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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ays below will help us learn more about you as a person and how you will fit with our community.
We seek candidates from a broad range of industries, backgrounds, and cultures. We encourage you to reflect on your experiences, 
values, and passions so that you may develop thoughtful and genuine responses that demonstrate how you fit with our program cultur-
ally, academically, and professionally.
Choose one of subjects and write your essay.
(Program: Microsoft Word / Font: Times New Roman / Font size: 11 / Double-Space / Minimum 500 ~ Maximum 1,000 words)

A. 크리스챤 상담자의 전 인격적 (영적, 심리적, 육신적) 자질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정해진 환경(가정, 사회)의 영향아래에서 성장하며 생활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상처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아 가는 사람들(성인아이, 내면아이)이 성장하여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기에 삶의 현장 

속에서 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old self)이 변하여 새사람(new self)이 되어야함을 역설한다. 새사람(깨끗한 그릇/ 마음) 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더러운 그릇/마음) 속에 담겨있는 상처와 죄악을 처리해야 한다. 그 후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후에야 삶이 바뀌기 때문에 먼저 크리스챤 상담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마음(인격/mind) 변화라고 생각된다. 크리스챤 상담자의 마음 변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B. 부정적 정서와 파괴적 행동을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요즘은 감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세우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불행의 요인으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분노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챤도 분노감정을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더욱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우에 

분노 감정과 파괴적 행동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런 부정적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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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ing Standard >

1. Understanding: Do you understand the given topic clearly? 

2. Consistency: Do you answer the question with consistency?

3. Logic: How logically and persuasively do you develop your idea?

4. Structure (Format): How well do you arrange the whole structure of your answer?

5. Word usage: How clearly and effectively do you use words and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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