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슬리 교수진 

David McAllister-Wilson (President), 

Kyunglim Shin Lee (Vice President),  

Bruce Birch (Dean), Michael Koppel, Denise 

Dombkowski Hopkins, Sondra Wheeler 등 

웨슬리 정규 교수진이 강의를 합니다. 

 

12 기 일정 (일정 변경 가능) 

   한 학기당 2 주 집중 교육 (년 4 주) 
 

I.    2018. 06. 19 – 06. 29   미국 웨슬리 

II.   2019. 01. 14 – 01. 25   한국 

III.  2019. 06. 18 – 06. 28   미국 웨슬리 

IV.  2020. 01. 13 – 01. 24   한국 

V.   2020. 06. 15 - 06. 26   미국 웨슬리 

 

 

문의 
 

웨슬리 신학대학원 

   신경림 부총장 

   +1 (202) 885 – 8620 

   kshinlee@wesleyseminary.edu 

 

한국 

   박창현 교수 

   010 – 4310 -3266 

   drcpak@hanmail.net 

45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16 USA 

www.wesleyseminary.edu 

WESLEY THEOLOGICAL SEMINARY 

 

 

"이 시대는  

준비된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Thriving Churches 
in the 

Changing World 

목회학 박사 과정   

글로벌 아시안 트랙 

12 기 모집 

Wesley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Ministry 

Global Asian Track 

 

 



 

현장을 중요시하는 전 세계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와 선교 전문, 최고 

지도자 과정 입니다. 
 

목회 현장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신학적 

지식과 창조적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  

신학의 전통, 그리고 오늘날 세계의 문화와 종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과정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신학교 교수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참여해 왔고, 수준 높고 책임있는 학사 

관리를 통하여 매우 높은 졸업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본 과정은 북미 신학교 협의회 (ATS)와  

      주정부 (MSCHE)가 인준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명망높게 알려진 학위과정입니다.  
       

      지난 10 여년간 매년 변화된 목회 현장과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트랙(track)을 개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 과정이 배출한 106 명의 

      졸업생들은 세계 곳곳에서 신학교 교수와 학장,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입학자격 

   신학석사 학위 소지자 

   목회경력 3 년 이상인자 
 

입학전형 서류 (영문)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 (대학 / 대학원) 각 1 부 

3. 성적증명서 (대학 / 대학원) 각 1 부 

4. 추천서 2 부 (교수 / 목회자) 

5. TOEFL 또는 영어시험 성적 

6. 전형료 200 불 (22 만원) 
 

전형방법 

   면접과 영어시험 (2018 년 1 월 22 일) 
 

학위 

   미정부와 ATS 인정 목회학 박사 
 

서류 제출 마감 

   2017 년 11 월 30 일 
 

제출처    

   Wesley Theological Seminary  

   45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16 USA 

 

CHURCH      LEADERSHIP      

 

           THEOLOGY                            GLOB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