의 정식 인준을 받은 기

관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입니다.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BPPE APPROVED

오직 예수, 세계 선교
(Jesus First and World Mission)

설립 
이념

학교
사명

교육
철학

교육
목표

월드미션대학교는 성경적 교육을 통해 
변화를 받아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인재를 양성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성경적 진
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
에 힘입어 교회와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탁월함을 추구한다.

WORLD MISSI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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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실시간 
인텐시브 강의 플랫폼 

실시간 토론 및 
화상 수업

자가 학습,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 온라인 학습 

스마트 강의실
Smart Classroom

무들
Moodle

비디오 컨퍼런스
Video Conference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캠퍼스와 온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 월드미션대학교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ATS 인가 WMU Online Program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들에게 현장에서 

공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의 꿈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틀

을 마련하여 보다 큰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습니다.

본교의 모든 온라인 교육 과정은 신학 부문 최고의 인가기관인 ABHE 와 ATS의 100% 온라인 승인을 

받았으므로 온라인으로 미국 정규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졸업 후 미국 주류 신학교나 기독교대학의 상

위 학위과정 진학이 가능합니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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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시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강의실로, 양방향 소통 뿐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진행 가능한 최첨단 하이브리드 강의실입니다. (실시간, 비실시간) 

월드미션대학교 
하이브리드 스마트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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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사역학 준학사 Associate of Arts in Christian Ministries

  기독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성서, 신학, 교양, 그리고 실제적인 사역 기술에 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60학점)

● 기독교상담학 준학사 Associate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에서 전문 상담 사역자들을 돕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한다. (60학점) 

● 기독교사역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Ministries

  교회와 기독교 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성서와 신학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실제 사

역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6학점) 

● 기독교사역학 학사 – 찬양과 예배 전공 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Ministries – Praise and Worship Concentration

  예배 인도를 위한 악기 연주와 찬양 사역의 기술, 성경적 예배 찬양의 기초와 예배 신학을 통해 균형 

잡힌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6학점) 

● 기독교상담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상담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기독교 상담에 관한 신학적 기초를 쌓고 실제적인 상담기술

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6학점) 

● 사회복지학 학사 Bachelor of Arts in Social Work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임상경험을 쌓음으로써 사회복지기관, 비영리단체, 교회 및 선교

기관 등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126학점) 

● 간호학 학사 RN to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Associate Degree 혹은 Diploma Certificate in Nursing 과정을 마치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

호사들이 간호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교육한다. (37학점) 

학사 과정 Undergraduat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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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전문적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신학의 전 분야를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성과 지도

력을 겸비한 목회자로 성장하도록 교육한다. (85학점) 

● 신학 석사 (Master of Arts [Theology]) 

  신학적 기초 위에 영성, 문화, 그리고 지도력을 강화함으로써 크리스천 전문인 사역자들이 각 분야에

서 사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5학점)

● 상담심리학 석사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Psychology)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적인 상담 접근, 성경적 돌봄과 상담훈련, 현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기독교 

상담의 접근 기술과 능력을 얻도록 교육한다. (47학점) 

● 음악학 석사 (Master of Arts in Music)

  교회와 사회에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도록 폭넓은 연주와 연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휘자 및 

연주자로서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도록 교육한다. (44학점) 

● 찬양과 예배 석사 (Master of Arts in Worship Studies)

  성서를 기초로 한 예배 연구를 통하여 이 시대 다양한 예배 현장에서 예배 기획, 예배 인도, 예배 찬

양과 연주 등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3학점) 

● 글로벌리더십 석사 – 복지선교 전공 (Master of Arts in Global Leadership – Social Work Concentration)

  지역사회와 더불어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복지선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39학점) 

● 글로벌리더십 석사 – 코칭 전공 (Master of Arts in Global Leadership – Coaching Concentration)

  교회, 가정, 선교지, 지역사회 등에서 코칭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를 돕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코치가 

되도록 교육한다. (39학점) 

석사 과정 Master'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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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사역중인 목회자들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목회 능력을 향상시켜주며 목회자의 개

인적, 영적 성장을 도모할 뿐 아니라 목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 (34학점) 

● 음악학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전문적인 전공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전공분야를 중심으한 연구와 연주를 하게 되며 교회와 

사회에서 음악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다. (46학점) 

● 상담코칭과 영성형성 박사 Doctor of Ministry in Counseling and Coaching with Spiritual Formation 

  신학, 영성, 심리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고급 학위과정으로 상담 및 코칭과 영성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탁월한 실력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다. (34학점)

● 영성과 상담 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 in Practical Theology -Spirituality and Counseling Concentration

  영성과 상담을 통합할 학제간 분야 안에서 연구,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학문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48학점) 

박사 과정 Doctoral Programs

● 유아교육 교사/원장 Early Childhood Education

 어린이 사역을 위한 유아교육 교사나 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한다. 

 (교사/12학점, 원장/15학점) 

● 가정상담 Family Christian Counseling

 가정상담 사역자로서 지식과 상담기술과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한다. (15학점) 

● 비영리단체 사역 NGO Ministry

 비영리단체의 선교적 적용을 통해 비영리단체 운영의 실제를 훈련한다. (5학점) 

수료 과정 Certificat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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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의 기치를 내걸고 33년전 출범한 월드미션대학교가 북미 신학교육

의 최고인가기관인 ATS로부터 철학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아 새로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포함한 이론신학을 바탕으로 하되 우리 삶의 현

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실천신학 분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목회와 

해외선교, 그리고 일상의 삶과 믿음에 연관하여 관심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영성에 대해 보다 넓고 깊

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이에 집중합니다. 영성은 기독교 안에서 이미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에 다른 종교들과 만나고 더욱이 다문화적으로 확장되면서 그 용어에 대한 사용의 밀도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회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지탄을 받아온 편협한 신앙을 넘어서 복음

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영성의 전인적 확장과 심화는 소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철학

박사 학위과정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무엇보다 영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토대

로 한 실천적 영성형성을 도모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영성의 전인적 확장과 심화를 위해서 인문

학적 성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상과 소통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연구과정

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영성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상담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현

실적인 필요에도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명실공히 이 시대가 요구하

는 전인적 치유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기여하는 전문연구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귀

하를 초대합니다. 

교과과정

필수과목 10과목과 학위논문 2과목으로 모두 48학점을 이수합니다.

● 학점 이수 

 1. 실천신학 기초과목 : 실천신학 연구방법론 / 실천신학을 위한 성서적-신학적 기초

 2. 영성분야 3과목 : 영성 심층연구 / 신학,영성,심리학의 통합연구 / 기독교영성과 고급코칭

 3. 상담분야 3과목 : 현대 영적상담이론과 기술 / 영적상담의 문제들 / 문화,세계관과 코칭 

 4.  개별지도 연구 2과목 : 위 개설과목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개인적 관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지

도교수와의 논의를 거쳐 구성하고 진행합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철학박사 (PhD) 
실천신학 '영성과 상담' 전공 학위과정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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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시험

 학점 이수 과정에서 다룬 각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위한 종합시험을 치릅니다.

● 학위 논문

  학위논문 개요 발표 :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개요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

면 박사학위 후보의 자격(PhD Candidacy)을 취득합니다.

  이후 교수의 지도와 본인의 작성 과정이 결합되어 논문을 완성하면 최종 구술심사를 거쳐 학위를 받

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교의 카탈로그와 철학박사 학위과정 핸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과 학위과정에 대한 안내

신학이나 상담학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를 계속 심화하여 이론적 토대와 실천적 전문성을 

함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에서 신학이나 상담학 분야를 전공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면 본 학위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교수진

정재현 | Philosophy of Religion

미국 Emory University (Ph.D.)
미국 Emory University (M.T.S.)
연세대학교 (B.A.)

송경화 | Spiritual Care and Counseling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Ph.D.)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M.A.)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M.A.)
서울대학교 (B.A.)

김경준 | Clinical Psychology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미국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성균관대학교 (B.S.)

최윤정 | Intercultural Education and Coaching

미국 Biola University (Ph.D.)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A.)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한국외국어대학교 (B.A.)

남종성 | Biblical Theology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미국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충남대학교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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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Admissions

● 입학처 Office of Admissions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wmuinfo@wmu.edu, (213) 388-1000 (Ext. 131) 

● 입학처장 최윤정 교수 (yjchoi@wmu.edu) 

● 입학과장 이명욱 과장 (admissions@wmu.edu) 

장학금 Scholarship

01  본교 진학 장학금 | Higher Study Scholarship

02  선교사 장학금 | Missionary Scholarship 

03  선교사 자녀 장학금 | MK Scholarship

04  가족 장학금 | Family Scholarship

05  목회자 장학금 | Pastor Scholarship

06  목회자 사모 장학금 | Pastor’s Wife Scholarship

07  매칭 장학금 | Matching Scholarship

08  지정 장학금 | Designated Scholarship

입학안내 Admission Guide

월드미션대학교 부설기관 Affiliated Centers

한인기독교상담센터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영성형성연구센터 
Spiritual Formation Research Center

교수학습미디어센터 
Educational Medi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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