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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nd Leavell College prepare servants to walk with 

Christ, proclaim His truth, and fulfill His mission.  
뉴올리언스 침례신학 대학원과 Leavell 칼리지는 부름받은 종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Course Description 과목설명 

This workshop is an overview of the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and an 

introduction to research writing. It is designed to guide students into intentionally 

planning their entire program and to orient them to research/writing skills in preparation 

for their remaining seminar work and the project in ministry. The professor for the 

workshop will be the Director of the Doctor of Ministry Program. A guest lecturer will 

teach the research writing component of the workshop. This workshop must be taken 

during a student’s first trimester in the program. 

 
본 워크샵은 목회학 박사과정의 개관이며 연구논문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론이다. 본 과목은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디민 프로그램 전체를 계획하고 앞으로 해야 할 세미나 과제물 및 

졸업 논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연구 및 작문 기술을 함양하도록 고안 되었다. 워크샵 담당 

교수는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가 될 것이다. 본 워크샵은 학생의 프로그램 첫 학기에 수강해야 

한다.  

Student Learning Oucomes 과목의 목표 

At the conclusion of the course, the student should be able to: 
본 과목이 종결되면 학생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Clearly explain the NOBTS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NOBTS 의 목회학 박사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2. Discuss rationally goals for his/her D.Min. Program and explain how those goals fit into 

his/her present ministry and future ministry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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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디민 과정에 대한 목표들을 토론하고 이러한 목표들이 자신의 현재 사역과 미래의 

사역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설명한다.  

3. Describe in detail a plan to complete his/her D.Min. Program. 
자신의 디민 과정을 완수할 방법을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4. Effectively utilize Turabian (8
th 

ed.) as a stylistic guide for research writing. 

연구 및 작문을 위한 스타일 안내로서 트라비안 스타일 (제 8 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5. Demonstrate basic writing skills. 

기본적인 작문 기술들을 보여준다.  

 

Course Methodology 과목 방법론: 

 
1. Presentation. The professors will guide the students to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rinciples of both the NOBTS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and basic research writing 

skills. Students will make presentations of related assignments. 
담당교수 강의. 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NOBTS 목회학 박사과정과 기본적인 연구 논문 및 

보고서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2. Group Discussion. Students will dialogue about the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ir respective ministries.  
그룹 토의. 학생들은 목회학 박사과정과 이것이 자신들의 사역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 

토론하게 될 것이다.  

3. Individual Assignments. The students will complete assignments related to the philosophy 

of the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research writing, and the study of Turabian as a 

stylistic guide. 개인 과제물. 학생들은 목회학 박사과정의 철학, 연구논문 작성법, 그리고 

Turabian 스타일에 관한 연구등과 관련된 과제물들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Required Course Textbooks 교과서들 

 

Books may be ordered from your choice of bookstores or online sources. 

The handbooks are available to be downloaded from the ProDoc website.  
교재들은 학생들이 온라인이나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디민 핸드북은 아래에 

제시된 한국어 디민과정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Booth Wayne C.,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 The Craft of Research. 

4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웨인 부쓰,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학술 논문 작성법. 신순옥, 양기석 역. 서울:      

휴먼싸이언스, 2017.  
 

Doctor of Ministry Handbook (Available online – 

https://www.nobts.edu/_resources/pdf/cme/korean-

program/handbook/KDMinHandbook2020Jan.pdf   
 
디민 핸드북: 위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다. 

 

Turabian, Kate L.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8
th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3. 

https://www.nobts.edu/_resources/pdf/cme/korean-program/handbook/KDMinHandbook2020Jan.pdf
https://www.nobts.edu/_resources/pdf/cme/korean-program/handbook/KDMinHandbook2020J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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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부스,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 영어논문 바로쓰기. 강경이 역. 서울: 시대의 창, 

2019.  

 

Course Policies and Procedures 과목 정책 및 절차: 

 
1. Program Handbook Reading: Each student will read thoroughly the Doctor of 

Ministry Handbook and be prepared to discuss it during all workshop sessions. A 

statement that the student has completely read the handbook must be sent in 

with assignment 4.  
 디민 핸드북 읽기: 학생들은 디민 핸드북 전체를 읽고 워크샾 기간 동안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핸드북 전체를 다 읽었다는 문장을 과제물 4 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Discussion of Turabian: Each student will study and be prepared to discuss the book,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Students should be 

prepared for this assignment at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kshop session. 

 
Turabian 스타일 토론: 학생들은 웨인부스, 그레고리 콜럼, 조셉 윌리엄스가 공저한 영어논문 
바로쓰기를 공부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워크샾 전에 영어논문 바로쓰기를 읽은 

후 워크샾에 참석해야 한다.  

 
3. Research and Writing Report: Following Turabian guidelines each student will write 

a 3- 5- page (typed, double-spaced) report on the Part I of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Students should provide a brief summary of the 

chapters of the book, a discussion of the nature of research, and a discussion of ways the 

book will be helpful in seminars, workshops, and the Project in Ministry. The student is 

to submit the assignment to the Blackboard no later than June 30, 2022. Do not use 

chapter headings but instead use subheads (Turabian 1: 37-38, 14: 11-12).  

 
연구 보고서 작성법 보고서: 트라비안 스타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논문 바로쓰기 

제 1 부를 읽고 더블 스페이스로 3-5 페이지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제 1 부 각 장의 간략한 요약, 연구의 본질에 관한 토론, 그리고 이 책이 세미나, 워크샾, 그리고 

졸업논문에서 어떻게 유용할 것인지에 관한 토론을 포함해야 한다. 학생들은 본 과목 

블랙보드에 과제물을 제출해야 한다. 과제물 제출기한은 2022 년 6 월 30 일이다. 보고서를 각 

장 별로 나눌 필요는 없으며, 보고서를 보낼 때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바꾸어 보내야 한다.  

 

Note: Copies of materials for class related to research writing and using the 

Turabian format are available online for downloading. Be sure to print copies of 

these materials and bring these copies with you to the class sessions. 

 
주의: 보고서 작성 및 트레이비언 스타일에 관한 안내서를 디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자료들을 다운로드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한 후에 지참한 후 워크샾에 

참여해야 한다.   

 

4. Intentional Plan for Completing the Degree: Each student will submit a 3-5- page 

(typed, double-spaced) paper describing an intentional plan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 Components of the paper should include: (1) the 

relationship of the program and your specialization to current and future minist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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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to three personal growth goals; (3) two to three possible project in ministry ideas; 

and (4) a tentative time schedule for anticipated completion of the program. First person 

may be used, but otherwise the Turabian guidelines should be followed. Do not use 

chapter headings but instead use subheadings (Turabian 1: 37-38, 14: 1112). The paper 

must be submitted to the Blackboard June 30, 2022. A statement that the student has 

read the entire handbook should accompany this assignment. 
 

박사학위 완성 계획 보고서: 학생들은 목회학 박사과정 완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는 더블 스페이스로 작성하며 3-5 페이지 분량으로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본 박사과정과 현재 혹은 장래의 자신의 사역의 전문분야와의 

관련성; (2) 두 세 가지의 개인성장 목표들; (3) 두 세 가지의 졸업논문 아이디어들; 그리고 (4) 

박사과정 졸업을 위한 잠정적 시간 계획. 본 보고서는 일인칭의 사용이 허용되지만 

트레이비언 스타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장 별로 분류하지 않고 대신 부제목 

형식을 사용한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6 월 30 일까지 이며 본 과목의 블랙보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반드시 PDF 포멧으로 보내야 한다. 본 과제물에는 학생이 디민 과정 핸드북 

전체를 다 읽었다는 문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Course Evaluation 과목 평가: 

 
An evaluation of PASS or FAIL is granted for all Professional Doctoral 

workshops and will be determined jointly by the two professors using the 

following criteria: 
목회학 박사과정의 모든 워크샵은 Pass 혹은 Fail 로 평가되며 다음의 기준점들을 

포함하여 워크샵을 지도하는 교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1. The student completes all course assignments (before, during, and after) 

according to schedule and in a manner reflective of doctoral-level work. 
학생들은 제출기한에 맞추어 박사과정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모든 워크샾 과제물을 

완수해야 한다.   

2. The student attend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all workshop sessions with 

a positive and enthusiastic attitude. 
학생들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워크샾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The student demonstrates a grasp of the make-up of the Professional 

Doctoral programs and a working knowledge of basic research writing skills. 
학생들은 목회학 박사과정의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기술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4. NOTE: Some students who demonstrate inadequate research writing skills may 

be required to get additional help prior to the project in ministry stage of their 

program. In these cases, evaluation of the Program Overview and Research Writing 

Workshop will be withheld until such a requirement is fulfilled. 
주의: 적절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기술을 보이지 못하는 학생들은 논문작성 단계에서 

부차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요구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프로그램 오버뷰와 연구 논문 작성법 워크샾에 대한 평가가 보류될 수 있다.  
 

 

Course Schedule 과목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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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minar will meet from 8:00 am until 4:50 pm (Eastern Time) on  

May 4 and 8:00 am – 4:50 pm on May 5, 2022. The workshop will work straight 

through with a lunch break.  
본 워크샵은 5 월 4 일과 5 일 양일간 진행되며, 4 일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4:50 분까지 (미 

동부시간) 진행되며, 5 일에도 오전 8 시부터 오후 4:50 분까지 진행된다.   

 

       STUDENTS ARE REQUIRED TO BE AT BOTH OF THESE SESSIONS. 
       학생들은 양일간 워크샵의 전체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