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KDMin)
웨스트민스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인 목회자들에 맞추어
본교의 기존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정하여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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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지원 안내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Application Info Guide)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문의사항을 kdmin@wts.edu 로 이메일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사
권성수 목사
대구 동신교회 담임목사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 목회자 대상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이 수년간
철저한 준비 끝에 드디어 시작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디민(D.Min.)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나
스펙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옥한흠, 홍정길,
하용조, 이동원 목사님 이후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도자가 거의 없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차제에 인물을 키우는 일이 절실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목회학 박사과정은
인물을 키우는데 주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신학자들과 한국의 출중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인물 키우기에 진력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국가를 영적 도덕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에 초점 맞춘 웨스트민스터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을 사명감을 가지고
기쁘게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개요
본 과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목회자들이 목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필요를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코스웍 (3 년과정)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설교학과 목회학 과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여, 설교 사역과 목회 현장에
실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매년 미국

필라델피아 본교 캠퍼스에서 2 주간의 집중 모듈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모듈과목들은 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춘 개혁주의 신학의
목회적 적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학위 논문 (2 년과정)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은 본인이 목회 현장에서 가장 관심있는 영역을 선택하여, 실천적이고
전문적인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통찰력 있게 평가한 과정을 논문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기존 목회학 박사과정과 동일한 과정과 양식으로 제출하되
한국어로 작성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여 본교 교수진의 검수를 받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장학금
본 프로그램은 웨스트민스터의 비전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익명의 기부자들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본교는 기부금의 일정 금액을 한국교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생에게 3 년의 코스웍기간 동안 꾸준히 지급할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과 문의는
kdmin@wts.edu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