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원장 초빙 공고
정년교수 트랙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 원장으로 섬기실 정년 트랙 교수직에 추천과 지원을 받습니다.
풀러신학교 코리언센터는 한국교회와 선교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계를 헌신하여
섬기기 위해 신실하고, 담대하고, 혁신적이고, 협동성을 갖춘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코리언센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과 선교기관들, 지역사회와 그 밖의 다양한 영역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최적의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위해 코리언센터는 (1) 한국교회와 선교기관, 지역사회와 그 밖의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동문의 지속적인 학문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발전과 개발,
(2) 한국교회와 선교기관, 지역 사회, 그리고 기타 영역들에서 필요한 건강한 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선교학적 학문 연구와 기여, 그리고 (3)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회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풀러신학교와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풀러신학교는 초교파 신학교이며, 교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남녀
사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학교의 사명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섬길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의 지원 대상자는 철학박사 (Ph.D.) 학위 소지자로서
풀러신학교의 신학대학원이나 선교대학원이 제공하는 전공 영역들 가운데 한 영역의
전문가로서 학문적 영역과 교회관련 사역, 그리고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코리언센터의 원장은 교육영역과 행정영역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지위입니다.
필 수 기 능 (Essential Functions):
1. 센터의 대내외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핵심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소통하며,
수행하며 책임진다.
2. 신학적이며 선교학적인 렌즈를 통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와 주요
협력기관들의 사역들을 연구하며 분석한다.
3. 한인교회 전반과 주요 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코리언센터와 연관된 여러 교회와
신학교 공동체의 사역들을 함께 섬길 주요 인사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4. 운영담당자(Director of Operations)와 각 대학원의 부원장들(Associate
Deans)과 협력하여 각 회계 연도를 위한 예산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을 지원한다.
5. 학교의 핵심비전을 주요 가치로 삼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구상, 다양한 경험,
그리고 행사 기획들을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 신학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들을 섬긴다.

6. 풀러신학교의 개발부서(Development Office) 및 운영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와 협력하여 코리안 센터의 발전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동참한다.
7. 각 분야의 관련 교수와 함께 풀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 참여한다.
8. 부원장들 및 운영책임자와 함께 코리안 센터를 위한 전략계획을 개발한다.
9. 코리언센터의 각부서 담당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10.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며, 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들과 협력한다.
11.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12. 직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일 반 자 격 (General Qualifications):
1. 풀러신학교의 복음주의적이며 교회 연합적 전통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
풀러신학교의 웹싸이트를 참조할 것.
2. 개인의 신앙고백과 삶이 풀러 신학교가 표방하는 공동체 신앙고백과 진술에
표현된 대로 풀러신학교의 사명에 부합한 사람. 풀러신학교는 각 교수로 하여금
신앙고백에 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지역교회와 세계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신학교육,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위한
지도자 양성 및 학생들의 영성 훈련에 헌신된 사람.
4. 신학교 공동체의 다양성— 국가와 인종, 교파—을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
5. 교회사역의 모든 영역과 직분에서 여성 리더십을 교육하고, 지지해주고,
지원하는 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6. 지도력, 행정력, 그리고 감독 기능의 역량이 입증된 사람.
요 구 되 는 자 격 (Required Qualifications):
1. 철학박사 (Ph.D.), 혹은 그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2. 한글과 영어 (혹은 다른 언어)로 학문적인 서적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자.
3. 최소 5 년 이상의 교육 경험 및 교육행정 주요 보직 유경험자; 신학교육
기관에서의 유경험자 우대.
4. 전략적 기획과 수행능력을 갖춘 자.
5. 대중 강연 능력이 입증된 자.
6. 교회, 선교기관들,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들과 유사기관들과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네트워킹의 역량을 갖춘 자.
7. 넓고도 긴밀한 세계적이며 지역적인 연결, 특히 한인교회들과 단체들과의
연결능력을 갖춘 자.
8.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
9. 교회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지원서류
지원자들은 다음 서류들을 [영문으로] 행정보조자인 koreancenteredsearch@fuller.edu
로 보낼 것.
1. 자기소개를 포함한 지원 동기서
2. 교육배경, 교수 경험, 교회사역 경험, 출판물 및 다른 전문 자격을 포함한 이력서
3. 교육과 교회사역 관련 3-4 명의 추천인 명단을 그들의 소속기관과 연락처를
명기할 것.
지원자 서류 심사는 2016 년 10 월 1 일부터 시작될 것임.
업무 시작일: 2017 년 7 월 1 일
추천 및 질문은 다음 분에게 할 것:
Dr. Jenny H. Pak, Chair
Korean Studies Center Executive Director Search Committe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35 N. Oakland Avenue
Pasadena, CA 91182
Fax: 626-584-5251
jpak@fuller.edu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