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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hic Churches
in the
Changing World
Course Introduction
전 세계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지도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과
같이 세상이 COVID-19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할 때, 목회자에게 말씀과
신학의 조화 속에서 능력을 갖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Recommendations
4기 백승린

베다니교회(미국 뉴저지)

목회 현장에서 혼자 씨름하던 숙제를 함께 풀어 가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는 행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9기 John Maromba

케냐감리교회 감독

This course has transformed my spiritual and
leadership capacity for impact in my ministry.
I am now serving as a bishop after my training
at WTS with a mission to lead in transformation
in mission and ministry for God’s glory. I will be
eternally grateful for having been a beneficiary
of the WTS Global Asian DMIN program.

웨슬리 신학교의 우수한 교수진이 수준 높은

15기 지경섭

강의와 책임 있는 학사 관리를 하여 지금까지

목회자의 삶에 또 다른 터닝 포인트, 영적 리더십,
그리고 배움과 복음의 열정의 장! 무엇을 생각하든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목회 여정의 지적,
영적 사고가 확장되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우 높은 졸업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265명의 글로벌 동문들과 나란히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과정은 북미 신학교 협의회 (ATS)와 주정부
(MSCHE)의 인준을 받았으며, 졸업생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선후배, 동료
목사가 서로를 추천하여 입학시키는 신뢰받는
과정입니다.
Wesley Theological Seminary
450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16 USA
www.wesleyseminary.edu

15기 오재승

부광교회(한국)

길과문교회(한국)

공부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면 ‘진작 했을 걸’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생의 멘토’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역시’라고 하실 겁니다.

15기 김윤아

열매교회(한국)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가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수업이 참으로
귀한 시간들임을 깨닫습니다. 주저하던 저에게
입학을 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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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서류 제출처
웨슬리 신학대학원 신경림 부총장
Kakao ID : Kshinlee-12
+1 (202)885-8620
010.7271.3059

16기 학사일정

학위

한 학기당 2주 집중 교육 (연 4주)

Doctor of Ministry
미정부와 북미신학교 협의회(ATS) 인정

2022.06.14 - 06.24

kshinlee@wesleyseminary.edu

2023.01. 10 - 01.20

010.4310.3266

2023.06.20 - 06.30

입학자격

2024.01. 16 - 01.26

신학석사 학위 소지 및 목회경력 3년 이상

2024.06.19 - 06.29

웨슬리 신학대학원 교수진
· David McAllister-Wilson President

전형방법
영어 필기시험과 영어 면접
(2022.01.24)

· Kyunglim Shin Lee Vice President
· Philip Wingeier-Rayo Dean

입학전형 서류

(영문)

· Bruce Birch Dean Emeritus
· Beverly Mitchell

1. 입학지원서

· Carla Works

2. 졸업증명서 (대학/대학원) 각 1부

· Denise Hopkins

3. 성적증명서

· F. Douglas Powe Jr.

4. TOEFL 또는 영어 필기시험 성적

· Gina Campbell

5. 전형료 $200 (22만원)

· Michael Koppel
등 웨슬리 신학교의 정규 교수진이 강의합니다.

박창현 감신대 교수 (Coordina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