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Financial Policy
수업료 납부 Payment Policies and Procedures
맥코믹 신학대학원은 학생들이 수업 등록 시에 수업료를 완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전에 부과된
교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 납부 기간이 지날 경우, 학생들은 과태료 없이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는 30 일간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30 일이 지나면 매월 1%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맥코믹 신학대학교는 수업료 분납 체계를 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학업지원부(Academic
Management Service)와 협의하여 분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비
납부를 돕기 위한 경제적이고 최적의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업지원부(AMS)에서는 간편한 납부 계획을 새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 계획에 참여하는 학생은 별도의 추가적인 이자와 수수료 없이 연간 $ 65 의 참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학생 재정지원부(Student Finance Planning Office)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부(AMS)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가능한 최적의 분납 계획을
세우는 일 뿐 아니라, 교육비 납부를 위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비는 개인 수표와 신용
카드로부터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Finance Office)에서는 수업료, 등록비, 기숙사 이용료 등의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학생들에게 고지합니다. 납입과 잔액에 대한 정보 등의 고지서가 매월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청구된
교육비 가운데 , 미납금이 있는 학생들은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비가 체납되고
재정부와 납입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들은 미납금을 해결할 때까지 등록, 수업 참여, 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기관에서 교육비를 납부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기한에 교육비가 납부되도록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혹은 기관에서 교육비를 체납할 경우라도 학생들은 교육비 납입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수업료, 기숙사비, JKM 도서관 수수료 등을 포함한 미납된 모든 교육비는 학생들의 졸업 사정회 이전에
반드시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업료와 수수료 Tuition and Fees
2015-2016 학기 목회학 박사 과정의 수업료는 과목 당 $ 1,311.00 이었습니다. (수업료는 매해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재 2016-2017 수업료를 낮추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논문지도 수수료는 논문 연구를
마치고 6 개월 후에 부과되며 한 과목의 수강료와 동일합니다.

학생의 신청으로 연구 기간 연장이 허가될 경우 (5 년의 학업 제한을 넘어서), 매년 $500 의 과정 연장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과정이 연장 될 경우, 논문 지도 교수와 심사위원들의 교통비 등 구술 시험을 위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학생이 지불해야 합니다. ▪
맥코믹 신학대학원의 졸업생들은 현재 진행되는 목회학 박사 과정 과목에 수업인원이 허락하는 경우
청강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강생들은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목회학 박사 원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상 수수료
▪ 졸업 수수료 (졸업 직전 봄 학기에 조정됩니다), $140
▪ 논문지도비 (윗 글 참조), $1,311
▪ 논문 디지털 발행비 (졸업 시 발생), $36
▪ 과정 연장 수수료, $500/연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이 고려해야하는 추가 비용으로는 기숙사비, 수업기간 생활비, 그리고 교재비 등이
있습니다. 재정 지원부에서는 학생들의 비용 산출과 지출 계획을 예상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Student
Financial Planning Office 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예측


과목 당 수업료: $1,311 (수업료 인하 협의 중, 윗 글 참조)



교재비(과 목당 평균): $100-200



교통비: 이동 수단과 거리에 따라 다양 **



기숙사 이용료 (1 인 1 박): $60 **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의 교통과 숙박을 위한 비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비와
거주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며, 이를 위한 장학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복수 전공 프로그램 교육비 Joint Program Tuition
ACTS 목회학 박사 설교학 전공 과정은 3 년 과정에 고정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이 교육비는 3 년 동안에
발생하는 인상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13 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총 교육비 3 년 동안 $10,569.00 입니다.
여기에 연간 인상액을 고려하세요.
에큐메니컬(Ecumenical) 목회학 박사
2013-2014 에 입학한 학생들의 교육비는 $13,110 입니다. 거주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간 인상액을 고려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