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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2019
친애하는 윌라멧 대학 그리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가족 여러분!
공동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두 학교의 이사회가 제휴 합의문에 승인했다는 소식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이 제휴 합의문을 통하여, 마침내 두 학교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혁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육적 사명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윌라멧 대학은 미 북서부 지역에서 인문학 분야 명문 학교로서, 학부와 대학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탁월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적 지도자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지역사회와 전세계를 아우르는 변혁적인 에큐메니칼 교육과 종교간 이해를 추구하는 신학적
교육을 통하여 미 서부지역에서 최고의 신학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교육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하여, 두 학교는 빠른 시일 안에 더 나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더욱 규모가 큰 대학 시스템을 통하여 더 나은 지원과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며, 윌라멧 대학 학생들은 더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고무적인 점은 두 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협력적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점차적으로 프로그램을 Salem Campus로 이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학교의 협력적
연구와 활동들도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캠퍼스 매매에 관한 업무와 필요한 법적,
제도적, 학교인가 관련 업무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모든 교수진 또한 Salem Campus로 함께 이동할 것을 약속했으며, 단계적으로 우선 몇몇
교수진과 직원들이 2019-20 학기 먼저 이동하여, 약 120명의 hybrid 그리고 on-campus 석사프로그램 학생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규모의 이전은 2020-21학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도사관
자료 이전에 관한 실질적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 자랑하는 세계적 명성의 프로그램은 Salem Campus로의 이전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신학교육으로 재형성 될 것입니다. 더불어, 윌라멧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의 연결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것이며, 미 서부지역을 품고 섬기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의 사명을 더욱
곤고히 할 것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 윌라멧 대학은 학생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일 할 사회와
공동체 속에 귀한 가치를 심는 잠재력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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