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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례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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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After 

Graduation

한국침례신학교에서 익힌 신학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교회 및 
기독교 지도자로서 섬길 수 있습니다. 
목회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어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침례교회연합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 과정, 여전도사 과정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교단 안수 가능함 

비전
Vision

학교가 속해 있는 한국침례교회연합
(https://www.kbcrok.org)은 2018년 9월 
미국침례회 국제선교부(American Baptist 
International Minisries, ABIM, https://www.

internationalministries.org) 및 뉴저지총회
(ABCNJ, https://www.abcnj.net)와 선교와 
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한국침례신학교도 ABC 소속 신학교들과 
교육 차원의 교류를 맺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한국침례교회연합은 
대학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향후 신학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과 

여전도사 과정 School of Female Ministers
   여전도사 과정(3년)은 교회 사역을 준비하기 원하는 여성

들이 신학교육과 목회실천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어 졸업한 학생들은 

교단에서 소정의 정차를 밟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수강 과목  

  신학 기초 과목들, 기독교리더십, 목회상담학 등 총 45학점

 

목회지도자 과정 School of Pastoral Leadership
  목회지도자 과정(1년)은 현직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신학, 목회학 연구와 목회리더십 개발을 위한 과정입니다.

   수강 과목 

   침례교 신학, 침례교 역사, 침례교 선교, 침례교 설교, 

   침례교 예배, 교단 정체.규약 등 총 18학점 

사모 과정 School of Pastors’ Wives
  사모과정(2년)은 교역자(목사, 전도사) 사모들이 

신학과 목회 관련 과목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어 졸업한 학생들은 

한국침례교회연합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목사 안수를 받

을 수 있습니다.

  수강 과목 

  신학 기초 개론 과목들, 사모의 역할과 정체성, 목회 상담, 

  기독교 리더십 등 총 30학점

연락처

한국침례신학교(https://www.koreanbaptistseminary.org)
0736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7길 7, 401호(우신빌딩)
070-8804-8292

한국침례신학교 평생교육원
 (영등포캠퍼스)  
    0736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7길 7, 301호(우신빌딩)
               ☎ 070-8804-8292
 (고촌캠퍼스)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송로 12-1, 401호(신곡빌딩)
               ☎ 031-981-8192

■   공지 사항 ■

본 신학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섬기는 목회를 실천하여 건강한 신약교회를 구현할 목회자, 
   역사적 침례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가르칠 침례교 사역자를

   양육 훈련시키고자 입학생 전원(2018, 2019)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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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캠퍼스 영등포구 영신로17길 7 우신빌딩 301호(070-8804-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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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례신학교 영등포캠퍼스 강의실>



학장 인사

   우리 신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신학교가 설립되었고, 
오늘까지 한걸음씩 전진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후원해주시면,  여러분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게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자들이 되겠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범죄한 아담은 민망한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창 3:9-10).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하실 때, 준비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겠노라고 답변합니다(사 6:8).  우리는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꾼을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서 응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마 6:33).
   우리 신학교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학
(원) 설립 요건들을 아직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 무엇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우리 
신학교는  매우 중요한 것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선 역사와 정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우리 동역자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시 23:3). 또한 우리는 수십 
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 온 공통된 신앙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통 가치관을 형성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학교육에 대해 충분한 경험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신학교이지만, 우리는 이 학교를 모태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침례교회의 
기독교교육 가치와 신구약성경의 진리에 의거하여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일반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여러 종류의 학교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선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우리는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를 찾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식 박사(Ph.D.)

                              한국침례신학교장

과정 소개

신학과

        ❖ 목회신학석사(M.Div.) 동등과정 - 3년 
        ❖ 신학석사(Th.M.) 동등과정 - 2년
        ❖ 신학연구석사(M.T.S)동등과정 -2년

목회신학석사 과정 Master of Divinity (M.Div.)
  목회신학석사과정(3년)은 신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교육학, 목회학, 설교학, 목회상담학 등 신학 전분야에 
대해 수학하며 전공에 따라 심층 연구를 합니다.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요건을 갖추어 졸업한 학생들은  교단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과목

   구약개론, 신약개론, 기초히브리어, 기초헬라어, 조직신학개론,    

   기독교변증학, 초대교회사, 침례교회사, 종교개혁사,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기독교리더십, 교회학, 기독교상담학 등   
   총 90학점

 신학석사 과정 Master of Theology (Th. M.)
  신학석사 과정(2년)은 M. Div. 과정을 마치고 

전공을 선택하여 신학을 심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전공은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목회상담학, 선교학, 

기독교교육학 등이 있습니다. 
   수강 과목 

   전공별로 심화된 과목과 선택과목 총 30학점 

교수 소개(가나다 순)

김대인 교수(대우교수. 신약학) 

김민정 교수(교학처장. 구약학)
 
문상호 교수(대우교수. 조직신학)
 
박홍규 교수(대우교수. 역사·조직신학)
 
백종호 교수(대우교수. 조직신학)
 
이현규 교수(초빙교수. 기독교교육)
 
최선애 교수(대우교수. 기독교상담)
 
*선교학, 사회복지학, 리더십학 등 강의는 타대학 교수 출강  

학교 활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특강 운영

대학교회
목회준비와 훈련을 위한 대학교회 운영

학생회와 멘토 교수
과정별 학생 대표와 멘토 교수의 섬김 아래 

하나가 되는 학교생활

이스라엘 성지 답사
학생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스라엘 성지 답사 프로그램

한국침례신학교 평생교육원 
영등포캠퍼스 영등포구 영신로17길 7 우신빌딩 301호(070-8804-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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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침례신학교 영등포캠퍼스 세미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