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 

 

BST 의 새로운 역량 중심 목회학 박사과정 (Competency Based Doctor of Ministry) 은 

학생 각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관심분야를 연구하되, 연구에 

요구되는 다양한 방법론은 해당 분야의 교수진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또한 박사 과정 

학생들은 버클리 연합 신학 대학원(GTU)과 UC Berkeley 의 풍부한 학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ST 는 미국 내에서 구성원이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신학대학원 중 하나입니다.  

150 년전 설립 이후 지향해 온 말씀 중심(the centrality of the Word), 종교적 

자유(religious liberty), 공적 증거(public witness), 사회 정의(social justice), 섬김의 

지도력(service leadership), 영적 독립성(soul freedom) 등의 설립 정신이 오늘날까지 본 

신학대학원을 인도하고 전통을 이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다문화 유산과 예수 

중심의 신학적 가치관은 현재 다양한 신앙 전통과 교단의 학생들이 BST 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BST 의 교수진과 멘토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버클리 연합 신학 대학원과 UC Berkeley 의 학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신학적 책임과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 목회학 박사과정 특징 

1. 역량중심교육 (Competency-Based Education)은 학생 자신의 역량에 맞게 진행 

속도를 정할 수 있기에, 이미 전문적인 경험과 신학적 기반을 갖춘 분들은 

단기간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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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목회 사역과 함께 동시에 사회 여러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학문적 연구와 사역을 돕는 과정입니다 . 

3. 학생들이 이미 가진 각종 전문성을 박사 논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박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교수진과 멘토어 관계를 통해 목회에 필요한 정보와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가지 집중 연구 주제 

BST 역량 중심 박사 과정은 아래 아홉 가지 연구 주제를 토대로 현재 미국 사회에서 

교회 및 기독교 단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관심사를 신학적 접근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합니다.  

1. Racism/Prison Renewal/Reparations 

주로 흑인 및 라티노 계통의 교회들이 미국에서 직면한 인종 차별, 치유와 회복, 

경찰 폭력, 교도소 목회, 재활 목회, 출소자 재범 방지, 미등록 이민자 및 추방 

문제 등을 다룹니다. 

Dr. Aidsand Wright-Riggins, Dr. Ronald Burris 

2. Green the Church/Creation Care 

교회 공동체가 기후 변화, 환경문제, 식량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지역의 

흑인교회들을 중심으로 일하는 환경단체 Green the Church 와 파트너쉽을 맺고 

연구합니다. 

Dr. Ambrose Carroll, Dr. James Brenneman 

3. Pastoral Care for Immigrant Churches 

캘리포니아 베이지역에는 수 많은 이민자들과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BST 는 현재 

이민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연구하여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Dr. Marie Onwubuariri, Dr. LeAnn Snow Fle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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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manist/Feminist Gospel 

이 주제의 학생들은 성별, 계층, 인종, 종교 문화적 요소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있도록 간학문적 연구분석 및 목회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Dr. Valerie Miles-Tribble, Dr. Jennifer Davidson 

5. Biblical Studies and Interpretation 

성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스펙트럼에 뛰어 들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주제입

니다. 학생들은 신구약, 중간사 및 관련된 사회문화적 자료들을 선택, 다양한 해

석학적 도구들을 통해 오늘의 교회 현장을 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Dr. LeAnn Snow Flesher, PhD; Dr. James E. Brenneman, PhD  

6. Preaching Social Justice 

각종 사회정의 문제에 직면하여 어떻게 각 교회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서적 정의 

문제를 교육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매개가 되는 지를 연구합니다. 

Dr. Jacqueline Thompson, Dr. Sangyil Park 

7. Spiritual Formation (한국어) 

영적 성장의 정체기에 있는 한국 교회들의 영성 개발과 신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목회자들에게 한국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연구를 돕습니다. 

Dr. Daesop Yi, Dr. Sangyil Park 

8. Ministerial Training for Latinx Churches 

라티노 교회의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스페인어로 학사 과정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교육도 제공하여 

교회가 부흥하도록 협력합니다. 

Dr. Pedro Pablo Morataya, Dr. LeAnn Snow Fle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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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storal Care/Spiritual Formation 

목회상담 분야나 CPE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심도있는 영성개발의 기회를 제공합

니다. 학생들은 이미 현장에서 익힌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론,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목회학 박사과정 구성 안내 

학점: 총 30 학점  

• 공통 필수 3 과목 (9학점) 

공통 필수 과목은 3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약 일주일 간의 인텐시브 수업으로 

이를 통해 박사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신학 방법론, 연구 방법론 등을 배웁니다.  

• 선택과목 (15 학점) 

관심 연구 주제에 맞는 선택 과목을 BST, GTU, UCB 에서 자유롭게 수강합니다. 

• 논문 작성 및 심사 (6학점) 

멘토어 팀과 협력하여 박사 논문을 작성합니다.  

소요기간: 3-6년 

목회학 박사 과정은 필수/선택 과목 이수 및 논문 준비 2년, 논문 작성 1 년으로 평균 

3년 최대 6년이 소요됩니다.  

1 년차 

• 공통 필수 2과목: 학기 초 진행되는 약 일주일간의 인텐시브 강의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성서 연구 및 신학 강의가 진행됩니다.  

• 인텐시브 강의 이후에는 정기적인 주제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학업을 

진행합니다. 

• 관심사에 맞는 선택 과목을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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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 공통 필수 1 과목: 학기 초 진행되는 약 일주일간의 인텐시브 강의를 통해 논문 

방법론과 작성법에 대해 배웁니다. 

• 주제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 논문 작성 워크샵에 참여합니다 

• 관심사에 맞는 선택 과목을 수강합니다. 

3년차 

• 주제별 멘토어 팀과의 수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논문을 작성합니다. 

• 논문 심사 

• 학위 수여 

 

입학 요건 

BST 의 역량 중심 목회학 박사과정의 입학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된 교육 기관의 학사 학위와 목회학 석사 (M.Div) 혹은 동등학력 소지자  

제출 서류 안내  

1. 온라인 입학 원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하시거나 출력하여 작성한 후 

학교로 우송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력서 1 부 

3. 졸업/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의 공식 영문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발급받아 각 

학교에서 직접 BST 로 보내야 인정이 됩니다. 사본이나 온라인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지원자가 직접 우송해야 할 경우 반드시 

BST 입학처에 사전 문의 부탁 드립니다.  

4. 추천서 3부: 교회 담임 목사 (노회장, 교단지도자, 소속 단체장) 추천서 1 부, 교수 

추천서 (졸업 학교 교수, 직장 상사, 사역 기관 책임자) 2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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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지원 에세이 (1000 자 미만):  

a. 지원자의 목회 및 사역 경험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b. BST 에 지원하려는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c. 지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 사회 이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d. 지원자의 박사 논문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에세이 프롬프트는 온라인 입학 원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 입학 전형료 ($80) 

7. F-1 학생 비자 및 I-20 

8.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입학 원서 1 차 마감일 

• 봄학기 목회학 박사 과정 입학 원서 마감일: 11월 1일 

• 가을학기 목회학 박사 과정 입학 원서 마감일: 4 월 15일  

장학금 혜택을 받기를 원하시는 입학 지원자 분들께서는 1차 마감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입학 서류 제출은 1차 마감일 이후에도 가능하며 

장학금 혜택도 지급 되오나 마감 기간 이후 제출할 시 최종 장학금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학위 과정 등록금 및 비용 

목회학 박사 과정은 총 30 학점이며 2021-2022 학기 기준 학점당 $600 입니다. 따라서 

4과목 (3학점 강의) 수강 시 총 $7200 입니다.  

등록금 외 기타 비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비용 납부 시기   

학생 서비스 비용 학기 당 $150  

30 학점 이후 등록금  학기 당 $750  

졸업 비용 $200 – 마지막 학기에 납부 

논문 제본 비용 

https://www.gtu.edu/library/get-

help/thesis-and-dissertation-

guidelines-and-approval 에서 확인 

가능하며 박사 논문 디펜스 이후 

납부합니다 ( 3 부) 

 

BST 장학금 안내 

2022년 봄 학기에 입학하시는 박사 과정 신입생 선착순 15 분들께 3년 전 과정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자격  

봄학기 입학 및 등록 (3학점 이상 등록시) 

문의: admissions@bst.edu (510) 841-1905 ext. 229 

2022 봄학기 입학 장학금 적용 후 납부하시게 될 등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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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2022 봄학기 장학금 납부 금액 

1 년차 10 학점 (학점당$600) = 

$6000 

 최대 40% = $2400 $3600 

2년차 10 학점 (학점당 $600) = 

$6000 

최대 40% = $2400 $3600 

3년차 10 학점 (학점당 $600) = 

$6000 

최대 40% = $2400 $3600 

합계  $18000 (30 학점) $7200 $10800 
 
 
 
 
 

입학 문의 

admissions@bst.edu 

(510) 841-1905 ext.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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