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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전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양성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첫째,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 연방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가 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 자격
을 취득했고, 고등교육인가기관(CHEA) 및 미국연방 교육부(USDE)에 등록 되었다. 월드
미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과 학위는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대학원에서 인정 받으
며, 본교의 목회학 석사 (M.Div) 과정을 마치면 미국 군목장교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월드미션대학교는 LA와 OC 에 최신의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본교는 LA 캠퍼스와 OC 분교를 두고 있다. 총 건평 6만 4천 스퀘어피트의 6층 건물
에 예배실, 도서관, 시청각실, 컴퓨터실, 음악 연습실, 강의실 및 한인기독교상담소
(1. 213. 738. 6930)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사역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 하였다.
1989년에 학교가 설립된 이래로 대학원 과정과 학부과정을 졸업한 많은 동문들이 목회
자, 선교사, 기독교 상담가, 음악 지도자로 세계 곳곳의 다양한 사역지에서 섬기고 있다.
넷째,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남가주 신학대학도서관협회(SCATLA), 미국신학대학
도서관협의회 (ATLA) 및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CLC)의 회원이며, 한국 국립중앙
도서관의 협약 도서관이다.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은 북미 교육기관 가운데 한국어로 된 기독교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
고 있는 곳이며, 장서는 56,000여 권에 달하며, 20여종의 정기 간행물, 한국학술논문 데이터
베이스 DBpia등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된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최고의 교수진을 갖추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미국의 주류 교육기관에서 최종 학위를 마치고 사역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각 분야별로 갖추고 있다. 또한 미국대학교에서 교수사역을 하시는 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첨단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장학제도와 미연방정부 학자금지원 및 융자 프로
그램을 가지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 혜택을 통해 유능하고 소명감에 불타는 학생들
을 선발하여 재정지원을 한다. 학부의 경우에 주 정부와 미 연방 정부 학자금 지원 및 융
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연합회(ABHE), 신학대학원협의회(ATS)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했고, 미국연방교육부(USDE)와 고등교육인가기관(CHEA)로 부터 인가 받은 미국
정규대학이며 정규과정의 학력과 학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대학교이다.

SOCIAL WORK PROGRAM
BIBLICAL / THEOLOGICAL / PRACTICAL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곱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 회원 교육기관이다.

글로벌 휴먼서비스를 실천하고 선도하는 프로그램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본교를 장래의 지도자 훈련을 위한 주요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학 학사

여덟째, 월드미션대학교는 유학생 I-20를 발행한다.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I 1. 213. 388. 1000

www.wmu.edu

캠퍼스 프로그램

재정안내

준학사 과정:
학 사 과정:
석 사 과정:
박 사 과정:
수료증 과정:

BASW

교육사명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학금

$100

수업료 (학점당)

$260

온라인 프로그램
* 수업료를 제외한 제반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와 기타 비용은 등록시 납부 하여야 한다.

준학사 과정:
학 사 과정:
석 사 과정:
수료증 과정:

미정부 재정지원(Pell/Cal Grant), 학비융자 가능, 유학생 I-20 발행

입학안내

WORLD MISSION
UNIVERSITY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프로그램
사회복지학 학사
B.A. in Social Work (BASW)
- 사회복지전공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다문화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학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I, II
사회복지 학사과정은 일반교양 39학점, 성서신학 30학점, 사회복지 필수 24학
점, 현장실습10학점, 일반선택 23학점으로 총12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목표
1. 성경적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개인의 영적 성숙
2.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행정에 대한 이론 겸비
3. 임상 실천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4.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리더로서 역량 강화
5. 새로운 복지수요에 맞춘 사회복지 융합 분야에의 실무 역량 강화

기독교사역학과 /기독교상담학과
기독교사역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RN to BSN)
목회학과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음악학과 /예배학과 /글로벌리더십학과
목회학과 /교회음악학과
WMU 상담교실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사역학과 /기독교상담학과
기독교사역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목회학과 /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예배학과 /글로벌리더십학과
유아교육 원장 및 교사 /가정상담 사역자 / 비영리단체 사역자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는 모든 기독교 교단에 속하여 입학 여건을 갖춘 학생들을 향해 열려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자질이 인정되는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
입학수속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공교수와의 면접이 요구된다. 본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는 아래의 입학 구비서류를 입학지원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학 관련서류는 본교 웹사이트에서 다운
로드 할 수 있고,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입학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월드미션대학교
입학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

입학원서 ( 본교 소정양식 )
신앙고백서 ( 본교 소정양식 )
1인의 추천서 ( 본교 소정양식 )
원서 접수비 ( $100, 반환되지 않음 )
최종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 원본 )
최근 사진 2매 ( 미 여권용 사진 )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징
1. 성서/신학(30학점), 사회복지 필수(24학점)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기독교 사회복지사로 역량을 겸비하도록 돕는다.
2.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한다.
3. 맞춤형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과 지도를 겸비한다.
4. 온라인, 온캠퍼스 교육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놓고 있다.

-

I-20 신청서 ( 유학생 )
재정보증인 동의서 ( 유학생 )
영문 은행잔고 사본 ( 유학생 )
여권과 비자 사본 ( 유학생 )
유학생 업무 관련비 ( $250, I-20 발행 포함 )
Express Mail ( $50, 유학생 )

풍부한
사회복지
이론

임상현장
실천경험

기독교 정체성의
사회복지 전문가

영적성숙

졸업 후 진로
사회복지 NGO,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교회, 선교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사, 복지
선교사, 복지 담당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
자원봉사 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회진출이 가능하다.
취득 자격증
1. 미국은 주별로 규정이 상이하나 사회복지사 학위를 취득하면 BASW 자격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
2. (자격 조건 충족 시) 한국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 부여, 기독교 사회복지사(민간 자격증) 취득할 수 있다.

미국 정규학위 취득 및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과정 재학생의
50%이상 학비지원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각 분야의 성서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제도

연간 평균 $5,800의
정부 학자금 혜택

학문탐구 기반의
온라인 수업

다양한 학과 및
우수한 교수진

입학상담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