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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 학교안내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졸업생은 원할 경우에 2년 인턴과정 후, 심사를 거쳐 개척교회 지원함.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특� � � � 전

대학원

대학부

          목회학 석사  3년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부설 평신도 어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 성 국 박사

www.rptseast.org

복음의 일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듯한 교직원이 함께 기다립니다.

❶�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❷�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부
❸�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❹� 신앙고백서� �1부
❺� 명함판� 사진� �2매
❻� 입학� 전형료� �(�$�3�0�)

❶� 원서접수마감� �:� �2�0�2�0년� �9월� �4일�(금�)� 오후�6시

❷�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❸� 입� 학� � 시� 험� �:� �2�0�2�0년� �9월� �5일�(토�)� 오전�1�1시� 

❹� 개� 강� 부흥회� �:� �2�0�2�0년� �9월� �8일�(화�)�-�9월� �1�0일�(목�)� 

❺� 문� � � 의� � � 처� �:� �A�d�m�i�s�s�i�o�n� �O�f�f�i�c�e� �/� 학감�,� 교무 
� � � � � � � � �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 � � � � � � � � � �w�w�w�.�r�p�t�s�e�a�s�t�.�o�r�g� � � � �7�1�8�-�4�6�3�-�7�1�6�3
� � � 학감� 허윤준� 목사� � � � � �7�1�8�-�6�3�7�-�1�4�7�0� 

제� 출� 서� 류 원서교부� 및�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