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톤개혁신학교
Washington Reformed Seminary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APPLICATION FOR ADMISSION

1. Name:(Englis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ines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Phone No: ( )

5. Program of Study: ( ) D.Min ( ) M.Div ( ) Th.B. ( )Auditor

6. Schools Attended:

High Schoo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 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 __________

Colle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Seminar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_________ To__________ Degree ________

7. Christian Experiences:

Do you have the experience of the new birth? _______ Please explain briefly: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re you baptized? ______________ When? ___________________ Where? ______________________

What Church do you presently Atte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References:

(1) Please write your pastor's name and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Please write the name and address of one of your frien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Please enclose the transcripts of the previous schools attended.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 Please send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your pastor directly to us. (당회장추천서)

(3) 신앙고백서 (2 줄 간격 2 쪽)

(4) Pictures; 여권용 사진 2매 ( 2" x 2" ) (PDF 파일 가능) 

(5) Application Fee: 입학 전형료 $50.00 

미 주 한 인 직

예수교장로회 영



                              

     워싱톤 개혁 신학교
                              WASHINGTON REFORMED SEMINARY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703) 973-2231, (703) 801-3440

박대일 박사 (Daeil Park D. Min.)

President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

(NAPARC -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한인 예수교 장

로교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성경의 영감과 절대권위를 믿으며 개혁주의 신앙을 중수하고 모든 학과는

이 신앙노선에 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교는 끊임없는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

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학생

들을 모집합니다.

학 위 과 정 매 학기 등록금

학점당 12학점 이상

1. 학사학위 과정: $ 100.00 $ 1,200.00

(1)신학학사(Bachelor of Theology)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졸업자격: 12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4년 과정)

편입생은 1년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2)교회음악 학사(Bachelor of Church Music) 과정 - 2년 (졸업장 수여) $100.00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졸업자격: 60학점을 이수하여야함 (2년 과정)

2. 석사학위 과정: $ 100.00 $ 1,200.00

(1) 기독교 교육학 석사(M.R.E.) - 2년

입학자격: 학사 학위 및 동등 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자격: 64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년 과정)

편입생은 1년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2) 교역학 석사(M.Div.) - 3년

입학자격: 학사 학위 및 동등 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자격: 96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년 과정)

편입생은 1년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3. 선교 학과(Diploma) 과정 - 2년 (졸업장 수여) $100.00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선교 수학을 원하는 자

졸업자격: 20학점을 이수하여야함(2년 과정)

4. 성경학과 (Diploma) 과정 (여교역학과) - 2년 (졸업장 수여) $100.00

입학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일반 성도 및 교회직분자

졸업자격: 60학점을 이수하여야함 (2년 과정)

5. 학위 관계 없이 신학 공부를 원하는 분은 각 학과에 따라 통신으로 수학 할수 있음.

단 한학기(1년에 2학기)에 한주간(월- 목)은 직접 학교에 와서 수강 해야 함 (졸업장 수여)

미 주 한 인

예수교장로회



            워싱톤 개혁 신학교
            WASHINGTON REFORMED SEMINARY

10018 Burke Lake Rd. Burke, VA 22015

(703) 973-2231, (703) 801-3440

박대일 박사 (Daeil Park D. Min.)

President

본 신학교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장로

교 및 개혁교회협의회 (NAPARC - 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입니

다. 위싱톤 개혁장로회 신학교는 성경의 영감( )과 절대권위를 신조로 하며 개혁주의 신학을 준수하

고 모든 학과는 이 신앙노선에 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교는 끊임없는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사명감에 불타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학 위 과 정

1. 학사학위 과정:

신학학사(Bachelor of Theology) - 4년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2. 석사학위 과정:

(1) 기독교 교육학 석사(M.R.E.) - 2년

(2) 교역학 석사(M.Div.) - 3년

입학자격: 학사 학위 및 동등 학위 이상 소지자

3. 선교 학과(Diploma) - 2년 (졸업장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선교 수학을 원하는 분

4. 교회음악 학과(Diploma) - 2년 (졸업장 수여)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음악 수학을 원하는 분

5. 성경학과 (여교역학과) (Diploma) - 2년 (졸업장 수여)

입학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일반 성도 및 교회 직분자

미 주 한 인

예수교장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