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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exists to train  

specialists in the Bible to proclaim the whole  

counsel of God for Christ and his global church.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리스도와 전 세계에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성경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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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FROM  
the PRESIDENT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1929년에 

설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역을 지속하며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고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신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개혁신학’이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고백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 진리에 헌신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주의 

깊은 학문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개혁신학 원리를 바탕으로, 

학문적 탁월성과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해석에 철저히 

헌신합니다.  
 

셋째, 우리는 참되고 효과적인 복음사역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위 세 가지 핵심적인 신념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위과정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본교는 모든 학위 

 

과정을 통해 성경해석에 전문성을 겸비하여 그리스도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선포하는 

일에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본교의 이러한 헌신은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 교수, 

선교사, 상담가, 번역가, 교회 개척자 등 6,000 여명의 

동문들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박국 2: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진리이신 말씀, 곧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는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교회와 사회, 그리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본교 설립자 메이첸 박사의 고백처럼,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준비하시려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교육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된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참 기쁨과 

영원한 보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  

 

                                       Dr. Peter Lillback 피터 릴백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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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은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사상의 

주도적인 흐름 아래 있었고, 본래 탁월한 개혁신학으로 

유명했던 프린스턴 신학교마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23년간 재직 중이던 존 그레샴 메이첸 박사와 그의 

비전에 동참한 동료들은 그곳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교수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메이첸 

박사는 그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 그의 동료들과 함께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진리의 터 위에 1929년 9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차세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자 헌신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8). 성경은 

웨스트민스터가 가진 모든 신학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원천이며 기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탁월한 커리큘럼으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주의적 변증, 게하더스 보스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존 머리의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에드먼드 클라우니의 성경신학적 

목회신학, 하비 칸(간하배)의 삶 속에서의 

실천신학, 그리고 제이 아담스의 성경적 상담. 

동시에 글로벌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들을 양성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온라인 과정과 다국어 

교육 과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교회를 섬기는 것이 개교 100주년을 바라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비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바라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것입니다.” 

                                     - J. 그레샴 메이첸

OUR HISTORY & VISION

역사와 비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 교수 사진(앞줄 왼쪽에서 오른쪽)

네드 스톤하우스(신약학) / 오스월드 앨리스(구약학) / 존 그레샴 메이첸(신약학) / 

폴 울리(교회사) /코넬리우스 반틸(변증학) / 존 머레이(조직신학) / 알랜 맥그레이(구약학) / 

사진에 없는 설립 교수: 로버트 딕 윌슨(구약학) 



7 8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설립된 이래로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성경의 권위, 즉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신학의 전통과 독창성을 균형 있게 다루어 

왔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따라 신학과 목회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세워지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세계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본교는 글로벌 

사역 부서를 개설하였고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을 개혁신학으로 

섬기고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으로, 

영국에서 호주로, 그리스에서 서울까지 이어져 전 세계 60개국이 

넘는 나라에 웨스트민스터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를 기점으로 본교는 온라인 과정을 전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과정들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A GLOBAL MINISTRYOUR PURPOSE

글로벌 사역교육 목표

50여개국의 교회와 기관에서 사역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동문의 목회자와 선교사 수

전 세계 곳곳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동문의 교수 수

전 세계에 신학교를 세우고 섬긴

웨스트민스터 동문의 교수 수

6,000+ 300+ 50+

학위 과정의 특징

언약적 변증학 
Covenantal Apologetics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Christ-centered Preaching 
 
주경신학과 언약적 해석학 
Exegetical Theology and Covenantal Hermeneutics 

 

성경신학에 기초한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grounded in Biblical Theology 
 
개혁신학 신앙고백 
Reformed Confessionalism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한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for Ministry in the Church 
 
성경적 상담 
Biblical Counseling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초창기부터 한국교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개교한 지 

불과 2년만인 1931년에는 “한국의 예레미야”로 불렸던 김치선 목사가 첫 한국인 학생으로 

웨스트민스터에 입학하였습니다. 졸업 이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 일제 강점기에 민족 부흥에 

힘썼습니다. 또한 1934년에는 박윤선 박사가 입학하였고 그는 한국인 최초로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필하여 한국 장로교회에 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박윤선 박사는 평생을 조국에서 

신학 저술과 신학 교육의 기틀을 확립하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웨스트민스터는 

한철하, 김의환, 손봉호, 김명혁, 박희천, 최낙재, 옥한흠 등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WITH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대학교(용인)

박형용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박형용

개신대학원대학교

손석태

광신대학교

정규남

동덕여자대학교

손봉호

서울기독대학교

이강평

아신대학교

한철하

전주대학교

이종윤

총신대학교

박윤선 

김의환 

김의원 

김인환

칼빈대학교

김의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박윤선 

김명혁 

박형용 

오덕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필라델피아) 설립

한국인 최초의 학생 김치선 목사(’31 - ’33) 입학

박윤선 목사(MDiv ’36) 졸업  

한국의 신학교 세 곳에서 총장직 역임

브루스 헌트(한부선) 선교사(’35 - ’36) 
일본 신사참배 강요에 투쟁하다 구금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  

프란시스 쉐퍼(’34 - ’35)에 의해 설립 

한철하 목사(ThM ’58) 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現 아신대학교)  

총장 역임

1929

1929

1931

1936

1941

1955

1958

존 그레샴 메이첸

웨스트민스터 설립자

김치선 목사 

사진출처: 대신세계선교회

한철하 목사 

사진출처: 아산대학교

박윤선 목사

1939

브루스 헌트와 월간지 『The Presbyterian  

Guardian』에 실린 그의 구금 관련 기사

1960 1980 2020

하비 칸(간하배) 선교사(MDiv ’57, ThM ’58) 
한국에서 12년간 라디오 설교, 신학교 교수, 

거리 선교 등으로 활동

미국 리폼드 신학교(1966년 설립)에 

리처드 보데이(ThM ’72)와 제임스 드 영(MDiv ’56)이 

초대(初代) 교수로 재직

기독교 상담 및 교육 재단(CCEF) 

제이 아담스(교수 임용: ’67)와 존 베티어(MDiv ’67)에 

의해 설립

박형용 목사(ThM ’72) 졸업  

하비 칸(간하배) 본교 실천신학 교수로 임용

모이세스 실바(ThM ’71)와 웨인 그루뎀(MAR ’73) 졸업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캘리포니아) 

로버트 덴 덜크(MDiv ’59)와  

에드먼드 클라우니(MDiv ’40)에 의해 설립

팀 켈러(DMin ’81), 하비 칸(간하배) 교수 

지도하에 목회학 박사과정 졸업

미국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  

조엘 비키(PhD ’88)에 의해 설립

옥한흠 목사(DMin ’96) 졸업 

 

TGC(The Gospel Coalition)  

D. A. 카슨과 팀 켈러(DMin ’81)에 의해  

공동 설립

전 세계 목회자와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위 과정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개교 90주년

1960

1966

1968

1972

1973

1979

1980

 
1995

1996 

2005

 
2017

2019

1960년대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하비 칸(간하배)의 모습

옥한흠 목사

2018 팀 켈러와 싱클레어 퍼거슨  

졸업식 특별 대담 

웨스트민스터가 배출한 한국의 대학 및 신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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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민스터 글로벌 사역 부서는 2016년부터 “한국,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세계교회를 섬긴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서울에  

한국 부서를 설립하여 웨스트민스터의 풍부한 신학적 유산이 한국교회 강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그리스도인들(목회자, 선교사, 평신도)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학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글로벌 사역 부서 Global Ministries - Korean Initiatives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KDMin

매년 15명 이내의 담임 목회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웨스트민스터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를 설교 사역과 목회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어 신학연구 석사과정 KMATS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어 신학연구 석사과정은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교회에서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온라인 과정입니다. 

1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인 코리아

2016년부터 글로벌 사역 부서는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들을 개혁신학 관점에서  

조망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한국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 인 코리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

웨스트민스터 프레스 코리아 WSPK

웨스트민스터 교수진들의 주요 저서를 비롯하여, 동문들의 단행본 등의 출판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전 영역에까지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앙 디지털 컨텐츠 제작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신앙 컨텐츠(말씀, 묵상 등)들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 한인교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치고 목회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2

3

FOR the KOREAN CHURCH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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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개요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웨스트민스터의 비전을 

따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익명의 미국인 후원자와 한 한국교회의 기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가진 

목회적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선교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웨스트민스터가 가진 풍부한 신학적 자원들로 한국교회 

목회 지도자들을 섬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과 함께 웨스트민스터가 가진 시대적 사명에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칠 차세대 목회 지도자들을 향한 비전을 품고 다년간의 준비를 거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지역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전문가 

과정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더 좋은 목회자로”, “좋은 설교자를 더 좋은 설교자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으로, 

설교와 목회의 각 영역에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학이 설교와 목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한국어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8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6월 여름학기에 

필라델피아 캠퍼스에서 총 6개의 필수모듈을 

수강해야 하며, 2월 겨울학기에 필라델피아 캠퍼스나 

온라인으로 총 2개의 선택모듈을 수강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적 응용 연구 프로젝트(Applied Research Project)를 

완성하는 것이며, 학위 취득의 최종 6학점을 차지할 것입니다. 실제적 응용 연구 프로젝트는 DMin 과정의 논문으로 

3년의 코스웍 이후 2년 동안 지도교수님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학생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행한 사역 모델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특정 분야에서 신학과 목회를 모두 겸비한 목회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THE KOREAN DOCTOR of MINISTRY
CURRICULUM

1학년

PRK1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to Graduate Work,  

         Westminster Hermeneutics & Theology

         웨스트민스터 목회학 박사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신학과 해석학 소개 
 

PPK1  Foundations for a Lifetime of Fruitful Preaching

         평생 열매 맺는 설교의 기초

2학년 3학년

PPK6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PMK1  Pastoral Ministry and Leadership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사역과 리더십

PPK7  Preaching Christ from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PRK2  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PMK6  Pastor as Peacemaker

          화목하게 하는 목회자 
 

PMK7  Jonathan Edwards’ Theology and Ministry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와 신학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실제적 응용 연구 프로젝트 Applied Research Project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의 특징

코스웍 Coursework

개혁신학 전통을 따르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in the Reformed Tradition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Christ-centered Preaching 
 
목회자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인격 성장 
The Pastor’s Theology, Faith and Character Building 

 

목회의 실제와 방법들 
Practical Ministry Methods 
 
토론과 발제 중심의 수업 
Discussion-based and Presentation-oriented Lecture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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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WORK 과목 소개

Introduction and Orientation to Graduate Work, 
Westminster Hermeneutics & Theology

Foundations for a Lifetime of Fruitful Preaching

웨스트민스터 목회학 박사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신학과 해석학 소개

평생 열매 맺는 설교의 기초

피터 릴백 박사 
Dr. Peter Lillback

줄리어스 김 박사
Dr. Julius Kim

레즐리 알테나 박사 
Dr. Leslie Altena

권성수 박사 
Dr. Sung Soo Kwon

샌디 핀레이슨 도서관장
Mr. Sandy Finlayson

알프레드 포이리에 박사  
Dr. Alfred Poirier

본 과목의 목표는 1년 차 학생들로 하여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독특한 신학적 유산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에 친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의 비전, 이수 조건, 목회 

사역과 신학, 한국 교회를 위한 주요 연구 주제들, 웨스트민스터 신학, 웨스트민스터와 한국 

교회, 연구 방법론, 학문적인 글쓰기, 구 프린스턴 등. 또한 논문 준비와 작성을 위한 도서관 

이용법, 참고문헌 및 인용법 그리고 논문의 각 구성요소 작성법 강의가 포함됩니다.

본 과목은 좋은 설교자들을 더 좋은 설교자들로 만드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의 설교와 강해 기술들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동료들의 

리뷰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한 독서와 수업 시간 중 토론,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강해의 기초가 강화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본 과목은 강해 설교를 

위한 개인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 종합됩니다.

PRK 1

PPK 1

Pastoral Ministry and Leadership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목회사역과 리더십

권성수 박사
Dr. Sung Soo Kwon

PPK 6

PMK 1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이안 더귀드 박사
Dr. Iain Duguid

본 과목은 히브리 시의 특징들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편과 잠언의  

신학적 배경들을 살펴봅니다. 그 외에 구약의 지혜서의 신학을 살펴보고,  

지혜서의 신학이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구약의 지혜서에 나타난 

메시지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합니다. 

본 과목은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그 생명철학으로 목회하고 

설교하며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적 기초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역철학을 정립하고, 설교를 

점검하며,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제 

설교에 대한 냉철한 조언과 수업 시간 중 이루어지는 발표 및 전체 토론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Cours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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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존 커리 박사
Dr. John Currie

본 과목의 목적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의 신학과 실제를 의도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설교와 리더십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러한 

주제가 목회자들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설교의 우위성 및 주해의 이해에 대해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설교의 실천에 있어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설교자-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얻음으로 설교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PPK 7

PRK 2

Preaching Christ from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데니스 존슨 박사
Dr. Dennis Johnson

본 과목은 성경해석학과 설교학을 아우르며, 다음과 같은 관점들을 통해 히브리서를 

다루게 됩니다. 1) 구약에 대한 규범적이고 정통적인 기독교적 해석을 제시하는 모델로서의 

히브리서; 2) 히브리서에 담긴 구속사 신학; 3) 그리스도와 구속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청자의 배경, 수용력, 영적인 필요 등을 민감하게 고려한 규범적이고 정통적인 

성경중심적 기독교 설교를 제시하는 모델로서의 히브리서; 4)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5)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구속사역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요소, 이상 다섯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히브리서를 다루게 됩니다.

Jonathan Edwards’ Theology and Ministry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와 신학

데이비드 필슨 박사 
Dr. David Filson

본 과목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럽과 미국을 관통하는 철학 및 신학적 배경과 그의 

설교에 나타난 변증적이고 논쟁적인 궤적들, 부흥과 관련된 저작들, 개인적인 서신들, 

그리고 성경신학적이고 조직신학적인 논의들과 담론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본 강의는 에드워즈의 신학적 기여에 관한 가장 중요한 2차 자료를 다룰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리와 더불어 삼위일체, 언약신학, 지복직관(Beatific Vision)의  

역할에 대한 에드워즈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의 종말론적인 관점 및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 사상에 미친 영향을 추적할 것입니다. 

PMK 6

PMK 7

Pastor as Peacemaker
화목하게 하는 목회자

알프레드 포이리에 박사
Dr. Alfred Poirier

본 과목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그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안에 대해 

공부합니다. 수업에서 다룰 주제는 죄의 고백, 용서, 갈등 상담, 협상, 중재 및 교회 

권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수업의 목표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섬기는 

지역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화목케 하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화해의 신학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신학적 교리들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목회 

사역과의 관계 안에서 개혁신학 및 성경적 교리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Coursework Cours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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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릴백 박사는 2005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역사신학 및 교회사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미국 건국 당시의 신념과 가치를 보존, 수호 및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Providence Forum의 명예 회장이자 창립자이며 전 세계 개혁신학 공동체를 위한 

국제 학술지를 출판하는 Unio cum Christo: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and Life 의 수석 편집자로 섬기고 있다.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현재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을 여러 방면으로 섬기고 

있으며 Proclamation Presbyterian Church (PCA)를 비롯하여 델라웨어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17년 이상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겸비한 목회자이다. 학문적 관심으로는 교회사, 성경 교리, 

공공신학, 존 칼빈의 신학, 요한 신학, 그리고 기독교와 미국 역사의 관계 등이 있다. 저서로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해설집인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학), 그리고 

칼빈의 언약 사상을 다룬 The Binding of God (칼빈의 언약사상)이 있다. 그 외에 조지 워싱턴의 

전기 George Washington’s Sacred Fire,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 받은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한 통찰이 담긴 기독교 리더를 위한 핸드북 Saint Peter’s Principles: Leadership for Those 

Who Already Know Their Incompetence 등이 있다.

이안 더귀드 박사는 2014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전기기술 

선교사로 3년간 라이베리아에서 사역했으며 Grove City College (2006-2014),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1996-2006) 그리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1995-1996)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또한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ARPC) 교단 소속 목회자로 영국과 미국에서 여러 

교회를 개척하며 섬겼다. 그는 에스겔서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으며 그의 논문은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시리즈에 출간되었다. 그 외에 에스더, 느헤미야, 아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다니엘에 

관한 학술적 저서를 출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사사기서, 예배의 성경신학 그리고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가 있다. 저서로는 Ezekiel: NIV Application Commentary (에스겔: NIV 적용 주석), 

Song of Songs: Tyndale OT Commentary (아가서: Tyndale 구약 주석), Esther & Ruth, Daniel: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 (에스더 & 룻기, 다니엘서: 개혁주의 성경 강해 주석), Living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믿음으로 산다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장년부 성경 공부 교재인 The 

Quarterly 의 편집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Peter A. Lillback
피터 A. 릴백  
 
PhD,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M, Dallas Theological Seminary

BA, Cedarville College

Iain Duguid
이안 더귀드  
 
PhD, University of Cambridge

M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BSc, University of Edinbu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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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응용 연구 프로젝트 (논문 과정)

프로젝트의 수행 단계 (2022년 입학 기준)

절차 설명 예상날짜

주제 선정
학생은 1학년부터 PRK1 과목을 들으며 실제 사역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문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예비 프로포절을 작성하게 됩니다.
2022년 11월 15일

논문 프로포절 제출

3년 간의 모듈과정이 끝나는 해 12월 1일까지 정식 논문 프로포절을 

제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승인되면 약 1년반에 걸쳐서 단계별로 

논문을 완성해 나갑니다. 프로포절은 12-16 페이지이며 예비 프로포절을 

토대로 작성하거나 새로운 주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완성된 논문 제출

한국어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9월-12월까지 약 4개월 간 전문번역가를  

통해 논문이 번역됩니다. 

영어로 작성한 논문 혹은 번역이 완료된 논문은 졸업을 원하는 해  

1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15일

2027년 1월 15일

논문 “구두 시험” (Oral Defense) 학생은 본인이 작성한 프로젝트를 구술로 논증합니다. 2027년 3월

승인된 논문 제출 후 졸업
최종 승인된 논문의 원문과 번역본이 4월에 제출되면 그 해 5월에  

미국 본교에서 졸업하게 됩니다.
2027년 5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실제적 응용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목회 신학의 특정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사역 중 경험하는 문제, 질문,  

또는 주제들; 사역 모델의 제안 및 적용;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평가 등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성경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고, 역사적인 선례나 동시대적인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은 프로젝트 설계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1년 차부터 본인의 목회 현장을 고려한 논문을 

계획하게 되며, PRK1 과목 수업 후 과제로 예비 프로포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이후 제출한 예비 프로포절을 

바탕으로 논문 지도교수가 선정되며 3년 차에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정식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정식 

프로포절 승인 후 학생들은 각 챕터별로 논문을 작성하며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모국어가 한국어인 경우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며,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 영어로 논문을 작성합니다.  한국어 

논문은 완성되면 본교 교수진의 심사를 위하여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논문이나 영어로 번역된 

논문은 본교에서 요구하는 논문 양식에 맞는지 먼저 검사 

후 논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논문 심사는 지도교수, 본교 

교수진, 외부 평가 교수 그리고 도서관장이 진행합니다. 논문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은 논문 구두 시험을 받게 됩니다.  

논문 구두 시험은 학생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지도교수,  

외부 평가 교수 및 목회신학 분과 교수진들과 의논하며 

자신의 논문 주제 전문성을 논증하는 기회입니다. 학생은 

논문 구두 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논문 심사 피드백을  

받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논문을 준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졸업식은 매년 5월 말에 있으며, 본교 캠퍼스에 

방문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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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커리 박사는 2018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신학 학과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22년 이상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교단 소속 목회자이다. Redeemer OPC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 

앞서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Church of the Saviour 와 Cornerstone Presbyterian 

Church 그리고 캐나다 Grand Prairie Alliance Church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 

학문적 관심으로는 강해 설교와 목회 리더십이 있다. 저술로는 J. Gresham Machen의  

대표작인 Christianity and Liberalism(기독교와 자유주의)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 90주년 기념 헌정 증보판에 수록된 “Christianity and Liberalism and Preaching” 

에세이가 있다. 또한, Richard B. Gaffin Jr.의 은퇴 기념 논문집 Resurrection and 

Eschatology: Theology in Service of the Church 에 수록된 “Preaching by Faith, 

Not by Sight” 에세이가 있다. 그 외 미국 전역에서 설교 컨퍼런스와 교회 집회를 

인도하며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다.

알프레드 포이리에 박사는 2018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Peacemakers Ministries(1994-2009)와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2000-2018)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38년 이상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갖춘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 소속 목회자이다. 26년간 담임 목회자로 섬긴 Rocky Mountain Community 

Church(PCA)를 비롯하여 Oak Hill Presbyterian Church (OPC) 그리고 Del Mar 

Community Church에서 사역했다. 학문적 관심으로는 목회 상담과 강해 설교가 

있다. 저서로는 The Peacemaking Pastor (교회갈등의 성경적 해결방법), 그리고 

피스메이커 사역의 교재인 Words that Cut: Learning to Take Criticism in Light 

of the Gospel 등이 있다. 또한 CCEF (Christian Counseling & Educational 

Foundation)에서 출판하는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저널에 주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John Currie
존 커리  
 
DM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AR,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BRE, Peace River Bible Institute

Alfred Poirier
알프레드 포이리에  
 
DMin,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MAR,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BA,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권성수 박사는 14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 그리고 성경해석학 

정교수로 사역하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로 

섬겨왔다.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초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훈련원 원장 그리고 대구 극동방송 

목회자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201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객원 교수로 초빙 되었다. 

저서로는 < 성령설교 >, < 생명사역 >, < 생명사역 12보석 리더십 >,  

< 로마서 강해 1, 2 > 외 다수가 있으며 매년 생명사역훈련원을 통해 

온라인 생명사역훈련 세미나와 생명사역 제자훈련 세미나 등 각종 

세미나를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데이비드 필슨 박사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회사 객원 교수 그리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tlanta) 변증학 및 역사신학 방문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 소속 목회자로 30년 이상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겸비했다. 현재 Christ 

Presbyterian Church (PCA) 교회 협동 목사 그리고 PCA 교단 신학조사 

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학문적 관심으로는 Cornelius Van Til의 전제주의 

변증학 그리고 Jonathan Edwards의 철학과 신학이 있다. 개혁신학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The Gospel Coalition (TGC), Ligonier Ministries, 

Reformation 21, Reformed Forum 등 단체들과 협력하여 주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다.

Sung Soo Kwon
권성수 
 
ThD,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총신대학교

BA, 숭실대학교

David Filson
데이비드 필슨 
 
PhD,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BA, Oakland C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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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 핀레이슨은 2002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도서관장 그리고 

신학 서지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그는 신학과 종교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ATLA) 그리고 South Eastern Pennsylvania 

Library Association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캐나다 Tyndale 

College & Seminary(1991-2002)에서 도서관장 그리고 University 

of Saskatchewan(1982-1991)에서 도서관 사서로 역임했으며 학문적 

관심으로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신학 도서관이 있다. 저서로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차머스의 전기 Thomas Chalmers 

(Bitesize Biography Series), 그리고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역사가 

담긴 Unity and Diversity: The Founders of the Free Church of 

Scotland 등이 있다.

레즐리 알테나 박사는 1994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Theological 

English Department 디렉터 그리고 신학 글쓰기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Theological English Department 산하 Center for Theological Writing 

(CTW)은 온라인 자료와 개인 교습을 통해 신학생들이 담대함, 명확함 

그리고 탁월함으로 신학적인 글 작성, 개정 및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요구하는 논문 형식과 참고문헌 인용법에 관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테나 박사는 Advanced Theological 

Writing (ATW) 과목을 통해 영어가 제 2 언어인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 

재학생들에게 신학 글쓰기와 토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신학 영어 전문 과정인 Mastering Theological English (MTE)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영어가 제 2 언어인 입학생들을 섬기고 있다. 

Sandy Finlayson
샌디 핀레이슨 
 
MTS, Tyndale Seminary

MLS, University of Toronto

BA, University of Toronto

Leslie Altena
레즐리 알테나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줄리어스 김 박사는 2000년부터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실천신학 교수로 그리고 

2019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과거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와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Cambridge University 그리고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방문 학자로 연구한 이력이 

있다.  그는 개혁신학과 복음중심적인 신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창립된 미국 복음연합 

The Gospel Coalition(TGC)의 첫 동양인 대표로 선출되어 섬기고 있다. 또한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 교단 소속 목회자이며 New Life PCA 교회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학문적 관심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타문화 선교 및 설교학의 역사가 있다. 저서로는 

Preaching the Whole Counsel of God (설교학: 복음 중심적 설교의 설계와 전달), 그리고 

편집자로 섬긴 ESV Gospel Transformation Bible (Crossway) 등이 있다.

데니스 존슨 박사는 1982년부터 2018년까지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실천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명예교수로 은퇴했다. 그는 2019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객원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OPC)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년 동안 Grace OPC 교회(뉴저지) 그리고 Beverly OPC 교회(캘리포니아)를 섬겼고 제50회  

OPC 교단 총회장으로 역임했다. 이후 은퇴까지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PCA) 교회를  

협동 목사로 섬겼다. 저서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의 추모전 Heralds of  

the King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을 팀 켈러 목사, 이안 더귀드 교수 그리고 윌리엄 

데드와 함께 집필했다. 주석으로는 Hebrews: ESV Expository Commentary (히브리서: ESV 성경 

해설 주석), Philippians: Reformed Expository Commentary (빌립보서: 개혁주의 성경 강해 주석), 

Triumph of the Lamb: A Commentary on Revelation, 그리고 Let’s Study Acts 가 있다. 그 외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s 를 비롯하여 여러 저서가 있으며 

ESV Study Bible (ESV 스터디 바이블), 그리고 Reformation Study Bible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기고자로 섬기고 있다.

Julius Kim
줄리어스 김  
 
PhD,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MDiv,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

BA, Vanguard University

Dennis Johnson
데니스 존슨 
 
PhD,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BA, Westmont College

Faculty Fa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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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SHIP

멘토십 프로그램 

웨스트민스터의 KDMin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전 생애를 복음 사역에 바친 열정적인 목회자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멘토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한국 교회의 존경받는 리더들로부터 개인적인 

환경에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목회적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멘토진

권성수 
대구동신교회, 한국

김남준 
열린교회, 한국

한규삼 
충현교회, 한국

김한요 
베델교회, 한국

이규현 
수영로교회, 한국

화종부 
남서울교회, 한국

Mentorship

설교 코칭 프로그램 Sermon Coaching

설교 코칭 프로그램은 안식월에 미국 필라델피아 캠퍼스로 오는 목회자에게 KDMin 

멘토진으로부터 직접 설교 준비에 대한 조언과 코칭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목회자를 더 좋은 목회자로”, “좋은 설교자를 더 좋은 설교자로”라는 KDMin 비전의 

연장선으로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은, KDMin 과정을 단지 학위 과정이 아닌 평생 목회 

학습 공동체로 발전시키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회자 안식월 재충전 프로그램 Pastoral Refreshment

안식월 재충전 프로그램은 교수진, 동료 목회자들과 함께 하는 미국 동부 지역의 신앙 

유적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교실 밖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웨스트민스터의 전신인 구 프린스턴(Old Princeton)

을 탐방하면서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1829년부터 개혁신학 전통을 이어온 

제10 장로교회(Tenth Presbyterian Church), 웨스트민스터 동문인 팀 켈러 목사가 설립한 

리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 등 지역 교회도 함께 방문하여 새로운 

목회적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캠퍼스를 방문하고 본교 

교수진과 교제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주제로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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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본 과정은 매년 수업 정원을 15명 이내로 모집하며 전임 목회 경력 3년 이상의 담임목회자를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입학이 확정된 이후 거주하는 지역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F-1 학생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하여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모듈과목이 있는 6월과 2월에만 본교 캠퍼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화상 면접 Online Interview

온라인 지원서와 모든 서류를 제출하신 분에 한하여 화상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서를 제출하여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2주 안에 면접 날짜를 예약할 수 있는 공지를 받습니다.

국제 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미국 국적 소지자 또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 외의 지원자(국제 학생)는 합격발표 이후 학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분한 

개인 재정 및 재정 후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정 서류를 제출한 이후 I-20 비자 자격 양식이 발급되며, 거주지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F-1 학생 비자를 획득하신 후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www.wts.edu/kdmin 에 접속하여 Apply Now 를 클릭하면 온라인 지원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학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온라인 지원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5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학력 사항기본 인적 사항 목회 경력 사항 에세이 문항  추천서 

1 2 3 4 5

ADMISSIONS 

입학 안내

등록금 (2022-23년도 기준) 

본 과정의 등록금은 등록하는 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일년에 한번 지정된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2022년 6월 입학 기준 코스웍 기간의 등록금은 장학금 혜택을 제외하면 3년 동안 연간 $9,540 이며,  

2022년 6월 입학생 전원에게 $2,000 - $5,000의 장학금이 개인별로 상이하게 수여될 예정이므로,  

학생이 최종 납부할 금액은 $7,540 - $4,540으로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실제 납입 등록금 

(3년의 코스웍 기간)

연간

$4,540 - $7,540

한국교회 장학금  

(3년의 코스웍 기간)

연간

$2,000 - $5,000 
2022년 입학생 전원에게 장학금 수여

등록금  

(3년의 코스웍 기간)

연간

$9,540

등록금  

(1-2년의 논문 과정 기간)

연간

$1,750

논문번역비용 (학생부담) $8,500

TUITION & SCHOLARSHIP

등록금 및 장학금

한국교회 장학금 Korean Church Scholarship 

본 과정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헌신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본교는 후원금의  

일부를 “한국교회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은 코스웍 3년 기간 동안  

지원되며, 장학금을 위해서 따로 제출하실  

신청서는 없습니다. 장학금 수여 금액은  

본 과정 합격 안내와 함께 통지됩니다.

학위 전공 입학 지원 자격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목회학 

Pastoral 

Ministry

1.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2. 목회학 석사 또는 다른 학위과정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과정을 이수하고 성경 원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현재 전임 사역자로서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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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OUR STUDENTS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설교를 비롯한 목회 전반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번역된 책으로만 접하던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복되는 목회 현장 속에서 영적인 환기가 필요하거나 

목회의 점검이 필요한 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무뎌졌던 영적인 칼날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새롭게 충전된 에너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목회하듯이 학생들을 돌봐 주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무척 큰 힘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설교학을 배우면서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하였습니다. 목회학을 통하여 목회의 본질을 더욱 붙잡게 되므로 목회가 

새로워졌습니다. 탁월한 교수진의 열강과 훌륭한 학우들이 저의 열정을 다시 불붙게 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과정이 속성을 넘어 저를 숙성시키며 완숙하는 계기가 된 것이 틀림 없습니다. 

영원한 목회의 동반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KDMin 과정은 성경-신학적인 토대가 굉장히 탄탄하고 신학적인 지향성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매주 해야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 

목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고, 그것이 전달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 현장을 연결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목회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엔진, 엔진을 가동하는 연료, 지도, 자원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개혁신학의 체계 안에 

부요하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오원석 (2018년 입학) / 신용산교회 담임목사, 한국

김교성 (2018년 입학) /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인도네시아

김영수 (2019년 입학) / 브리즈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호주

김은수 (2020년 입학) / 온사랑의교회 담임목사, 한국

서경철 (2020년 입학) / 서울홍성교회 담임목사, 한국

재학생 후기

CONTACT US

등록 문의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온라인 지원서 바로가기

Online Application

이메일

kdmin@wts.edu

전화번호

(미국) +1  215-572-3852

웹사이트

www.wts.edu/kdmin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에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kdmin” 을 검색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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