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교단 필수과목 한국어 과정)
• 입학지원서 (별도양식)
• Official Transcript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본인의 학교로 학점을 transfer 할 경우,
Letter of good standing from Registrar
(현 소속학교 교무처장의 편지) 필요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총장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Ullamcorper libero
Consectetur Adipiscing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Donec vestibulum dictum nunc,
eget hendrerit elit porttitor ac. Quisque id cursus
mauris. Duis id metus tincidunt, bibendum velit
nec, mattis sapien. quis leo eget rutrum.
Ut sit amet nisi eros. Mauris suscipit, mauris sit
amet viverra convallis, nunc nisi gravida tortor,
posuere odio sapien ac dui.

Contact Us

Suspendisse tempor velit ut rhoncus vehicula.

기타사항
• 올해 과정은 Zoom 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입
니다. Zoom 이용을 위한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등록된 학생들에게 수업 전 제공됩니다.

Ave. NW.,
Duis 4500
purus Massachusetts
ante, molestie et placerat
id, dictum
Washington
DC.,
20016
semper neque. Aenean vitae eros eget lacus
bibendum molestie. Ut consequat aliquet
www.wesleyseminary.edu
interdum. Fusce quis cursus mi. Proin sodales,
orci nec feugiat sollicitudin, nulla sapien ultricies
tortor, ut tincidunt augue libero ac odio.

Lorem Ipsum
Dolor Sit Amet
Nunc luctus neque et quam blandit iaculis.
Pellentesque aliquam quis ligula quis commodo.

Wesley
Theological
Seminary

UMC 교리와 신학 한국어 교육과정

Enim ridiculus aliquet
penatibus amet tellus
at morbi mi hac et sit
Natoque et. Sit nam duis
montes arcu pede elit
molestie amet quisque
sed egestas urna non,
vestibulum nibh.

Molestie ornare amet
Rem platea. Magnis vel
lacinia nisl vel nostra
nunc eleifend arcu leo in
dignissim lorem vivamus.
Justo vel ante sed augue
facilisis donec.

2021년 여름학기 집중과정 안내
[ 온라인 강의 ]
일정: 7월 26일 (월) - 30일 (금)
과목: The United Methodist Doctrine
강사: 전영호 박사 (Dr. Young-Ho Chun)
수업료: $1,364 (신용카드 / 체크로 납부가능)
마감: 2021년 5월 31일 (월) 까지

강의교재 및 과제물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신학)
필독서적
• The Doctrine (The Book of Discipline,
any edition)

연합감리교회 교단 필수과목

• 존 웨슬리 표준설교집 (기감 홍보출판국)

급변하는 세계의 중심지, Washington DC에 위치한

• Maddox, Randy L. Responsible Grace,
John Wesley’s Practical Theology
(Kingswood, 1994)

웨슬리 신학대학원에서 연합감리교회 (UMC) 목사안수
과정에 필요한 교단 필수과목 [한국어 과정]을 엽니다.

• 김진두,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KMC, 2009)

한인 목회자들을 위해 개설되는 이 과정은 웨슬리 신학
인정은 물론 소속 연회의 연장교육 학점 (CEU)으로도

• Runyon, Theodore, 김고광 역, 새로운 창조:
오늘의 웨슬리 신학 (기감 홍보출판국, 1999)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김민석, 웨슬리안 실천교리 (샘솟는 기쁨, 2019)

대학원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타 신학교에서 학점

연합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위한 교단 필수 과목

등록 관련 문의

• 연합감리교회 교회사
(The United Methodist History)

신경림 부총장

• 연합감리교회 장정
(The United Methodist Polity)
• 연합감리교회 교리와 신학
(The United Methodist Doctrine)

Vice President Kyunglim Shin Lee
Office. 202. 885. 8620
Cell. 202. 246. 3059
Email. kshinlee@wesleyseminary.edu

강의 전 제출 과제물
웨슬리의 세례와 신생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분석,
서술하시요. (up to 10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