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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 신학대학원 소개

전세계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교회속에 말씀과 

신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괴리가 있는 신학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학을 연구하여 현장의 고민과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웨슬리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준 높은 강의와 책임 있는 

학사 관리를 하여 매우 높은 졸업율을 자랑합니다. 2005

년부터 시작된 이 글로벌 과정의  동문들과 나란히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북미 신학교 협의회(ATS)와 주정부(MSCHE)의 

인준을 받았으며, 졸업생 부모가 이제 그 자녀들을 

보내는 신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추천
이론과 현장 적용을 겸비한 교수님들 강의가 참 좋았어요. 

함께 공부하던 목회자, 교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웨슬리 D.Min 적극 추천합니다. 

1기,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

 

개인적으로 반신반의했는데 5학기 수업을 다 들어보니 

웨슬리 D.Min 프로그램의 꽃은 논문 프로젝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 스스로 목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과정이라 봅니다. 

11기, 스리랑카 이권희 선교사

 

오늘   목회의   현장에서   변화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웨슬리  

D.Min 을   추천합니다 .  최고의   교수진이   진행하는   강의와   

다양한   목회상황에   처해있는   동료들과의   나눔을   통해   

자유함과  통찰을 얻게 될것입니다. 

13기, 캐나다 한인교회 정사무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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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McAllister-Wilson (President), Kyunglim 

Shin Lee (Vice President), Philip Wingeier-Rayo 

(Dean), Bruce Birch (Dean Emeritus), Michael 

Koppel, Denise Dombrowski Hopkins, Sondra 

Wheeler, Beverly Mitchell, Lewis Parks, Josiah 

Young 등 웨슬리 정규 교수진이 강의를 합니다.

한 학기당 2주 집중 교육 (년 4주)

1.          2020년 06월 18일 ~ 06월 26일

2.          2021년 01월 12일 ~ 01월 22일

3.          2021년 06월 15일 ~ 06월 25일

4.          2022년 01월 11일 ~ 01월 21일

5.          2022년 06월 14일 ~ 06월 24일

 웨슬리 신학대학원 교수진

 14기일정

❑ 입학자격

    신학석사 학위 소지

    목회경력 3년 이상

❑ 입학전형 서류 (영문) 

    1. 입학지원서 

    2.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각1부 

    3.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각1부 

    4. 추천서 2부(교수/목회자) 

    5. TOEFL 또는 영어 필기시험 성적 

    6. 전형료 $200 (22만원)

❑ 전형방법

    영어 필기시험과 영어 면접 (2020년 1월 20일)

❑ 학 위

    미정부와 ATS 인정 목회학 박사

❑ 서류마감

    2019년 11월 30일 

❑ 제출처

    Wesley Theological Seminary

❑ 문 의

    웨슬리 신학대학원

    신경림 부총장

     +1 (202) 885-8620 

     kshinlee@wesleyseminary.edu

     한국문의: 010-4310-3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