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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말 

 

Oikos University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인사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 캘리포니아 주 및 샌프란시스코 및 오클랜드 지역 

공동체를 위해 특별히 설립 된 독립 기관입니다. Oikos University 는 기독교의 

가치와 영감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Oikos 대학은 종교학,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와 

사명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동기 부여, 교육 및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합니다. 삶의 목표를 세우고 배운 직업과 

기술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십시오. 

 

우리 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으 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최선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봉사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당신과 함께 나누고 자합니다. 

귀하의 관심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김숙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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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인사말 

 

형제 자매 여러분,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여행을 안전하게 지킬 수있는 장비가없는 경우 사람들은 

도로를 두려워합니다. 인생이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있는 

곳을 알아야합니다. 여행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이 코스 (Oikos) 대학은 목적지를 명확히함으로써 여행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어 여행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Oikos University 는 여러분에게 기독교 가치와 성경적 영감을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우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직업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환영합니다. 직업으로 지역 사회, 국가 및 세계에 

봉사 할 수 있습니다. 

 

오이 코스 대학은 앞으로 수년 동안 다른 어떤 학교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 

할 것이라는 우리의 최대의 믿음입니다. 

 

주님 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즐거움과 모험으로 가득한 길을 걷고 여행 할 

수있게하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김종인 총장 

오이 코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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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소개 

설립 취지 Oikos University 는 복음주의 기독교 교리 배경을 가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급속히 확대되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인 및 한인 이민자 학생의 특정 직업 요구를 충족시키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학생들은 

기독교 유산에 기초한 사회적, 도덕적, 영적 가치를 연습하고 개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의 목표를 풍부하게하고 그들의 직업과 기술로 지역 사회에 봉사 할 

수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사명 Oikos University 의 사명은 성서 연구, 음악 공연, 아시아 의학 및 실용적인 직업 

간호 분야에서 배운 기술과 직업을 사용하여 남녀가 교회, 지역 사회 및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가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치 Oikos 대학은 복음주의 교회의 교리를지지하며 우리 학교를 정의하는 세 가지 

핵심 핵심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주의 사명과 제자직을 소중히 여기며 특히 아시아 

공동체, 한인 사회 및 한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 춥니 다. 

•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맥락에서 학문적 우수성과 전문 기술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및 사적 관계를 

• 우리는이 가치를 교회, 지역 공동체, 특히 한국계 및 한인 사회와 전 세계에서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비전 Oikos University 의 비전은 신흥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와 지역 사회 

수준에서 세계 전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축복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실현은 오이 코스 대학의 작품에 영감을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추진하고, 정의합니다. 

 

교육목표 학부 

Oikos 대학의 학부 프로그램은 다음 분야의 핵심 학부 역량을 입증 할 수있는 

졸업생을 배출하고자합니다 :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 

• 목표 1 :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비판적, 창조적, 전체 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 목표 2 : 문제 해결에 수학적 기술을 적용하십시오.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바와 같이 생활을위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및 상식 : 

• 목표 3 : 자연 및 물리 과학의 개념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적용합니다. 

목표 4 : 인문학 영역에 대한 조사 수준 지식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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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사회 문화적 참여와 평생 학습 : 

• 목표 5 : 개인 및 그룹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 목표 6 : 사회 과학 및 세계사를 이해하고 일생 동안의 학습으로 학습하십시오.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전문 지식 : 

• 목표 7 : 전문 지식, 이론 및 기술을 보여줍니다. 

•목표 8 : 주요 분야에서 적절한 고급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기독교 헌신 : 

• 목표 9 :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주님 안에서 경건한 길을 

걷게하십시오. 

• 목표 10 : 재능과 영적 성숙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대학원 

Oikos 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결과 분야에서 핵심적인 학부 

역량을 입증 할 수있는 졸업생을 배출하고자합니다.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전문 지식 : 

결과 1 : 연구 기술을 개발하고 독립적 인 연구를 수행합니다. 

• 결과 2 : 프리젠 테이션 형태로 전문 직업을 보호하십시오. 

• 결과 3 : 전공 분야의 선진 장학생 및 마스터를 보여줍니다. 

학생의 능력에 의해 입증 된 기독교 헌신 : 

• 결과 4 : 선택한 분야의 크리스천 전문가로서의 기능 

 

교육목적 1. 성경에 대한 포괄적 인 지식과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나타 내기 

위해 

2. 매일 성경 공부와기도를 통해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평생의 열망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한다. 

3. 개 교회와 세계 선교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태도를 발전시킨다. 

4. 직업 성공을위한 지식에 접근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관점을 나타낼 수있는 

학습 기술을 학생들에게 갖기 

5. 학생들에게 경쟁력있는 지식, 기술 및 자신의 직업에서의 성공을위한 태도를 

제공합니다. 

6. 교회와 사회에서의 기독교 봉사와 직업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 

7. 단어 폭 넓은 봉사 활동에 대한 선교 비전을 심어주고 개인 생활 방식의 

윤리적 기준을 향상시킨다. 

 

학생 개발 철학 Oikos 에서의 학생 개발 철학은 우리의 사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Oikos 대학의 사명은 성경 연구, 음악 공연, 아시아 의학 및 실용적인 직업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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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배운 기술과 직업을 사용하여 남녀가 교회, 지역 사회 및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가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 " 

 

우리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교육하고 제자 삼는 역할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는 성격과 행동의 발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졸업생들이 교회와 세계에서 봉사하게 될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커리큘럼, 예배당, 학생 사역, 소그룹 및 학생 생활을 통해 그들이 

직업과 크리스 같은 성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매주 지역 교회 예식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학술 감독은 취업 시장과 

관련하여 교과 과정 개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학생 감독은 학생들이 충분한 

영적,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2018 가을학기 

학사일정 

<학사일정> 날짜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8 월 6-9 일 

교수회의 8 월 14 일 

가을학기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학사과정) 

(석사과정) 

 

8 월 28 일 

8 월 30 일 

신입생, 전학생 등록마감 8 월 31 일 

노동절 (휴무) 9 월 3 일 

등록금 분납 1 회차 9 월 28 일 

콜럼버스데이 (휴무) 10 월 8 일 

목회학박사과정 집중강의 10 월 15-26 일 

등록금 분납 2 회차 11 월 2 일 

퇴역군인의 날 (휴무) 11 월 12 일 

추수감사절 11 월 19-23 일 

학기말 고사 12 월 11-14 일 

목회학 석사과정 집중강의 (1/2 회) 12 월 17-21 일 

2019 봄학기 조기등록기간  12 월 19-21 일 

성적제출 마감일 12 월 21 일 

겨울방학 12 월 17 일-1 월 29 일 

목회학 석사과정 집중강의 (2/2 회) 1 월 7-11 일 

  
  

2019 봄학기 

학사일정  

학사일정 날짜 

목회학 석사과정 집중강의 (2/2 회) 1 월 7-11 일 

재학생수강신청기간 1 월 7-10 일 

마틴루터킹 데이 1 월 21 일 

교수회의 1 월 29 일 

봄학기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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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석사과정) 

1 월 29 일 

1 월 31 일 

신입생, 전학생 등록마간 2 월 2 일 

대통령의 날 (휴무) 2 월 18 일 

등록금분납 1 회차 3 월 1 일 

목회학박사과정 집중강의 3 월 4-15 일 

등록금분납 2 회차 4 월 5 일 

부활절 (휴무) 4 월 15-19 일 

학기말고사 5 월 14-16 일 

집중강의 (학사, 석사과정) 5 월 20-24 일 

2018 학위수여식 5 월 25 일 

여름방학 5 월 25 일-8 월 27 일 

메모리얼데이 (휴무) 5 월 27 일 

성적제출 마감일 6 월 10 일 
 

 

교리 선언 

 

1. 성경 

  

우리는 믿는 공동체의 신앙에 부여 된 독특한 신성한 영감으로 성경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유일하고 권위 있으며 모든 사안에서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 

  

2. 삼위 일체 

  

우리는 영원하고, 탁월하며, 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이 하느님은 

영원하고 개인적인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구별은 모든 신성한 완전 안에서 

평등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뚜렷하지만 조화로운 

사무실을 수행합니다. 

  

3. 아버지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첫 번째 인격체 인 거룩하다, 지혜, 힘 및 사랑을 믿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한 영은 

주권적이고, 영원하며, 그의 모든 속성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명예와 경배와 

순종 할 가치가 있습니다. 

  

4. 아들 

  

우리는 아들이 완벽하고 죄가없는 인성이며 기적적 인 임신과 동정녀 출생에 

의한 그분의 유일한 성육신 이후 한 신성한 인간 안에서 단합 된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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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완전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5. 성령 

  

우리는 성령이 삼위 일체 신의 세 번째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영원 토록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죄책으로 만들고, 거듭나 고, 내주고, 봉인하고, 그에게 양보하는 사람들을 

채운다. 성령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 십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은사의 표현은 구원의 증거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6. 역사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의 아담과 이브의 문자 적 실재, 문자 적 

타락과 창조에 대한 결과적인 신성한 저주, 전세계의 대격변의 홍수 및 기원을 

포함하여 태고의 역사에 대한 성서적 기록의 완전한 역사 성 및 묵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벨탑에있는 나라들과 언어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믿습니다. 

  

7. 구속 

  

우리는 문자 그대로의 육신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세상 죄를위한 완전한 

구속 가격을 지불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천국으로의 육신의 승천에 

이어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8. 구원 

  

우리는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오는 개인적 구원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제공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완성 된 사역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충당된다고 믿는다. 

  

9. 마지막 것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지상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 

의로운 자의 영원한 지존과 영원한 보상과 형벌을 가진 창조와 구속의 역사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믿습니다. 

  

10. 성경 창조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하나님 창조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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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창조 주간의 여섯 일 동안의 현존하는 

시공간 우주와 그 모든 기본 시스템과 종류의 생물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1. 사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준비된 유혹과 고소로 사탄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이고 악의적 인 존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외부에서 죽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의식의 고문에 갇혀 있어야합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저항 할 수 있습니다. 

 

공개성명서 Oikos University 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 캘리포니아 주 사무국 (BPPE :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 95833, 888-370-7589)이 

운영하도록 승인 한 사설 기관입니다. 운영 승인은 해당 기관이 2009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사립 중등 교육법 (개정)과 캘리포니아 규제법 Title 5 의 

Division 7.5 에 포함 된 최소 기준을 준수 함을 의미합니다. 

 

Oikos University 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 과학 

준회원, 성서학 학사, 음악 학사, 목회학 박사, 신학 석사, 음악 석사, 동양의학 

석사. 

 

Oikos 대학은 파산 신청상태가 아니고 채무가 없으며 지난 5 년 이내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5 년 이내에 미국 파산법 (11 USC Sec. 1101 et 

seq.) 제 11 장에 해당되는 파산 청원서를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일반인 및 학생은 (888) 370-7589 번으로 전화하거나 국의 인터넷 웹 사이트 

www.bppe 에서 얻을 수있는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이 기관에 관한 민원을 중등 

교육 국 웹사이트 www.bppe.ca.gov 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Oikos 대학은 Transnational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의 

회원입니다. [15935 Forest Road, Forest, VA 24551; 전화 : (434) 525-9539; e- 

메일 : info@tracs.org]는 2013 년 4 월 9 일 TRACS 인가위원회에서 후보자 등급 

IV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이 상태는 최대 5 년 동안 유효합니다. TRACS 는 

미국 교육부, 고등 교육 인증위원회, 고등 교육의 품질 보증 기관을위한 국제 

네트워크 (INQAAHE)에서 인정합니다. 

 

우리의 유산 

 

 

오이 코스 대학은 2004 년 1 월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었으며, 

김정인 목사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성장하고있는 한인 이민자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최영교 (이사회 회장), 김종인 (총장), 우남수 (학술 

이사), 김 종진 (학생 국장), 윤명순 (이사회), 로버트 최 (이사회), 이무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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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순 (이사회), 유석 (이사회), 새라 임 (이사회) 우수한 학자 및 전문가의 

교수진은 현재 한국인 신학, 음악 분야에서 한인 이민자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Oikos 대학은 현재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합니다. 

현재 BPPE (Bureau of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승인 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IKOS UNIVERSITY 는 

Transnational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학력인준위원회로부터 

2016 년 4 월 19 일 정식 학력은준을 승인받았습니다." TRACS 는 미국 교육부와 

고등 교육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위치 수업은 7901 Oakport St. Suite 3000, Oakland, CA 94621 에서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심장부에 위치한 캠퍼스는 

오클랜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학생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및 고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상점에는 도매 시장, 청소 업체 및 편의점이 포함됩니다. 현지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한국식 바비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패스트 푸드 식당이 

있습니다. Oikos 학생들은 대학생들의 취업 요구에 맞춘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많은 혁신 프로젝트와 도시 재개발 계획의 역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31 분)과 오클랜드 공항 (5 분 거리)은 

수많은 항공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과 오클랜드 

공항에서 캠퍼스로 전화하면 학교에 전화하여 도착하기 48 시간 전에 

알려주시면 픽업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광 명소로는 UC 

버클리, 오클랜드 운동경기장,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골든 게이트, 베이 

브릿지, 오클랜드 콜로세움 및 트레져아일랜드가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오시는 경우 I-5 북쪽을 따라 I-580 W 를 타고 I-238 N 을 타고 I-880 N 을 타고 

오클랜드로 오신 후 Edes Ave 에서 Hegenberger Road 출구로 나와 

Hegenberger Road 에서 우회전하십시오. 길을 잃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학교 대표전화 (510-639-7879)로 전화하십시오. 

다음 주소를 입력하여지도를 검색 할 수도 있습니다 : 7901 Oakport St. Suite 

3000 Oakland, CA 94621. 

 

Oikos 대학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분교가 있습니다. 주소는 2064 Marengo St., 

Los Angeles, CA 90033 입니다. 전화 번호는 213-700-1966 입니다. 

 

캠퍼스 시설 우리의 8,000 평방 피트짜리 메인 캠퍼스는 Oakland 다운타운 근처에 알려진 

Oakland 시에있는 7901 Oakport St. Suite 3000 Oakland, CA 94621 에 

있습니다. 우리는 6 개의 강의실, 4 개의 사무실, 콘서트홀 크기의 채플, 2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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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권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 구역에는 관리 사무소와 교수 사무실, 학생 

라운지가 있습니다. 예배실은 약 100 명의 인원을 수용 할 수 있습니다. Oikos 는 

기숙사 또는 기타 학생 주거 시설을 운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선택한 

기숙사 호텔, 아파트 및 기타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 줄 것입니다. 도서관에는 정기 간행물 

및 멀티미디어 자료가 35,000 권이 넘습니다. 카탈로그 및 많은 자원은 

도서관에있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 세대와 2 세대 한인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기찬 교회 인 말씀의 교회도 학교를 후원합니다. 

 

학문의 자유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신성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각 학문 

분야에서 진리를 학문적으로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학문의 자유의 기초는 신이 모든 진리의 저자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교수진은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권장됩니다. 따라서 교수진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어디서 이끌 리는지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게됩니다. 학업의 자유는 

Oikos 대학의 모든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교수진과 교사에게 위탁됩니다. 학문의 

자유는 표준이나 규범의 맥락 안에서 항상 행사됩니다. Oikos University 는 

교수진의 표준 또는 규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학문의 자유를 

정의합니다. 

 

1.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원천 이시다. 성경은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가 표현 된 

표현입니다. 또한 자연스런 계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계시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기여합니다. 

2. Oikos University 의 사명 선언문과 신앙 성명서에서 학문의 자유가 

기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선교사 선언문 내에서 교수진은 기독교 

리더십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크리스천 리더가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문의 자유는 대학을 기독교 사상과 행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역할을합니다. 

Oikos 대학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기독교 지도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 . "교직원이 교실에서 삶과 삶의 기독교 원칙을 보여줄 때에 만 달성 

될 수 있습니다. 

3. "교사는 시민이고, 배운 직업의 일원이며 교육 기관의 장교"( "대학의 자유와 

임기, 1940 년 원칙 및 해석 논평", 미국 대학 교수 협회). 교수진이 자신의 전문 

역량 밖에있는 민간인으로서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나 

행동은 대중은 교수진의 발언으로 대학을 판단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에 대한 정확성, 적절한 구속 및 존중은 교수진이 일반 

시민으로서 민간인으로 말함으로써 행사되어야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교과 

영역 밖의 주제에 대해 교수진이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성서 원칙에 따라 사랑의 진리를 말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4. 대학은 사적인 시민으로서 교수진을 정치적으로 말하거나 사회의 잘못을 

다루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수진은 계약직 임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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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습니다. 

5. 학문의 자유를 행사하려면 진리를 추구 할 책임과 타당성을 요구해야하며 

대학의 사명 선언문과 신앙 진술에 대한 완전한 정직과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6. Oikos 대학에서의 학업의 자유는 대학의 사명 선언문과 신앙 진술의 맥락으로 

구성되며 학문의 자유 정책에 명시된 표준 및 규범과 일치합니다. 교수진은 

연구, 토론 및 다른 형태의 조사를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진리를 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진리, 학자 성실성 및 학생에게 책임을 지닙니다. 

교수진은 학생의 개인 신학 적 관점, 정치적 선호 또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플랫폼으로서 자신의 지위 또는 교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대학의 사명 선언문 및 / 또는 신앙 성명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면 

교수진과 대립해야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이 두 사람은 학술 감독과 

만나야합니다. 이 시점에서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합니다. 

학술 감독은 학업상의 자유가 침해 당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면이 문제를 

기각하거나 상임 청문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계약 해지 정책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고 문제의 처분과 관련하여 회장에게 

권고합니다.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성명서는 미국 대학 교수 협회 (AAUP)의 권고 

(http://www.aaup.org/AAUP/issuesed/AF/)와 AAUP 의 1940 년 학문적 자유와 

임기에 관한 성명서와 일치합니다 

(http://www.aaup.org/AAUP/pubsres/policydocs/1940statement.htm). 

오클랜드는이 정책을 채택하여 재임 기간제를 도입 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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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생활 

영적 성장 마가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력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면이 주님에 대한 열정을 반영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하고있었습니다. Oikos 에서 우리는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ikos 의 영적 삶은 학생들이 주도하는 성경 공부에서 수업을 듣고, 교회에서, 

교회를 돌 때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대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Oikos 에서 매일 매일 진행됩니다. 

 

예배 매주 한 번 우리는 채플을위한 공동체로 모입니다. 이러한 봉사는 성령의 

응답과 말씀의 진리에 역동적 인 시간입니다. 열렬한 예배는이 강한 시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교수자와 학생뿐만 아니라 초청 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스페셜데이 대학의 행정과 교수진은 학생들의 요구와 성령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주기적으로,기도와 예배의 특별한 날을 영적 반성과 

새롭게하기위한 목적으로 부름받을 수 있으며, 전체 학교 공동체는 그 날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목회의 강조 

 

최소 1 년에 한 번,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한 예배의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사는 교회 및 / 또는 세계에서 기독교 지도자가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예배 사도 행전을 통해 우리는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위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방문하는지 읽습니다. 우리의 교리는 "보이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이 말을 오 

이코 스 공동체의 각 구성원이 지역 교회의 삶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권위와 상호 책임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도록합니다. 우리는 선물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것을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성전 인 하나님 백성 사이의 교제에 모입니다. 새로운 학생들은 

"가정 교회"를 선택하기 전에 지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해야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일관되게 가정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 인 변명없이 교회에서 결석 한 학생들은 대학의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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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는다고 통보합니다. 

 

소그룹모임 영적 발달의 일부로서, 각 학생은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해야합니다. 이 

그룹들은 성서 연구, 친목 및 책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통해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다른 이들은 캠퍼스에서 만나는 다양한 

그룹에 참여합니다. 

  

헌신 Oikos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 (관리자, 교직원, 직원 및 학생)은 부유하고 

일일 경건의 삶을 유지하도록 권장됩니다. 성서 연구, 명상,기도, 금식, 그리고 

찬양에서 하나님과 만난 시간은 예수의 성품을 형성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여 

받기에 매우 귀중합니다. 사적인 헌신 외에도 학생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특별한 시간 동안 함께 캠퍼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정신 Oikos 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도자의 발달에 전념 한 신자의 지역 사회이다. 

몸이 사랑 안에서 지어지기 위해 (참조, 엡 4:16) 교수진, 교직원, 학생들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참조, 롬 8:29). 관계의 기본 

모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하심과 같이 성령의 

열매로서 완전한 표현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참조, 요 15:12) , 온유와 자제 (참조, 갈 5:22, 23). 이 공동체는 하나됨 속에서 

살고, 어떤 속임수 나 비방을 피하고, 교회와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교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조, 시편 133 : 빌립보서 2 : 1 ~ 4 절, 엡 4 : 1-5 : 21). 이러한 약속에 따라 

성경은 우리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 윤리적 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기권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예는 학생 핸드북의 행동 수칙을 

참조하십시오.) 

 

퇴학 Oikos 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관리자, 교수, 

교직원, 캠퍼스 게스트 및 다른 학생들과의 모든 만남에서 정중 한 태도를 

보여 주어야합니다. 이 기준은 행동, 발언 및 전반적인 면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다른 학생으로부터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각 학생에게 동일한 

예의를 반납해야합니다. 이 기준의 차이는 교수진 및 교직원 고문 및 학생 

국장의 사고를 검토하게됩니다. 이 검토 후에, 학생 국장은 적절한 회복 

권고를 할 것입니다. 

 

각 교수는 학습에 도움이되는 교실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에게 

방해가되는 행동을 삼가거나 교실을 나가라는 요청이있는 경우 학생은 즉시 

정중하게 행동해야합니다. 교실을 떠날 때 학생은 학생 

국장에게보고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학생 국장 및 / 또는 교수진 및 교직원 

고문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필요할 때 추가 보충 조치를 할 것입니다. 학생 

감독은 교수 또는 직원의 부정 행위 혐의에 대해 학장 및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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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합니다. 

 

학생 국장은 학생 또는 재산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는 학생의 

사건을 검토합니다. 이 검토 후에, 학생 국장은 사건을 법 집행 

공무원에게보고하고, 관련 학생에게 개인적인 제한을가하거나, Oikos 

대학에서 학생을 해산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의 보완 적 행동 계획을 

할당합니다. 

 

 

징계 규칙 Oikos Disciplinary Policy 의 주요 목표는 항상 관련 학생의 완전한 복원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염두에두고, Oikos 출신 학생의 정학은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지만, 학생이 회복 적 행동 계획의 목표를 준수하지 

않거나 충족시키지 않으면 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정학이나 퇴학을 피하기 

위해 가능할 때마다 중간 결과가 적용됩니다. 각 사건은 (1) 위반의 심각성, (2) 

사건의 상황, (3) 이전의 비행의 과거력, (4) 사고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검토됩니다. (5) 개인이 참된 회개를 나타내는 정도. 

 

지역 사회 구성원은 직접 검토를 통해 명확하고 이해할 수있는 간증을 

제공해야합니다. 개별 사례와 개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기밀성은 종종 결정에 기여하는 세부 사항의 공개를 막고 때로는 징계 결과와 

관련하여 의문의 여지가없는 질문을 유발합니다. 정보가 모르는 지역 사회 

구성원은 의사 진행에 대한기도의 심의와 후속 결과에 대해 알면서 공무원에 

대한 의심의 이익을 확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학생 담당 책임자 (Director of Students Affairs)는 대학의 주요 학생 수행 

책임자로서 역할하고 다른 관리자와 협력하여 학생 징계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생 핸드북은 커뮤니티 표준 위반으로 인한 결과를 관리하기위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징계 절차 학생이이 핸드북의 기준이나 정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징계 조치를 취할 

필요가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방이 사용됩니다. 

 

• 시정 조치 : 학생이 표준 또는 표준의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교수, 직원 

또는 동료가 학생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의 목적은 학생이 

표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표준을 충족시키기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래에 표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 조치는 

일반적으로 레벨 1 위반 사항을 처리 할 때 보증됩니다. 

 

• 회복 적 행동 계획 : 수정 조치에 따라이 핸드북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성경의 무결성이나 성격이 결여 된 학생은 학생 국장, 학술 이사 및 / 



 

P
ag

e1
8

 

또는 대통령. 이 회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이 성실하고 성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기위한 회복 적 행동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복구 

작업에는 특정 작업 배정, 제한, 금지, 책임 회담 및 / 또는 제한된 기간 만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일반적으로 2 등급 위반을 처리 할 때 

보증됩니다. 학생이 회복 행동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학생이 회복 행동 

계획의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생은 징계 정책의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자발적인 철회 : 학생이 회복 행동 계획에 명시된 목표 및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생, 학장, 그리고 / 또는 회장이 검토하게됩니다.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장 잘 봉사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학생은 OU 관리부에 

자발적으로 OU 를 철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과 OU 행정부의 

협력 결정은 학생을 복구를 위해 개 교회의 목회 적 돌봄으로 돌려 보내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따라서 OU 는 철수의 조건으로 학생의 목사와 

문제를상의합니다. 이 자발적인 철수시, OU 관리부는 OU 로의 학생 재입학을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특정 행정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자발적인 철수에 

대한 기록과 재입학을위한 요구 사항은 학생 파일에 기록됩니다. 

 

• 서스펜션 (Suspension) : 학생이 회복 행동 계획 또는 기타 시정 조치에 

명시된 목표 및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생, 학장, 그리고 / 또는 

회장이 검토합니다. 관리자는 학생을 OU 에서 정지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Suspension 은 특정 시간 동안 학생을 OU 에서 무의식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1 학기 이상 정학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면 학생은 

등록한 모든 수업에서 실패한 학년 (W / F)을 받게되며 OU 행정부는 재입학을 

위해 충족되어야하는 특정 행정 요구 사항을 정의하게됩니다 학생의 OU. 이 

정학 서류와 재입학 요건은 학생 파일에 기록됩니다. 정학 기간 동안 학생 

국장은 학생 기숙사, 아파트, 캠퍼스 커뮤니티에 대한 학생의 출입을 

중지하거나 학술 감독과 협력하여 교수 및 교실에 대한 학생의 출입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퇴학 : OU 총장의 의견에 따라 학생의 행동이나 성격이 기독교 봉사에서 

자격을 박탈하여 OU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대통령은 학생을 

무기한 기각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한 퇴학을 "퇴학"이라고 부릅니다. 퇴학 

처분을받은 학생은 재입학을 위해 등록하지 않은 모든 과목에서 실력이 

떨어지는 과목 (W / F)을 받게됩니다. 

 

• 항소 : 학생이 특정 관리자, 교직원, 교직원 또는 징계 권한이있는 공식 

OU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있는 새로운 정보가있는 경우 학생은 통보 

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OU 의 

결정, 또는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는 시간. 서면 항소는 징계위원회와 함께 

청문회를 요청하는 학생 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 항소의 사본과 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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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의 응답은 학생 파일에 보관됩니다. 주 : 서면 항소에는 새로운 정보와 

현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고충 처리 정책 제출할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학생의 지위가 종료되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학생은 서면 항소를 검토를 위해 항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는 결정과 관련이없는 OU 관리들로 구성된 3 명의 

개인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입니다. 학생 국장은 OU 대표로서위원회에서 

봉사하게됩니다. 학생 대표는 또한위원회 위원으로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된 표현에 대한 조정은 검토 전에 논의됩니다. 

 

 

절차 항소위원회의 역할은 사건을 다시 듣고 두 번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가 그 결과를 

뒷받침하고이 결과가이 기준에 따라 정당화된다. 안내서. 위원회는 위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결정을 내리거나 고려 된 시행을 위해 해당 

이사에게 권장 사항을 제출합니다. 감독의 후속 결정은 최종 결정이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OU 고충 처리 정책을 정의하고 설명하며 학생이 고충을 

해결할 수있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불만 사항"은 불만이나 항의 또는 학생의 학업 경력이나 개인적인 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간주되는 실제 또는 가정 된 

환경으로 정의됩니다. 학생이 이의 제기를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은 해결을 위해 관련된 개인과 상황을상의해야합니다. 

 

2.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은 문제와 관련한 서한을 학술 이사 (학업 

성한 경우) 또는 학생장 (비 학업 사안 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실제 또는 가정 된 날짜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합니다. 

A. 학생의 성명; 

B. 학생의 사회 보장 번호; 

C. 학생이 등록한 전공; 

D. 이의 제기 및 지원 서류 설명; 

E. 학생 서명. 

 

3. 학생 서신을받은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이사 또는 기타 이해 

관계자가 고충 처리 절차의 대안으로 중재를 제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면 학생의 학술 이사 또는 감독은 OU 의 중재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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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의 중재 정책 참조)을 기반으로 합의를 위해 중재를 예약합니다. 

 

4. 중재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학생의 학술 이사 또는 

감독은 학생의 결정을 진술 한 서신과 결정에 대한 이유를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학생에게 서면으로 응답해야합니다. 

 

5. 학생이 이사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학생은 결정을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0 일 이내에 회장에게이 결정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는 위에 기술 된 자료와 감독의 응답 사본이 

포함되어야합니다. 

 

6. 회장은 영업일 기준 15 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검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항소가 검토를 요구한다고 결정하면 교수 결정 소위원회 (학술적 인 경우) 

또는 행정 심의회 소위원회 (학술적 문제가 아닌 경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7. 소위원회는 추천 후 30 일 이내에 만나게됩니다.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 

스럽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감독의 원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8. 대통령이 항소가 검토를 보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이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불만사항 OU 는고등 교육국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에서 임시 

승인을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 승인은 국이 기관의 질적 검토와 

평가가있을 때까지 승인 할 수있는 잠정적 인 지정이다. 국은 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에 관한 공식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OU 에 대해 불만 사항을 

논의하거나 불만 정책 사본을 받으려면 전자 메일 (bppve@dca.ca.gov) 전화 

(916.574.7720)로 국에 문의하십시오. 

 

개인은 TRACS 가 TRACS 웹 사이트 (www.tracs.com)에 개인을 정책 및 절차가 

포함 된 패킷 다운로드 지침과 함께 지시 할 때 불만 사항이라고 간주 될 

수있는 불만 사항 또는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TRACS 에 질의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기관, TRACS 불만 사항 정보 표 및 TRACS 불만 처리 양식에 대한 불만 

사항. 그러나 TRACS 의 응답 및이 절차에 명시된 특정 시간표를 충족해야하는 

의무는 TRACS 불만 정보 표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한 후에 

시작됩니다. 

 

 

복장에 관한 규칙 몸과 손질에 관한 Oikos 의 철학은 우리의 가치와 사명에서 직접적으로 

흘러갑니다. 즉 세속의 세계에서 사역 할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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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기반"접근 방식을 취하는 대신, 신흥 지도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개인적인 인식을 갖기를 바라는 바램을 반영하여 접근 방식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제자화와 책임감의 안전한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외모 

문제를 다루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은 문화적 주관적인 규정을 부과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배울 것입니다. 

 

시편 40 편 8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뻐 하노니, 네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Oikos 의 소망은 

학생들이 성경적 근거에 기초하여 결코 마음에 도달하지 않는 외부 

적합성보다 진정한 성숙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의 승인이나 비난에 관계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손질과 옷차림에 관한이 철학은 겸손의 원리, 걸림돌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희생적인 지도력의 원리, 그리스도 중심주의의 원칙이라는 네 가지 성경 

원리에 기초합니다. 

 

1. 겸손의 원리. 성전은 겸손을 요구하며, 특히 여자의 복장을 요구합니다. 

성서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겸손과 품위는 신자의 삶에서 경건의 특징입니다. 

겸손은 의복 선택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을 수행하기로 선택한 의도에 의해 

반영됩니다. (참조, 디모데 전서 2 : 9; 벧전 3 : 3-4). 

 

모범적 인 복장이나 행동은 타인의 관심을 모으는 정숙함 및 / 또는 미성숙 

함을 반영하여 의도적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무의식으로 인해 

무질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아 들일 수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제한 단순한 실패입니다. 사역 

지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 삶에 두 셨던 동료와 지도자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 들여야합니다. 

 

2. 걸림돌의 원리. 고린도 전서 10 장 23 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다양한 

스타일과 유행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몸단장과 옷차림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특별히 금지되어있는 많은 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나이 권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틀 거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지 않은 신자들은 

죄에 대한 허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생활 방식과 선택을보고있는 불신자들은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로마서 14 장 1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심판을 

그만 두자. 대신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손질과 의복 선택은 영적 여정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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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 희생적인 리더십의 원칙. 로마서 12 장 1, 2 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살아 있고 거룩한 제물로 [세상에 순응하지 않게] 제시 

하옵소서."신자로서 우리는 산 제물로 부름 받았다. 또한 성경은 사역 

지도자들이 다른 신자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 장 1 절은 "형제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많은 형제가 교사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질과 의복 선택은 우리의 권리를 

희생하려는 의지를 반영해야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술. 

 

4. 그리스도 중심의 원리. 신자로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죽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와 같이된다는 평생의 과정에 복종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3 장 18 절에서 바울은 "베일을 벗은 얼굴을 가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이 영으로부터 오는 영원 토록 영광을 더하여 그분의 

형상을 갖게됩니다." 몸단장과 옷차림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각각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있게 도와 줄 것인가, 아니면 내게 

초점을 맞춘다는 나의 목적인가?"라고 물어야합니다. 

 

상호 책임 성의 정신으로 Oikos 의 모든 사람들은 정리와 의상에 관해 

서로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이 기독교 사역자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전의 기초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이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이이 문제를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언급 할 

것을 기대합니다. 

 

학생들은 때로는 특별한 교실 과제, 채플 참여 또는 졸업식과 같은 행사에보다 

전문적인 옷차림을 입어야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특정 교회와 학생 

사역은보다 전문적인 복장을 요구할 것입니다. 

 

 

학생서비스 및 활동 

주거 규칙 

 

이 대학은 기숙사 또는 기타 주택 시설을 운영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및 산호세의 도시를 포괄하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주변의 캠퍼스 주변에 적절한 주택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줍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역 기숙사 호텔에서 주택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를 

공유하거나 지역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방을 빌려줍니다. craigslist 나 

sfkorean.com 과 같은 웹 사이트가 있는데, 학생들은 이웃, 가격, 침실 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시물에는 이미지와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주택 비용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비용은 한 방의 경우 약 1,000 

달러이고 한 침실 아파트의 경우 약 2,000 달러입니다. 대학은 학업 또는 영적 

복지에 대한 우려가있는 경우 사례별로 주택을 승인하거나 거부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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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대학에서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생 라운지는 집에서 식사를 

가져 오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운동 Oikos 는 가을과 봄 학기에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농구, 

배드민턴, 탁구는 남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동아리 우리는 당신이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학생 주도의 클럽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은 조언을 구하거나 학생들이 대학 자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관심사로는 하이킹, 스포츠, 특정 책 읽기 및 

토론이 있습니다. 

 

학생회 등록 된 모든 학생은 학생회 (Student Association)의 회원입니다. 학생 정부의 

목적은 학생들 간의 기독교 교제를 증진시키고 오이 코스 대학의 사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협회 활동은 학생 비와 개인 선물을 

통해 지원됩니다. 협회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의 임원은 매년 회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학생위원회는 각 반에서 3 명의 대표와 학생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행정부의 "소리 

나는위원회"역할을합니다. 또한 클럽 및 사교 행사와 같은 특정 학생 활동 

계획을 담당합니다. 

 

오픈하우스 각 학기의 첫 수업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Oikos 학생들은 가을과 봄에 매일 C4D (College-for-day)를 볼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방문객들은 기숙사 또는 아파트에 학생들과 함께 머물도록 

초대됩니다. 교실은 정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생위원회 (Student Council) 

및 학생 국장 (Director of Students)은 특별 활동을 계획하여 손님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게합니다. 우리는 당신이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기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배 봉사 학생 주도의 예배 팀은 채플 서비스 기간 동안 음악 및 기타 창의적인 예술을 

기획하고 이끌어 낼 책임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다면, 이러한 

서비스를하는 동안 보컬 또는 기악 스페셜을 공유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주도의 미디어 팀은 채플 서비스 및 특별 행사를 위해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를 감독합니다. 이 분야 중 한 곳에서 봉사하고 싶고 교육을 

받고 싶다면 학생 국장에게 연락하십시오. 

 

학생사역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대학에서 사역에 참여한 학생들의 결과로 많은 

학생들의 활동이 일어난 것은 놀랄만 한 일이 아닙니다. Oikos 의 학생 인 

귀하는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를 통해 사역에 참여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카탈로그의 학술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학생 사역은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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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주님, 교회 및 세계에 봉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된 

남녀의 심장 박동입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동안, 당신은 또한 친목을 누리고 

평생 지속될 우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컴퓨터실 가능할 때마다 Oikos 에 컴퓨터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종이를 입력하거나 조사를해야 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Academic 

Computer Lab 의 자료를 사용해도됩니다. 연구소는 완벽한 인터넷 액세스 및 

워드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컴퓨터 가져 오기 

컴퓨터를 캠퍼스에 가져 오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 구성을 권장합니다. 

권장 Windows 구성 

• Pentium IV, 2.80GHz 

• 512MB RAM 

• Windows XP 또는 최신 버전 

• Microsoft Word 2003 또는 최신 버전 

• CD-RW 드라이브 

• 100-Base-T 네트워크 카드 

• 랩톱의 경우 802.11g 무선 네트워크 카드 

• 80GB 하드 드라이브 

권장 매킨토시 구성 

• Power PC G4 (최소 800Mhz) 또는 듀얼 코어 Intel 프로세서 (2.0GHz 이상) 

• 512MB RAM 

• Mac OS X 

• Mac 용 Microsoft Word X 

• 내장 이더넷 포트 

• 내장형 Airport Extreme (802.11g) 무선 네트워크 카드 

• 80GB 하드 드라이브 

• CD-RW 드라이브 

 

 

노트북 지참규정 Oikos 대학은 프로그램의 품질을 보장하고 기술 자원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Oikos 학생들은 연구, 학습 장비 및 

학습 보조를 위해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Oikos University 는 학생들에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합니다. 

 

기타 Oikos 에서의 학생 생활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학생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수락서와 함께이 핸드북의 사본을 받게됩니다. 이 핸드북은 학생 국장이 

제공합니다. 수락하면 학생 핸드북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책을 기꺼이 

준수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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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자료 및 

정보 

 

도서관 도서관은 본관 내에 있습니다. 

본교 도서관은 신학, 음악, 한의학, 생명 및 물리 과학, 사회 과학 분야의 

한국어 및 영어 학술 자료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5 시까 지 운영됩니다.. 

 

 

도서관 사용 도서관 사용은 학생과 배우자, 교직원과 배우자, 졸업생, 목회자 및 지역 

사회의 다른 주민에게 OU 가 제공하는 특권입니다. OU 와 관련이없는 

이용자는 한 번에 총 2 권의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별 연구 및 학습 목적으로 도서관을 사용하도록 권장되며 항상 

공부할 수있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서관에는 공용 

전화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서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특정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규칙 목록을보고 기꺼이 준수해야합니다. 

도서관에서 실시하거나 도서관 소장품이나 가구를 취급하는 사람이 도서관 

정책에 위배되는 사람은 시설을 떠날 것을 요청 받고 징계 조치를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규정위반 인해 도서관 특권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절차 모든 도서관 자료는 대출 데스크의 도서관 사서가 체크 아웃해야합니다. 

사서는 각 품목의 반납일에 대한 유인물을 대출자에게 줄 것입니다. 

 

참고 서적 참고 서적은 정규 도서관 시간 동안 도서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 시간에 대출 데스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적 일반 서적 모음은 도서관의 메인 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책은 Dewey 

Decimal 시스템에 따라 정렬됩니다. 

각 선반 유닛에 포함 된 책의 듀이 (Dewey) 번호는 해당 유닛의 끝에 

표시됩니다. 

일반 소장 도서 중 대부분은 2 주 동안 대출될 수 있으며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연체되었거나 미납 된 벌금을 낸 사람은 자료를 대출하거나 갱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에 총 7 권의 도서 (어떤 주제 분야에서 4 권 이상)를 대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자료를 대출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서적의 사본과 같은 일부 서적에는 3 일의 대출기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대출된 자료에 "예약 (hold)"을 걸어서 반환 될 때 대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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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예약 도서관 사서는 교직원이 준비한 자료 목록을 관리합니다. 이 자료의 사용에 

대한 시간 제한은 교수가 결정하고 대출 데스크에 자료와 함께 게시됩니다. 

예비 자료는 갱신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동일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전에 

24 시간 대기해야합니다. 코스 당 하나의 예약 도서의 대출한도가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 잡지 및 신문은 도서관에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현행 이슈는 대출실에 

전시되어 있으며, 지정된 장소로 되돌려 보내야합니다 

 

비도서 자료 비 도서 자료는 이용 가능하며 참조실의 수직 파일에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며 사전 순으로 정렬됩니다. 세로 파일은 한 주제 당 

최대 10 개의 기사 및 총 네 개의 주제까지 3 일 동안 대출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영상 자료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및 CD 를 사용하는 학생은 전화로 대출 데스크에 

요청해야합니다.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및 CD 는 도서관의 특정 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도서관밖으로 반출 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 

비주얼 워크 스테이션 중 하나에서 VCR 또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대출 데스크에 로그인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강사의 강의 

요청으로 오디오 / 비디오 자료를 도서관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책에 사용 

된 절차를 따르십시오. 

 

반납 모든 도서관 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반납되어야합니다. 도서관 자료를 

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거나 미납 된 벌금이 있는 학생은 자료가 반납되고 

벌금이 지불 될 때까지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연체 된 자료를 계속 

가지고있는 학생에게는 도서관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도서를 

미반납하거나 미납된 벌금이 있는 학생은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휴관일에는 반납 된 자료를받을 수있는 "도서 드롭"이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은 기한이 지난 항목과 함께 "도서드롭"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도서관의 도서는 정규 도서관 시간에 도서관 

대출 데스크로 반납해야합니다. 대출된 항목은 다른 학교 사무실이나 학교 

직원에게 반환 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체 된 날짜 수에 따라 만기일까지 반환되지 않은 모든 도서관 자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며 반납 할 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도서 반납시 

벌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학생은 벌금이 지불 될 때까지 대출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책이 분실 된 경우 사서에게 알리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책이 분실 된 것으로보고되면 즉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일반 콜렉션 $ 0.25 / 일 

세로 파일 (제목 당) 0.25/일 

CD,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0.25/일 

비디오 테이프 1.00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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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예약 1.00/일 

 

벌금은 예비 도서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현재 비용과 동일한 최대 금액으로 

징수됩니다. 최고 요금없이 예비 도서가 반환 될 때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납기한이 연체 통지는 전형적으로 학생들에게 우송되지만, 제때에 자료를 

반송하고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분실/손상 도서관 자료를 손상시킨 학생은 자료의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학생이 

자료가 어떤 식 으로든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게되면, 도서관 직원에게 대출 전 

확인을해야합니다. 학생들은 학기가 끝나면 잃어 버리거나 반납되지 않은 

빌린 자료의 교체 및 처리에 대해 책임을집니다. 

 

복사기 복사기는 도서관에 있습니다. 1 장당 5 센트를 지불해야합니다. 사용자는 

정확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 복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조정을 시도하지 말고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 일부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연방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사본이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컴퓨터실 도서관 컴퓨터 실이 있습니다. 이유가있는 경우 종이는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디스켓을 준비해야합니다. 

 

시간 학술 컴퓨터 랩은 도서관의 정상 근무 시간 중에 열립니다. 교수진은 수업 중 

특별 수업을 예약 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 오셔서 수업을 찾으신다면 조용히 

들어가서 열려있는 워크 스테이션을 사용해도됩니다. 수업이 끝나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은 대출 

데스크에서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규칙 사용은 교수진과 교직원, 등록 된 학생 및 배우자에게만 국한됩니다. 

• 열람실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악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 도서관은 나머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학습 장소입니다. 낮은 수준의 소음을 

유지하십시오. 

• 프로그램, 음악, 게임 또는 스크린 세이버 다운로드 불가. 

• 프론트 센터 컴퓨터는 교수진이나 교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다른 학생이 컴퓨터를 기다리고있을 때는 컴퓨터 사용시 30 분 제한을 

준수하십시오. 

 

교직원이나 도서관 직원이 컴퓨터 사용, 소음 수준 또는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P
ag

e2
8

 

나타내면 첫 번째 요청을 따르십시오. 교수진과 도서관 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실험실을 나가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후에 실험실에 대한 액세스는 학술 

이사가 일정 기간 동안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라운지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 교묘하지 않고 진정한 속박의 포인트가 될 수있는 인터넷상의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보호받을 수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 액세스를 

필터링하고 인터넷에 로그온하는 동안 방 문을 열어 두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공용 

환경 인 컴퓨터 랩 (Computer Lab)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는 신뢰할 수있는 친구 및 영적 지도자와 

책임감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 중 포르노 또는 

엔터테인먼트 정책을 위반하는자는 학생 행동 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게됩니다. 

 

영어 숙달능력 MBA 와 MSAM 학생의 경우, 영어 실력이 TOEFL iBT 시험에서 75 점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영어성적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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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수진 

교수의 직무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교수직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에게 조언한다. 직접적인 학생의 학업 활동; 학생 개발 

활동에 참여한다. 대학 및 대학위원회에서 봉사한다. 대학, 지역 사회 및 전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활동은 해당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진술과 

일치해야합니다. 

 

책임 

각 기본 기준에 내포되어있는 것은 개인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학문적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행동의 통합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영적 활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되어야합니다. 교수진은 학술 이사에게 직접보고합니다. 

 

가르침과 멘토링 

배정 된 강좌를 가르치고 표준화 된 강좌 요강 및 강좌 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명확한 강좌 결과를 세우고 학생 학습을 촉진합니다. 교육 

스타일, 콘텐츠 및 학생 학습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정을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문적, 영적 및 

목회 적 조언을 제공하십시오. 성공적이고시기 적절한 완료에 대한 학생들의 

궁극적 인 경험을 감독하십시오. 

 

연구, 장학금 및 / 또는 창작물 

Oikos 대학은 연구 기관이 아니지만 교수진은 대학의 사명을 발전시키고 

성서적 세계관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며 교수진의 노력 분야에서 지식 기반을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매체로 연구 

결과를 전달하십시오. 장학금을 홍보하는 전문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학술 및 전문 역량을 향상시킬 전문 개발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대학 행정 및 커뮤니티 및 전문 서비스 

위원회 배정, 모집 활동, 홍보 행사 및 기타 과외 활동을 통해 대학에 

봉사하십시오. 제도적 목표를 향상시키고 제도적 단일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대학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 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대학 외의 지역 사회에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재능을 

적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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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교육. 일반적으로 공인 된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또는 교육 과제와 관련하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둔 증거.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수년간의 전문적인 경험, 바람직하게는 교육 및 비 교직 지도자 역할과 

목회 사역 경험을 혼합한다. 

장학금. 적절한 전문가 회의에서 출판물에 학자 생산성과 학술 프로그램 

참여를 입증했습니다. 

개인적인. Oikos 대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을 위해 개인적인 모습과 적절한 복장을하십시오. 

도서관 교수의 직무 주요 사서, 동료 사서 및 보조 사서 교수직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접근 가능한 학술 자료 제공, 이러한 자료의 해석, 연구 

자료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연구 수행; 도서관 및 대학위원회에 

봉사한다. 대학, 지역 사회 및 전문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올라감에 따라 품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활동은 해당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진술과 일치해야합니다. 도서관 직원이 헤드 

사서에게보고합니다. 헤드 라이 브러리는 학술 이사에게보고합니다. 

책임 

각 기본 기준에 내포되어있는 것은 개인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학문적 

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과 행동의 통합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영적 활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되어야합니다. 

 

전문 사서 

후원자에게 특정 참조 질문을 돕고, 소장품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전자 

자료를 가르칩니다. 특정 학문 분야에서 수집 및 수집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 

연락 책의 역할을하거나 도서관 지원 기능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연구 과정과 

워크샵을 가르치십시오. 전문 세미나 및 시연을 제공합니다. 특정 연구 

프로젝트 자원에 관해 학생들과 교수진에게 조언하십시오. 

 

연구, 장학금 및 / 또는 창작물 

Oikos 대학은 연구 기관이 아니지만 사서는 대학의 사명을 발전시키고 성서적 

세계관에 대한 헌신을 반영하며 사서의 지식 기반을 확대하는 연구 및 학술적 

또는 창조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전문적으로 관련있는 매체로 

연구 결과를 전달하십시오. 장학금을 홍보하는 전문 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학술 및 전문 역량을 향상시킬 전문 개발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대학 행정 및 커뮤니티 및 전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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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배정, 홍보 행사 및 기타 과외 활동을 통해 대학 기관에 봉사하십시오. 

제도적 목표를 향상시키고 제도적 단일성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대학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 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대학 밖의 

지역 사회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재능을 발휘하십시오. 

 

자격 

교육. ALA 인증 학교의 도서관 과학 석사 (MLS) 학위. 두 번째 학위 과정을 

추천합니다. 

 

경험. 수년간의 적절한 학술 도서관 경험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레퍼토리 또는 수집 서비스. 

 

장학금. 적절한 전문가 회의에서 학술 생산성 및 / 또는 창의적인 활동과 학술 

프로그램 참여를 입증했습니다. 

 

개인적인. Oikos 대학의 기준에 부합하는 라이프 스타일. 크리스천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을 위해 개인적인 외모와 적절한 복장을 제공하십시오. 

 

세계관과 성서해석학 이해 교수진 

모든 전임 강사진은 자신의 신앙과 학습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능숙해야합니다. 그러나 학문적 훈련의 특성 때문에 개인이 선택한 분야에서 

탁월한 자격을 갖을 수는 있지만 해석학 및 세계관 이해의 측면에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Oikos 대학은이 사실을 인식하고 

교수진이 이러한 숙련도를 달성 할 수 있도록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했습니다. 

 

학부장은 신임 교수가 신앙과 학습의 통합에 능숙한 지 판단합니다. 능숙하지 

못한 교수진은 전문 개발 계획에 3 년 이내에 숙련도 달성 계획을 

포함시켜야합니다. 이 계획에는 적절한 일정과 기대가 있어야하며 다음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합니다. 

1. 신학 교수진이 제공하는 기독교 교리 및 / 또는 해석학에 대한 기본 과정에 

참석하십시오. 

2. 교리, 해석학 및 통합에 대한 읽기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3.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 및 토론 시리즈에 참석하십시오. 

 

3 학년이 끝날 때까지이 교수진은 연례 실적 검토의 일부로 숙련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교수진은 통합 성질의 논문을 제출하거나 

적절한 통합 기술과 이해를 증명하는 교과 과정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숙련도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학술 감독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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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된 교직원 

연례 성과 검토의 일환으로 고용 된 교수진이 자신의 교수법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신앙과 실천을 효과적으로 통합 할 수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학술 감독의 책임입니다. Oikos 대학. 학술 이사는 신규 및 

현 교수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특별 섹션에 배치해야하는 우수한 

통합 문서 또는 교실 자료의 예를 주기적으로 선택해야합니다. 

 

교수 채용 새로운 교수 직책의 승인 또는 교수직, 학술 이사 또는 해당 직책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맡은 다른 대학교 공무원 (또는 교수직 계급을 담당하는 

행정 임원의 경우, 회장) - 새로운 지위 또는 공석을 채우기 위해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적절한 미디어에 광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사 가능한 직위에 대한 고용과 관련한 문의를 받으면 학술 이사는 

명백히 자격을 갖춘 전임 강사가 서면 이력서, 참고서 및 완성 된 교수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술 감독이 신청 자료를 검토 한 후 캠퍼스 인터뷰가 적절한 지 판단합니다. 

인터뷰 과정의 일환으로 예비 교수들은 학자 프리젠 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발 된 교수진, 학생 및 관리자는 후보자의 교수 및 발표 기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학술 이사, 교수 대표자 및 회장은 모든 후보자와 면접을합니다. 학술 감독은 

예정된 면접을하기 전에 각 면접자에게 강사 신청서 사본을 보냅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학술 감독은 각 면접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총장에게 

제출할 관련 정보를 얻습니다. 

 

학술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은 대학 세칙 및 이사회 방침에 따라 이사회 

임명을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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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정 

 다양한 기부자가 대학에 부여한 관대 한 교육 보조금으로 인해 상당한 경비를 

받게됩니다. 미래의 지도자로서 큰 관심을 가지고있는 많은 교회와 개인은 

이미 귀하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섹션에 제공된 정보는 2013 년 가을 학기부터 2015-2016 학년도에 대한 

Oikos 교육 가격을 반영합니다.이 요금은 이사회의 조치로 사전 통지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비용 상승과 관련하여 새로운 비용을 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비 신학학사과정 

      15 학점 

      (학점당 학비) 

 

2,800.00/학기 

234.00/학점 

목회학석사과정 

     15 학점 

     (학점당 학비) 

 

3,200.00/학기 

356.00/학점 

목회학박사과정 

     9 학점 

     (학점당 학비) 

     코스웤 이수 후 컨티뉴에이션 학비 

                    

13,500.00/코스 

450.00 / 학점 

500.00/학기 

음악학사과정 

     15 학점 

     (학점당 학비) 

 

2,800.00/학기 

234.00/학점 

 

음악석사과정 

     15 학점 

     (학점당 학비) 

 

 

3,200.00/학기 

356.00/학점 

한의학석사과정 

     한의학과목: 147.5 학점 

     실습과목: 32 학점 

     성경 및 신학: 9 학점 

 

180.00/학점 

360.00/학점 

356.00/학점 

경영학학사과정 

     15 학점 

     (학점당 학비) 

 

2,800.00/학기 

234.0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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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석사과정 

     경영학과목: 36 학점 

     성경 및 신학: 9 학점 

 

500.00/학점 

356.00/학점 

ESL 600.00/1 개월 

 

청강 (학점당)* 

     학점                                        

     학점불인정 

100% 

50% 

* 학점 인정 또는 불인정은 첫강의 5 주 이내에 결정 

* 프로그램 이수의 총비용은 p. 48 의 표 참조 

 
 

교과서 대학에서는 귀하의 이익을 위해 도서 구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수업에 

대한 교과서를 미리 주문하고 도착할 때 비용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주문 

교과서 구매가 필요합니다.) 학기당 교과서 비용은 풀 타임 학생의 경우 보통 

$300 에서 $500 입니다. 

 

기타 비용 등록신청비 250.00 (환불불가) 

배치테스트비 100.00 

입학비 150.00 

등록비 100.00 

학생회비 50.00 

등록금 분납신청비 50.00 

페이먼트플랜 과태료 30.00 

 (1 번째: 잔액의 3%, 2 번째: 잔액의 6%)  

부도수표 100.00 

등록연체비 150.00 

재시험비 50.00 

학과목 추가/취소 신청비 

재입학비 

50.00 

100.00 

논문심사비 

졸업비 

600.00 

300.00 

 

음대졸업연주비 

개인/그룹레슨비 

실험실비 

변동가능 

변동가능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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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비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록증명서 

   졸업장사본 

   I-20  연장                                

   I-20 재발급          

 

10.00   

10.00 

10.00 

25.00 

10.00 

10.00 
 

 

제반 비용에 대한 설명 

 

등록신청비 

신입생은 약간의 신청서 처리 비용을 내야합니다. 

 

배정 시험 수수료 

새로운 학생 인 경우, 성경, 영문 글쓰기 등과 같은 대학 수준의 과목을 공부할 

준비가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련의 배치 테스트를 받아야합니다.이 

비용은이 시험 비용을 포함합니다. 

 

페이먼트 플랜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비와 수업료가 완납 될 것입니다. 현금, 수표, 마스터 

카드 또는 비자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지불 일정 및 지연 지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섹션 뒷부분의 지급 일정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부도수표요금 

수표로 지불하고 어떤 이유로 든 수표가 반환되는 경우 수표 금액과 반환 된 

수표 수수료를 다시 청구합니다. 

 

등록연체비 

매 학기 하반기에 지정된 날짜에 다음 학기 등록을합니다. 학업 고문과 만나서 

양식을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약속을하지 않고 모든 교과서 (교과서 

주문 양식 포함)를 등록을 위해 제출 한 학생에게는 늦은 등록비가 

부과됩니다. 

 

재시험비 

최종 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은 당신의 강의 계획서에 주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참지 만했던 상황의 경우, 교수는 귀하가 일찍 또는 늦게 

시험을 치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시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허락 

한 경우, 사업 사무실에 시험 일정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학과목 추가 / 취소 수수료 

학기가 시작된 후 코스를 취소하거나 다른 코스를 추가해야하는 경우,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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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후 1 주일 이내에 코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감 날짜 전에 강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등록 기관 사무실에서 일정 변경 양식을 작성하고 

추가 또는 삭제 된 각 강좌에 대한 추가 / 삭제 수수료를 지불하십시오 

(정확한 날짜는이 카탈로그 앞 달력을 참조하십시오). 

성적표 

귀하의 경력을 통해 귀하는 때때로 귀하의 성적 증명서 사본을 고용주 또는 

다른 대학에 보내야합니다. 오이 코스 (Oikos)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당시의 성적 수수료를 지불하면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를 보내드립니다. 

 

졸업 비용 

졸업 후에는 Oikos 에서 졸업 가운 대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수수료는 졸업 비용을 상쇄합니다. 

 

음악 레슨 

혼자서 음악을 공부하고 싶다면 사적인 강사와 함께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준비 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정을위한 수업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 된 강사 

목록을 School of Music 에 문의해야합니다. 귀하, Oikos 교수 및 강사가 학기 

동안 귀하의 교육 목표를 공동으로 협상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얼마나 많이 동의 할 것입니다. 대학 사무실에 수업료와 

수업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실험실 비용 

일부 코스의 학생들은 다양한 실험실 실험을 수행하거나 특수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실험실 장비 및 소모품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과정에 실험실 사용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강의 요강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유인물 

과정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유인물이있는 경우 복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자료에 대해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페이먼트 플랜 이 섹션에서는 학비와 수업료 납부 기한을 설명합니다. 수시로 학생들은 

정시에 자신의 계좌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자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체크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 

 

1. 십일조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십일조에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참조, 말라기 3:10). 당신이 십일조이면, 

당신은 재정적으로 당신을 축복하라고 하나님 께 구할 수 있습니다. 

2. 대학의 재정 지원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십시오. Oikos 장학금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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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 할 수있는 자산을 찾으십시오. 어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스테레오 장비를 판매 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봄 학기에는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4. 친구, 가족 및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Bible 

College 에 다닐 수 있도록 열심입니다. 

5. 대학 교육의 비용은 부채가 아닌 투자로 간주되어야합니다. 대학을위한 돈 

중 적어도 일부를 빌려보십시오. 많은 은행들이 귀하의 차량과 같은 자산으로 

담보 된 대출을 연장 할 것입니다. 참고 : Oikos 는 마스터 카드와 비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체 된 지불 플랜을 신청할 경우, 지불 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클랜드 또는 더 큰 베이 지역에서 교외에서 일하는 데 충분한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풀 타임 학생은 일주일에 약 20 시간 이상을 일하지 않아야합니다. 

주당 20 시간 $ 9.00 이상으로 일하는 학생은 학기 중에 학비 전액을 지불 

할만큼 $ 2,400 을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 할 수있는 작업 (있는 경우)을 확인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름에 풀 타임으로 공부하거나 휴가를 통해 대학에 돈을 

지불해야합니다. 여름철에는 주당 60 시간, 한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 시간 

씩 일하는 많은 학생들은 교회,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받지 

못한다해도 시간에 맞춰 모든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또는 

친구. 

 

미납 계좌 현재 재정적 인 계좌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생은 학비 완납 후 5 일 이후에 

교실 출석 특권이 박탈됩니다. 결석은 지불이 완전히 이루어 지거나 철수 될 

때까지 계산됩니다.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학비와 수업료를 포함하여 전액 지불되지 않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다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Oikos 는 대통령의 승인을받은 경우에만이 정책을 예외로합니다. 대학에서 

예외를 선택하는 경우, 학생은 승인 된 지불 계약에 서명하고 준수해야합니다. 

학생이 계좌를 전액 지불하지 않고 대학에서 철수하면 지불 계획이 

무효화되고 대학에서는 미지급 금액을 즉시 징수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수금 대행사 또는 변호사의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 

학생은 법원 비용, 합리적인 징수 및 소송 비용, 최대 100 %의 잔액을 

책임집니다. 

 

학생은 대학의 재정 정책에 따라 모든 재정적 의무가 충족 될 때까지 졸업식에 

참석하거나 성적, 증서, 학위, 학위, 성적 증명서 또는 추천서를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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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등록금 환불 대학을 탈퇴해야하는 경우 학비의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수료 또는 감사 한 과정에 대해 환불을하지 않습니다.) 환불 자격을 

얻으려면 행정 사무실에 철수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탈퇴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계좌를 정산해야합니다. 철회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모든 과정에 대해 

"F"등급을 받고 수업료 환불 자격이 박탈됩니다. 해고되거나 대학에서 정학 된 

학생은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 및 환불의 권리 학생은 계약을 취소하고 매 학기 이전 및 자료를 받기 전에 학비 전액 

환불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취소는 서면 통지서가 등록 사무소로 직접 전달 

된 날짜에 유효합니다 : 7901 Oakport St. Suite 3000 Oakland, CA 94621 

또는 info@oikos.edu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학생은 첫 번째 수업에 

출석하여 취소 통보를하면 250 달러 (250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보증금이나 신청비를 제외한 제도 비용으로 지불 한 금액의 100 %를 

취소하고 취득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션 또는 등록 후 7 일 중 더 늦은 날짜. 

 

학생이 수강과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대출을받는 경우, 학생은 

대출금과이자의 전액을 환급 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불해야하며, 학생이 

연방 정부 재정 지원 기금을 수령 한 경우 , 학생은 연방 학생 재정 보조 

프로그램 기금에서 지불하지 않은 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학생이 지불 한 금액은 Oikos 가 취소 

통지를받은 후 45 일 이내에 반환되어야합니다. Oikos 와의이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학생은 "휴가"및 "Oikos University Refund Application"의 

서명과 날짜가 찍힌 날짜를 관련 행정 사무실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등록신청 취소시기 주 환불 

등록/취소 마감일 이내 (0-6.6%) 1 100% 

6.7%-13.1% 2 86.8% 

13.2%-19.8% 3 80.1% 

19.9%-26.5% 4 73.4% 

26.4%-33.2% 5 66.7% 

33.3%-39.9% 6 60.0% 

40.0%-46.6% 7 53.3% 

46.7%-53.3% 8 46.6% 

53.3%-60% 9 40.0% 

After 60% 10-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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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학비 보조 신청서의 일부로 장학금 신청서를 받게됩니다. (이 양식은 등록 관청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대학의 여러 친구들이 

제공 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교수진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는 귀하의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기부자가 

정한 기준에 일치시킵니다. 

 

다음 목록은 사용 가능한 장학금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OIKOS FACULTY / STAFF SCHOLARSHIP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Oikos 

University 의 교수진과 교직원이 설립했습니다. 

 

OIKOS 이사회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Oikos 의 이사가 

설립했습니다. 

 

리더십장학금 

리더십장학금은 희생적이며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거나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희생은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희생적 

행위와 태도에서 새로운 성취의 높이로 나아갈 수있는 잠재력을 발견 할 수 

있도록 모든 자기 이익에 대해 죽어가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성취는 본성과 

근원으로 모든 관련자들의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에 인도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성취는 거룩한 비젼을 인정하고 따르는 지도자, 

자신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고자하는 사람, 최종 결과보다는 과정의 

완전성에 중점을 두는 사람, 그리고 제약없이 헌신 된 지도자에게서 

확인됩니다 개인 상해 또는 사망의 지점까지. 이 장학금을받는 사람들은 가장 

높은 성격과 연민,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의 지도자입니다. 

 

 보너스 : 학비 / 서적 / 방 / 숙박비로 사용할 연간 학비 전년도 장학금. 

장학금 수혜자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여러 명을 선택하여 대학교 

총장이 확인합니다. 

 

김종인 신학 대학원 장학금 

김종인 명예 장학금은 신학자이자 기독교 지도자로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수상 : 학년도 신학 대학원에서 최대 정규 대학원 수업. 

장학금 수혜 기준 : 최소 GPA 는 3.85 이상이어야합니다. 여러 명의 수령인은 

신학 대학원장,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대학 총장이 확인해야합니다. 

 

말씀의 교회 장학금 

말씀의 교회 회원이 수립 한 학업 장학금. 학생은 교회 협의회와 목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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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한 학기 동안 한국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장학금 기준 : 목회자와 교회 협의회가 결정. 

 

추가 장학금 

몇몇 교회는 학생들이 Oikos 에 다닐 때 도움이되는 금전적 자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와 가정 노회가 여러분이 신학교에 

합격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원 조교 

탁월한 음악적 재능과 광범위한 전문적 경험을 보여주는 음악대학의 

대학원생은 학비 보조를 제공하는 조교 자격이 있습니다. 

 

보험 대학은 귀하의 의료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지 의사, 진료소 및 병원을 

자비로 이용해야하며 일반적으로 치료시에 지불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 

보험 (가족, 직장보험 또는 개인적으로)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보험에 관한 정보는 Oikos 작원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보험의 혜택 및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관련 서류 (예 : 회사의 

이름과 전화 번호, 그룹 번호, 정책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구비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의 개인 소지품도 대학 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다루는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업성취만족도 기준 연방 규정 (CFR 668.34)은 타이틀 IV 학생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학생들 (풀 타임, 파트 타임, 학부 및 대학원)은 학위 취득을 위해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을 유지해야합니다. 기관, 연방 및 주 재정 보조를받는 

모든 학생은 Oikos 대학의 학업 표준 및 연방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만족스러운 학업 진도 표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 

 

• 학업 프로그램에 제시된 기간의 최대 150 % 이내에서 학위를 

완료해야합니다. 

• 수강한 모든 과목의 66.67 % 완료;  

• 각 학기 말에 학부생은 2.00 과 대학원생은 3.00 의 누적 평점을 유지합니다. 

 

SAP 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업 

프로그램에서 해고 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의 

진도가 처방대로 평가되고 학업 성적이 SAP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보다 

낮으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학생이 SAP 를 재구성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만족스러운 학업 진척 상황 

 

각 학기 말에 측정 한 학생의 진도가 불만족스럽고, 다음 학기가 끝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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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를 재개 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학교는 학생을 재정 보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기간. 학생은 SAP 재 확립에 필요한 성과를 통보 받게됩니다. 

 

SAP 재구축 

 

재정적 지원이 철회 된 후 학생은 비용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학업 진척 상황을 재개 할 수 있습니다. 

 

• Oikos University 에서 계속되는 학기에 출석하고 필요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간과 학기 / 누적 학점 평균을 향상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따르는 학생들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자격이 회복 될 

것을 요청하는 서면 요청서를 재정 보조국에 제출해야합니다. 학생의 재정 

보조상은 연방, 주 및 / 또는 대학 지침에 따라 조정 및 /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보조 경고 

재정 보조 경고 학생은 여전히 재정 보조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생이 재정 

지원 경고 상태에 놓여있는 기간 말에 학생의 학업 진도가 SAP 의 기준을 

초과하면 학생은 재정 보조 경고 상태에서 제외됩니다. 학생이 재정 지원 경고 

상태에 놓여있는 기간 말에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SAP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학생은 더 이상 재정 보조를받을 수 없으며 더 이상 학교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결정은 학생의 항의의 대상이됩니다. 

 

등록금환불펀드 (STRF) STRF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는 주정부가 승인한 학교가 시기 

적절치 않게 폐교되면 학생들에게 상환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설립 된 기금입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학비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사항이 모두 해당되면 STRF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에 대해 

주정부가 부과 한 평가액을 지불해야합니다. 

 

1. 귀하는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이거나 거주자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생이며 현금, 보증 된 학자금 대출 또는 개인 융자로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로 납부해야합니다. 

2. 귀하가 제 3 자를 상환하겠다는 별도의 동의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다른 지급인과 같은 제 3 자 지급 인이 귀하의 총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STRF 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으며 다음 중 하나가 해당되면 STRF 

평가를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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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거나 거주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귀하의 총 학비가 고용주, 정부 프로그램 또는 다른 지급인에 의해 지불되며 

제 3 자에게 상환하기위한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주 사립고등교육국 (BPPE)에 등록된 학교의 

캘리포니아 주민, 도는 거주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 겪는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STRF (Student Tuition Recovery Fund)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거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등록되었고, 수업료를 

선불했으며, STRF 평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다음 중 하나의 결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STRF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1. 수업이 끝나기 전에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2. 학생이 라이센스 비용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학생을 대신하여 환불 또는 

요금을 제 3 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학교가 폐쇄되기 180 일 전에 요금이 

징수 된 장비 또는 자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따라 연방 정부가 보장하는 학생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학비를 

지불하거나 상환하지 못하거나 학비 및 기타 비용을 초과하여 학교가 

마감하기 전에 수령 한 학비를 지불하거나 상환하는 행위. 

4. 학교가 폐쇄되기 30 일 이내에 또는 본교의 결정에 따라 마감 30 일 이전에 

물질적 인 불이행이 시작된 경우, 본 법 또는 본부를 준수하는 데 중대한 

실패가있었습니다. 

5.이 법을 위반 한 기관에 대한 판결을 기소하고 증명하고 수집하는 부지런한 

노력이 없으면 무능력. 

 

학교 폐쇄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선불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해 

STRF 로부터 상환 청구를 60 일 이내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 

계약서, 학비 영수증 또는 상환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기타 

재정 서류 사본을 보관해야합니다. 클레임 지시 또는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2535 Capitol Oaks Drive, Suite 400, Sacramento, CA 95833 

P.O. Box 980818, West Sacramento, CA 95798-0818 

Telephone: (916) 431-6959   Toll Free: (888) 370-7589 

Fax: (916) 263-1897 

웹 사이트 : http://www.bppe.ca.gov/students/strf.shtml 

 

 

http://www.bppe.ca.gov/students/strf.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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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수 소요 총비용 

 

구분 
신학대학 음악대학 경영대학 한의대학 

ESL 신학 학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음악학사 음악석사 경영학사 경영학석사 한의학석사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 학사 석사 학사 석사 석사 

기간 4 년 3 년 코스웤 2 년 4 년 3 년 4 년 2 년 4 년  

학위이수 등록금 $22,400 $19,200 $13,500 $22,400 $19,200 $22,400 $21,204 $41,274 $600/월 

등록신청비 

(환불불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입학비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등록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STRF (환불불가) $0 $0 $0 $0 $0 $0 $0 $0 $0 

컨티뉴에이션비   $500/학기       

도서비(예상액)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학기별 등록금 $2,900 $3,300 $3,475 $2,900 $3,300 $2,900 $4,956 
학기별로 

다름  

과정전체 소요비용 $23,600 $20,400 

$13,500+ 

컨티뉴에이션

비 

$23,600 $20,400 $23,600 $22,004 $42,474  

 *도서비는 전체소요비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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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입학 안내 

입학 분야 Oikos 는 평신도 및 서기도 모두 기독교 리더십을위한 남성과 여성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 때문에 우리는 동기 부여, 성격 및 적성이이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청 과정은 귀하와 해당 대학이 Bible 

College 에 대한 귀하의 준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입학 

절차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입학정책 학위 프로그램 입학 신청자는 각 프로그램의 최소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특수 상황 학생 및 특정 입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조건부로 수락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부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조건으로 입학 한 사람들은 학위가 부여되기 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입학 자격이 불완전한 경우 입학 허가는 취소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 Oikos 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분야에 대하여 입학사정을 실시합니다. 

 

영적 준비 신학 프로그램 또는 음악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자는 성서의 성격과 영적 성장을 

반영하는 거듭난 경험과 일관된 생활 방식의 증거를 제시해야합니다. 어떤 행동은 

기독교인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학기 이전에 적어도 1 년 

동안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 전제됩니다. 

 

기독교인 친구들과 담임 목사 (또는 목사의 피지명인)가 제출한 추천서 양식은 

귀하의 영적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우리의 의도는 법률 적 또는 

독점적이지 않습니다. 목회 훈련의 엄격함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어느 정도의 영적 

일관성을보아야합니다. 

 

Oikos 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Oikos 교리 성명을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본 요람 6 쪽 참조.) 우리 교리 성명을 받아들이면 다른 교단이나 

독립적 인 교회의 회원 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있다. 

 

학문적 준비 지원자는 대학 수준에서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배경이 있어야합니다. 

입학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동등학력 (GED)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학 시험을 시행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비 학점 성경 입문 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추가 혜택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능력 - 혜택분류와 그 제한은 고등학교 학년 평균이 "C"이하인 신청자와 오랜 기간 

후에 재입학하는 연령이 높은 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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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준비 건강은 출석을 유지하고,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고, 사역에 참여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대학 일정의 다른 필요를 충족시킬 수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허있는 

의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고이 검사의 증거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성, 쇠약하거나 전염되는 신체 조건을 가진  학생은 적절한 안내를 받기 위해  

입학 절차 중에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합니다. 정서 장애, 심리적 장애 또는 학습 

장애를 가진 예비 학생에게도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재정적 준비 신청자는 Oikos 수강에 대한 재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됩니다.  

 

차별금지성명 Oikos 는 장애,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모든 권리, 특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는 장애, 인종, 피부색, 성별, 교육 정책, 입학 정책, 장학금 및 대출 

프로그램, 운동 및 기타 대학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있어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법적 입장 이외에, Oikos 는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성서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5 장 9 절에 따르면 신자의 궁극의 영원한 공동체는 "모든 

족속, 언어, 민족과 국가"로 구성 될 것입니다. 대학의 열망은 세상에 효과적인 

봉사를위해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 다양성과 단결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양성원칙 Oikos 대학은 인종, 나이, 피부색, 국적, 민족, 사회 경제적 계층, 성별,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교육, 입학 및 고용 정책 관리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립기독교대학으로서 행정 관행의 시행에 대한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유지합니다. Oikos University 는 성서적 원칙에 근거하여 평등한 기회와 다양성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학은 학생들과 위원회의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Oikos 대학은 학교 내의 모든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단의 다양성 수준을 계속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봉사, 개발 및 계획 

과정에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Oikos 대학은 다양한 인종 / 민족 그룹, 

연령, 성별, 능력, 사회 경제적 인 계급 및 관심사의 개인을 참여시키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해외유학생 Oikos 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비이민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등록 기관에 

학교 입학 정책에 관한 최신 정보를 요청해야합니다.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양식 중 상당수는 온라인에서 제공됩니다. 

 
http://www.uscis.gov/graphics/formsfee/forms/ 
 

이 정보는 현재 정확한 것이지만 온라인이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제공되는 공식 정보를 항상 참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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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려면 학생은 다음 요구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주소변경 모든 유학생은 법에 따라 Oikos University Registrar 에 본적 및 현지 주소를 

보고해야하며 주소 변경시 Oikos 와 미국 국토 안보부에 10 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신분변경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하십시오. 

 

• I-901 SEVIS 요금 

• I-539 작성 

• 상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이유 

• 원본 I-94 카드 

• 비자 상태에 따라 배우자와 동반가족의 I-94 사본 

• 국토 안보부에 지불한 200 달러 확인. 

• 유효한  현재 여권 및 비자 페이지의 사본 

• 동반가족의 비자 상태에 따라 모든 동반가족의 여권 및 비자 페이지 사본 

• 은행 계좌 내역서, 조력보증서 또는 잔고증명서. 

• 원본 I-20 

• 동반가족의 비자에 따라 모든 동반가족의 I-20 사본 

 

미국 외 국가에서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비자 변경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졸업후 실무훈련 (OPT) 적어도 9 개월 (2 학기) 동안 F-1 자격을 갖고 있다면 실용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 

현재의 연구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취업하는 선택 실무 훈련 (OPT)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는 귀하의 주요 학습 분야와 직접 관련된 선택적 실습을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학기에 등록하고자할 경우 연례 휴가 (여름) 기간. 이 경우 신청시 취업제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은 풀타임 또는 파트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습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기 전에 

구직을 해야합니다. 교내 취업을 포함하여 총 취업 시간이 20 시간 / 주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논문을 제외한 코스를 완료 후.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구직을 해야합니다. 

   

졸업후 OPT 의 경우 신청서는 프로그램 완료 전에 또는 I-20 종료일 중 빠른 

날짜까지 제출해야합니다. OPT 시작일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60 일 

이내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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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 I-765 (청색 잉크로 서명 함) 

• 모든 I-20 

• 여권과 I-94 카드 사본 

• 미국 국토 안보부에 지불 한 $ 410.00 수표 

• 수료증 / 추천서 

• 컬러 사진 2 장 (신청서 패킷에 포함 된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실습 교육 승인을위한 신청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식이 완료되면 유학생 상담원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USCIS 에 

제출하여 심사를 권장할 지를 결정 할것입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유학생 

상담원으로부터 제공됩니다. OPT 추천과 함께 새로운 SEVIS I-20 가 발급 될 

것입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합니다. 

 

재정 요구사항 F-1 비자 상태에 있거나 앞으로있을 유학생은 I-20 양식을 발급 받기까지 최소 1 년 

동안 생활 가능한 재정상태를 증명해야합니다. 재정 요구 조건은 수업료 및 학비 (2 

학기), 생활비및 잡비 (월 $ 1,0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동반가족을 위해 추가로 

일인당  4,000 달러가 추가됩니다. 학생들은 적절한 첨부서류 함께 재정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음 서류는 재정적 증명으로 인정됩니다 : 

 

스폰서의 공식 서신 (지원 진술서)과 함께 현재 (6 개월 미만) 은행 계좌 명세서 또는 

기타 법적 금융 기관의 인증서. 서신에는 학생의 이름, 스폰서 이름,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 자매, 친구 등), 지원 금액 및 제공 기간, 그리고  학비에 대한 지원 의지가 

명시되어야합니다. 

 

장학금,  펠로우쉽, 조교 또는 다른 종류의 기금을 스폰서하는 기관의 서면 확인서. 

조교직를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서명 한 조교 협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 자금의 경우, 학생의 이름과 인출 가능한 금액이 포함된 합법적인 금융 

기관이나 은행의 내역서. 6 개월 이상 된 사진 및 증명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정적 인 증명은 게시된 기한까지 대학에 도착해야하는데, 이는 보통 봄 학기의 

경우 10 월 15 일이며, 가을 학기의 경우 5 월 15 일입니다. assistantships 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student director 에게 연락하십시오. 

Oikos 의 학비와 수수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재정담당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보험 모든 유학생과 그 가족은 미국 체류 중에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보험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하지 않고 Oikos 에 등록하거나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이 충족 될 때까지 계정이 중지됩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보험 가입은 매 학기마다 점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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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유지 F-1 비자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I-20 에 명시된 학교 및 학위 프로그램에 참석하십시오. 학위 프로그램이나 전공에 

변경이있을 경우 새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전체 과정을 수강하십시오 (대학원생은 9 학점, 학부생은 12 학점). 예외는 유학생 

상담 직원 (DSO)만이 승인 할 수 있습니다. 

 

I-20 양식은 항상 유효하게 유지하십시오. 5 번 항목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새로운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예 : 재정 원조, 결혼 

상태, 전공, 학위 프로그램 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 (유학생 상담직원/DSO 의도움을 받아) 필요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 

• 체류 연장 신청 

• 전학 

• OPT 신청 

   

ICE 또는 학교 승인없이 캠퍼스 밖에서의 취업을 삼가하십시오. 캠퍼스 밖에서의 

취업 허가는 특별한 경우에 ICE 에 의해서만 승인됩니다. 허가없이 일하는 것은 

불법이며 추방 대상입니다. 

 

여권을 항상 유효하게 유지하십시오. 

 

신입생 필수 비자 서류 

• 미국 영사관에 납부하는 $ 160.00 (환불 불가) 

• DS-156 양식, DS-157 양식,  DS-158 양식 

(http://travel.state.gov/visa/frvi/forms/forms_1342.html 에서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 

•유효한 여권 

• SEVIS 수수료 

• 사진 (2 인치 x 2 인치) 

• SEVIS I-20 (대학 제공) 

• 대학 입학 허가서 

• 충분한 재정 

 

학생들은 도착 즉시 유학생 상담직원에게 보고하고 등록해야합니다. 다음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여권, I-20 및 스탬프가 찍힌 I-94. 모든 학생과 부양 가족은 자국 또는 

미국에서 보험을 구입해야합니다. 보험은 학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위 

F-1 학생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달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미국 이민국 

(USCIS) 지역 디렉터의 재량에 따라 합법적 인 F-1 신분으로 복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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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I-94 

• 여권 및 비자 사본 

• 최근 I-20 양식 사본 

• 성적 증명서 

• I-539 

• 새로운 I-20 

• 재정 지원의 증거 

• 국토 안보부에 지불 할 $ 200.00 수표. 

• I-901 영수증 (SEVIS  Fee) (해당되는 경우) 

•  INS 에 제출하는 out of status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 

 

복위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제출해야합니다 : 

 
http://www.uscis.gov/graphics/fieldoffices/california/aboutus.htm#anchorMAIL 
 

또는 인터넷으로 다음 웹사이트에 제출합니다. 

 
http://www.uscis.gov/graphics/formsfee/forms/efiling.htm 
 

소득세 미국에있는 동안 소득이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NRA (NonResident Alien) 자격을 얻고 1040NR 또는 1040NR-EZ 가 

귀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pdf 
 

또는 

 
http://www.irs.gov/pub/irs-pdf/f1040nre.pdf 
 

수입이 없다면 다음 주소에 양식 8843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pdf/f8843.pdf 
 

미국에서 일하고 수입이 원천 징수 대상인 경우 양식 1042-S 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1042s.pdf 
 

유사한 캘리포니아 양식은 540NR 이며, 

 
http://www.ftb.ca.gov/forms/index.html 
 

Oikos University 는 세금 관련 조언을 제공 할 수 없지만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자격을 갖춘 세무사에게 안내 할 것입니다. 

 

링크 다음 링크는 미국에서 교육을 계획 할 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대기 시간 

http://www.uscis.gov/graphics/formsfee/forms/efiling.htm


 

P
ag

e5
0

 

http://travel.state.gov/visa/temp/wait/tempvisitors_wait.php 
 

항만 입국 정보 시트 

http://www.ice.gov/sevis/travel/faq_f.htm 

과 

http://www.ice.gov/sevis/factsheet/100104ent_stdnt_fs.htm 
 

SEVIS I-901 수수료 

http://www.ice.gov/sevis/i901/index.htm 
 

신청절차 입학 담당관  박안옥(An Ock Park) 선생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양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 Ock Park 

오이 코스 대학 

7901 Oakport St. Suite 3000 
Oakland, CA 94621 

전화 번호 : (510) 639-7879 

전자 메일 : info@oikos.edu 

 

원할 경우 전자 메일로 패킷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 사본의 선호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전에 대학에 다닌 경험이없는 신입생은 봄 학기보다는 가을 학기에 입학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패킷을 검토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성적표, 추천서 및 기타 주요 서류가 Oikos 로 

보내지는데 수 주일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패키지가이 마감 기한까지 완료되면 신청서를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패키지에 몇 가지 서류가 누락되어 있고 마감일이 가까워지면 

Admission Officer 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귀하의 패키지를 검토하고 

조건부 입학을 제안합니다. (수강을 시작하기 전에 패키지를 완료해야합니다.) 

신청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대학 입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세 가지 

모두를 완료해야합니다. 

 

1) 신청 서류 작성 : 

 

• 작성 및 서명 된 신청서; 

• 서명 된 공동체 철학 양식; 

• 신학대학 Readiness Assessment; 과 

• 환불되지 않는 신청비. 

 

목회자에게 Application Packet 에 제공된 반송 봉투와 함께 Pastor 's Reference 

Form 을 전달하십시오. 귀하의 담임 목사는이 양식을 직접 입학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http://www.ice.gov/sevis/i901/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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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 기독교인 친구에게 Application Packet 에 제공된 반송 봉투와 함께 Reference 

Forms 를 전달하십시오. 이 개인은 신청자의 친척이 아닌 21 세 이상 

성인이어야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1 년 동안 신청자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직접 입학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고등학교 및 신청자가 

다녔던 모든 대학, 전문 대학 또는 전문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GED 는 고등학교 졸업 증서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여전히 고등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면 incomplete 성적표 (졸업을 표시하지 않음)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공식적인 성적 증명서 (졸업 날짜가 포함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외국학교의 성적표는 다음과 같은 성적 평가자 중 한 명이 평가해야하며 

학생은 OU 에 직접 보낼 것을 요청해야합니다. 

World Education Services (WES) : www.wes.org 
Global Credential Evaluations (GCE) : www.gcevaluators.com 
 

2) 입학 허가서 

대학 관계자는 신청서가 완료되면 이를 검토 할 것입니다. 신청 마감일 2 주 이전에  

귀하에게 서면 통보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입학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서의 현황을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입학 허가서에는 학생 핸드북 사본과 귀하가 핸드북을 읽고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양식이 포함됩니다. 이 양식은 서명 후 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귀하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귀하는 면허있는 의사가 작성하여 Registrar Office 에 

반송되는 신체 검사 보고서 (Physical Readiness Report)를 받게됩니다. 입학허가서는 

최근 사진을 제공 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귀하를 알아볼 수있게 도와주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확인을 위해 신체 검사 보고서 및 학생 핸드북 수령서와 함께  

학비 보증금을 보내야합니다. 

 

다음 학기 등록을 수락 할 수없는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 전에 취해야 할 

단계에 관해 조언 해줄 것입니다. 

 

3) 등록 의사 

귀하의  신체 검사 보고서, 학생 핸드북 수령서 및 수업료 보증금을 보냄으로써, 

귀하는 다음 학기에 등록 할 의사가 있음을 대학에 알리게 됩니다. 우리는 강좌에 

사전 등록하고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Oikos 대학은 

예비학생들이 등록 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대학요람을 검토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들은 등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성과 보고서 

(School Performance Fact Sheet)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 인정 Oikos University 는 카네기 (Carnegie) 학점을 기반으로 매주 50 분 수업 시간마다 

http://www.gcevaluato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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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1 학점를 수여합니다. 학생들은 각 학점에 대해 수업 외 준비 및 과제에 최소 2 

시간을 할애해야합니다. 학점에 관한 정책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책을 기반으로합니다. 한 학기는 기말 시험을 포함하여 16 주로 

구성됩니다. Oikos 대학은 모든 전공 학생들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여 교과 과정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학점 이전 Oikos University 는 (CHEA 에서 승인받은 학력인준기관의 ) 학력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받은 학점이전을 승인합니다. 학점이전을 요청하려면 서명/봉인된 

성적증명서를 본교 입학사무실로 직접 우송하거나 팰스로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학점은 과목설명과 학점 값이 비교 가능한 경우 과목대 과목으로 평가됩니다. 

"C"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된 학점은 

학생의 Oikos GPA 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기관이지만 학력인준은 되지 않은 학교의 학점도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 한 것과 동일한 절차 및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Oikos 는 

학점취득기관에서 수강 한 과목을 Oikos 에서 제공하는 과목과 비교할 수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단계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 포괄적 인 시험을 통한 업적 실증; 

• 강의 기관에서의 강의 요강, 교수 자격, 채점 기준 및 기타 관련 학습 자료 검토. 

• 이전 학교의 학점이전과 관련된 경험 분석 

• Oikos 에서 누적학점 2.0 이상으로 32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경우 

이상이됩니다. 

 

귀하의 프로그램에 학점 인정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입학 허가서를 받는 즉시 

학점이전신청을 한 후  Oikos 에서 수강 신청을 해야합니다. 

 

졸업 자격을 얻으려면 Oikos 에서 학부 과정기간의  50 %를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은 대학에서 최소 60 시간의 학점을 

취득해야합니다. 

 

Oikos 대학은 학생의 사전 실습과정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및 자격 이전에 관한 통지 : 

Oikos University 에서 받은 학점의 이전가능성은 귀하가 이전하고자하는 학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학위의 수락도  귀하가 이전하고자하는 기관의 완전한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본교에서 취득한 학위가 다른 학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과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귀하의 본교 수강이 귀하의 교육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여기에는 Oikos University 에 입학 한 후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학위가 이전승인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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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변경 교과 과정의 필수 과목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면 

Registrar 사무실에 신청하여 과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Registrar 는  

강의안 사본을 제공하고 학무처장과 함께 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시험할 교수를 

선별합니다. (종종 이 시험은 각 과목의 기말시험을 통해 실시됩니다.) 강의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고 만족스럽게 입증되는 경우, 교수는 해당 과목을 수강과목에서 

제외하고 학생에게 더 유익한 대안 강좌로 대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챌린지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재정사무실에 문의해야합니다. 

 

신입생 등록 가능한 한 언제나 입학사무실에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입생을 등록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수강신청서 사본을 받게되며, 그 기간 중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을 학기 시작 직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요람 앞의 

학사일정 참조). 모든 세션은 모든 신입생에게 필수입니다. 우리는 Oikos 의 학업 

프로그램 및 일반 정책의 절차를 당신에게 알리는 데 시간을 할애 할 것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교과서를 구입하고 재정 사무실에서 학비,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 

 

재학생 등록 현재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은 지정한 날짜에 다음 학기 등록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사무실에서는 과태료를 추가합니다. 

 

필요한 모든 양식 (교과서 주문 양식 포함)에 해당 학생이 기입하고 제출하고 서명 

할 때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학기가 끝날 때 

등록 취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기말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재입학 이전 Oikos 학생이었고 재입학을 원하시면 입학사무실에 연락하여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미결제 채무를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미등록기간과  상태에 따라 

새로운 추천서 또는 Application Package 의 다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다른 직원을 만나라는 요청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입학 예정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이상 Oikos 에 등록하지 않았던 경우, 가장 최근 대학요람의 커리큘럼 및 

졸업 요건에 따라 재입학됩니다. 이 정책은 풀타임 학생이 아닌 경우 (학기당 12 

학점 미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규정 Oikos 대학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권리, 특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모든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및 민족 학생들을 허용합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 정책, 입학 정책, 장학금 및 대출 프로그램, 운동 및 기타 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인종, 피부색, 출신 국 및 민족 출신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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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사 안내 

 
 예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한다. . . 온 

마음을 다하여 "(마태 복음 22:37). Oikos 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과 영적 발달에 

헌신합니다. 대학 교실에서의 경험은 하나님께 평생 헌신도록 하는 지적, 영적, 

관계적 만남을 제공합니다.  

등록 등록 상황 

풀 타임 자격을 유지하려면 학부생은 12 학점 이상 등록해야하며 대학원 학생은 

9 학점 이상 등록해야합니다. 

 

휴학 

학생은 학업 프로그램을 중단 할 수 있으며,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입학신청 절차없이 않고 대학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학업성취기준 수업 참여 

Oikos 는 수업 내용의 본질, 수업 내 상호 작용의 가치, 그리고 학생들이 근면과 

신뢰의 습관을 개발할 필요성 때문에 수업 참여에 큰 비중을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업 시간에 정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에 앞서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의안을 참조하십시오. 

 

출석지침 Oikos University 의 정책에 따라 매주 수업에 참여해야만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 %의 수업에 참석해야합니다. 

학기 중에는 15 세션 중 3 세션 이상 결석하지 않아야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과목 이수를 위해 15 세션 중 12 세션 이상에 참여해야합니다. 4 학기 시스템의 

경우, 학생들은 10 세션 중 2 세션 이상 결석해서는 안됩니다. 즉, 학생들은 

적어도 10 세션 중 8 세션에 참여해야합니다. 

 

학점의 정의 학점의 정의 

Oikos University 는 카네기 (Carnegie) 방식을 기반으로, 주당 50 분 수업 당 1 

학점의 학점을 부여합니다. 학부 과정의 각 학점에 대해 학생들은 매주 수업 외에 

최소 2 시간의 학업 (연구, 준비 등)을 해야합니다. 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매주 3 

시간 이상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점에 관한 정책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기반으로합니다. Oikos 대학의 학기는 기말시험을 

제외하고 15 주로 구성됩니다. 모든 전공 학생들은 교과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취업 및 사회적 활동을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시험 학기말 시험을 포함한 모든 시험은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일정은 대개  학기 

초에 강의 계획서에 발표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능한 빨리 교수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있는 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수의 의견이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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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시험 일정 재조정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험 일정에  맞춰 

시험에 응하거나 "F"를 받아야합니다. 교수가 다른 시간에 시험을 치도록 

동의하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재정사무실에 서 시험 일정 조정 요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추가시험은 다른  학생들에게 실시되는 것과 동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일찍 또는  늦게 치르더라도 교수가 다른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완료했다고 말할 때까지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 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에서받은 성적을 상실하고 대신 "F"를 받게됩니다. 

 

학기말 시험 학기말시험은 대부분의 과목에 실시됩니다. 시험은 포괄적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적은 교수가 결정하고 그 기준은 강의 계획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험일정 변경을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기말 

시험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재정 사무실에서 시험 일정 조정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성적 산정 시스템 

Oikos University 는 4.0 학점제를 사용하여 수업의 질을 평가하고 평균 점수를 

결정합니다. 교수진은이 표를 기준으로 문자 등급을 지정합니다. 

98-100 A+ 4.0 70-73 C- 1.7 

94-97 A 4.0 67-69 D+ 1.3 

90-93 A- 3.7 64-66 D 1.0 

87-89 B+ 3.3 60-63 D- 0.7 

84-86 B 3.0 60 이하 F 0.0 

80-83 B- 2.7  I Incomplete 

77-79 C+ 2.3  W Withdraw 

74-76 C 2.0    

 

레지스트라는다음 표와 같이 알파벳학점을 점수로 변환합니다. 

 
A Excellent 4.00 

A-  3.70 

B+  3.30 

B Good 3.00 

B-  2.70 

C+  2.30 

C Average 2.00 

C-  1.70 

D+  1.30 

D Poor 1.00 

D-  0.70 

F Failure 0.00 

W/F Withdrawn/Fail 0.00 

W/P Withdrawn/Pass No point, No GPA impact 

   

점수의 정의 

A Excellent. 세부 사항, 가정, 함축된 의미, 역사에 관한 우수한 지식. 

비평 및 다른 정보와의 관계와 관련한 우수한 사고력. 

B Good. 기술 용어, 구별에 관한 충분한 지식 이상이며 정보를 사용할 

수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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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verage. 주요 원칙, 핵심 용어, 주요 인물에 관해 학습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또한 분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

니다. C- 등급은 학점이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과정에서 

합격 점수가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요람을  참조하십

시오. 

D Poor. 평균 성적보다 낮은 경우로 학점이전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

습니다. 

F Fail 낙제 

 

성적 열람은 일반적으로 한 학기를 마친 후 3 주 이내에 가능합니다. 성적은 

학생의 학기 평점과 누적 평점을 포함되어 Registrar 사무실에서 학생에게 

열람됩니다. 

 

채점 규정 

각 교수가 각 과목의 성적 정책을 결정합니다. 교수진은 과제, 논문, 시험, 출석 및 

기타 평가의 상대적 비중을 포함하여 성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강의 

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교수만이 성적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 성적은 강의 요강 및 강의 지침에 따라 산정됩니다. 받은 성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교수에게  학점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중하게 

요청해야합니다. 담당교수와의 상담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학장에게 

연락해야합니다. 정중한 대화와 행동으로 문제에 접근하십시오. 

 

학기말 성적을 포함하여 문제가되는 모든 성적은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교수에게 알려야합니다. 이의제기가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교수는 한 

달이내에 Registrar 사무실에서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학감의 명단 

한 학기 중 평균 점수가 3.5 점 이상인 풀 타임 학생은 해당 학기동안 학감 명단에 

올려집니다. 학감 명단에 2 학기 연속으로 등록한 학생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학업 성취 및 불만 

모든 학생들은 Oikos University 에서 수강중인 과목에서 최소 2.0 이상의 평균 

학점을 유지해야합니다. 처음 2.0 미만의 성적을 받은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게되며, 계속 등록하려면 학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학사경고 기간이 두 학기 

지속된 후에도 누적 평점 평균을 2.0 으로 올리지 못하면 학생은 퇴학처리 

됩니다. 

 

미결 (Incomplete) 우리는 교수들이 학기말 성적을  "Incomplete"로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리고 학생의 학업성적이 비상 상황 발생이전에는  

만족스러웠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수는 학생과 합의한 날짜까지의 대체 

학점을 제출해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다음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렇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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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 자동으로 "F"로 변경됩니다. 

 

재수강 어떤 과목을 D, F 또는 W / F 를 얻은 경우, 다음 학기에 재수강 할 수 있습니다. 

재수강 결과 더 높은 학점을 취득하면 이전의 낮은 성적을 대체하여 GPA 를 

산정합니다.  재수강은 과목당 한 번만 가능하며  4 년 과정 동안 5 회까지 

가능합니다. 

필수 과목에서 F, W / P 또는 W / F 를 얻은 경우,이 과목은 Oikos 에서 다시 

수강해야합니다. 이 경우는 5 코스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강   교실 공간이 허락한다면, 학생과 배우자는 청강하여 과목을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점이 주어지지 않고 수업 참석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생은 

숙제나 시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수는 청강하는 학생에게 수업 

시간이나 개인 시간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청강비용은이 대학요람의 재무 정보 

섹션에 있습니다. 

 

지정학습 특정 과목의 지정학습은 비상시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성적불량이나 정규 학사과정을 따르지 않아 해당 학위과정의 요구 조건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지정학습은 수업에 출석하고 과제물을 제출하는 통상적인 수업방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요소들은 지정학습의 방식에 맞게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에는 추가 학비가 부과됩니다.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금과 추가학비는 

전액 지불되어합니다. 지정학습 신청서는 Registrar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학습 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매주 최대 5 시간의 감독 학습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work-study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독학습을 

신청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 향상계획의 일환으로 

참여해야합니다.) 그룹은 지정된 강사의 감독하에 매주 만나 공부하게 되며 

학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통신과정 OU 에서 통신과정을 통해 얻은 학점으로  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학감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지정학습에 대해 위에서 언급 한 몇 가지 항목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Oikos 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러야하는 과목에는 시험감독을 미리 정해야 하며 현지 교회 

목회자 또는 Oikos 교직원은 일반적으로 시험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준학사학위는 통신과정이 6 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학사 학위는 1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 특정 과목은 

통신과정으로 이수할 수없습니다. 

대화 형 온라인 과정은 "통신"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U 는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로 통신 과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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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해결 

학생들이 특정 강좌 요구 사항, 시험 또는 학점과 관련하여 개별 교수진에 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교수법 및 강의실 행동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해당교수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면 학생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해당 문제를 학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감은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불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2 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통보해야합니다. 

 

부정행위 부정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위배되며 용인 될 수 없습니다. 부정 행위의 

예로는 다른 학생의 서류 또는 시험을 복사하거나, 이미 시험을 치른 

학생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 시험에 대한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  보고서를 

위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부정 행위의 또 다른 형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인용없이 표절하는 행위입니다. 자료를 인용 할 경우 따옴표와 적절한 

인용문을 사용해야합니다. 내용을 달리 하여 인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을 

밝혀합니다. 

학생의 부정행위는 과제 나 시험에 "0"을 받게되며 징계를 위해 

학감에게보고됩니다. 그러한 징계에는 학생 핸드북에 설명 된 바와 같이 회복 

행동 계획에 따른 퇴교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또는 표절을 알고 

있다면 즉시 교수에게보고해야합니다. 

 

교수진의 도움 Oikos 교수진은 학업 적으로나 영적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매 학기마다 업무 시간을 게시합니다. 전화나 직접 방문하여  

교수님과 상담하여 이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교수진은 전자 메일로도 연락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또는 e 러닝 향상 

과정에있는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교수와 연락하십시오. 

 

일부 교수진은 집 전화, 휴대 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를 강의 계획서에 제공합니다. 

교수의 근무 시간 외에 연락 할 때는 지시를 따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가 

연락 번호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교수진은 주중에 오전 9 시부 터 오후 9 시까 지, 

토요일 오전 10 시부 터 오후 9 시까 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진은 

일요일을 개인 시간으로 남겨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수진가운데 지도 교수를 임명합니다. 매학기마다 지도 교수와 

상의하여 학업 계획을 검토하고 다음 학기의 과목 등록을 해야합니다. 종종 

귀하의 지도교수와 만나서 학업, 영적 및 사역의 진전에 관해 논의 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터디그룹 때때로 학생들은 다른 동료학생들로부터 최고의 도움을 받습니다. 각 반의 다른 

학생들을 찾아 정기적으로 만나서 노트를 검토하고, 시험을 준비하며,  강의 

계획서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수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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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링 때때로 학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가장 잘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터디그룹이 제공 할 수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면 교수님에게  

문의하십시오. 교수님이 어려운 일에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동급생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졸업 학위 요구 사항 

학위를 취득하려면 학생들은 자신의 유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구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학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평균학점 요구 조건 : 한 학위에 대해 평균 2.0 점 이상의 학점이 필요합니다. 

• 학점 요구 사항 : 학생은 학위에 필요한 총 학점을 이수해야합니다. 

• 거주 요건 : 학생들은 Oikos University 에서 총 학점 요구량의 50 % 이상을 

이수해야합니다. 

• 기독교 간증 (학사 이상) 

• 학생 사역 요건: 8 학기 

• 모든 학비의 완불 

  

졸업신청 

학생들은 졸업 한 학기전에 수수료와 함께 졸업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우등졸업 

우등졸업은 전반적인 학업 성취와 기독교인의 자질과 헌신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Summa cum laude 는 3.85, magna cum laude 는 

3.65, cum laude 는  3.5 이상의 평균학점이 요구됩니다.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은 매년 봄 학기 말에 있습니다. 모든 졸업생은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졸업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졸업과 취업 현재 OU 에는 졸업생을 위한 취업알선서비스가  없으며 동문의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특정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OU 의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모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직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성적표와 서류 처리 업무는 Registrar 소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 번영할 수 있기 위해, 또 우리의 교육을 통해 삶과 정신이 

형성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학생들의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은 모든 교수와 교직원의 기독교적  의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하십시오. 

 

자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대학에서  자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귀하의 경우라면 학생처장 또는 학감과 상의해야합니다. 상황이 자퇴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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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옵션이없는 경우 학생은 Registra 사무실에서 자퇴 절차를 밟습니다. 

    

자퇴에는 자퇴서 양식을 작성하고 모든 재정 잔액을 정산하며 학생과 관련된 

다른 학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환불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환불 

절차에 따라 환불됩니다. 

 

적절한 자퇴 절차를 따르고 자퇴 이유가 승인 된 학생은 학생이 그 학기에 등록한 

모든 과목에 대해 성적표에 W / P 를 받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W / F 가 

부여됩니다. 학교는  자퇴를 승인하거나 거부 할 때 학생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징계 사유로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당한 학생은 자신이 등록한 각 과목에 대해 

W / F 를 받게됩니다. 

 

학위과정들 Oikos 는 8 가지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4 년제 신학학사학위; 4 년제 

음악 학사학위; 4 년제 경영학 학사학위; 2 년 제 경영학 석사학위; 3 년 제 목회학 

석사학위;  3 년제 음악 석사학위; 4 년제  한의학 석사 학위; 5 년제 목회학 

박사학위. 

 

학기당 이수학점 풀타임학생은 학기당 12-16 학기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정상적인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매 학기마다 평균 16 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학과목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 외에 약 1.5-2 시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학점 결정시 가족, 직업 , 교회 및 사역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야합니다. 

 

학기 중 16 시간 이상을 이수하려면 학감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이 결정은 주로 

다음 지침에 따라 학년 평균 점수 (GPA)에 따라 다릅니다. 

18 시간 2.70 GPA 

19 시간 3.00 GPA 

20 시간 3.30 GPA 

 

신입생의 고등학교 평점, 재학생의 평점 또는 생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한 학기 동안 12 학점 미만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학감의 결정 또는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학기당  평균 16 학점 미만을 수강하는 경우 원래 일정대로 

졸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규일정에  다시 맞추려면 여름 학기 동안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고 Winter Modular 과정을 수강하거나 다음 학기에 더 많은 학점을 

취득하십시오. 

 

혜택자격 "C"이하의 고등학교 GPA 로 입학한 신입생은  "혜택가능성 "에  제한을받는 

조건부 입학허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 필수과목에만 등록, 12 

학점까지만 수강 가능, 감독 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분류 및 제한 사항은 고등학교 학점 평균이 "C"미만인 신입생과 학업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고령 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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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능력 과제를 타이핑하기에 충분한 컴퓨터 숙련도가 있어야합니다. Academic Computer 

Lab 은 완벽한 인터넷 액세스, 워드 프로세싱 기능 및 성경 연구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컴퓨터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소통능력 효과적인 의사 소통능력도 건전한 교리와 함께 요구됩니다. 우리는 영어 쓰기 및 

말하기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 학기 중에 ETP 

수업에 등록해야합니다. 

  

대학요람 Oikos 에 등록 할 당시의  대학요람에있는 커리큘럼 및 졸업 요건이 학생의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해 적절한 

수정 및 대체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한 학기 이상 대학을 자퇴하고 나중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 가장 최근 카탈로그의 

커리큘럼 및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일반 등록학생 뿐 아니라 

파트 타임 (학기당 12 시간 미만)으로 등록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목이수 순서 각 학위과정의 정해진 순서로 과목을 수강해야합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에서 졸업 요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합격 이상의 성적으로 BIBL202 (성경 Exegesis)를 마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상위 구분 성경과목 (성경 및 신학 300- 및 400- 레벨)에 등록 할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상급 과목의 강사는 특별히 우수한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예외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상급 과목에 등록하고 싶지만 이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강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과목 코드 Oikos 의 각 코스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 과정 범주,  과목 수준 

및 학점을 나타냅니다. 이 대학요람의 과목설명섹션은 커리큘럼 범주를 

보여줍니다. 코스 코드의 첫 번째 숫자는 클래스 레벨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학부생을 위해 고안된 100-300 레벨 코스와 대학원생을위한 400-600 이상의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코드의 세 번째 숫자는 2 학기 시간 또는 3 학기 시간과 

같은 학점 가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고유성을 보장하기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대학 수준에서 연구하고 글을 쓸 수있는 능력은 상급 (300- 및 400- 레벨) 과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상급 학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영작문 

(ENG101)과 영문학 (ENG102) 모두를 “C”이상의 성적으로 통과해야합니다. 예외 

요청은 영어 교수와 교수지도 교수가 검토하고 학감에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학생사역 Oikos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요구 사항 외에  모든 학생들은 학생 사역에 

참여해야합니다. 학기 별 요구 사항은 학생 사역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되며 학생처장의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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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보관 Oikos 대학은 모든 재학생 및 이전 학생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대학은 모든 

중요한 학생 기록을 최소한 5 년간 보관하며 캘리포니아 주 교육 개혁법 및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 성적표를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대학의 정책입니다. 

미래의 잠재적 고용주에게 성적 증명서를 보내야 할 경우, Registrar Office 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록은 권한이있는 

직원 만 액세스 할 수있는 엄격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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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위 과정 

 
 신학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한의학 프로그램 및 경영학 프로그램을 통해 

Oikos University 는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신학학사, 음악 학사, 경영학 학사, 음악 석사, 목회학 석사, 경영학 석사, 한의학 

석사, 목회학 박사. 또한 오이코스대학교는  ESL 과정도 교육합니다. 

 

신학대학 
 

신학학사 

(4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칠 때까지,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이며 목회자, 전도자, 

평신도 지도자로서 다음 전문 지식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 

1. 교양과목에서의 기초 지식, 성경에 대한 포괄적 인 지식 및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 

2. 개인의 영적 성장에 대한 사명감과  태도 개발, 설교 기술. 

3. 지역 사회, 국가 및 국제 사회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태도. 

4. 뛰어난 의사 소통 기술, 전공 분야에서의 경쟁력있는 지식 및 기독교 윤리 실천  

 

직업 분류 코드 

이 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직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노동 통계국 

(https://www.bls.gov/soc/2010/soc_alph.htm)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21-2010 성직자 

21-2020 이사, 종교 활동 및 교육 

21-2090 기타 종교 종사자 

 

입학 요건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교양과목: 45 학점 

 

Humanities (인문학) 12 학점 

PHL 111 Introduction to Philosophy (철학) 3 

PHL 212 Introduction to Ethics (윤리학) 3 

HUM 101 Human Growth & Development (인간발달) 3 

MUS 103 Music Appreciation (음악감상) 3 

English (영어) 6 학점 

ENG 101 English Composition (영작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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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102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3 

Social Science (사회학) 18 학점 

HIS 101 Western Civilization I (서양문명I) 3 

HIS 102 Western Civilization II (서양문명II) 3 

SOC 301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 3 

SOC 302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현대사회문제) 3 

PSY 205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3 

PSY 425 
Counseling for Marriage and Family  

(결혼과 가족상담) 

3 

Mathematics/Science (수학/과학) 9 학점 

MATH 01 College Mathematics (대학수학) 3 

BS 110 General Biology (일반생물) 3 

BS 220 Physiology (생리학) 3 

 

성경과 신학: 60 학점 

Bible (성경) 30 units 

OT 101 Survey to OT (구약개론) 3 

NT 101 Survey to NT (신약개론) 3 

NT 203 Synoptic Gospel (공관복음) 3 

NT 205 
Life & Teaching of Christ  

(그리스도의생애와 가르침) 

3 

NT 305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3 

NT 320 Gospel of John (요한복음) 3 

OT 220 OT Historical Books (역사서) 3 

OT 305 The Pentateuch (모세오경) 3 

OT 320 The Prophets (Major) (대선지서) 3 

OT 321 The Prophets (Minor) (소선지서) 3 

Theology (신학) 12 units 

THE 301 Christian Doctrine I (기독교 교리I) 3 

THE 302 Christian Doctrine II (기독교 교리 II) 3 

THE 303 Christian Doctrine III (기독교 교리 III) 3 

THE 304 Christian Doctrine IV (기독교 교리 IV) 3 

Church History (교회사) 6 units 

HIS 305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3 

HIS 306 Church History II (교회사 II) 3 

Emphasis  12 units 

MUEN 131 Hymnody (찬송) 3 

PSY 206 Psychology of Religion (종교심리학) 3 

PSY 402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 3 

PRA 412 Mission (선교학) 3 

선택과목: 1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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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 할 때 Bachelor of Arts in Biblical 

Studies 학위를받습니다. 

1) 교양과목 45 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120 학점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입학부터 6 년 (12 학기) 내에이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습니다. 

3) 종합 성서 시험에 합격 

4) 면접을 통한 기독교인의 자질 검증 

5) 학점 평균 C (2.0)의 과정을 이수하십시오. 

6) 사역 능력 검증 

7) 졸업 인터뷰 

 

목회학석사 

(3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기술과 지식을 가진 자신감 있고 역량 

있는 목회자, 부목사, 말씀과 성례전의 사역자, 평신도 리더로 기독교 관련 기관 

및 세상에서  봉사 할 수있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1. 성경과 해설 및 신학적 기량에 대한 포괄적 인 지식을 보여줍니다. 

2. 자신의 삶과 전문 직업에 대한 신념을 통합 할 수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3. 세계 선교와 문화 다양성의 복음 적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꾸준히 

훈련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 교회와 회중을 인도할 영적 진실성과 역량을 보여 준다. 

5. 사역에 영적인 은사, 목회 기술 및 제자 훈련을 적용하는 능력을 보여 준다. 

 

직업 분류 코드 

이 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직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노동 통계국 

(https://www.bls.gov/soc/2010/soc_alph.htm)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21-2010 성직자 

21-2020 이사, 종교 활동 및 교육 

21-2090 기타 종교 종사자 

 

입학 요건 

1) 학사 또는 동등학위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12 학점 

GK101 New Testament Greek I (그리스어I) 3  

GK102 New Testament Greek II (그리스어II) 3 

HEB101 Biblical Hebrew I (히브리어I) 3 

HEB102 Biblical Hebrew II (히브리어I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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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HIS 401 Early Church History (초기교회사) 3  

HIS 402 Medieval Church History (중세교회사) 3 

HIS 415 
History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3 

HIS 416 History of Modern Church (현대교회사) 3 

 

성경연구 :36 학점  

OT 301 Introduction to the OT (구약개론) 3  

OT 315 Introduction to the Prophets (예언서) 3 

NT 301 Introduction to the NT (신약개론) 3 

NT 205 
Life and Teachings of Christ  

(그리스도의 생애과 가르침) 

3 

NT 401 Pauline Theology (바울신학) 3 

THE 401 Systematic Theology I (조직신학I) 3 

THE 402 Systematic Theology II (조직신학II) 3 

THE 415 Apologetics (변증학) 3 

THE 425 Contemporary Theology I (현대신학I) 3 

THE 426 Contemporary Theology II (현대신학II) 3 

THE 511 Biblical Theology I (성경신학I) 3 

THE 512 Biblical Theology II (성경신학II) 3 

실천신학 :  15 학점  

ED 415 Church Administration (교회행정)  3 

POS 415 Modern Political Thought (현대정치) 3 

PRA 410 Homiletics (설교학) 3 

PRA 415 Practical Counseling (상담학) 3 

PSY 415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3 

 

선택과목: 21 학점 

졸업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게됩니다  

 

1)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 12 학점, 역사 : 12 학점, 성서 연구 : 36 학점, 실천 신학 : 

15 학점을 포함, 총  96 학점 학점 취득 

2)종합평점  GPA 가 2.5 이상. 

5) 거주 요건 : Oikos University 에서 48 학점 취득 

 

목회학박사 

(3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전문 지식과 기술로  지역 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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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교회에 봉사하면서 교회, 기독교 관련기관 및 세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 

1. 고급수준의 성경에 대한 해설적, 신학적,  해석 학적 인 이해 

2. 교육, 설교 및 강의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및 발표 능력  

3. 교회 관련 기관을 위한 탁월한 교회 사역과 지도력 

4. 우수한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 제자 훈련 및 목회 사역 능력 

 

직업 분류 코드 

이 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직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노동 통계국 

(https://www.bls.gov/soc/2010/soc_alph.htm)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21-2010 성직자 

21-2020 이사, 종교 활동 및 교육 

21-2090 기타 종교 종사자 

 

입학 요건 

1) 석사 또는 동등 학위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목회학박사논문/ 프로젝트 

코스웤 30 학점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논문작성을 계획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 내 전공을 이수함으로써 학문적, 실천적인 지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연구를 수행하고 관심있는 사역 현장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는 최소 100 페이지, 최대 250 

페이지 길이입니다. 박사 과정 및 표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octor of 

Ministry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점이전 

프로그램의 전문성으로 인해, 학점 교환은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디렉터가 

평가해야합니다. 지난 8 년 이내에 이수한  박사 학위 과정 중 최대 6 학점 까지 

이전 학점으로 승인됩니다. 

 

풀 타임 상태 

D. Min 프로그램의 풀 타임 자격은 학기당 8 학점입니다. 4 학점만을 등록하는 

학생은 하프 타임으로 간주됩니다. 

 

휴학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 설득력있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하는 경우 2 

년이하의 휴학을  D.Min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연한 

D.Min. 후보자는 후보자격이 승인 된 후 2 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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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박사 학위를 마칠 때까지 계속 등록해야  하며  모든 박사 과정 

학생들은 입학 연도로부터 5 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5 년 이상 

연장이 필요한 학생은 3 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신청서를 

행정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검토후  승인 됩니다. 

 

박사학위후보 자격 

학생들은 16 학점의 코스웤 (B- 이상의 성적으로 모든 교과목에서 최소 3.0 

GPA)을 마친 후  D.Min 위원회에서  박사 학위 논문 / 프로젝트 제안서의 승인과 

인터뷰를 거쳐 박사학위 후보가 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최종 승인은 D.Min.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목회학박사 필수과목 (36 학점) 

ADB511 Advanced Biblical Theology (고등성서신학) 4  

ADS 511 
Advanced Systematic Theology 

(고등조직신학) 

4 

ADP511 
Pastor as a Person 

(인간으로서의 목회자) 

4 

ADH511 
Church and the Holy Spirit 

(교회와 성령) 

4 

ADH512 Church and History (교회와 역사) 4 

ADS512 Church and Society (교회와 사회) 4 

ADD511 Dissertation Seminar (학위논문세미나) 6 

ADD512 Dissertation & Project (논문과 프로젝트) 6 

 

졸업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게됩니다  

1. 코스웤 30 학점과 논문 6 학점을 포함, 총 36 학점  이수 

2.과정 평균학점 3.0 이상 

3. 논문작성 후 구술 시험 통과. 

4. 거주요건: Oikos University 에서 18 학점 취득 

 

음악대학  

음악학사 

(4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학생들이 과정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가진 공연 및 음악 관련 분야, 교회 

찬양리더 등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자질을 갖게 됩니다. 

1. 교양과목에 대한 기본 지식 

2.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3. 전공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연주능력 

4. 악보를 읽고 및 쓰는 실무 지식 

5. 음악적 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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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분류 코드 

이 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직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노동 통계국 

(https://www.bls.gov/soc/2010/soc_alph.htm)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27-2042 음악가 및 성악가 

27-2040 음악가, 성악가  및 관련 직 종사자 

27-2041 음악 감독 및 작곡가 

25-1121 미술, 연극 및 음악 교사 

 

입학 요건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오디션 

모든 학부 지원자에게는 개인 오디션이 필요합니다. 북가주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는  오디션 대신 비디오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School of 

Music 캠퍼스에서 시행됩니다.  오디션 일정은 보충지원서가 처리 된 후 

음악대학에서 마련됩니다. 

 

전공 오디션정보 

작곡 

피아노: 자유 선택; 주어진 주제에 

따라 세도막형식의 피아노 곡을 

쓰는 것 

연주 

성악 
이탈리아, 독일, 영국 또는 프랑스 

성악곡  2 가지  

피아노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 소나타의 

빠른 곡. 쇼팽 에투드의 단편 

오르간 
바로크 시대곡 1 곡; 

낭만주의 또는 20 세기 곡 중 1 곡  

현악기, 목관, 금관악기 자유곡 2 곡 

교회음악 

연주 

찬양 사역 : 

찬양 리더 

스튜디오 보이스 

건반 

어쿠스틱, 일렉트릭 또는베이스 

기타, 드럼, 미디 컴포지션 및 편곡 

선택 두곡 

자유곡 2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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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용으로 열거된 악기는 교회음악 (찬양)에도 적용가능합니다. 

 

교양과목: 45 학점 

 

Humanities (인문학) 12 학점 

PHL 111 Introduction to Philosophy (철학) 3 

PHL 212 Introduction to Ethics (윤리학) 3 

HUM 101 Human Growth & Development (인간발달) 3 

MUS 103 Music Appreciation (음악감상) 3 

English (영어) 6 학점 

ENG 101 English Composition (영작문) 3 

ENG 102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3 

Social Science (사회학) 18 학점 

HIS 101 Western Civilization I (서양문명I) 3 

HIS 102 Western Civilization II (서양문명II) 3 

SOC 301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 3 

SOC 302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현대사회문제) 3 

PSY 205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3 

PSY 425 
Counseling for Marriage and Family  

(결혼과 가족상담) 

3 

Mathematics/Science (수학/과학) 9 학점 

MATH 01 College Mathematics (대학수학) 3 

BS 110 General Biology (일반생물) 3 

BS 220 Physiology (생리학) 3 

 

성경과 신학:15 학점 

OT 101 Survey to OT (구약개론) 3 

NT 101 Survey to NT (신약개론) 3 

NT 205 
Life & Teaching of Christ  

(그리스도의생애와 가르침) 

3 

NT 305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3 

OT 220 OT Historical Books (역사서) 3 

 

음악필수과목: 60 학점 

지휘 3 학점 

MUCD 411 Chorale Conducting I (합창지휘I) 3 

Ensemble (choice of one)(앙상블:한가지 선택) 8 학점 

MUEN  

131,132,231,232 
Oikos University Choir (Oikos 성가대) 

4 

MUEN  

341,342,441,442 
Chamber Choir (챔버콰이어) 

4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음악사) 6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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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HL 341 Music History I (음악사I) 3 

MUHL 342 Music History II (음악사II) 3 

Music Theory (음악이론) 14 학점 

MUTC 151 
Aural Skills and Sight Singing I  

(청음과 시창I) 

2 

MUTC 153 
Aural Skills and Sight Singing II 

(청음과 시창II)  

2 

MUTC 251 
Aural Skills and Sight Singing III 

(청음과 시창III) 

2 

MUTC 253 
Aural Skills and Sight Singing 

 (청음과 시창IV) 

2 

MUTC 255 Tonal Harmony I (화성법I) 3 

MUTC 351 Music Theory I (음악이론I) 3 

Music Performance (연주) 5 학점 

MUPC 161 Class Voice (성악) 3 

MUPC 261 Class Piano (피아노) 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24 학점 

MUCH 1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1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2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2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3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3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4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 4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졸업연주 

모든 학생은 학위 취득 조건으로  1 시간정도의 발표회를해야합니다. 작곡전공 

학생들은 약 30 분정도의 창작곡을 작곡하고 작품을 연주해야합니다.  

 

졸업 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음악 학사 

학위를받습니다. 

1) 교양과목  45 학점, 신학과목 15 학점, 음악과목 60 학점을 포함하여  총 120 

학점 이수 

2) 과정 평균학점  (2.0) 이상 

3) 거주 요건 : Oikos University 에서 60 학점 취득 

 

음악석사 

(2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이 프로그램을 마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통해 음악분야,  음악 연주, 

찬양 및 예배 음악 분야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 

1.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 

2. 음악 활동의  테그놀로지  적용에 대한 전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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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및 연주 능력 

4. 프레젠테이션의 의사 소통 능력 

5. 지역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겠다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감 

 

직업 분류 코드 

이 학위 프로그램은 어떤 직종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지만 노동 통계국 

(https://www.bls.gov/soc/2010/soc_alph.htm)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 할 

수도 있습니다. 

27-2042 음악가 및 성악가 

27-2040 음악가, 성악가 및 관련직 종사자 

27-2041 음악 감독 및 작곡가 

25-1121 미술, 연극 및 음악 교사 

 

입학 요건 

1) 학사 또는 동등 학위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오디션 

모든 지원자에게는 개인 오디션이 필요합니다. 북가주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자는  오디션 대신 비디오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School of 

Music 캠퍼스에서 시행됩니다.  오디션 일정은 보충지원서가 처리 된 후 

음악대학에서 마련됩니다. 

 

전공 오디션정보 

합창지휘 

합창곡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비디오영상 (15 분) 제출 

선행 조건 : 성가대 지휘 2 년 이상 

작곡 

피아노: 자유 선택; 목관악기와 

피아노를위한 실내악 앙상블 (듀엣) 

작곡 

연주 

성악 

가곡,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아리아 (적어도 하나)  5 곡 선택. 

각기 다른 시대, 대비되는 스타일 및 

3 개 언어 포함 

피아노 

바로크 음악 1 곡;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 소나타 중 빠른 곡 1 곡; 

낭만주의 또는 20 세기 음악 1 곡 

오르간  다양한 양식 기간의 선택곡 3 곡 

현악기, 목관, 금관악기 자유곡 2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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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합창지휘 

합창곡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비디오영상 (15 분) 제출 

선행 조건 : 성가대 지휘 2 년 이상 

연주: 성악, 피아노, 오르간, 

현악기, 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자유곡 2 곡 

찬양 사역 : 

찬양 리더 

스튜디오 보이스 

건반 

어쿠스틱, 일렉트릭 또는베이스 

기타, 드럼, 미디 컴포지션 및 편곡 

선택 두곡 

자유곡 2 곡 

 

합창지휘, 작곡 및 연주 전공: 60 학점 

Theology (신학) 12 학점 

OT 301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구약개론) 3 

NT 301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신약개론) 3 

HIS 305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3 

HIS 306 Church History II (교회사 II) 3 

Field Education (실습) 4 학점 

FE 681 Supervised Music Ministry I (목회음악실습 I) 2 

FE 682 
Supervised Music Ministry II 

(목회음악실습 II) 
2 

Conducting (지휘) 3 학점 

MUCD412 Choral Conducting  (합창지휘) 3 

Ensemble (앙상블) 4 학점 

 MUEN 531 Oikos University Choir (Oikos 합창단) 1 

MUEN 532 Oikos University Choir (Oikos 합창단) 1 

MUEN 631 Chamber Choir (챔버콰이어) 1 

MUEN 632 Chamber Choir (챔버콰이어) 1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음악사) 3 학점 

MUHL 548 Special Study in Music History (음악사연구) 3 

Music Theory (음악이론) 9 학점 

MUTC 551 Music Analysis (곡해석) 3 

MUTC 552 Advanced Theory (고급이론) 3 

MUTC 651 Advanced Harmony (고급화성악) 3 

Music Performance (음악연주) 13 학점 

MUPC561 Class Voice I (성악I) 2 

MUPC562 Class Voice II (성악II) 3 

MUPC661 Class Piano I (피아노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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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PC662 

MUPC761 

Class Piano II (피아노II) 

Class Guitar (기타) 

3 

3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12 학점 

MUCH5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5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6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6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Graduate Recital (졸업연주) 0 

Comprehensive Review (종합평가) 0 

 

교회음악전공: 60 학점 

Theology (신학) 12 학점 

OT 301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구약개론) 3 

NT 301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신약개론) 3 

HIS 305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3 

HIS 306 Church History II (교회사 II) 3 

Field Education (실습) 4 학점 

FE 681 Supervised Music Ministry I (목회음악실습 I) 2 

FE 682 
Supervised Music Ministry II 

(목회음악실습 II) 
2 

Conducting (지휘) 3 학점 

MUCD412 Instrumental Conducting  (악기지휘) 3 

Ensemble (앙상블) 4 학점 

 MUEN 531-

632 
Oikos University Choir (Oikos 합창단) 

2 

MUEN 541-

642 
Chamber Choir (챔버콰이어) 

2 

Music History and Literature (음악사) 6 학점 

MUHL 541 Bibliography in Music I (음악문헌I) 3 

MUHL 542 Bibliography in Music II (음악문헌II) 3 

Music Theory (음악이론) 3 학점 

MUTC 551 Music Analysis (곡해석) 3 

Music Performance (음악연주) 10 학점 

MUPC561 Class Voice I (성악I) 2 

MUPC562 Class Voice II (성악II) 3 

MUPC661 Class Piano I (피아노 I) 2 

MUPC662 Class Piano II (피아노II) 3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12 학점 

MUCH5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5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MUCH6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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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6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Graduate Recital (졸업연주) 0 

Comprehensive Review (종합평가) 0 

이 프로그램과 다른 대학원프로그램으로의 학점이전은 최대 6 학점까지입니다; 

이외의 모든 학점은 OU 에서 이수해야합니다. 

 

졸업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음악 석사 학위를 

받게됩니다  

1) 신학과목 12 학점, 음악전공과목 48 학점을 포함 , 총 60 학점  이수 

2) 과정 평균 학점 2.5 이상 

3) 거주 요건 : Oikos University 에서 30 학점 이수 

 

졸업연주 

모든 학생은 학위 취득 조건으로  1 시간정도의 발표회를 해야합니다. 작곡전공 

학생들은 창작곡을 작곡하고 작품을 연주해야합니다.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4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Oikos University 에서 경영학 학사 (BABA)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1. 윤리적, 법적 원칙을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 

2. 비즈니스 관련 문제에 대한 독립적 인 조사 수행 

3.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에 요구되는  서면 및 구두 발표 능력 

4. 해외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 

5. 기독교 봉사의 삶에서 학습 중 얻은 지식을 지역 사회 및 국제 사회에 통합하는 

능력. 

 

입학 요건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교양과목 : 45 학점 

 

Humanities (인문학) 12 학점 

PHL 111 Introduction to Philosophy (철학) 3 

PHL 212 Introduction to Ethics (윤리학) 3 

HUM 101 Human Growth & Development (인간발달) 3 



 

P
ag

e7
6

 

MUS 103 Music Appreciation (음악감상) 3 

English (영어) 6 학점 

ENG 101 English Composition (영작문) 3 

ENG 102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3 

Social Science (사회학) 18 학점 

HIS 101 Western Civilization I (서양문명I) 3 

HIS 102 Western Civilization II (서양문명II) 3 

SOC 301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 3 

SOC 302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현대사회문제) 3 

PSY 205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3 

PSY 425 
Counseling for Marriage and Family  

(결혼과 가족상담) 

3 

Mathematics/Science (수학/과학) 9 학점 

MATH 01 College Mathematics (대학수학) 3 

BS 110 General Biology (일반생물) 3 

MATH 102 College (대학 대수학) 3 

MATH 211 Essentials of Calculus (미적분) 3 

MATH 301 Introduction to Statistics (통계학 입문) 3 

 

성경과 신학: 15 학점 

Bible (성경) 9 학점 

OT 101 Survey to OT (구약개론) 3 

NT 101 Survey to NT (신약개론) 3 

NT 203 Synoptic Gospel (공관복음) 3 

NT 205 
Life & Teaching of Christ  

(그리스도의생애와 가르침) 

3 

NT 305 Pauline Epistles (바울서신) 3 

NT 320 Gospel of John (요한복음) 3 

OT 220 OT Historical Books (역사서) 3 

OT 305 The Pentateuch (모세오경) 3 

Theology (신학) 6 학점 

THE 301 Christian Doctrine I (기독교 교리I) 3 

THE 302 Christian Doctrine II (기독교 교리 II) 3 

HIS 305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3 

MUEN 131 Hymnody (찬송) 3 

PSY 206 Psychology of Religion (종교심리학) 3 

PSY 402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 3 

PRA 412 Mission (선교학) 3 

 

경영학: 45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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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45 학점 

ACC 101 Principles of Accounting I (회계 원리 I) 3 

ACC 102 Principles of Accounting II (회계 원리 II) 3 

BUS 240 Business Law (상법) 3 

BUS 250 Business Ethics (비즈니스 윤리) 3 

BUS 299 Introduction to Business (경영학 원론) 3 

ECO 120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미시경제) 3 

ECO 130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거시경제) 3 

FIN 120 Business Finance (재무) 3 

FIN 201 Corporate Finance (기업재무) 3 

HRMN 101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관리) 3 

LEDR 311 Organizational Leadership (조직 리더십) 3 

MGMT 121 Small Business Management (중소기업경영) 3 

MGMT 250 Business Plan (사업계획) 3 

MGMT 308 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원리) 3 

MGMT 309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Theory 

(관리 및 조직이론) 
3 

MGMT 410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경영) 3 

MGMT 420 
Foundations of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의 기초) 
3 

MGMT 430 Operations Management (운영관리) 3 

MGMT 450 Strategic Management (전략적 관리) 3 

MKTG 289 Marketing Fundamentals (마케팅 기초) 3 

MSNC 301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정량분석 개론) 
3 

OBHV 110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 개론) 
3 

BUS 351 Filed Education I (현장실습 I) 3 

BUS 352 Filed Education II (현장실습 II) 3 

BUS 353 Field Education III (현장실습 III) 3 

Business Administration Electives (경영학 선택과목) 15 학점 

ACC 103 Managerial Accounting (경영회계) 3 

BUS 120 Spreadsheet Fundamentals (스프레드시트기초) 3 

BUS 150 Database Fundamentals  (데이터베이스 기초) 3 

BUS 226 
Webpage Design and Development  

(웹페이지 디자인과 개발) 

3 

BUS 228 
Web Design and Development Using Solutions 

(솔루션을 이용한 웹디자인과 개발) 

3 

BUS 246 
Team Building and Interpersonal Dynamics 

(팀구성 및 대인역동성) 
3 

BUS 261 
Legal and Ethical Issues in Business 

(비즈니스의 법률과 윤리) 
3 

BUS 326 Introduction to HTML & CSS for Web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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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웹페이지 디자인을 위한 HTML & 

CSS) 

BUS 327 
Introduction to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3 

ECO 140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경제) 3 

ECO 150 Economic Data Analysis (경제지표 분석) 3 

LEDR 121 Conflict Negotiation (분쟁협상) 3 

MGMT 111 Intercultural Competence (문화간 경쟁력) 3 

MGMT 112 Global Development (글로벌 개발) 3 

MGMT 131 Service Operations (서비스운영) 3 

MKTG 190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미디어 마케팅) 3 

MKTG 194 Marketing Channels (마케팅 채널) 3 

OBHV 112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hange 

(리더십과 조직개편) 
3 

OBHV 113 
Theory and Practice of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행동의 이론과 실습) 
3 

CS 201 
Introduction to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정보시스템 입문) 
3 

CS 250 Introduction to E-Commerce (전자상거래 입문) 3 

 

졸업 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 할 경우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 교양과목 45 학점과 신학과목 15 학점, 경영학 전공과목 60 학점 을 포함, 총 

120 학점이수 

2. 과정 평균학점 2.0 이상 

3. MGMT250, Business Plan 353, Field Education III 의 3 개 캡스톤과목 이수 

4. 거주요건: University.에서 60 학점 이상을 이수 

 

경영학석사 

(2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Oikos University 에서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을 마치면 다음과 같은 역량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진화하는 특성을 분석하는 능력. 

2. 경영 리더십과 조직 변화를 실천. 

3. 조직의 지적 자산 결정 및 측정 

4. 제품 개발이 기업가 정신과 병합됨을 확인. 

5. 조직의 경제적 성과 측정을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 

6. 비즈니스 관행에서 명확한 윤리 실천 사례를 통해  조직을 관리할 수있는 능력. 

7. 비즈니스와 행정에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합. 

 

입학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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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또는 동등 학위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경영학과목: 30학점 

BUS 510 Fundamentals of MBA (MBA 기초) 3 

BUS 520 
Organization & Society Management (조직 및 

사회관리) 
3 

BUS 530 Managerial Accounting (경영회계) 3 

BUS 535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3 

BUS 540 
Economics of Management Decisions 

(경영의사결정의 경제학) 
3 

BUS 550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운영 및 정보시스템 관리) 
3 

BUS 560 
Marketing Management & Innovation 

(마케팅관리 및 혁신) 
3 

BUS 570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경영관리) 
3 

BUS 580 
Strategic Management in a Global Marketplace 

(글로벌 마켓의 전략적관리) 
3 

BUS 590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 의사결정) 
3 

 

성경과 신학: 9 학점 (3 과목 선택) 

 

NT 301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개론) 3 

OT 301 I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개론) 3 

THE 425 Contemporary Theology I (현대신학I) 3 

THE 401 Systematic Theology I (조직신학 I) 3 

 

경영학 선택과목:6 학점 

 

졸업 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1. 경영학 필수 과목 30 학점, 선택 과목 6 학점 , 신학과목 9 학점을  포함, 총 

45 학점 이수. 

2. 전략적경영과 같은 캡스톤과목 성적이 “B” 이상 

3. 과정  평균학점 3.0 이상. 

 

한의대학  

한의학 석사과정 

(3 년 과정) 

프로그램 학습 목표 (PROGRAM LEARNING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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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석사과정을 마치 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한의사가 

됩니다. 

1. 침술과 한의학의 이론과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한방의 역사적 뿌리와 

현대적 응용에 대한 지식 

2. 한의학의 주제와 구조에 대한 확실한 이해 

3. 치료 범위 내에서 진료를위한 기초를 설립. 

4. 임상에서의 의사 소통능력과  전문인의 소견을 피력하는 능력 

5. 교회와 공동체 봉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영적 진실성. 

 

입학 요건 

 

1. 학사 또는 동등 학위 

2. 입학신청서 

3. 등록신청비 

4. 추천서 

 

일반과학: 17 학점 

BS110 General Biology (일반생물) 3 

BS120 Chemistry (화학) 3 

BS130 Introduction to Physics (물리학입문) 2 

BS140 
General Psychology & Counseling  

(일반심리학 & 상담) 
2 

BS210 Human Anatomy (인체해부학) 4 

BS350 Human Physiology (생리학) 3 

 

한의학: 34 학점 

AM110 Asian Medicine Foundation (한의학기초) 4 

AM150 & 170 Qi Gong I & II (기공 I & ii) 2 

AM210 & 211 
Asian Medicine Diagnosis I & II (한의학진단 

I & II) 
6 

AM310 & 390 
Asian Medicine Case Management I & II 

(한의학 사례관리 I & II) 
4 

AM420 Nei Jing 2 

AM430 Shang Han Lun & Wen Bing 2 

AM510 Asian Medicine Orthopedics (한방정형외과) 2 

AM520 
Asian Medicine OB/GYN 

(한방 산부인과) 
2 

AM530 Asian Medicine Pediatrics (한방소아과) 2 

AM540 AM External Medicine (한방외과) 2 

AM650 & 651 
Asian Medicine Internal Medicine I & II (한방 

내과 I & I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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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학: 24 학점 

AC110 Meridian Theory  (경락이론) 1 

AC191 Tui Na (추나) 2 

AC210 & 211 
Acupuncture Points and Lab I & II  

(침술 점과 실습) 
8 

AC350 
Acupuncture Techniques & Lab 

(침술기법 및 실습) 
4 

AC410 
Extra Points and Micro Systems & Lab 

(기타 점과 마이크로시시템 & 실습) 
3 

AC510 & 511 
Acupuncture Therapy I & II 

(침구이론 I & II) 
6 

 

목초학: 30 학점 

HB120, 140 & 

160 

Herbology I, II & III 

(목초학 I, II & III) 
10 

HB320, 340 & 

360 
Herbal Formulas I, II & III (약재처방) 10 

HB450 Asian Medicine Dietetics (한방식이요법) 2 

HB470 Herb-Drug Interaction (약초상호작용) 1 

HB510 Patent Medicine (특허의학) 1 

HB610 & 611 
Herbal Therapy I & II 

(약초치료 I & II) 
6 

 

생체임상의학: 29.5 학점 

WM210 Medical Terminology (의학용어) 2 

WM240 Nutrition and Vitamins (영양과 비타민) 2 

WM420 & 421 
Pathophysiology I & II  

(병리생리학 I & II) 
6 

WM510 Pharmacology (약리학) 3 

WM520 Emergency Response (ER 응급처지) 1 

WM530 Western Physical Examination (서양검진) 4 

WM550 
Public Health & Epidemiology (공중보건 및 

역학) 
2 

WM560 Laboratory Data Analysis (실험데이터분석) 1 

WM620 & 621 
Western Clinical Medicine I & II 

(서양임상의학) 
6 

WM650 Research Development (연구개발) 2 

WM670 Medical Testimonial (의료후기) 0.5 

 

커리어개발: 3 학점 

CD210 
Practice Planning & Development 

(실습기획 및 개발) 
1 

CD330 Ethics (윤리학) 1 

CD431 
Practice Marketing & Management 

(마케팅연습 &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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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와 준비: 9 학점 

RV200 First Year Review (1 학년 리뷰) 2 

RV400 Second Year Review (2 학년 리뷰) 2 

RV500 Third Year Review (3 학년 리뷰) 2 

RV600 Final Review (졸업리뷰) 3 

 

임상교육: 32 학점 

CL110 & 120 Clinical Theater I & II (임상실습 I & II) 3.3 

CL210 & 211 Clinical Rounds I & II (임상회진 I & II) 3 

CL310 
Clinical Intern-Rounds I ~ VI (임상인턴회진 

I ~VI) 
9 

CL510 Internship I ~ VIII (인턴쉽 I ~VI) 15 

CL610 Integrated Intern-Rounds (통합인턴회진) 1.7 

 

성경과 신학: 9 학점 (3 과목 선택) 

NT 301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개론) 3 

OT 301 
I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개론) 
3 

THE 425 Contemporary Theology I (현대신학 I) 3 

THE 401 Systematic Theology I (조직신학 I) 3 

 

졸업 요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충족 할 때 한의학 석사학위를 

받게됩니다 : 

1) 일반 과학 : 17 학점, 한의학 : 34 학점, 침구학 : 24 학점, 목초 학 : 30 학점, 

생의학 : 29.5 학점, 커리어개발 : 3 학점, 검토 및 준비 : 9 학점, 임상 훈련 : 32 

학점, CNT 및 심폐 소생술 / 응급 처치 : 1 학점,  신학 : 9 학점을 포함, 총  188.5 

학점 이수 

2) 과정 평균학점 2.3 이상 

3) 졸업 시험 통과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1 년과정 - 960 시간) 

프로그램 개요 

 

이 과정은 세 가지 등급 (초급, 중급, 고급)과 네 가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어휘 및 작문)을  6 가지 숙련도로 나누어 강의합니다. 풀 타임 ESL 학생은 듣기와 

말하기, 독해, 작문과 문법을 주당 20 시간씩  6 주 동안 수강합니다. 모든 레벨은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및 온라인 문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문법에 대한 일상적인 의사 소통을 훈련합니다. 

 

입학 요건 

 

어떤 레벨에 입학하려면 이전 레벨을 마쳤거나  배치 테스트를 통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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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코스는 18 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습니다.. 

 

ESL 101 Listening & Speaking I (듣기와 말하기  I) 3 

ESL 102 Academic Reading I  (독해 I) 3 

ESL 103 Academic Writing I (작문 I) 3 

ESL 104 English Grammar I (영문법 I) 3 

ESL 201 Listening & Speaking II (듣기와 말하기  II) 3 

ESL 202 Academic Reading II (독해 II) 3 

ESL 203 Academic Writing II (작문 II) 3 

ESL 204 English Grammar II (영문법 II) 3 

ESL 301 Listening & Speaking III (듣기와 말하기  III) 3 

ESL 302 Academic Reading III (독해 III) 3 

ESL 303 Academic Writing III (작문 III) 3 

ESL 304 English Grammar III (영문법 III) 3 

ESL 401 Listening & Speaking IV (듣기와 말하기  IV) 3 

ESL 402 Academic Reading IV (독해 IV) 3 

ESL 403 Academic Writing IV (작문 IV) 3 

ESL 404 English Grammar IV (영문법 IV) 3 

ESL 501 Listening & Speaking V (듣기와 말하기  V) 3 

ESL 502 Academic Reading V (독해 V) 3 

ESL 503 Academic Writing V (작문 V) 3 

ESL 504 English Grammar V (영문법 V) 3 

ESL 601 Listening & Speaking VI (듣기와 말하기 VI) 3 

ESL 602 Academic Reading VI (독해 VI) 3 

ESL 603 Academic Writing VI (작문 VI) 3 

ESL 604 English Grammar VI (영문법 V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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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과목 안내 

 

교양과목 

(인문학 및 과학) 

교양과목 

CHC100  Chapel 예배 (1 학점) 

모든 풀 타임 학생들은 학교의 사명을 이행하고 기독교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해야합니다. 

 

BI101 Introduction to Bible 성경 입문 (3 학점) 

이 과목의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과정은 학생들이 성경의 연대기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도록 

돕습니다. 인간을위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주제를 염두에 둔 성경의 각 책을 읽고 어떻게 읽는가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질 

것입니다. 

  

PHL111 Introduction to Philosophy 철학 개론 (3 학점) 

철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방법이 학습과 신앙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있는 방법. 

  

PHL212 Introduction to Ethics 윤리 입문 (3 학점) 

의사 결정의 양심과 도덕성에 특히 중점을 둔 도덕 이론의 연구. 

 

SOC301 Introduction to Sociology 사회학 개론 (3 학점) 

사회학과 그것의 발달과 구조에 대한 입문적인 연구. 현대 사회에서의 민족 경제 

그룹의 역동성이 비판적으로 검토된다. 

 

SOC302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현대 사회 문제 (3 학점)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 결혼 문제, 청소년 교육, 약물 남용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됩니다. 

 

COMM 201 Public Speaking 연설 (3 학점) 

이 과목은 맞춤식 피드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연설과 발표를 연습하고 

발표함으로써 대중 연설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HL112 Logic 논리학 (3 학점) 

논증, 추론, 증명, 오류 및 의미론을 고려한 추론 및 귀납 추론, 초등 상징, 논리 및 

언어 구조를 연구합니다. 

 

HIS105 American History 미국사 (3 학점) 

식민지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의 전반적인 개요. 

 

BS150 Anatomy I 해부학 I (3 학점) 

이 과목은 구조적 식별 및 기능에 중점을 둔 일반적인 인체 해부학에 초점을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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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학생들은 인체 장기 시스템의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의 

이름과 위치를 배우게됩니다. 

 

BS151 Anatomy Lab 해부학 실험 (1 학점) 

이 과정은 현미경 연구와 조직 검사, 보존 된 표본 및 해부학 모델을 통해 강화 된 

실험실 작업을 다룹니다. 

   

BS170 Microbiology 미생물학 (3 학점) 

주제는 미생물의 세포 구조 및 기능, 대사, 미생물 유전학, 질병, 면역 및 기타 

선택된 적용 분야에서의 미생물의 역할을 포함합니다. 

 

BS171 Microbiology Lab 미생물 실험 (1 학점) 

이 과정은 적절한 무균 기술의 사용과 세균학, 바이러스학 및 면역학의 주요 

개념을 보여주기위한 실험을 통해 미생물 학적 선행 과정을 다룹니다. 

 

BS220 Physiology I 생리학 I (3 학점) 

생리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생활 체계의 기능적 구성에 관한 연구. 인간 

생리와 기관 시스템의 통합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인간 생리학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배우고,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법을 

배우며, 인체의 여러 장기 시스템의 협동 기능을 이해하고 설명해야합니다. 

 

BS221 Physiology I Lab 생리학 I 실험 (1 학점) 

이 과정은 항상성과 pH, 분자 운동, 효소 효과, 인간 반사, 신경 및 감각 체계, 혈액 

생리학, 혈압, 호흡, 체지방 및 체력을 다룹니다. 

 

NR121 Nutrition 영양 (3 학점) 

이 과정은 인간의 영양과 건강을 다룹니다. 주제에는 소화 및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 요구 사항, 첨가제, 식품 유행, 다이어트 및 세계 

기아의 흡수가 포함됩니다. 

 
 MUS103 Music Appreciation 음악 감상 (3 학점) 

음악 이론의 기본 요소. 간단한 예배 계획능력에 중점을두고 예배의 삶을 

이해하고 배양합니다. 중세 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서양 음악에 대한 인식과 역사. 

비 서구 문화권의 음악에 대한 감상. 

 

HUM101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인간 성장과 발달 (3 학점) 

현대의 개발 이론의 렌즈를 통해 본 인물의 수명에 대한 분석. 젊은 성인의 관계 

문제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특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MATH101 College Mathematics 대학 수학 (3 학점) 

수학적 지식과 기술은 성공을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입니다. 이 과정은 참가자가 

"수학 불안"을 극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이 과정은 기본 대수, 

계산기 및 컴퓨터 사용, 추정, 그래프 및 표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P
ag

e8
6

 

 

MATH102 College Algebra 대학 대수 (3 학점) 

"언제 대수학을 쓸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이 과정은 구체적인 

예와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함수와 변환, 

선형 및 이차 부등식, 방정식 시스템, 복소수, 다항식 및 이성적 함수, 시퀀스, 

수학 유도 및 이항 정리 등의 대수학의 아름다움, 힘 및 재미에 중점을 둡니다. 

참고 : MA102 의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그래픽 계산기가 

있어야합니다. 

 

• 임의의 보기 창 내에서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있는 기능과 

• 함수의 제로를 찾는 기능 (수식을 수치로 풀어 냄). 

 

MATH 301 Statistics 통계 (3 학점) 

기본 통계 방법론 : 탐색 적 데이터 기술, 추정, 추론, 파라 메트릭, 비모수 및 

견고한 절차에 의한 비교 분석. 분산 (단방향), 다중 비교 및 범주 형 데이터의 

분석. 

 

PSY205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개론 (3 학점) 

심리학에 대한 포괄적인 탐구는 인간 발달 및 인간 관계를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합니다. 

 

PSY425 Counseling for Marriage and Family 결혼 및 가정 상담 (3 학점) 

가족 관계, 가족 구조, 결혼 관계 및 배우자와 그 가족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평가. 

 

ENG101 English Composition 영어 작문 (3 학점) 

대학 수준의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글쓰기, 편집 및 수정, 비평 및 분석 연습, 

연구를위한 도서관 기술 개발 등의  요소를 공부합니다. 

 

ENG102 English Literature 영문학 (3 학점) 

ENG101 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글쓰기 및 추론 기술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해석, 평가 및 설득을 강조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연구 능력을 향상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수 과목 : EN101. 

 

EN301 English I 영어 I (3 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영어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학생들은 간단한 

대화, 기본 듣기 기술, 발음, 독해 및 전략, 어휘 개발 및 문장 및 단락을 

연습합니다. 

 

EN302 English II 영어 II (3 학점) 

이 과정은 모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연습합니다. 독해력과 어휘력을 개발하여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문법과 

작문을 포함하는 단락을 작성합니다. 선수 과목 : EN301. 

 

EN303 English III 영어 III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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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급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 과제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스의 학문적 초점은 학생들이 정규 학술 활동에 영어 실력을 사용할 

수있게합니다. 선수 과목 : EN302. 

 

성서 및 신학 성서과목 

OT101 Survey to Old Testament 구약 입문(3 학점) 

역사, 신학 및 문학적 특징에 중점을 둔 구약에 관한 연구. 

 

OT220 OT Historical Books I 구약 역사서 I (3 학점) 

역사에 나오는 연대기 I, II, 왕 1, 2 과 그곳에서 발견 된 역사, 이데올로기 및 

신학에 관한 연구. 

 

OT221 OT Historical Books II 구약 역사서 II (3 학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관한 연구와 거기에서 발견 된 역사, 이데올로기 및 

신학. 

 

OT301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구약 개론 (3 학점) 

구약 전체에서 저자, 날짜, 문학적 스타일 및 각 도서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적이고 비판적이며 심층적 인 연구. 책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깊이있게 연구됩니다. 

 

OT305 The Pentateuch 모세오경 (3 학점) 

이 과목은 문학적 및 역사적 분석을 사용하여 창조, 타락, 이스라엘의 조상, 

출애굽 및 율법을 공부합니다. 탐구되는 신학 적 이슈에는 하나님의 인격, 인간 

본성, 하나님과의 언약 적 관계가 포함됩니다. 

 

OT315 Introduction to the Prophets 선지서 개론 (3 학점) 

구약 성서 예언자들의 역사적 배경, 국가에 대한 메시지 및 Judio Christian 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OT320 Major Prophets 대선지서(3 학점) 

주요 선지자의 선집에 대한 해설 연구. 예언적 문헌을 생성시킨 역사적 배경 

 

OT321 Minor Prophets 소선지서 (3 학점)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의 책의 각 저자의 역사적 배경, 신학 적 측면, 시대및 

사역 장소에 대한 연구. 

 

OT400 Genesis 창세기 (3 학점) 

창세기의 배경과 메시지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창세기 내의 특별한 진리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OT401 Exodus 출애굽기(3 학점) 

1) 모세의 부르심; 2) 애굽의 신들에 대한 도전. 3) 회중의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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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402  Leviticus 레위기 (3 학점) 

레위기가 중요한 이유와 그 법과 규정, 의식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계획에 관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에 대한 연구. 

 

OT404 Numbers 민수기(3 학점) 

민수기에 대한 연구. 

 

OT406 Joshua, Judges, Ruth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3 학점) 

여호수아서, 사사기 및 룻기에 관한 연구. 이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악의 반복, 그리고 

배경에서 진행되는 개인 생활에 대한 통찰. 

 

OT420 Samuel 사무엘서 (3 학점)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무엘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OT440 Isaiah 이사야서 (2 학점) 

이사야서에 대한 연구. 해설 방법, 해석 및 적용뿐 아니라 내용, 형식 및 스타일, 

역사 및 문학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OT460 Joel & Amos 요엘서, 아모스서(2 학점) 

특정 기간 동안의 저자, 배경, 주제, 죄의 정도에 중점을 둔 요엘과 아모스의 책에 

대한 해설적 연구. 

 

OT480 Psalms 시편 (3 학점) 

학생들에게 히브리어시의 본질, 그들의 신학을  언급한 여러 가지 시편을 

알기위한 기초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OT301 

 

OT502 Wisdom Literature 지혜 문학 (3 학점)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등 구약의 다양한 지혜 문학의 영어를 기초로 한 연구. 

 

OT555 Jeremiah 예레미야서 (3 학점) 

예레미야서에 대한 소개. 이 과목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 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및 종교적 문제를 강조합니다. 

 

OT560 Ezekiel 에스겔서 (3 학점) 

이스라엘의 예언과 묵시록의 배경에 대한 에스겔의 책에 대한 연구. 에스겔의  

예언의 형태와  신학적 메시지,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일에 집중 될 

것입니다. 

 

OT562 Daniel 다니엘서(3 학점) 

다니엘서의 소개, 책의 장르와 구조, 그리고 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한 

다니엘서에 대한 해설 연구.  그 책의 신학을 고려한 문맥 을 중심으로 각 장을 

연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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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101 Survey to New Testament 신약 개론(3 학점) 

역사, 신학 및 문학적 특징에 중점을 둔 신약 성서 연구. 

 

NT203 Synoptic Gospels 공관 복음서 (3 학점) 

내용, 유사점 및 차이점에 중점을 둔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에 

대한 연구. 중요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평가합니다. 

 

NT205 Life & Teach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3 학점)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철저한 개관. 그리스도의 공생애동안 

가르쳤던 특별한 목적과 강조점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적 배경과 각 복음의 특별한 강조점을 검토합니다. 

 

NT301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신약 개론 (3 학점) 

저자, 날짜, 문학적 스타일 및 각 책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평가적이고 중요하며 

심층적 인 연구. 책의 기원과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핍니다. 

 

NT305 Pauline Epistles 바울 서신 (3 학점) 

 문학 및 신학적 문제와 초기 기독교의 맥락에서 바울의 편지에 대한 연구. 

 

NT306 Ephesians, Philippians, Colossians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 학점) 

에베소서, 빌립보서 및 골로새서의 심층 연구와 적용. 

 

NT307 Thessalonians, Timothy, Titus 데살로니가서, 디모데서, 디도 서 (3 학점) 

데살로니가전.후서,I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대한 연구. 각 책의 주제, 건전한 교리, 

리더십 자격에 대해 중점을 둡니다. 

 

NT308 James, Peter, Jude 야고보서 베드로서, 유다 (3 학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의 목적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 핵심 구절들, 5 

개의 거대한 주제들, 순수한 종교, 죄에 대한 인간의 변명, 말의 죄, 기도 등에 

중점을 둡니다. 

 

NT320 Gospel of John 요한 복음 (3 학점) 

현대적 관점에서 요한복음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 신학 적 연구. 

 

NT321 Acts 사도행전 (3 학점) 

초대 교회의 발전과 바울의 삶과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상세한 

연구. 

 

NT322 Romans 로마서 (3 학점) 

서신서의 핵심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로마서의 신학적 가르침과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의 관계에 특별히주의를 기울여 해석합니다. 

 

NT323 Corinthians 고린도서 (3 학점) 

저자와 날짜, 저술당시 상황, 고린도의  조건에 강조점을 둔 고린도 전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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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특히 신령한 은사와 관련하여 현대 교회에 대한 신학과 신학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NT324 Galatians 갈라디아서 (3 학점) 

갈라디아서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와 적용. 텍스트 자체의 배경과 역사, 특유의 

문학적 특성, 논쟁의 흐름, 현대 환경에서의 진리의 적용에 대해 일차적 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이다. 

 

NT325 Hebrews 히브리서 (3 학점) 

히브리서에 대한 서신에 대한 설명,/ 주석적 연구. 텍스트 자체의 배경과 역사, 

특유의 문학적 특성, 논쟁의 흐름, 현대 환경에서의 진리의 적용에 대해 일차적 

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NT326 I, II & III John 요한 1,2,3 서(3 학점) 

요한 1,2,3 서에 대한 해설적 연구. 텍스트 자체의 배경과 역사, 특유의 문학적 

특성, 논쟁의 흐름, 현대 환경에서의 진리의 적용에 대해 일차적 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NT327 Revlation 계시록 (3 학점) 

계시록 소개, 책의 장르와 구조, 그리고 책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포함한  해설 

연구. 각 장의 연구는 구약성경의 배경에 비추어 그 신학을 고려한 문맥 상 

표현을 포함 할 것이며, 학생들은이 책과 관련된 설교와  자료들을 준비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NT401 Pauline Theolog 바울 신학 (3 학점) 

바울 서신서의 신학에 관한 연구로서 주요 구절에 대한 주석 연구뿐 아니라 

교과서 정독 

 

BT103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 해석 (3 학점) 

본문, 역사 및 신학 문제에 특별히주의를 기울여 성경 해석 방법을 연구합니다. 

 

BT302 The Old Testament and Archaeology 구약과 고고학 (3 학점) 

아브라함부터 포로시대까지의 구약의 역사에 관한 연구로서 역사와 관련된 

고고학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였다. 

 

성서언어 

GK101 New Testament Greek I 신약 그리스어 I (3 학점) 

N.T. 그리스어의 문법적 형식, 구문 및 어휘에 대한 소개.. 

 

GK102 New Testament Greek II 신약 그리스어 II (3 학점) 

신약성경 일부 해석을 포함한 그리스어 어휘 및 고급 문법 연구. 선수 과목 : 

GK101. 
 

HEB101 Biblical Hebrew I 성서 히브리어 I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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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에 대한 소개. 히브리어 어휘, 구문 및 문법에 중점을 둡니다. 

 

HEB102 Biblical Hebrew II 성서 히브리어 II (3 학점) 

어휘능력 향상과 함께 히브리어 문법의 고급 연구. 선수 과목 : HEB101. 

 

HEB605 Hebrew Exegesis 히브리어 주해 (3 학점) 

선별 된 구약 성서 구절을 해석하고 해석서를 쓰는 것을 포함하여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하기위한 단계와 방법에 대한  소개. 

 

HEB608 Advanced Hebrew Exegesis 고급 히브리어주해 (3 학점) 

구약 성서의 본문과 성서 시대의 서사시,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 본문과 같은 

성서 이외의 히브리어 본문 샘플을 포함한 히브리어 문법, 의미, 구문 및 독서의 

고급 과정. 

 

조직신학 

THE301 Christian Doctrine I 기독교 교리 I (3 학점) 

하나님의 본성, 속성, 성격, 그리고 일이라는 신학의 4 개 분야와 신의 교리에 

대한 간략한 연구 

  

THE302 Christian Doctrine II 기독교 교리 II (3 학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장, 그리고 사역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THE301. 

 

THE303 Christian Doctrine III 기독교 교리 III (3 학점) 

성령의 교리에 대한 연구. 역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 교회의 본질과 책임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THE302. 

 

THE304 Christian Doctrine IV 기독교 교리 IV (3 학점) 

인간의 타락 및 죄의 본질과 결과를 포함한 인간과 죄의 교리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THE303. 

 

THE401 Systematic Theology I 조직 신학 I (3 학점) 

성경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  천사와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관한 연구. 

 

THE402 Systematic Theology II 조직 신학 II (3 학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회심, 은혜, 칭의, 중생과 성화에 

대한 연구. 선수 과목 : THE402 

 

THE415 Apologetics 변증학(3 학점) 

반 신학적 사고와 이론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 

 

THE416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기독교 교리사 (3 학점) 

신학에서  현대 교리 문제의 선례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 기독교 교리의 역사에 

대한 고찰. 

 

THE431 Christian Ethics 기독교 윤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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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생활과 관련된 개인 및 사회 윤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고찰. 

 

THE425 Contemporary Theology I 현대 신학 I (3 학점) 

관련 현대신학자들의 연구에 중점 

 

THE426 Contemporary Theology II 현대 신학 II (3 학점) 

관련 신학자들의 연구에 중점. 선수 과목 : THE425 

 

THE511 Biblical Theology I 성서 신학 I (3 학점) 

이 과목은 특정 교리의 주제적이고 역사적인 발전을 고찰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저자가 속했던 시기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THE512 Biblical Theology II 성서 신학 II (3 학점) 

이 과목은 특정 교리의 주제적이고 역사적인 발전을 고찰합니다. 성경 전체 의 

맥락에서 저자가 속했던 시기에 특별히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THE511 

 

교회사 

HIS305 Church History I 교회사 I (3 학점)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포함한 초기 및 중세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 

 

HIS306 Church History II 교회사 II (3 학점)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포함한 현대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HIS305. 

 

HIS 401 Early Church History 초대 교회사 (3 학점) 

초기 교회와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로 교회 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주요 인물, 사조 및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통찰력이 현대의 믿음과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1500 년 동안의 

교회사의 주요 인물과 교회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합니다. 

 

HIS 402 Medieval Church History 중세 교회사 (3 학점) 

이 과목은 로마 제국의 해체에서 르네상스의 여명까지 유럽과 근동의 역사를 

고찰합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이후의 문명인 비잔티움, 이슬람과 서방 

기독교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연구 할 것이며, 특히 후자에 

중점을 둡니다. 다루게 될 주제들 - 고대 세계의 종말; 기독교의 부상 이주의 시대; 

게르만 계승국들; 서양의 카톨릭 교회, 카롤링거 제국, 바이킹, 봉건주의, 

신성로마제국 대 교황청, 비잔티움과 그 문명, 이슬람과 그 문명의 부상, 터키의 

도래; 십자군; 중세 왕국; 중세의 귀족과 중산층; 중세 시대의 교회와 문화; 14 

세기의 위기와 르네상스의 시작. 

 

HIS405 History of Presbyterian Movement 장로교회사 (3 학점) 

장로교 운동에 대한 심층 연구. 교리적 특색과 현재 방향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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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415 History of Renaissance and Reformation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역사 (3 학점) 

14 세기에서 17 세기까지 유럽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정치적, 지적, 산업적, 

종교적 발전에 관한 연구. 다양한 개혁 운동의 과정, 파벌, 차별성 및 그 업적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연구됩니다. 

 

HIS420 History of Korean Church 한국 교회사 (3 학점) 

역사 신학적 틀 안에서의 정체성과 성장을 포함한 한국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 

 

HIS416 History of Modern Church 현대 교회사 (3 학점) 

주요 신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을 포함한 현대 교회 발전에 관한 연구. 

 

HIS703 Reformed Theology 개혁 신학 (3 학점) 

아우구스티노에서 시작하여  위클리프, 후스,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캘빈을 통해 

개혁된 길을 따른 개혁신학 적 전통에 관한 연구. 선수과목 : HT503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전문분야 실천신학 

PRA400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 (3 학점) 

성서적 토대에 대한 연구, 역사적 발전 및 예배의 현재 경향. 

 

PRA411 Preaching 설교 (3 학점) 

설교의 준비와 설교의 전달 방식을 연구합니다. 

 

PRA412 Preaching Practice 설교 연습 (3 학점) 

신학교 예배 설교의 실제 연습. 

 

PSY402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 (3 학점) 

기독교 실천에 필수적인 상담의 원리와 기술에 중점을 둔 상담 이론에 대한 고찰. 

 

PRA410 Homiletics 설교학(3 학점) 

예배의 설교를 개발하는 이론 및 실습의 기본 과정으로 강사의 건설적인 비평을 

포함. 

 

PSY415 Pastoral Counseling 목회 상담 (3 학점) 

사례 연구의 실제적인 검토를 통한 목회 상담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지침. 

 

ED 415 Church Administration 교회 행정 (3 학점) 

교회 운영의 행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 조직, 기록 관리 및 기타 활동을 

연구합니다. 

 

POS415 Modern Political Thought 현대 정치 사상 (3 학점) 

서구 민주주의, 파시즘 및 공산주의의 철학적 토대에 대한 연구. 

 

PRA415 Practical Counseling 실용 상담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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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상담의 기독교 실천에 필수적인 원리와 기술에 중점을 둔 상담 이론에 

대한 시험을 제공합니다. 

 

PRA505 Evangelism 전도학 (3 학점) 

이 과목은 성경적 토대와 다양한 전도 방법 고찰 

 

PRA412 Mission 선교학 (3 학점) 

이 과목은 역사적, 문화적, 방법 론적 문제에주의를 기울여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신학 적 기초를 고찰한다. 

 

PRA507 Pastoral Leadership 목회 리더쉽 (3 학점) 

리더쉽과 봉사에 관한 성경적 이미지에 중점을 두는 사역 맥락에서 리더십의 

이론과 스타일에 관한 연구. 

  

PRA510 Church Growth 교회의 성장 (3 단위) 

신학 적, 사회 학적, 선교 적 요소의 분석을 포함하여 성서적 원리와 교회 성장의 

요인에 대한 조사. 

 

기독교 교육 

CE102 Principles of Teaching 교습 원리 (3 학점) 

교수법과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 

 

CE301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3 학점) 

교육 계획 및 평가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 철학에 관한 

연구. 선수 과목 : CE102. 

 

CE303 Youth Ministry 청소년 사역 (3 학점) 

청소년 사역을 위한 성격의 전체적 이해. 청소년 사역의 현대적 방법론에 대한 

분석  

 

CE501 Children Minisry 어린이 사역 (3 학점) 

어린이의 발달 및 문화적 역학에 중점을 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 

 

CE 502 Teaching Method 교육 방법 (3 학점) 

강의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 강의 및 강의안  준비에 대한 설명. 

  

CE601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3 학점) 

교육 계획 및 평가를 통한 기독교 신앙의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 철학에 관한 

연구.  

 

CE603 Youth Ministry 청소년 사역 (3 학점) 

사춘기의 발달 및 문화 역학에 중점을 둔 십대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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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701 제자 훈련 (3 학점) 

기존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 평가를 중심으로  제자 양성에 관한 성경적 원리와 

현대 문제에 관한 연구. 

 

CE715 성경 공부 방법 (3 학점) 

귀납적 인 성서 연구 방법의 필수 사항 및 새로운 의사 소통 방식. 

 

목회학박사과정 ADB 511 Advanced Biblical Theology 고등 성서 신학 (4 학점) 

이 과목은 성경에 대한 주석적, 신학적 및 해석학적 연구에 대한 진보된 연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서적 원칙과 신학의 적용과 함께 신학적 이해가 요구되는 

공동체와 교회 생활에서 야기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ADS 511 Advanced Systematic Theology 고등 조직 신학 (4 학점) 

이 과정은 공동체 내의 개인적 삶에서 하나님의사역에 대한 진보된 연구와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의 체계화에 초점을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성경 

가르침의 고대와 현대 관점에 대한 심층적 인 통찰력을 제공하며, 현재의 신앙 

공동체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해 될 수 있는지를 제공합니다. 

 

ADP 511 Pastor as Person 인간으로서의 목회자 (4 학점) 

이 과정은 성격, 성격, 재능, 능력, 은사, 사역 및 관계 기술, 사역과 관련된 특성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DP 512 Christian Spirituality 기독교 영성 (4 학점) 

포스트 모더니즘에 뿌리를 둔 교회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 해있습니다. 사회와 

문화가 이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하며 도전을 준비하려 하는 동안 교회는 

모더니즘에 기반한 방향과 방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영적 경험에 흥분합니다. 사람들은 유익한 

교리와 성경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변화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흐름에서 

교회의 전통적인 틀에 사람들을 가두어서는 안되지만 그들의 정신과 일상적인 

문맥 적 문제를 다루어야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철학은 

그들이 유순 한 종교 교회 회원 (우리는 종교적인 기독교라고 부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적 진보, 기쁨 및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ADH 511 Church and the Holy Spirit 교회와 성령 (4 학점) 

교회 성장과 성령의 관계 사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과정은 교회가 초기 

교회에서 중세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과 보조자료를 사용하여 교회 발전에 성령의 

기능을 살펴 봅니다. 

 

ADH 512 Church and History 교회와 역사 (4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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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세계사의 큰 맥락에서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를 탐구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제와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ADS 512 Church and Society 교회와 사회 (4 학점) 

이 과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합니다. 21 

세기 사회의 요구에 대한 표현과 새로운 교회 모델을 모색합니다. 

 

ADD 511 Dissertation Seminar 학위 논문 세미나 (6 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이 논문에 대한 연구, 논문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된 형식에 

따른 논문 제출 준비를 돕습니다. 이 과목은 선택된 주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 

샘플 논문, 논쟁을 구성하고 정리하는 방법, 논문 및 아이디어를 다루고 논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ADD 512 Dissertation & Project 논문과 프로젝트 (6 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이 논문 제안 및 논문을 잘 준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교회음악 MUCH 171/172/271/272/371/372/471/472 :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CH 202/404 Individual Organ Lesson 개인 오르간 학습 (비전공 3 학점) 

 

MUCH 380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예배 (3 학점) 

성경과 예배의 성서적 역사를 연구하고 현대적 환경에서 그러한 개념을 발표 

 

MUCH 391 History of Church Music 교회 음악사 (3 학점) 

교회 음악의 역사에 대한 소개 

 

MUCH 474 Church Organist 교회 오르간 연주자 (3 학점) 

오르간의 기본 지식과 역사; 찬송가와 예배 레퍼토리를 연주. 

 

MUCH 487 Group Performance 그룹 퍼포먼스 (3 학점) 

듣고, 상호 작용하며, 표준 곡을 즉석에서 연주하고 암기하는 다양한 그룹 연주 

 

MUCH 491  Hymnology 찬송 (3 학점) 

이 과목은 찬송가의 성경적, 신학 적, 문학적, 음악적, 역사적 측면에 초점을두고 

있습니다. 

 

MUCH 492  Worship & Music 예배와 음악 (3 학점) 

예배와 관련된 교회 음악 연구 

 

MUCH 571/572/671/6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CH 591 Practice of Church Music 교회 음악 실습 (3 학점) 

예배에서의 음악의 본질; 교회의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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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 592 Advanced History of Church Music 고등 교회 음악 역사 (3 학점) 

교회 음악사에 대한 고급 연구 

 

MUCH 561 Liturgical Music 전례 음악 (3 학점) 

유태인, 동방 정교회, 로마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 전례와 그들의 음악 비교; 교회 

년. 

 

MUCH 692 Philosophy of Church Music 교회 음악 철학 (3 학점) 

교회 음악의 개념과 역할 

 

지휘 

MUCD 411 Choral Conducting I  합창 지휘 I (3 학점) 

기본 지휘법 : 악보 분석; 지휘의 패턴; 템포, 역학, 조음 및 텍스트의 문제. 

 

MUCD 412 Choral Conducting II 합창 지휘 II (3 학점) 

411 에서 개발 된 기술의 세분화; 르네상스에서 현재까지 합창 음악의 스타일과 

해석에 대한 연구. 선수 과목 : MUCD 411. 

 

MUCD 421 Instrumental Conducting 기악 지휘 (3 학점) 

기악 앙상블에 음악적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오케스트라 곡 악보를 읽고 지휘. 

 

MUCD 511 Choral Conducting III 합창 지휘 III (3 학점) 

현대 합창 음악 및 주요 합창-오케스트라 작품을 준비 및 지휘하는 문제; 학생의 

발전과 관심에 따른 특별 프로젝트. 선수 과목 : MUCD 412. 

 

MUCD 512 Choral Conducting IV 합창 지휘 IV (3 학점) 

합창 지휘법을 포함한 511 의 계속. 선수 과목 : MUCD 511. 

 

MUCD 521 Instrumental Conducting II 기악 지휘 II (3 학점) 

18 세기 이후의 주요 작곡가 및 대표 작곡 : 악보를 기초로 한 스타일과 해석에 

관한 연구 및 수업 중의 발표. 선수 과목 : MUCD 421. 

 

MUCD 543 Instrumental Conducting III 기악 지휘 III (3 학점) 

고급지휘의 문제점들. 선수 과목 : MUCD 521. 

 

MUCD 571/572/671/6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CD 593 Choral Literature I 합창 문헌 I (3 학점) 

1500-1800 년사이의 합창 작품들 

 

MUCD 594 Choral Literature II 합창 문헌 II (3 학점) 

19 세기에서 20 세기의 합창 작품. 선수과목 : MUCD 593. 

 

음악앙상블 

MUEN 131/132/231/232/331/332/431/432/531/532/631/632 Oikos University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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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 (0.5 학점) 

음악사의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합창곡의 리허설과 연주. 

 

MUEN 141/142/241/242/341/342/441/442/541/542/641/642 Chamber Choir 챔버 

합창단 (0.5 학점) 

모든 스타일과 시대의 합창 작품 공연. 

 

MUEN 133/233/333/433/533 Praise Ensemble 찬양앙상블(1 학점) 

20 세기 교회 음악 공연; 학생 및 교수 작품 읽기; 실험적인 음악. 

 

음악사 및 문학 

 

MUHL 341 Music History I 음악사 I (3 학점) 

고대부터 1750 년까지의 음악 스타일과 장르, 연주 실습, 연구 방법 및 관련 주제. 

선택된 작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 

 

MUHL 342 Music History II 음악사 II (3 학점) 

1750 년부터 현재까지의 음악. 주요 고전, 낭만, 현대 작곡가, 스타일 및 음악 

장르. 선택된 작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 선수 과목 : MUHL 341. 

 

MUHL 540 Bibliography in Music I 음악 참고문헌 I (3 학점) 

대학원 음악 연구에 유용한 기본 서지, 문헌 및 연구 기술. 모든 음악 전공 

대학원생 필수과목 

 

MUHL 541 Bibliography in Music II 음악의 참고 문헌 II (3 학점) 

대학원 음악 연구에 유용한 서지, 문학 및 연구 기술에 대한 심층적 인 조사 및 

분석. 모든 음악전공 대학원생 필수과목. 선수 과목 : MUHL541 

 

MUHL 542 Special Studies in Medieval Music 중세 음악 연구 (3 학점) 

중세초기부터 14 세기 중엽까지  서유럽의 주요한 음악적 발전. 선수 과목 : 

MUHL541 
 

MUHL 543 Special Studies in Renaissance Music 르네상스 음악 연구 (3 학점) 

14 세기 중반부터 16 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주요한 음악적 발전. 선수 과목 : 

MUHL541 
 

MUHL 544 Special Studies in Baroque Music 바로크 음악연구 (3 학점) 

바로크 시대의 스타일, 형식, 작곡가 및 작품. 선수 과목 : MUHL541 

 

MUHL 545 Special Studies in Classical Music 고전 음악 연구 (3 학점) 

교향곡, 오페라, 실내악에서 클래식 스타일 개발 . 선수 과목 : MUHL541 

 

MUHL 546 Special Studies in Romantic Music 낭만주의 음악 연구 (3 학점) 

브람스를 통한 후기 베토벤의 낭만주의 시대의 성악과 기악 

바로크 시대의 스타일, 형식, 작곡가 및 작품. 선수 과목 : MUHL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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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HL 547 Music of the 20th Century20 세기 음악 (3 학점) 

1890 에서 현재까지의  서유럽과 미국의 주요한 음악적 발전 

선수 과목 : MUHL541 : 음악 참고 문헌 

 

MUHL 548 Special Studies in Music History 음악사 연구 (3 학점) 

시대별 체계적 연구. 선수 과목 : MUHL541 

 

음악연주 

 
 MUPF 101 Class Piano 피아노(3 학점) 

연주 기법, 악보 읽기 및 기본 음악 기술. 

 

MUPF 171/271/371/4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PF 201 Class Piano 피아노 (3 학점) 

고급 연주능력과 악보리딩. 

 

MUPF 202/402 Individual Piano Lesson 개별 피아노 레슨 (3 학점) 

개인지도 

 

MUPF 272/372/472/572 Piano Accompaniment 피아노 반주 (3 학점) 

시창 및 반주  코스 또는 프로그램 작업; 기본 교과 과정 및 자료; 스케줄링. 

 

MUPF 373/473 Chamber Music Ensemble 실내악 앙상블 (3 학점) 

성악, 현악, 목관, 금관, 타악기가있는 피아노 작품의 준비와 연주. 

 

MUPF 374 Piano Literature I  피아노 문학 I (3 학점) 

작곡가의 영향, 연주 연습, 피아노 포르테 에 중점을 둔 바로크 후기부터 

베토벤까지의 피아노독주곡; 

 

MUPF 375 Piano Pedagogy I 피아노 교육학 I (3 학점) 

키보드 학습 과정; 교수법 및 방법론 스튜디오 / 그룹 수업 : 어린이 / 성인 - 조사 

및 관찰. 

 

MUPF 376 Orchestra Literature I 오케스트라 문학 I (3 학점) 

고전주의 시대까지 교향곡. 

 

MUPF 377 Orchestra Literature II 오케스트라 문학 II (3 학점) 

낭만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심포니 문학. 선수 과목 : MUPF 376. 

 

MUPF 474 Piano Literature II 피아노 문학 II (3 학점) 

작곡가의 영향, 연주 관행 및 피아노 포르테의 발전에 중점을 둔 슈베르트부터 

현재까지의  피아노독주곡.  선수 과목 : MUPF 374. 

 

MUPF 475 Piano Pedagogy II 피아노 교육학 II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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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학습 과정; 교수법 과 방법론; 스튜디오 / 그룹 수업 : 어린이 / 성인 - 실습 : 

초보자. 선수 과목 : MUPF 375. 

 

MUPF 476 Chamber Music Literature I 챔버 뮤직 문학 I (3 학점) 

넓은 범위의 레퍼토리를 다루는고전주의까지의  교향곡;  오디션 준비에 중점. 

 

MUPF 477 Chamber Music Literature II 챔버 뮤직 문학 II (3 학점) 

넓은 범위의 레퍼토리를 다루는 낭만주의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향곡들. 오디션을 준비에  중점. 선수 과목 : MUPF 476. 

 

MUPF 5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PF 573 Chamber Music Ensemble 실내악 앙상블 (3 학점) 

MUPF 373/473 계속. 

 

MUPF 574 Special Studies in Piano Literature 피아노곡 연구 (3 학점) 

협주곡 레퍼토리의 역사, 문학 및 교육학 측면.. 

 

MUPF 576 Special Studies in Chamber Music Literature 실내악곡  연구 (3 학점) 

고급 교향곡. 

 

음악이론 

MUTC 151 Aural skill and sight singing I 청음및 시창 I (2 학점) 

시창, 받아쓰기, 키보드 응용. 

 

MUTC 153 Aural skill and sight singing II 청음 및 시창 II (2 학점) 

시창, 받아쓰기, 키보드 응용. 

 

MUTC 171/172/271/272/371/372/471/472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TC 251 Aural Skill and Sight Singing III 청음및 시창 III (2 학점) 

시창, 받아쓰기, 키보드 응용. 

 

MUTC 253 Aural Skill and Sight Singing IV 청음 및 시창 IV (2 학점) 

시창, 받아쓰기, 키보드 응용. 

 

MUTC 255 Tonal Harmony I 화성 I (3 학점) 

화성곡에서의 화성의 기능. 

 

MUTC 355 Tonal Harmony II 화성 II(3 학점) 

MUTC 255 계속. 선행 조건 : MUTC 255 

 

MUTC 256 Jazz Harmony 재즈 하모니 I (3 학점) 

화음 코드 진행 및 사용 가능한 비화성음의 원리. 주요화음 및 보조 화음 : 

Secondory dominant 및 확장 관계, 단조. 멜로디 작곡 및 동기 발전 방법.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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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법 및 guide tone 의 원리, 

 

MUTC 351 음 Music Theory I 음악 이론 I (3 학점) 

작곡법을 익히기 원하는 일반 학생들을위한 음악 이론의 초급 과정. 

 

MUTC 352 Music Theory II 음악 이론 II (3 학점) 

음악 이론의 교과 과정, 텍스트 자료 및 교수 전략 비교 연구. 선수 과목 : MUTC 

351. 
 

MUTC 562 Orchestration 오케스트레이션 (3 학점) 

범위, 기법, 음색, 오케스트라 및 악기의 조옮김 ; 오케스트레이션 연습. 

 

MUTC 356 Jazz Harmony Ii 재즈 하모니 II (3 학점) 

계속되는 주요화음 및 보조화음 분석 및 적용 : 코드의 스케일 이론, 멜로디의 

개별 노트 분석, substitute dominant  및 관련 II-7 코드,  감소된 코드 패턴, 

모듈레이션. 선수 과목 : MUTC 256. 

 

MUTC 357 Counterpoint 대위법 (3 학점) 

16 세기 및 17 세기 스타일의 2 , 3 부 대위법; 18 세기 스타일의 2,3,4 부 대위법; 

화음 변주 인벤션. 

 

MUTC 451 Form and AnalysisI 양식 및 분석 I (3 학점) 

분석 방법에 대한 조사. Tonal period 의 장조형식에 중점을 둡니다. 

 

MUTC 452 Form and Analysis II 양식 및 분석 II (3 학점) 

피치, 리듬, 형태 등의 조합에 대한 20 세기의  접근 방식. 선수과목 : MUTC 451. 

 

MUTC 453 Orchestration II 오케스트레이션 II (3 학점) 

실내악 및 전체 오케스트라의 오케스트레이션. 선수 과목 : MUTC 353. 

 

MUTC 454 Orchestration III 오케스트레이션 III (3 학점) 

현대 기술에 중점을 둔 오케스트레이션 II 의 연속. 선수 과목 : MUTC 453. 

 

MUTC 455 Keyboard Harmony 건반 하모니 (3 학점) 

일반적 화성법; 분석; 작품. 

 

MUTC 457 Counterpoint III 대위법 III (3 학점) 

작곡 전공을위한 고급 과정. 선수 과목 : MUTC 358. 

 

MUTC 458 Counterpoint IV 대위법 IV (3 학점) 

작곡 전공을위한 고급 과정. 선수 과목 : MUTC 457. 

 

MUTC 551 Music Analysis 음악 분석 (3 학점) 

음악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과 선택한 작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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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C 552 Analytical Study of Music 음악의 분석적 연구 II (3 학점) 

선정 된 20 세기 작품에 대한 분석 및 응용. 선수 과목 : MUTC 551. 

 

MUTC 554 Selected Topics in Graduate Composition 대학원 작곡 특강 (3 학점) 

대형 양식의 분석 및 구성 : 졸업작품 준비를 하는 대학원생 대상. 

 

MUTC 5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성악 

MUVA 101 Class Voice 성악(3 학점) 

호흡 조절, 발성, 딕 션 및 적절한 노래 소재 사용과 같은 기본 원칙 소개 

 

MUVA 171/271/371/4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MUVA 201 Class Voice Intermediate 클래스 성악 중급 (3 학점) 

노래, 딕션 및 레퍼토리 제작의 기본 사항을 계속 개발. 선수 과목 : MUVA 101. 

 

MUVA 202/404 Individual Voice Lesson: Non-Major 개별성악 학습 : 비전공 (3 학점) 

비 전공을위한 개별지도 

 

MUVA 261 Diction 딕션 (3 학점) 

발음 원리와 발음 : 국제 음성알파벳의 사용. 

 

MUVA 361 Song Literature I 성악작품 I (3 학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의성악곡들; 

작곡가들과 성악곡에 대한 그들의 영향. 

 

MUVA 362 Opera Literature 오페라 문학 (3 학점) 

뮤지컬 극장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기반; 오페라의 중요한 이정표; 연극, 

오페라, 콘서트, 교회 음악 간의 상호 연관성. 

 

MUVA 461 Song Literature II 성악작품 (3 학점) 

성악곡에 관한 연구 I. 

 

MUVA 462/562 Opera Workshop 오페라 워크샵 (3 학점) 

피아니스트, 코치 및 지휘자를위한 악보: 역할 분석; 오케스트라 악보의  하나 

또는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표기 

 

MUVA 463 Oratorio Solo 오라토리오 솔로 레퍼토리 (3 학점) 

주요 오라토리오에서 아리아의 각 부분을 찾기. 메시아, 천지창조, 엘리야 등. 

 

MUVA 465 Vocal Pedagogy 성악 교육학 (3 학점) 

음성 생리학 및 기능; 일반적인 보컬 오류; 교육적 접근법과 방법론. 

 

MUVA 561 Special Studies in song Literature 성악곡 연구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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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콘서트 및 오페라 레퍼토리.  

 

MUVA 563 Comparative Vocal Pedagogy 비교 보컬 교육학 (3 학점) 

성대와 관련된 후두 생리학; 일반적인 보컬 오류; 적절한 시정. 

 

MUVA 564 Cantata and Oratorio 칸타타와 오라토리오 (3 학점) 

작품, 스타일 및 연주 역사적 고찰 : 큰 작품의 솔로 그리고 작은 앙상블 부분 연주 

 

MUVA 571 Individual Instruction 개인지도 (3 학점) 

 

경영학과  ACC 101 Principles of AccountingI 회계 원리 I (3 학점) 

회계주기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개인기업을위한 일련의 장부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회계 어휘 및 개념, 개인 기업 및 

대기업의  회계주기 및 현금 관리가 포함됩니다. 실습은 수업 시간에 강의된 

이론을 보여줍니다. 선수 과목 : 없음 

 

ACC 102 Principles of Accounting II 회계 원리 II (3 학점) 

이 과정은 G.A.A.P 로 알려진 미국 회계 기준의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특히, 주요 재무 제표, 회계 개념, 수익 및 비용 

인식, 현금, 채권 및 재고 회계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수반합니다. 선수 과목 : ACC 

101 회계 원리 I. 

 

BUS 240 Business Law 상법 (3 학점) 

상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계약 및 

판매 계약의 법적 영역과 관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 250 Business Ethics 비즈니스 윤리 (3 학점) 

이 과정에는 비즈니스 및 업무 분야의 윤리 연구가 포함됩니다.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즈니스에서의 윤리적 문제 인식 및 분석; 기업 및 기관의 

윤리적 행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기업의 역할; 세계 

경제의 윤리; 현대 미국 사회에서 직업의 역할. 선수 과목 : 없음 

 

BUS 299 Introduction to Business 경영학 원론(3 학점) 

경제와 생활에서 비즈니스가 필수적인 역할을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주요 요소, 비즈니스 소유 형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인적 

자원 및 재정 자원 관리, 마케팅, 비즈니스 기술 및 정보 관리, 회계, 비즈니스 및 

개인 금융 등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ECO 120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미시경제 이론 (3 학점) 

이 과목은 가격 체계, 시장 구조 및 소비자 이론을 다룹니다. 주제에는 공급 및 

수요, 가격 통제, 공공 정책, 회사 이론, 비용 및 수익 개념, 경쟁 형태, 탄력성 및 

효율적인 자원 배분 등이 포함됩니다. 선수과목: 없음 

 

ECO 130 Principles of Macroeconomics 거시 경제 이론(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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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전체 경제 활동을 조사합니다. 여기에는 총수요 및 수요, 화폐 및 금융 

시스템, 경제 회계, 인플레이션, 실업, 경기 순환, 거시 경제 정책 및 경제적 

진보와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FIN 120 Business Finance 재무 (3 학점) 

이론 및 실무 모두에서 다루는 기업의 재무 관리에 사용되는 기본 원칙 및 개념을 

조사합니다. 주제에는 자금 및 자본 시장, 운전 자본의 재무 관리, 자본 예산 및 

고정 자산 관리, 자본 비용, 부채 및 자기 자본을 통한 단기 및 장기 금융이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FIN 201 Corporate Finance 기업 재무 (3 학점) 

기업이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주제에는 현대 

금융 원칙, 방법, 정책 및 제도가 포함됩니다. 기업 조직, 창작 및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HRMN 101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 관리 (3 학점) 

기본적인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입문 개요. 계획, 인력 충원, 교육, 보상, 동기 

부여, 직원 개발, 복리 후생, 성과 평가, 징계, 건강 및 안전 문제, 고용주 - 직원 

관계 및 고용 법 준수 등 다양한 인적 자원 관리 기능이 탐구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LEDR 311 Organizational Leadership 조직 리더십 (3 학점) 

신속하고 일관되게 변화하는  21 세기의 중요한 기능으로서의 리더쉽 탐구. 

목표는 지도력 이론과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의 지도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이고 생산적인 개인과 높은 성과를내는 조직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121 Small Business Management 중소 기업 경영 (3 학점) 

리더역할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 초기 단계부터 성장 및 효율적인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된 경영, 법률 및 윤리적 

문제와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선수 과목 : 없음 

 

MGMT 250 Business Plan 사업 계획 (3 학점) 

경영학 학사 학위의 캡스톤과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과 직장 

환경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업계가 후원하는 실제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학업 연구 중에 얻은 지식을 사용하고 직장생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현장 학습을 통해 각 그룹의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사업에 대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제공 할 것입니다. 계획에는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계획하기 위해 조직 문화, 조직 구조, 재무 제표, 마케팅 계획, 운영 목표, 

마케팅 계획, 광고 전략 및 기타 요구 사항 중 인적 자원 기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모든 도메인의 비즈니스와 관련됩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룹 역학, 공개 프리젠 테이션 기술,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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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즈니스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게됩니다. 과정이 끝나면 15-20 

분 상당의 프로젝트를 제출해야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308 Principles of Management 경영 원리 (3 학점) 

경영 실천에 포함 된 다섯 가지 기본 기능에 대한 고찰입니다. 조직의 이론, 기술 

및 개념에 대한 관리가 제시됩니다. 기술 지향적 사회에서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309 Management and Organization Theory 관리 및 조직 이론 (3 학점) 

건전한 관리 기능의 기본 관행과 효과적인 리더십의 이해를 구별합니다. 조직은 

학습 조직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리더십과 경영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전략적 관리를위한 계획을 분석 및 작성하고 지도력과  접근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410  International Management 국제 경영 (3 학점) 

모든 비즈니스의 국제화 속도를 높이기위한 연구로서, (1) 국제 비즈니스의 

경제적 기본  (2) 다국적 기업의 운영 기본, (3) 글로벌 전략 관리를위한 기본 

개념과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사용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420 Foundations of Entrepreneueship 기업가 정신의 기초 (3 학점) 

새로운 벤처 창업 및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 기업가 정신의 역사적 발전, 위험 감수 및 기업가 정신, 혁신 및 마케팅 

계획, 재무 계획, 조직 계획, 기업공개 및  법적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430 Operations Management 운영 관리 (3 학점) 

이 과정은 생산 및 운영 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측, 자원 배분, 의사 결정 이론, 용량 계획, 프로젝트 관리, 재고 관리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정량적 방법 및 통계 기법의 사용을 다룹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450 Strategic Management 전략적 관리 (3 학점) 

관리, 마케팅, 재무 / 회계, 생산 / 운영, 서비스, 연구 및 개발, 정보 시스템 기능을 

통합하여 조직의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적 관리에 관한 연구. 목표는 

이전의 연구 및 개인 경험을 통해 얻은 개념 기반에 통합 분석, 실제 적용 및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조는 조직의 비전과 사명을 개발하고, 전략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KTG 289 Marketing Fundamentals 마케팅 기초 (3 학점) 

이 과정은 수익 서비스 및 제품 구성을위한 마케팅 기능을 연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업 및 조직이 마케팅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홍보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밴딩, 고객 서비스 및 관계, 소비자 추적, 시장 조사, 수직 및 

수평 통합, 판매 기술 및 판매 관리, 가격 전략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시장에서의 포지셔닝 선수 과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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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SC 301  Instoruc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정량 분석 개론 (3 학점) 

경영 과학의 기초에 대한 조사. 이 과정은 비즈니스 성과 및 재무 상황에서 

활용되는 개념 및 알고리즘 기술을 강조하여 원하는 비즈니스 성과를 

최적화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OBHV 110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조직 행동 개론 (3 학점) 

개인, 그룹 및 구조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적용 할 

목적으로 조직 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과정은 조직의 

생산성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개인 및 그룹 성과에 중점을 둔 업무 관련 행동에 

중점을 둡니다. 중심 주제는 모든 직원, 최전선 감독 및 관리 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되는 인사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 351Field Education I 현장 실습 I (3 학점)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 분기에서 다음 학기로 그들의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중심 실습입니다. 유능한 관리자의 감독하에 적절한 현장 

경험을 가진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십의 원칙에 중점을 둡니다. 인지, 정서 및 

경험 학습 경험은 비즈니스 현장 및 지역 사회 서비스에서 학생의 형성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US 352 Field Education II 현장실습  II (3 학점) 

이 코스는 현장 실습 I 의 연장입니다.이 코스는 매주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여해야하며 학생의 자체 평가 양식과 감독자 평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BUS 353 Field Education III 필드 교육 III (3 학점) 

이 과정은 현장 실습 II 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은 매주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여해야하며 학생의 자체 평가 양식과 관리자의 평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ACC 103 Managerial Accounting 경영 회계 (3 학점) 

이 과정은 조직 구성, 지시, 제어 및 의사 결정 기능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되는 

보고서 디자인 및 준비에 대한 재무 회계 및 원가 회계 데이터 사용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제에는 비용 회계, 예산 및 비용 및 수익 센터의 책임 회계에 대한 

기본 사항이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 120 Spreadsheet Fundamentals 스프레드 시트 기초 (3 학점) 

이 과정은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전자 스프레드 시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고 수정하고 비즈니스 표준을 준수하는 파일을 인쇄하는 데 능숙 해집니다. 

주제에는 스프레드 시트 개념,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데이터 분석, 차트 및 그래프 

분석, 데이터 및 내용 서식 지정 및 통합 문서 관리가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 150 Database Fundamentals 데이터베이스 기초(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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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용하여 데이터 파일을 

액세스, 조작 및 작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조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작성 및 파일 문서화 등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226 Webpage Design and Development 웹 페이지 디자인과 개발 (3 학점) 

웹 사이트 관리의 두 가지 측면, 즉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웹 

언어 및 기술에 대한 소개는 HTML 및 CSS 에 대한 심층적 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 컨텐츠 및 공급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포커스에서 

다룹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228 Web Design and Development Using Solutions 

솔루션을 이용한 웹 디자인 및 개발 (3 학점) 

웹 사이트 관리의 두 가지 측면, 즉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웹 

언어 및 기술에 대한 소개는 HTML 및 CSS 에 대한 심층적 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공된 웹 디자인 솔루션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개발하십시오. 사람, 

컨텐츠 및 공급자를 관리하는 방법은 비즈니스 포커스에서 다룹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 246 Team Builing and Interpersonal Dynamics 팀 구성 및 대인역동성(3 학점) 

인적 자원 관리에 적용되는 품질 문제의 개요, 주제에는 권한 및 권한 부여 위임, 

작업 그룹, 팀 구축 및 직원 개입, 보상 / 인식 프로그램 및 직원 사기, 서면 및 구두 

의사 소통 기술의 중요성이 포함됩니다. 작업의 위임, 공유 및 집행. 학생들은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이 변화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BUS261 Legal and Ethical Issues in Business 비즈니스에서의 법률과  윤리 (3 학점) 

이 과정은 미국 기업의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행위에 대한 깊이 있고 탐구적인 

학습입니다. 초점은 비즈니스 관행에주의를 끌기위한 구두 토론 및 서면 연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BUS326 Introduction to HTML & CSS for Webpage Design 

웹 페이지 디자인 용 HTML 및 CSS (3 학점) 

HTML (Hyper Text Markup Language) 및 CSS (Cascading Style Sheets)를 사용하여 웹 

디자인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이 과정은 HTML 과 CSS 의 기본 

구조를 제공하므로이 과정에서는 HTML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HTML 및 CSS 의 기본 사항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코딩을 기반으로 

제시합니다.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은 효과적인 웹 페이지를 계획 및 설계하고 

HTML 을 코딩하여 웹 페이지를 구현하며 레이아웃 기술로 웹 페이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US327 Introduction to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응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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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API) (3 학점) 

웹 사이트 관리의 두 가지 측면, 즉 기술 및 비즈니스 측면에 중점을 둡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위한 루틴, 

프로토콜 및 도구 세트입니다. API 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구성 

요소를 프로그래밍 할 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API 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API 에 대한 소개는 HTML 과 CSS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ECON 140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 경제 (3 학점) 

학생들은 이전 경제학 과정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세계 경제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국제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비교 우위의 법칙을 배우고 적용 할 것입니다. GATT 와 

NAFTA 와 같은 무역 협정이 논의되고 분석 될 것이다. 학생들은 통화 시장과 

다양한 종류의 통화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ECON 150 Economic Data Analysis 경제 지표 분석 (3 학점) 

이 과정은 세계 은행, 국제 통화 기금 (IMF), 경제 개발기구 (OECD)  및 여러 미국 

정부 부처와 같은 2 차 자료에서 발견 된 경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의미있는 결론을 위해 데이터 분석에 이러한 도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수학 및 통계 분석의 기본 도구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없음 

 

LEDR 121 Conflict Negotiation 분쟁 협상 (3 학점)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및 협상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조직 상황에 대해 윈 - 윈 (win-win) 솔루션을 

개발하는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갈등은 작업환경에서  필요하고도  도전적인 

현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111 Intercultural Competence 문화간 경쟁력 (3 학점) 

환대 산업 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 특히 문화가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 과정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전문적 

및 개인적 관계 발전을 강조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112 Global Development 글로벌 개발 (3 학점) 

이 과정은 식민지주의, 세계화 및 현재 세계 질서에서 인간의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기위한 동시성과 통 시적 맥락을 탐구한다. 불평등, 자원 경쟁, 민족 및 

국가 갈등, 이주, 전통적 생존 기반 공동체에서 시장 중심 소비주의로의 식민지 

및 탈식민 문제가 설명된다. 선수 과목 : 없음 

 

MGMT 131 Service Operations 서비스 운영 (3 학점) 

이 과정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제공합니다. 주제에는 서비스 생산과 제품 생산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생산 된 

서비스의 다양성, 서비스 인 조직의 제품 제공 비율, 책임 성과 서비스 품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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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KTG 190  Social Media Marketing 소셜 미디어 마케팅 (3 학점) 

이 과정은 마케팅 세계에서 소셜 미디어의 실제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페이스 북, Linkedin, 블로그, YouTube, Pinterest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가 단지 친구를 사귀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가 합법적이고 윤리적 인 

행동을하는 잠재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을위한 올바른 메시지와 함께 

적절한시기와 장소에 마케팅하는 것임을 알게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MKTG 194 Marketing Channels 마케팅 채널 (3 학점) 

물류 분야의 관리 기술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연구로서 고객 서비스 및 국제 유통 

전략에 중점을 두어 제품 및 서비스의 유통 전략을 다룹니다. 간접 유통 (대리인, 

독립 대리점 및 VAR) 및 직접 마케팅 (이행 센터)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OBHV 112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hange 지도력과 조직 개편 (3 학점) 

성, 민족, 교육 및 기능적 전문성이 다양한 그룹에 대한 리더십 이론 적용. 회원 

간의 효과적인 협조 체제 구축에있어 지도자의 역할;  의사 결정 과정과 권력도 

검토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없음 

 
OBHV 113 Theory and Practice of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 행동의 이론과 실습 (3 학점) 

이 과정은 개인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 과학을 어떻게 인적 자원 

관리 원칙과 통합 할 것인가, 이유 및시기를 개괄합니다. 학생들은 직장에서의 

실제 적용과 관련된 관련 이론을 분석, 평가 및 설계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CS 201 Introduction to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컴퓨터 정보 시스템 입문 (3 학점) 

이 과정은 컴퓨터 정보 시스템 개념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관련 작업에 중점을 

두어 정보 구성, 검색 및 컴퓨팅을위한 공통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인터넷,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주제가 포함됩니다. 선수과목 : 없음 

  

CS250 Introduction to E-Commerce 전자 상거래 입문 (3 학점) 

전자 상거래 코스, 원격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이론, 관련 기술, 

비즈니스 법률 및 비즈니스  문서를 연구합니다. 포괄적 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 교육 수업 외에도 경제학 및 사회학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e- 비즈니스 프로그램 과목을 배우게되면 전자 상거래 기본 사항, 

전자상거래의 의미 및 거래를 위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같은 주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BUS 510 Fundamentals of MBA : MBA 기초 (3 학점) 

이 코스는 광범위한 주제 영역에 걸친 기본 경영 개념의 개요입니다. 주제는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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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온라인 환경 및 기술을 포함합니다. 학업 요구 사항; 

연구, 작문 및 분석 기술; 표절 문제; 기본 관리 개념. 과제는 통계와 제약 이론에 

초점을 맞 춥니 다. 연습은 연구, 글쓰기, 비판적 사고 및 팀워크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BUS 520  Organization and Society Management 조직 및 사회 관리 (3 학점) 

이 과정은 21 세기 관리자들이 조직과 글로벌 사회에서 갖는 책임과 영향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비판적 사고, 윤리적 의사 결정 및 리더십, 법적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직 이론 및 디자인을 포함한 비즈니스 관리 및 연구 

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필수 개념과 이론을 조사합니다. 

 

BUS 530 Managerial Accounting 경영 회계 (3 학점) 

경영 의사 결정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 개념 및보고 기법에 관한 연구. 학생들은 

회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 연구에서 분석, 결론 및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의 여러 회사에서 사용하는 관리 회계 모델에는 

원가 회계 및 원가, 예산, 차등 분석,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스프레드 시트 

및 그래픽 프레젠테이션 기술 사용과 관련된보고 기술도 제공됩니다. 

 

BUS 535 Financial Management 재무 관리 (3 학점) 

이 과정은 조직의 사용 가능한 자본 자원을 어떻게 전개하여 가능한 최대 이점을 

얻습니다. 학생들은 자본 예산 정책을 검토하고 절차, 성장 및 다양 화 정책 수립, 

소득 및 위험 평가, 의사 결정 지침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BUS 540 Economics of Management Decision 경영 의사 결정의 경제학 (3 학점) 

이 세미나 수업은 경제적 의사 결정의 개념을 재무 제표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 상황에 적용합니다. 자산 평가; 예산 편성; 비용 관리; 조직, 조직 크레딧, 

제품 및 관리자의 성과 평가. 학생은 미시 경제학, 재무, 경영 회계 및 재무 회계 

분야의 개념을 연결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를 적용해야 합니다. 

 
BUS 550  Operations &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운영 및 정보 시스템 관리 (3 학점) 

이 과정은 현대 경영의 주요 기능을 연구합니다. 주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몇 가지 세계적 수준의 운영 관리 기법 (예: 6 시그마)에 

대한 설문 조사, 운영 효율성 및 효율성에 대한 업계 최고의 사례를 포함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관리의 사명, 목표 및 중요성은 실제 작업 조직을 학습 모델로 

평가할 것입니다. 

 

BUS 560  Marketing Management and Innovation 마케팅 관리 및 혁신 (3 학점) 

마케팅 관리의 핵심 요소 인 내부 리소스 및 마케팅 기회를 고려하여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및 실행하며 성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합니다. 새로운 시장 제물의 도입과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전략 및 전술의 사용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혁신의 

개념에 초점을 둡니다. 통합적 접근 방식은 마케팅 관리 이론에 대한 토론과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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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실질적인 함의를 결합합니다. 

 

BUS 570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 경영 관리 (3 학점) 

이 수업은 조직의 의사 결정을 형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조직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규제 구조, 법률 시스템, 행정 모델 및 지방, 

주, 국가 및 국제 문제의 합류점에서 비즈니스의 내부 및 외부 기능을 정의하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중점을 둡니다. 주제에는 비판적 사고, 국제 윤리,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경제 및 기술의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BUS 580 Strategic Management in a Global Marketplace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의 전략적 관리 (3 학점) 

다양한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 전략, 가치 창출 및 가치 포착에 대한 조사를 

다룹니다. 현재 기업들은 국내, 세계 및 전자 시장에서 동시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초점은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회사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어떻게 달성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레임 워크와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그러나 동시 적 비즈니스 컨텍스트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명시 적 

통합 접근법이 채택됩니다 

 

BUS 590  Ethical Decision Making 윤리적 의사 결정 (3 학점) 

이 과정은 문화 상대주의, 법적 책임, 규범 적 및 규범 적 접근법, 윤리적 행동의 

보편적 원칙 등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조직의 리더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구성 요소를 조사합니다. 조직에 대한 여러 의사 결정의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조직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다양한 윤리적 

프레임 워크 및 가설적인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국제 비즈니스의 선택 과목 

 

BUS 571 Culture and Change 문화 및 변화 (3 학점) 

이 과정은 문화적 역량을 평가하고 미국의 문화적 가치를 다른 국가 및 민족 

문화적 가치와 비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해 관계자 가치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토론은 외부 개발 모델과 전통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적합성 

및 호환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BUS 572 Intercultural Competence 문화간 경쟁과 갈등 (3 학점) 

이 코스는 의사 소통과 문화의 영역에 대한 개요입니다. 특히, 문화가 우리의 

의사 소통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전문적 및 개인적 관계의 발전. 

 

BUS 573 Comparative International Management 비교 국제 경영 (3 학점) 

이 과정은 다국적 기업을 관리하는 이론 및 실무에 국가 별 문화적, 경제적 및 

법적 요인의 영향을 연구합니다. 북미, 중남미, 유럽 및 아시아 환경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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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및 다국적 기업의 운영에 다양한 국가 관리 스타일을 

적용하고 결합하는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BUS 574 Culture and Socialization 문화 및 사회화 (3 학점) 

문화와 사회화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인 연구로서, 사회화 과정을 문화가 

재현되는 핵심 수단으로 분석한다. 경쟁 사회 이론과의 중요한 교제를 통해 

학생들은 진보 된 연구 프로젝트, 구두 발표 및 서면 과제를 수행합니다. 강의 및 

토론 주제에는 민족 정체성 및 문화 다양성, 사회 경제적, 성별 및 인종 계층, 

미디어 표현, 옷 입기, 언어 및 종교 및 학교 교육 및 불평등 재생산 문제가 

포함됩니다. 이슈는 문화 간 관점에서 탐구됩니다. 

 

리더십 선택 과목 

 
BUS 521 Emerging Leadership Concepts and Strategies 

신생 리더십 개념 및 전략 (3 학점) 

이 과정은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에서 핵심 조직의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검토합니다. 협업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의 리더십 맥락에서 다양한 리더십 

이론과 리더십 스타일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론을 조직적 맥락에서 권위주의적 

또는 협동 적 리더십 접근 방식과 비교 및 대조하는 작업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BUS 522 Negot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Group  Dynamics 

협상, 단체 교섭 및 집단 역학 (3 학점) 

이 과정은 효과적인 분쟁 해결, 단체 교섭, 협상 전략을 다루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 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평가할 것입니다. 

실생활 조직을 위한 윈 - 윈 (win-win) 솔루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분쟁 해결은 필요하고 도전적인 작업장 현상으로 접근하여 조사 될 것입니다. 

 

BUS 523 Advanced Personnel Management 고급 인력 관리 (3 학점) 

이 과정은 행동 과학의 이론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통합 및 적용하여 인적 

자원 관리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 및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실제 

적용과 관련된 다양한 관련 인사 관리 이론을 평가, 분석 및 설계합니다. 

 

BUS 524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대인 커뮤니케이션 (3 학점) 

이 과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더십을 통해 그룹의 형성과 발전을 조사 할 

것입니다. 조직 작업 팀 내의 팀 의사 소통 스타일 및 역할을 검사합니다. 작업 

그룹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분석합니다. 작업 팀 및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한 기술의 영향도 평가됩니다. 학생들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소규모 작업 그룹의 리더십 관행을 관찰함으로써 작업 그룹과 팀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관점의 영향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마케팅 선택 과목 

 
BUS 561 Legal and Ethical Issues i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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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3 학점) 

이 과정은 미국 기업의 인간적 가치와 윤리적 행위에 대한 깊이 있고 탐구적인 

학습입니다. 초점은 비즈니스 관행에 주의를 끌기 위한 구두 토론 및 서면 연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BUS 562 Dynamics of 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의 역 동성 (3 학점) 

인간 행동의 역 동성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구매 결정과 관련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성격, 사회적 그룹, 문화, 가치 구조, 인식 및 학습을 포함한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BUS 563  Global Marketing 글로벌 마케팅 (3 학점) 

무역, 금융 및 국제적 맥락에서의 투자의 기초에 대한 소개는 국제 통화 구조와 

외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합니다. 수출 및 수입, 지역 경제 통합, 국제 마케팅 등 

국제 무역의 이론 및 역사를 검토합니다. 

 
BUS 564 Channels of Distribution and Value Networks 

분배및 가치 네트워크 채널 (3 학점) 

고객 서비스 및 국제 유통 전략에 중점을 둔 물류 분야의 관리 기술의 모든 

단계에 대한 연구. 이 과정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배포 전략도 다룹니다. 

간접 유통 (대리인, 독립 대리점 및 VAR) 및 직접 마케팅 (이행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의대학 일반과학 

 

BS110 General Biology 일반 생물학 (3 학점/ 45 시간) 

생화학의 기초, 신체 구조 및 기능, 생식 및 발달, 유전학 및 진화를 포함하는 인간 

생물학의 원리를 다룹니다. 또한이 과정은 현대 생물학이 생태학 및 재조합 DNA 

연구와 같은 인간 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조사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S120 Chemistry 화학 (3 학점/ 45 시간) 

무기 화학의 입문 측면을 다룬다. 주제는 물질 상태, 원자 구조, 주기율표, 결합, 

명명법, 화학 반응, 화학 방정식 및 양적 관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유기 및 

생화학의 도입 및 응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S130 Introduction to Physics 물리학 개론 (2 학점 / 30 시간) 

이 입문 과정은 물리학의 기본 원리,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초등 소개를 

탐구합니다. 주제에는 벡터 대수학, 운동, 중력, 일, 에너지, 운동량, 각운동량, 

보존 법칙, 열역학 및 진동 및 파동이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S140 General Psychology & Counseling 일반 심리 상담 및 상담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심리학의 주요 이론, 방법 및 원리의 기초를 포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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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되었습니다. 주제는 심리학, 비판적 사고, 기초 연구 및 통계, 인간 발달, 

성격, 정신 병리학, 동기 부여, 감정 및 스트레스 및 학습의 기본 원리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포함합니다. 또한,이 과정은 상담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없음 

 

BS210 Human Anatomy 인체 해부학 (4 학점 / 60 시간) 

이 코스는 학생들이 인체의 해부학 적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인간 세포, 조직 및 기관의 물리적 구조를 연구하고 

종종 장기 및 신체 기능을 다루는 생리학과 함께 강의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인간의 해부학 적 구조와 침술을 통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경계와 근골격계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감각 기관, 심장 혈관 계통, 면역 계통, 호흡계, 소화 계통, 

비뇨계 계통, 생식 계통, 내분비 계 및 외피 계통의 구조를 다룬다. 

선수 과목 : 없음 

 

BS350 Huma Physiology 인간 생리학 (3 학점 / 4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이 세포 및 인간의 생물 학적 제어 시스템과 인체의 주요 장기 

시스템의 해부학 및 생리학 지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심혈관, 호흡기, 배설물, 소화기, 생식기 및 면역계와 같은 인체의 주요 시스템과 

혈액 성분에 중점을 둡니다. 다른 주제에는 세포 구조 및 기능, 세포막을 가로 

지르는 분자의 이동, 항상성 메커니즘 및 세포 전달, 신경 제어 메커니즘, 감각 

시스템, 호르몬 제어 시스템, 근육 생리학 및 신체 움직임 제어가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BS110 생물학, BS310 인체 해부학 

 

한의학 

 

AM110 Asian Medicine Foundation 한의학기초 (4 학점 / 60 시간) 

이 과정은 다양한 아시아 의학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시아 의학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음과 양, 5 요소, QI, 본질, 혈액 및 체액, Zang Fu 와 그 역동적 인 상호 관계를 

포함하는 아시아 의학의 기본 구조에 대해 소개합니다. 양과 편 불균형, 5 요소 

불일치, 6 가지 환경 병원 요인, 7 가지 감정적 요인, 6 가지 채널 패턴 및 기본적인 

Zang Fu 패턴을 포함하여 병인 및 병인에 관한 아시아 의학의 다양한 이론이 

다루어집니다. 

선수 과목 : 없음 

 

AM150 & 170 Qi Gong (기공) I & II (2 학점 / 30 시간) 

이 실용적인 과정은 Qi Gong 의 이론과 이점에 대한 기본 소개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Qi Gong 의 일상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고용하고 

육성하기위한 학생들의 에너지 / 제나라 흐름과 경로에 대한 경험적 인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AM210 & 211 한방진단 I & II (6 학점 / 9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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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과정은 아시아 의학 진단의 기본 원리 인 검사, 탐구, 촉진의 네 가지 검사 

구조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아 의학 진단의 기본 기술과 

이론을 제시하기위한 것입니다. 강조는 아시아 의학 진단의 핵심적이고 특유한 

방법 인 안색, 맥박 및 혀 검사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8 가지 원칙 

인 Qi 와 Blood, 여섯 가지 채널 패턴, Wei, Qi, Ying 과 Xue 의 4 단계, San Jiao 이론 

등 패턴 인식에 대한 더 심오한 이론을 탐구합니다. 

 

이 수업의 두 번째 부분은 또한 아시아 의학 기술을 활용 한 환자 섭취 및 신체 

검사의 기본 기술을 제공합니다. 

선수 과목 : AM110 Asian Medicine Foundation 

 

AM310 & 390 한의학 사례 관리 I & II (4 학점 / 60 시간) 

이 두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임상 적용으로 더 잘 전환하도록 가르치고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의학 사례 관리 I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 제공자로서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보조 및 특수 치료 책임을 입증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과정의 

중점은 처음 방문부터 후속 조치, 다른 의료 현장 요원과의 소개 및 협력, 예후 및 

임박한 의료 가능성에 대한 치료 계획을 포함하는 전체 치료 계획을 설계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CPT 와 ICD-9 를 포함한 의료법과 

근로자 보상 / 노동법 관련 사례가 제시되어 의료 코딩 구조와 그 이점을 가진 

학생들 간의 친숙 함을 구축합니다. 

한의학사례 관리 II : 두 번째 과정은 종양학,자가 면역 질환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비롯한 치열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인 사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의료보고 및 검토 절차를 잘 이해하기 위해 사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선수 과목 : 

의 경우 : AM211 아시아 의학 진단 Ⅱ 및 HB320 초본 수식 I 또는 그 

이상 동시 등록 

의 경우 : HB360 Herbal Formulas III 

 

AM420 Nei Jing (2 학점/ 30 시간)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 재단에서 가장 소중한 중국 고전 문학의 하나 인 Nei 

Jing 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진단과 

침술 이론의 측면에서 측면으로 아시아 의학의 중추로 간주되는이 고전 문학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기위한 것입니다. 강조는 Yin and Yang, Five Elements 및 

Zang Fu 의 이론에 중추적 인 이해를 가져다 관련 병원체, 증상 및 치료법과 함께 

제시합니다. 

선수 과목 : AM211 아시아 의학 진단 II 

 

AM430 Shang Han Lun & Wen Bing (2 시간 / 30 시간) 

감기 (샹 빙)와 열 (웬 빙)의 병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고전 문학으로 

간주되는이 과정은 고전 문학을 임상 환경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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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병인, 임상 적 증상, 맥박, 혀 및 색소 

징후 및 각 질병 / 증후군의 각 단계뿐만 아니라 각 질병의 다른 단계에 적용 할 

수있는 적절한 약초 공식에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AM211 아시아 의학 진단 II, HB360 한약 수식 III 

 

AM510 Asian Medicine Orthopedics 한방 정형 외과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과 서양 의학을 모두 준수하는 근골격계 시스템의 통합 된 

측면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원인,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을 동양과 서양의 의학적 측면에서 연구하여 아시아 의학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동안 서양 진단 방법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 게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정형 외과에서의 긴급 상황과 적절한 

절차를 소개하고, 환자에게 정형 외과 상해의 적절한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추천을하는 것을 배우게됩니다. 

선수 과목 : AC350 침술 기법 및 실험실 

 

AM520 Asian Medicine OB / GYN 한방산부인과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부인과 병리학, 병인학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서양 및 아시아 의학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강조는 생리 증후군 및 임신 관련 질환과 같은 부인과 

학적 합병증에 가장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 학생들은 호르몬 순환과 같은 서양 

진단 방법을 동양과 서양 의학에서의 임신 중 금기 사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의학 

진단 및 치료 방법과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선수 과목 : HB360 초본 수식 III 

 

AM530 Asian Medicine Pediatrics 한방소아과 (2 학점 / 30 시간) 

이 코스에서는 진단, 약초 및 침술 치료, 어린이의 각 특정 상태를위한 적절한 

소아과 Tuina 마사지로 흔히 발생하는 소아과 불만을 제공합니다. 발달 장애, 

호흡기 장애, 중이염 유발 성 및 소화 장애를 포함한 발열과 같은 일반적인 소아 

합병증에 대한 병인학 및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당뇨병 및 비만과 같은 현대 소아 질환은 적절한 아시아 

의학 치료법을 통해 연구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HB360 초본 수식 III 

 

AM540 한방 외과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서양과 아시아의 의학 측면에서 외과의 병리학을 다루며, 아시아 

의학의 영역에서 외과의 기본 이론과 치료 방법을 제공합니다. 강조는 병인학, 

패턴 차별화 및 치료 방법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과의 병리학 적 관계에 

있습니다. 

선수 과목 : HB360 Herbal Formulas III, AC350 침술 기법 및 실험실 

 

AM650 & 651 한방내과 I & II (6 학점 / 90 시간) 

이 두 과정은 진단에 따라 병인과 병인, 진단 원리 및 통증 침술과 한방 치료법을 

포함한 임상 아시아 의학의 기초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서양 및 아시아 의학 측면 모두에서 내부 시스템의 병리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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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필수적인 아시아 의학 치료 기본 사항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는 

침술과 허브 수식의 원인, 패턴 차별화 및 치료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선수 과목 : HB360 Herbal Formulas III, AC350 침술 기법 및 실험실 

 

침구학 

 

AC110 Meridian Theory 경락이론 (1 학점/ 15 시간) 

이 과정은 경락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아시아 의학의 주요 이론 중 하나 인 자오선 이론은 12 개의 

정규 경락, 통치 및 개념 경락의 병리학 및 병인학을 포함합니다. 또한 각 

자오선은 자오선의 4 가지 측면으로 연구됩니다. 주요 채널, 루오 연결 채널, 발산 

채널 및 근육 채널과 그 관련 병리학 및 증상은 학생들에게 치료를 위해 해당 

자오선을 선택하도록 지시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AC191 Tui Na 추나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전통 중국식 치료 마사지 인 Tuina 의 기초 및 시스템을 다루게됩니다. 

Tui Na 의 다양한 기술은 학생들이 임상 환경에서 고용하도록 지시되고 

시연됩니다. 

선수 과목 : BS210 Human Anatomy 

 

AC210 및 211 Acupuncture Points and Lab I & II 침술 점 및 실험 I 및 II (8 학점 / 120 

시간) 

이 두 순차 코스는 12 개의 주요 경락, 통치 및 수태 경락의 361 개의 경혈을 나타 

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각 경락 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능, 적응증, 위치 및 

임상 적 중요성과 응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침술 점의 기초와 치료 응용의 

명확한 이해를 이해하도록 안내 할 것입니다. 또한 금기 사항 및 특정 사항에 

대한 사전주의 사항을 검토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합니다. 이 실험실은 포인트 위치와 니들 링 방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선수 과목 : AC110 자오선 이론 

 

AC350 Acupuncture Techniques and Lab 침술 기법 및 실험실 (4 학점 / 60 시간) 

이 과정은 임상 실습의 기초가 될 학생들을위한 포괄적 인 침술 치료 절차와 

기술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제는 Clean Needle Techniques, 토닝 및 

진정 작용의 다양한 니들 링 기술, 증상에 따른 다양한 바늘 유형 및 사용법, 뜸, 

입술, 구아샤 및 전기 자극과 같은 보완 적 치료 기술 및 체계적인 방법과 같은 

위생 표준을 포함합니다. 징후와 증상에 따라 침술 치료법을 결합하는 것. 

또한,이 코스는 자기와 구슬을 귀와 침 포인트에 적용하는 방법을 조사합니다. 이 

실습실에서는 실습을 통해 실습을 통해 임상 설정에 활용할 수있는 역량을 

갖추게됩니다. 

선수 과목 : AC211 Acupuncture Points and Lab II 

 

AC410 Extra Points and Micro Systems & Lab 엑스트라 포인트 및 마이크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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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랩 (3 학점 / 4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여분의 포인트와 경락, 귀와 두피 침, 한 손 침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코스의 전반부는 학생들에게 여분의 포인트와 채널 

및 임상 적용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 40 개 이상의 추가 포인트와 8 개의 특별 

채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증상과 징후에 따라 귀와 두피 침술과 

한방 침술과 그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선수 과목 : AC211 Acupuncture Points and Lab II 

 

AC510 & 511 Acupuncture Therapy I & II 침술 치료 I & II (4 학점 / 60 시간) 

아시아 의학 내과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이 순차 과정은 다양한 내과 적 

합병증에 대한 침술 포인트 선택과 함께 필수 치료 원칙 및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전통적 및 경험적 사용법, 원 / 출처 및 루오 / 연결점과 같은 분류의 

중요성 및 치료 효과를 포함하여 주요 요점의 속성을 학습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12 개의 주요 경락, Ren 과 Du 채널, 그리고 여분의 포인트 카테고리의 침술 

포인트의 주요 그룹으로 제공됩니다. 이 과정은 Nei Jing Ling Shu 와 같은 

고전뿐만 아니라 중국 침술 및 뜸 (CAM) 및 침술 : 포괄적 인 텍스트 (Shanghai)와 

같은 교과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선수 과목 : AC211 침술 점과 실험 II, AM650 아시아 의학 내과 I 

 

목초학 

 

HB120, 140 & 160 Herbology I, II & III 목초학 I, II & III (10 학점 / 150 시간) 

학생들에게 아시아 의학 식물학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이 세 가지 연속 

과정은 일반적인 이론, 준비 방법, 치료 방법, 온도, 맛, 유입 경락 및 적응증에 

대한 범주로 나뉩니다. 350 가지 이상의 단일 허브가 기능적 범주로 할당되고 

독특하고 공통된 특성과 관련하여 연구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코스는 중국 

약전의 역사와 개발, 허브 가공 및 복용량을 다룹니다. 네 가지 코스 각각은 다른 

종류의 허브 카테고리를 포함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HB320, 340 & 360 Herbal Formulas I, II & III 한방 제형 I, II 및 III (10 학점 / 150 시간) 

초본 공식의이 연속되는 3 개의 과정은 그것의 치료 기능 및 표시에 강조를 가진 

중요한 초본 공식의 기본 및 치료 사용법을 커버합니다. 이 코스는 학생들의 증상 

및 증상 패턴에 따라 적절한 수식으로 허브를 혼합 할 수있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수식에는 재료의 전통적인 구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처리 원칙이 제시됩니다. 또한 수정과 금기 사항뿐만 

아니라 서양 의학의 특정 질병과 적절한 한방 수식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HB160 Herbology III 

 

HB450 Asia Medicine Dietetics 한방식이 요법 (2 학점 / 30 시간) 

주 의학과식이 요법이 같은 근원이라는 이론에 기초하여 아시아 의학은 인간 

복지에서식이 요법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 코스는 아시아 약학 (Asian Medicine 

Dietetics)과 그 치료 기능의 기초뿐만 아니라 허브를 다이어트에 결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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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강조점은 각 다이어트의 기능별 분류와 한방 다이어트의 요리법에 

대한 것입니다. 

선수 과목 : HB160 Herbology III 

 

HB470 Herb-Drug Interaction 약초 상호 작용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자연 약초와 서양 의학 약물 간의 불리한 / 유익하고 유익한 상호 

작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물 의학적 기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강조점은 허브의 생의학 적 특성과 일반적으로 처방 된 서양 

의학 약물 및 영양 보충제와의 잠재적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이 코스는 

생물 의학적 관점에서 자연 약초의 약리학 적 효과와 특성을 조사합니다. 

선수 과목 : HB160 Herbology III, WM510 약리학 

 

HB510 Patent Medicine 특허 의학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약초 및 용액을 활용할 수있는 도구 지식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의약품의 징후와 증상에 따른 카테고리 분류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단일 증상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단일 특허의 독특한 적용이 분석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HB360 초본 수식 III 

 

HB610 & 611 허벌 테라피 I & II (6 시간 / 90 시간) 

2 개의 연속 과정은 수식 과정을 검토하고 아시아 의학 내과를 보충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학생들이 한약제와 한약재를 임상 환경에 적용 할 

수있는 건설적인 지식을 제공합니다. 강조점은 징후와 증상 및 예후에 따라 주요 

수식과 그 수정에 대한 단일 약초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한방 

제형, 분말에 대한 제형 및 그 제조 방법이 시연되고 단일 약초의 독특한 기능이 

임상 적용 사례로 검토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식, 예후에 따른 수정 및 각 

반말의 식단 권장 사항을 포함한 사례 연구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해야합니다. 

선수 과목 : HB360 허벌 포뮬러 III, AM650 아시아 의학 내과 I 

 

생의학 

 

WM210 Medical Terminology 의학 용어 (2 학점 / 30 시간) 

이 과목에서는 접두사, 접미사, 근원, 연결 및 결합 양식 등의 구성 분석을 통해 

의학 용어를 소개합니다. 학생은 인체의 구조, 기능 및 질병에 적용 할 수있는 

의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얻습니다. 약어 및 해당 용도가 표시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WM240 Nutrition and Vitamins 영양 및 비타민 (2 학점 / 30 시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영양의 기본 원리와 영양소 및 식품 선택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학생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과정은 또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및 

매크로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 및 미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및 

아미노산)의 신진 대사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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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420 / 421 Pathophysiology I & II (6 학점 / 90 시간) 

이 코스는 학생들이 임상 환경에서 다양한 인간 질병 및 장애의 생리를 배우도록 

제공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증상과 질병의 

병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주제에는 면역, 신경, 내분비, 생식, 

혈액학, 심혈관, 림프관, 폐, 비뇨 생식기, 소화기, 근골격계 및 외피 시스템의 

질병 및 장애가 포함됩니다. 또한 종양학 및 현대 전염병에 대해 논의합니다. 

선수 과목 : 

인체 해부학, BS350 인체 생리학, WM210 의학 용어 

의 경우 : WM420 Pathophysiology I 

 

WM510 Pharmacology 약리학 (3 학점/ 45 시간) 

약리학 과정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약리학 및 약물 치료 관리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각 시스템 내에서 신체 시스템 및 관련 

약물 요법의 검사를 조사합니다. 주제에는 기본 약물 그룹, 주요 유사점 및 각 

그룹의 약물 간 차이 및 주요 행동 및 2 차 행동의 메커니즘이 포함됩니다. 그것의 

강조는 각 그룹, 그 치료 적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행동 메커니즘에 둔다. 

선수 과목 : WM421 Pathophysiology II 

 

WM530 Western Physical Examination 서양 신체 검사 (4 학점 / 60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서양의 역사 기록 및 신체 평가 기법을 배우도록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서양 신체 검사의 절차를 능숙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기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주제는 피부, 

머리, 감각 기관, 가슴 및 복부의 포괄적 인 신체 검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신경 

학적 및 근육 - 골격 평가, 실험실 테스트 및 엑스레이는 학생들이 적용 및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유지하도록 검토 될 것입니다. 

선수 과목 : WM421 Pathophysiology II 

 

WM530 Laboratory Data Analysis 실험실 데이터 분석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서양 실험실 데이터의 기본 이해와 아시아 의학 진단에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특정 시스템 / 기관 및 병리학 

및 항상성에 해당하는 다양한 실험실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강조점은 실험실 

데이터 및 그 표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양 및 아시아 의학 

진단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실험실 데이터에는 엑스레이, MRI, BMP 

(기초 대사 패널) 및 CMP (종합 대사 패널), 갑상선 검사 및 지질 패널이 

포함됩니다. 

선수 과목 : WM530 Western Physical Examination 

 

WM610 Public Health & Epidemiology 공중 보건 및 역학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문화 / 환경 문제와 공중 보건 간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연구는 전염병학 및 인구, 보건 의료 시스템 및 사회 경제적 

특성과 아시아 의학 및 공중 보건 및 그 시스템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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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 4 학기 종료 및 1 학년 재시험 시험 통과 

 

WM620 / 621 Western Clinical Medicine I & II (6 학점 / 90 시간) 

이전 서양 의학 과정을 체계화하고 검토하는 결정적인 과정으로 설계된이 

과정은 서양 의학 영역에서 사례 관리의 과정과 관점을 학생에게 가르치기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아시아 의학 클리닉에서 흔히 접하게되는 서양 

의학에서 관찰되고 치료되는 선별 된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개요를 제공 

받게됩니다. 이 과정의 초점은 병의 임상 적 발현에 중점을 둔 병인학, 병인, 감별 

진단 및 1 차 치료법입니다. 화제는 전염병, 심장 혈관, 위장, 내분비선, 호흡기, 

비뇨기, 피부과, 정신 신체 및 근골격계 상태를 포함합니다. 

선수 과목 : WM421 Pathophysiology II, WM530 신체 검사 및 검사실 진단 

 

WM650 Research Development 연구 개발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임상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발표 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적성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시아 의학과 관련된 수업에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제 조건 : 6 학기 종료 및 2 년차 재학 시험 재시험 시험 통과 

 

WM670 Medical Testimonial 의료 후기 (0.5 학점 / 8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아시아계 의학과 서양 의학 모두에서 의학계의 넓은 

시야를 소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초청 연사 / 실무자는 아시아 의학과 다른 

의료 분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의료 

분야의 지식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줄의 

전문의는 외과 의사, 일반 개업 의사 (M.D.), 약사, 공인 간호사 (RN), 카이로 

프랙틱 의사, 산부인과 의사 및 기타 많은 의료 분야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 5 학기 수료 

 

커리어 개발 

 

CD210 Practice Planning & Development 실습 기획 및 개발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성공적인 연습을위한 경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준비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조는 전문 선택 및 기초 개발, 실습 초기 설정, 

클리닉 위치 연구, 재정 예산 창출 및 실습 관리 준비와 같은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말에 미래의 연습 제안서 프로젝트를 제출해야합니다. 

전제 조건 : 3 학기 수료 

 

CD330 Ethics 윤리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일차 의료 제공자에게 의무화 된 보편적 인 의료 윤리에 

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에서의 아시아 의학 

실무법의 전문적인 책임과 규제 법칙에 중점을 둡니다. 

전제 조건 : 3 학기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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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431 Practice Marketing & Management 연습 마케팅 및 관리 (1 학점 / 15 시간)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실무의 비즈니스 측면에 대한 필수 지식과 지침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주제에는 성공적인 마케팅을위한 마케팅 도구, 

홍보 (PR) 전략, 효과적인 의료 청구 및 보험 절차 및 성공적인 재무 전략이 

포함됩니다. 

전제 조건 : 6 학기 수료 

 

리뷰 및 준비 

 

RV200 First Year Review 첫 해 리뷰 (2 학점/ 30 시간)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 재단, Herbology, 침술 포인트 및 일반 과학 과목을 포함한 

연구의 첫 4 학기에 필수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 학습 

수준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지닌 학생들을 안내하고 확증하기 위해 과거 

학습 된 과목들을 통합하고 고형화하는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제시합니다. 

또한,이 과정은 재검토 시험을 통해 캘리포니아 침술 라이센스 시험 (CALE)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제 조건 : 2 학기 수료 (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은 1 학기에 수강 할 수 있음) 

 

RV400 Second Year Review 2 년차  리뷰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 재단 및 진단, Herbology and Formulas, 침술 점 및 기법, 

서양 의학 과목을 포함하여 연구의 첫 4 학기에 대한 필수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 학습 수준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지닌 학생들을 

안내하고 확증하기 위해 과거 학습 된 주제를 통합하고 고형화하기위한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제시합니다. 또한,이 과정은 재검토 시험을 통해 

캘리포니아 침술 라이센스 시험 (CALE)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전제 조건 : 4 학기 수료 (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은 3 학기에 수강 할 수 있음) 및 1 

년차 재시험 시험 통과 

 

RV500 Third Year Review 3 년차 리뷰 (2 학점 / 30 시간) 

이 과정은 아시아 의학 재단 및 진단, Herbology and Formulas, 침술 점 및 기법, 

서양 의학 과목을 포함하여 처음 6 학기에 대한 필수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 학습 수준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지닌 학생들을 

안내하고 확증하기 위해 과거 학습 된 주제를 통합하고 고형화하기위한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제시합니다. 또한,이 과정은 재검토 시험을 통해 

캘리포니아 침술 라이센스 시험 (CALE)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선행 조건 : 6 학기 수료 (평점 3.5 이상인 학생들은 5 학기 과정 수강 가능) 및 2 

년차 재시험 시험 통과 

 

RV600 Final Review 최종 검토 (3 학점 / 45 시간) 

이 과정은 적절한 지식과 졸업을 위해 통과해야하는 최종 검토 시험, CARC 

(California Acupuncture Licence Exam) 및 NCCAOM (National Certification) 자격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학생들은 4 년 / 9 학기 동안 다루는 코스의 

필수 정보 및 지식 동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받게됩니다. 환자 진단,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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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및 서양 의학), 침술 및 한방 치료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험에 대한 숙련도와 이해도를 준비시킵니다. 

전제 조건 : 8 학기 수료 (GPA 3.5 이상인 학생들은 7 학기 또는 그 이전에 수강 할 

수 있음) 및 3 학년 재시험 시험 통과 

 

임상 교육 

 

CL110 & 120 Clinical Theater 임상 실습 I & II (3.3 학점 / 100 시간) 

이 관찰 임상 실습 과정은 아시아 의학 실무의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포괄적 인 

소개를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환자 평가, 안전, 환자 진보적 기록 및 한방 및 침술 

치료를 포함하여 필수 필수 임상 절차의 기본 이해를 확립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OIKOS 대학 보건 센터의 임상 정책, 안전 및 청결 

클리닉 표준, 캘리포니아 침술위원회 요구 사항 및 OSHA 및 HIPPA 요구 사항을 첫 

번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임상 수첩 및 진료소 오리엔테이션을 

읽어야합니다. 학생들은 교수진이 수행 한 인터뷰, 진단 및 치료 과정뿐 아니라 

사후 평가 및 치료 토론에 참석하고 관찰해야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한방 준비 

과정에 참여해야합니다. 

선수 과목 : 없음 

 

CL210 & 211 Clinical Rounds 임상 회진 I & II (3 학점 / 90 hours) 

이 고급 관찰 임상 실습 과정은 5 명 미만의 학생으로 구성된 더 작은 학급 크기로 

철저한 임상 실습 관찰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은 환자 평가 및 기록의 참여와 

맥박과 혀의 검사를 통해 학생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교수진이 수행하는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한약 수식을 준비 할 수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하며 준비 방법과 

복용량과 관련하여 환자에게 지시 사항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선수 과목 : CL110 

& 120 임상 극장 I & II 

 

CL310 Clinical Intern-Rounds 임상인턴회진 I - VI (4.5 학점 / 135 시간) 

임상 실습의 입문 수업으로 디자인 된 Clinical Intern-Rounds 는 침술 치료 경험을 

얻고 개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허가 된 교수진의 면밀한 감독하에 

학생들은 침술 치료와 환자 평가 및 기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는 데 동의합니다. 심층적이고 밀접한 임상 절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업은 5 명 미만의 학생을 갖도록 고안되었으며 학생들은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환자 치료에서 

종합적인 임상 기술을 개발할 수있는 인턴십의 게이트웨이 수업입니다. 

선수 과목 : CL210 및 211 임상 라운드 I 및 II, CNT 및 심폐 소생술 / 응급 처치 

 

CL510 Internship 인턴쉽 I - X (15 학점 / 450 시간) 

실제 임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인턴쉽은 OIKOS University 의 임상 

과정을 종합적으로 집대성 한 것입니다. 인턴은 복잡한 사례에 대한 해결책과 

조언을 제공 할 수있는 면허를 가진 교수진의 감독하에 환자 치료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활용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수업은 면허있는 아시아 의학 제공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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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에게 충분한 숙련도와 확신을 심어주기위한 

것입니다. 선수 과목 : CL310 Clinical Intern-Rounds I-VI 

 

CL610 Integrative Theater 통합 실습(1.7 학점 / 50 시간) 

이 수업은 환자 평가, 진단 및 치료 계획에 대한 서양 및 아시아 의학 관점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서양 및 아시아 의학에서 온 

두 명의 교수진 또는 양약에서 경험 및 / 또는 면허를 소지 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환자 평가, 진단 및 치료를 담당 할 4-4 명의 학생 그룹을 감독합니다 .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 관한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 될 

것입니다. 서양 의학 절차는 약물 처방 및 관리를 제외하지만 모든 신체 검사 및 

실험실 분석을 포함합니다. 

선수과목 : WM621 Western Clinical Medicine II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101 Listening & Speaking I 듣기와 말하기 I 

이 수업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발음의 기본 요소를 개발하고 학업, 

공식 및 비공식적 설정에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학생들은 대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들을 수 있으며 그들이 

듣고있는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SL102 Academic Reading I 독해 I 

Academic Reading 과정은 학생들이 이해력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 수준의 

영어 읽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위한 실습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어휘력을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ESL103 Academic Writing I 작문 I 

이 과정은 학생들이 글쓰기 숙달의 기본 수준과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학문적 글쓰기를 

다루게됩니다. 교수 방법에는 교사 주도 토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그룹 또는 

쌍 작업, 받아쓰기, 게임 및 서면 연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L104  English Grammar 영 문법 I 

이 과정은 학생들이 영어 문법의 기본 수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법 

주제를 다룹니다. 문법과 글쓰기에 중점을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수업에서 

구두로 참여해야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말하지 않아도됩니다. 

교수법에는 교사 주도 토론, 그룹 또는 쌍 작업, 받아쓰기, 역할극, 게임 및 서면 

연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L201 Listening & Speaking II 듣기와 말하기 II 

이 ESL 201 듣기 및 말하기 수업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학생들이 발음의 기본 

요소를 습득하고 학업, 공식 및 비공식적 설정에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수강하면 학생들은 대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들을 수 있고 청취중인 정보의 주요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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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202 Academic Reading Ii 독해 II 

Reading & Vocabulary 과정은 학생들이 이해력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급 

수준의 읽기 능력을 습득하는 것을 돕기위한 실습과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중급 수준의 어휘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ESL 203 Academic Writing II 작문 II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중간 수준의 유창함을 얻고 대화 및 관용구에 중점을 두어 

활발한 언어 구사력을 습득하게됩니다. Conversation & Idioms 의 주된 목표는 

영어로 의사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영어로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술, 전략 및 능력을 

보여줍니다. 

 

ESL204 English Grammar 영 문법 II 

이 코스는 글쓰기와 말하기에서 올바른 영어 문법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문법 주제를 다룹니다. 문법과 글쓰기에 

중점을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수업에서 구두로 참여해야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말하지 않아도됩니다. 교수 방법에는 교사 주도 토론, 그룹 또는 쌍 작업, 

받아쓰기, 역할극, 게임 및 서면 연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L301 Listening & Speaking III 듣기와 말하기 III 

이 과정은 모든 수업 시간에 참여하고 노력해야하며 수업 외 활동을 필요로하는 

기술 기반 과정입니다. 학생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말하기와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지 않습니다. 

 

ESL302 Academic Readin g III 독해 III 

이 코스는 학생들이 중요한 독서, 작문 기술, 여러 출처의 정보를 자신의 

글쓰기로 종합하고, 일반적인 유형의 학업 작문 및 수정 및 편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학술 읽기 수업입니다. 

 

ESL 303 Academic Writing III 작문 III 

학생들은 독서의 목적을 결정하고 독해력을 조정하며 독서 전략을 조정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의미를 반영하며 독서 목적을 다루기 위해 사전 

지식과 새로운 이해를 통합하고 글쓰기의 목적을 결정하며 문법, 사용법, 구두점 

및 작풍을 포함하여 쓰기의 과정 및 방법을 이해하고 구성의 발전을 

모니터링합니다. 

 

ESL304 English Grammar III 영문법 III 

이 코스는 학생들이 미국 영어 구조의 문법적 명령을 검토하고이를 토대로 학습 

환경에서 서면 및 말한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SL401 Listening & Speaking IV 듣기와 말하기 IV 

이 코스는 영어 듣기 및 말하기 기술 분야의 학생들을 돕고 학업 환경에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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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말한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SL 402 Academic  Reading IV 독해 IV 

이 코스는 학생들이 중요한 독서, 작문 기술, 여러 출처의 정보를 자신의 

글쓰기로 종합하고, 일반적인 유형의 학업 작문 및 수정 및 편집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학술 읽기 수업입니다. 

 

ESL403  Academic Writing IV 작문 IV 

이 과정은 읽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글쓰기 개발에 

초점을 맞춘 중간급 높은 ESL 과정입니다. 그것은 분석 및 합성 중요한 쓰기 및 

읽기가 필요합니다. 

 

ESL404 English Grammar IV 영 문법 IV 

이 코스는 학생들이 미국 영어 구조의 문법적 명령을 검토하고이를 토대로 학습 

환경에서 서면 및 말한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ESL501 Listening & Speaking V 듣기와 말하기 V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다루며 학생들이 영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료들보다 준비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와 발표 기술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은 수업에 구두로 

참여해야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말하지 않아도됩니다. 학생들은 주로 

언어 구사 능력에 중점을두고 학술 발표와 학술 토론을 진행합니다. 교수법에는 

교사 주도 토론, 그룹 또는 쌍 작업, 받아쓰기, 역할극, 게임 및 서면 연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L502 Academic Reading V 독해 V 

 

고급 읽기 과정은 학생들이 이해력과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읽기 능력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것을 돕기위한 실습과 수업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고급 어휘력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ESL 503 Academic Writing V 작문 V 

이 과정은 학생들이 고급 수준의 글쓰기와 그것을 공개 할 수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됩니다. 교수 방법에는 교사 

주도 토론,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그룹 또는 쌍 작업, 받아쓰기, 게임 및 서면 

연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L 504 English Grammar V 영문법 V 

이 과정은 학생들이 영어 문법의 발전 단계를 배우고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문법 주제를 다룹니다. 문법과 글쓰기에 중점을두고 있지만, 학생들은 

구두로 수업에 참여하고 저널 및 학술 연구에서 글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ESL601 Listening & Speaking VI 듣기와 말하기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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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학생들은 듣고, 들었던 것을 비판적으로 요약 할 것입니다. 

그들은 비판적으로들은 것을 열거하고 설명 할 수있을 것입니다. 

 

ESL 602 Academic Reading VI 독해 VI 

고급 독해 과정은 학생들이 학술 연구, 저널 및 프리젠 테이션을 영어 습득에서 

힘을 얻을 수있는 방법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 수준의 실습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ESL 603 Academic Writing VI 작문 VI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고급 수준의 학술적 글쓰기 및 독립적 인 

연구를 마스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거나 분석을 읽을 기회를 갖게됩니다. 

 

ESL604 English Grammar VI 영 문법 VI 

이 과목은 학생들이 학문적 글쓰기, 문법 및 구문을 읽고 그에 대해 논평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법 주제와 연습을 다루며 학생들이 자신있게 글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 논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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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in College, B.A.B.S. 

American Seminary University, B.S.B.A. 

 

Dongjin Lee 

Director of Administration (행정처장) 

 

Baptist College Seminary of Washington, D.Min 

Batist College of Seminary of Washington, M.Div 

 

Changwon Seo 

Director of Students (학생처장) 

 

Oikos University, D.Min 

Ezra University, M.Div 

Korea University, M.A. 

Korea University, B.A. 

 

Inchan Bae 

Chaplain (교목) 

 

Seoul Presbyterian Seminary, M.Div.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B.A.  

 

An Ock Park 

Registrar (입학상담) 

 

Oikos University, M.Div. 

San Jose State University, B.A. 

 

Jay Lee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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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Bible College & Seminary, Th.D. cand. 

San Francisco Bible College & Seminary, Th.M 

San Francisco Bible College & Seminary, M.Div 

 

Meewon Sul 

Director of Institutional Research (기획) 

 

Oikos University, M.Div 

Ewha Woman’s University, B.A. 

 

Sara Lim 

Director of Career Development (진로) 

 

California Ezra Bible Academy, M.C.E. 

California Ezra Bible Academy, B. Th. 

San Francisco College of Acupuncture Oriental Medicine 

B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B.S. in Nursing 

 

 

풀타임 교수 Hongki Kim 

Church History 

 

Drew University, Ph.D. 

Wartburg Theological Seminary, S.T.M. 

 

Chesung Justine Ryu 

Old Testament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Emory University, M.Div 

Yonsei University, Th.M 

Kookmin University, B.A. 

 

Jihoon Lee 

Church Histor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Drew University, M.in Sacred Theology 

The Korean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Kyounghee Lee 

Practical Theolog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Biblical Language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M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M.Div 

 

Manuel Calzada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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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A, Ph.D. 

UCLA, M.A. 

 

David Stern 

Music Theory 

 

CUNY, Ph.D. 

CUNY, M.A. 

 

University of San Francisco, M.S.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S.N. 

 

Seungwon Choi 

Music-Vocal 

 

Oikos University, D.C.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M. 

Manhattan School of Music in New York, M.M. 

 

Woojeong Lee 

Music-Vocal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M.M. in Vocal Performanc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B.M. 

 

Duckyoung Won 

Librari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 Min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University of Oregon, Master of Library Science (MLS) 

 

파트타임 교수 Daeseop Yi 

Christianity Spiritualit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D.Min. 

San Francisco Seminary, MATS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M.Div. 

Korea University, B.A. 

 

Namsoo Woo 

Practical Theology 

 

Pacific School of Religion in Berkeley, D.Min 

Pacific School of Religion in Berkeley, M.Div 

San Jose Christian College, B.S 

Korea Christian Seminary, Th. B 

 

Inhwa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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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ultural Studie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Ph.D.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Th.M. 

 

Ki Wook Min 

Systematic and Philosophical Theolog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cand.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Hanshin University, M.Div.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S. 

 

Seung Ku Jung 

Christian Spirituality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cand.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M.Div. 

Inha University, B.A. 

 

Soo Park 

Practical Theolog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D.Min 

Seoul Theological Seminary, M.Div 

Busan National University, B.A 

 

Kyunghee Lee 

Psychology 

Argosy University, Doctorate of Clinical Psychology  

Argosy University, Master of Clinical Psychology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M.Div.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ster of Buddhism 

Nanzan University, Japan, Th.M. 

Catholic University, B.A.  

Kyunglan Suh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h.D., M.A. 

Biola University, M.A. 

Yonsei University, M.S. 

Ewha Women’s University, B.S. 

 

Innkyung Ahn 

Sociology 

 

Oikos University, M.Div. 

Yonsei University,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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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M.A 

Yonsei University, B.A. 

 

Kangyoun Cho 

Systematic The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Ph.D.cand. 

Cambridge University, M.Phil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M.Div 

 

Joohyung Lee 

Practical Theology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Ph.D.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 incomplete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David A. Sylvester 

Social and Historical Theology 

 

Graduate Theological Union, M.A 

Jesuit School of Theology in Berkeley, M.Div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MA(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BA(Modern European History) 

 

Hyun Ho Park 

New Testament 

 

Graduate Theological Union, Ph.D.cand. 

Emory University, M.T. 

Emory University, M.Div. 

Yonsei University, B.A. 

 

Bill Belew 

 

California Miramar, Ph.D. 

National University, M.F.A 

Cincinnati Bible College, B.A. 

 

Hyun J. Park 

Old Testament 

 

Paris University, Ph.D 

IPT Montpellier University, D.E.A 

Hanshin University, M.Div 

Hanshin University, B.A 

 

Canh Nguyen 

Practical Th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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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D.Min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Riverside Bible College, B.A. 

 

Yoonsil Kae 

Music-Vocal 

 

Notre Dame de Namur University, M.M. in Voice Performance & 

Pedagogy 

Yuin University, M.Div. 

Chongshin College, B.A. 

 

Rachel Jisun Lee 

Music Practice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M.A 

Dankook University, M.M in Piano 

Dankook University, B.A. 

 

Christine Lee 

Music Theology 

 

University of Maryland, D.M.A 

Indiana University, M.M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Music, B.M. 

 

Soonai Yoon 

Acupuncture 

 

South Baylo University, O.M.D 

American Global University, Ph.D 

Academy of Chinese Culture, M.S. 

 

Duysal Askun Celik 

Organizational Behavior 

 

Marmara University, Ph.D. 

Bogazici Univeristy, M.A. 

Bogazici University, B.A. 

 

Enrico Beltramini 

Business 

 

University of Manchester, Ph.D. 

University of Stirling, M.B.A. 

 

Michele E. Cushni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hio State University,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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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o State University, M.A. 

Drake University, M. of Public Administration 

Northern Caribbean University, B.S. 

 

Vanessa Blakley 

Human Resources 

 

Capella University, Ph.D. 

St. Mary’s College, M.B.A. 

University of Phoenix, B.S. 

 

Hosung Lee 

Art 

 

Hongik University, Ph.D 

Hongik University, M.A. 

 

Emily Hosea 

E.S.L 

 

University of California, M.A in TESOL 

University of California, B.A. 

 

Heather AcAlpin, 

E.S.L 

 

Michigan State University, M.A. in TESOL 

Michigan State University, B.A. 

 

Sungrim Yoon 

E.S.L 

 

Oikos University, M.Div.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M.A. in TESOL 

Dongkuk University, B.A. 

 

Suzy Bausch 

E.S.L.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ast Bay, TESOL Certificate 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in Los Angeles,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M.A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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