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선교학 조교수 채용 공고
(한국어)
풀러 신학교는 선교 대학원에서 한국어로 가르칠 선교학(Intercultural Studies) 분야 정년
트랙(tenure-track)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후보를 모집합니다. 선교 대학원(이전
세계 선교와 교회 성장 대학원)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회의 선교에 적용해 온 50 년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자는 선교학과 관련된 학문 분야에서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고, 그것들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타문화권
선교사로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해야 하며 기독교 선교 영역에서 교수와 저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선교학적 연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학문성을 유지는 일에 다른 교수진과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신청서는 합격자가 결정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전문적, 개인적 자격 조건
1. 선교학 영역(문화 인류학, 타문화권 역사, 민속 음악학, 선교학, 예배와 문화,
리더십, 혹은 관련 분야)에서 박사 학위(PhD)를 취득한 분
2. 높은 수준의 학술 저작 능력을 증명하고, 기독교 선교라는 넓은 영역과 관련된
선교학 분야에서 출판에 헌신된 분
3. 선교사로 특별히 타문화권에서 교수 사역이나 교회 개척 경험이 있는 분, 혹은
다른 컨텍스트에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살았거나 일을 했던 분
4. 선교에서 기독교 영성에 깊이 헌신된 증거가 있는 분

교수, 연구, 그리고 행정 업무
1. 풀러 신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MA, ThM, DMin, DMiss)에서 필수와 선택 과목들
강의
2. 필요한 경우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 교수와 멘토링
3. 지속적인 개인적 연구와 저술
4. 최근의 주제들에 관한 논문 발표를 포함한 해당 전문 학회나 연구 세미나에 참여
지위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정년 트랙(tenure-track). 2016 년 7 월 1 일부터 업무 시작
특별 요구 사항
지원자는 풀러 신학교의 신앙 진술(Statement of Faith)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속적인 고용 조건으로 학교의 공동체 표준에 관한 진술(Seminary’s Statement of
Community Standard)에 나타난 윤리적 표준을 준수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이 두
진술문은 다음 풀러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fuller.edu/About/Mission-and-Values/Community-Standards/
참고
지원자는 하나의 PDF 파일로 다음 서류들을 전자 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관심의 편지(A letter of interest)
2. 이력서(Curriculum vitae)
3. 3 명 추천인 이름과 연락처(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ree referees)
4. 선교학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문화인류학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1 페이지(250 자 내외) 정도의 기술
서류 제출
Wendy S. Walker
Director of Operations,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sis@fuller.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