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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학박사 목회실습과목 가이드라인 

 
 
SOT KDMin Program에서는 파트타임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PT는 9개월간 (3쿼터) 진행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FE741A, B, C를 세 개의 이어지는 학기 
동안 등록을 하고 목회실습을 하는 교회나 기관의 수퍼바이저와 본교 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의 조건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격 
 

(1) 파사데나 트랙 소속 학생으로 유학생비자 소지자(타학교로 I-20를 옮긴 경우 해당 안 
됨)나 종교비자, 영주권,시민권 소지자 

(2) 파사데나 캠퍼스에서 1학기(혹은 8학점) 이상의 과목을 수강한 사람 
(3) 향후 3쿼터(9개월) 동안 FE741A, B, C를 차례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유학생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I-20가 유효해야 하며 등록할 다른 과목들이 남아 있어야 함 
[정규과목 외에 DM748, DM746, DM749A,B,C 등을 앞으로 3쿼터 이상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도 OK]). 

(4) 비영리단체로 정식 등록된 지역교회나 선교단체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할 기회가 
있는 사람(목회실습을 위한 사역 장소는 학생 본인이 확보해야 함) 

 
2. 신청 및 등록 절차 
A. 등록을 위해서는 

(1) 목회실습과목 신청서(Doctor of Ministry Practicum Application) 
(2) 목회실습과목 학습 동의서(Learning Agreement) 
(3) 교회/단체/기관의 비영리단체 증명서 사본(영문)  
(4) 수퍼바이저가 목회실습 인턴십 제의를 하는 Offer of Internship Opportunity 
편지(레터헤드지에 영문으로 작성, 사역의 기간과 pay 받는 금액을 명시)를 등록 컨퍼런스 
이전에 있는 목회학박사원 교수회(KDMin Committee)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자격에 문제가 없고 목회실습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교회나 기관, 단체가 part-time 
practicum을 지도하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받게 된다. 교수회의 
승이이 없이는 목회실습 과목의 등록이 허락되지 않는다. 

 
C. 첫 등록은 FE741A로 해야 하며, 반드시 쿼터가 시작되기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비는 첫 두 쿼터는 없으나 FE741C는 4학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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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회/사역단체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임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이 과목 
등록 기간 동안 사역지의 이동을 금한다. 교회의 사정으로 인턴십을 중단하게 된 경우는 
반드시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의한다.  

 
E. 인턴십 기간 중 이민 신분이 바뀌게 되어도 반드시 FE741C까지 등록해야 한다.  
 
 
3. 과목구성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소로 구성된다. 

(1) 등록한 3쿼터 (9개월) 동안 1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을 학생과 사역지의 
수퍼바이저가 합의하고 한인목회학박사원 교수회에서 승인한 사역 기회들에 참여한다 
(단, 총 사역 시간이 주당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능한 한 1주일에 1시간 정도 수퍼바이저의 멘토링과 수퍼비전을 받는다. 
(3) 등록한 3쿼터(9개월 동안) 동안 지도교수가 매월 1회 3시간씩 진행하는 
신학적/사역적성찰과 나눔을 위한 소집단 세션에 9회 참석하고 일일수련회에 1회 
참석한다. (소집단 세션은 보통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후 2시-5시에 있다) 

 
 
4. 과제 및 평가  

(1) 매월 1회 신학적/목회적 성찰을 위한 소그룹(3시간 동안 엄예선 교수 진행)에 참여한다.  
(2) 일일수련회에 1회 참여해야 한다. 
(3) 매 쿼터마다 2페이지 분량의 사례보고서를 제출한다. 
(4) 마지막 쿼터의 최종일까지 이 과목에서 배운점들에 대한 10장 분량의 통합 페이퍼 1부를 
제출한다. 

(5) 교수의 수퍼비전 소집단 세션에서 담당교수가 요구하는 기타 과제를 수행한다. 
(6) FE741A, B는 0학점, C는 4학점이며, 점수는 Pass/Fail로 매겨지게 된다. (Fail의 경우 

Probation Committee에 넘겨지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