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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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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메시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시편 100편 4~5절(Psalms 100: 4~5)

주 안에서 사랑하는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할렐루야! 새 해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매섭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ACTS 캠퍼스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안에 살아가는 ACTS의 

모든 구성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방학, 각자의 삶과 사역 속에서 재충전을 하셨나요? 2016년 

새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학기에도 다양한 교내외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학기

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는 <신앙수련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

음을 나눌 수 있는 <스승의 날 행사>, ACTS의 온 구성원들이 함께 

땀흘리며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 이외에도 많은 행사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안에 연합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

으리라 기대됩니다. 함께 참여하여 풍성한 한 학기를 함께하기를 소

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힘쓰고 그 분의 생각에 맞춰 

살아가기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ACTS가 여러분의 따뜻한 집이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훈련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

한 동역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새 해, 새 학기와 같은 ‘새로움’이 주는 설렘이 모두에게 있을 것 입니

다. 그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ACTS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새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

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할 2016년을 기대하며

총장 집무실에서

총장 김 영 욱 올림

Dear ACTS family and co-workers in Christ,
Hallelujah! Praise the Lord who is always with us even in this New 
Year!

The harsh winter had passed by and now spring has come also to  
ACTS campus. I wish you all become members of ACTS who live in 
the Words and the grace of God even in the new school year and the 
new semester.

Have you recharged yourself in your individual life and ministry 
during last vacation? In the New Year 2016, many things God will 
accomplish through you are expected. Various events in and outside 
of the school have been prepared in this semester also. The ‘faith 
retreat’ to start the semester with grace, the ‘teacher’s day event’ to 
share the grateful heart for the teachers’ gratitude, and the ‘sports 
festival’ that all members of ACTS can enjoy all together, and in 
addition I am looking forward to have a lot of things that we all can 
be united through being delighted in Christ. Hope we can share 

abundant semester by participating together.

Everyone who always strive to walk along with God by His Words 
and prayer, and try to live according to His thoughts! I look forward 
that ACTS becomes your warm house and a training school that 
makes you reborn as precious servants of God. Let us all hope for 
the kingdom of God studying and living here with our precious co-
workers.

You will have the thrill coming from ‘the freshness’ in the New Year 
and the new school term. I hope that you become ACTS persons 
who have passion in holy life and do the best of your life. I bless you 
that the love and guidance of God be with you starting this new life.

Expecting 2016 to be shared with you 
At the President's Office

President, Young 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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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소망장학회’가 결성되었지요. 그당시 영락교회

는 신학생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으로부터 일반대학에서 공부하

는 그리스도인 인재들도 후원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고 그 당시 권사님들 몇 분이 마음

을 합해 ‘소망장학회’가 시작되었고, 법학 또는 의학을 전공하는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초대회장이셨던 정경희 권사님과 몇 권사님들이 2011년 10월 6

일(목) ACTS 33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태국선교연구원 연구교수인 허주 교수님을 만

나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허 교수님은 유럽선교연구원을 맡고 계시다가 2011년 

9월부터 태국선교연구원을 맡게 되었다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영락교회가 ACTS를 지

속적으로 후원해 온 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원하실 경우 저희들에게 성경공부를 제공하

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지식(재능)기부’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영락교회 

소망회 권사님들이 2011년 11월 17일(목) ACTS 추수감사예배가 있던 그날부터 매달 한 

번씩 ACTS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매달 ACTS 태국선교연구원 601호에서 성경공부로 모이면서 우리 소망회 권사들이 태국

에서 유학 올 신학대학원 학생을 후원하고 싶다고 허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락교

회가 한경직 목사님 시무하실 때 해외로 파송하여 보낸 첫 선교지가 태국이었거든요. 그

래서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가 오래 전부터 ACTS 태국선교연구원을 매달 후원하게 되었

던 겁니다. 하지만 소망회가 모여 성경공부를 할 그 당시 ACTS에는 태국 유학생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달 성경공부를 하면서 ACTS에 태국 유학생이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16개월이 지나 몬티라가 2013년 3월에 ACTS 국제교육원(AIGS) 

영어과정 목회학석사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어 후원하게 된 것입니다(등록금과 매달 생활

비). 우리 기도의 응답이어서 참 기뻤습니다. 허 교수님은 자신의 신약성경 지식을 우리

에게 기꺼이 기부해 주셨고, 우리 소망회 권사님들은 기도와 물질로 ACTS와 태국 유학

생을 섬기게 되면서 ACTS를 방문하는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던 것 같네요. 몬티라가 졸

업할 때가 되었으니 만 3년이 어느 덧 되었습니다. 태국은 불교국가이지만 무슬림 신도도 

점점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몬티라가 태국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생까지 성

장한 자매가 아닙니까? 2016년 2월 졸업이후 몬티라가 태국 무슬림 자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유력한 태국 기독 여성지도자로 세워져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소망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락교회
소망회가 ACTS

태국선교연구원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CTS에 유학 온 태국학생
몬티라를 후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영락교회 소망회’ ACTS후원 이야기

지난 2015년 10월 제37회 ACTS 선교대회에서 우리 대학은 영락교회 소망회와 

제2여전도회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이에 선교대회가 있던 당일 영락교회 소

망회(제2기 회장 : 이인숙 권사) 이름으로 참석한 권사님들과 짧은 인터뷰를 가

졌다. 12명의 영락교회 권사님들로부터 구성된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태국선교

연구원(601호)에 모여 허주 교수의 인도 아래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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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가 넘은 권사님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매달 우리
학교에 오셔서 성경공부를

하시면서 태국 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성경공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학교와 교회와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협력선교가 진행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소망회의 비전과

ACTS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대로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성경공부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까지 

매달 진행되어 37차에 이르렀습니다(1월과 8월은 모이지 않음). 그동안 베드로전후서를 

시작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사도행전을 공부해 왔는데 현재 사도행전 25장 12절

까지 마쳤습니다. 모일 때마다 1장 분량의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설과 함께 오늘날 적용거

리를 나눈 후에 함께 기도를 하지요. 모임 후에는 준비해 온 점심식사(김밥)와 간식을 함

께 나누는데 이때 몬티라가 합류해서 서로 식사를 하며 안부를 나눕니다. 만 3년 동안 이

렇게 교제하다보니 ACTS 캠퍼스가 이젠 낯설지 않고 몬티라도 조카 같은 느낌입니다. 

몬티라가 매 주일마다 영락교회를 출석하고 있어 주일에도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함께 하

곤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으며 공부하다보니 저희들 신앙에 유익이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모임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허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회 1기 회장님이셨던 정영희 권사님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ACTS 이사장이

시고, 한철하 박사님이 ACTS 총장님이실 때부터 ACTS를 방문하며 후원하신 분이었지

요. 제2여전도회 초대회장으로 ACTS 태국선교연구원을 후원하시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2여전도회와 소망회는 ACTS의 비전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훈련

시켜 자국의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선교적으로 매우 앞선 전략이라는 것

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회는 계속해서 ACTS에 오는 태국 유학생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귀한 선교적 사명을 따라 아시아와 세계 복음화에 힘쓰

는 ACTS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욱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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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신입생을 위한

학생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ACTS Cafe(아카페)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ACTS의 명소라고 할 수 있답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별관인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어 다양한 만남을 위한 장

소로 적합하지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휴식은 아카페가, 과

제나 회의는 조용한 북카페가 인기있다죠? 커피 및 다과의 가

격까지 저렴하니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비 훌

륭한 맛은 덤! ^^

Cafe(ACTS Cafe)

ACTS의 도서관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지성이 싹트도록 돕는 

보물창고랍니다. 도서관 1층의 책장들 사이를 거닐다보면 다

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귀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2층에는 다양한 월간지와 주석들, 과제나 논문 자료들을 검색

해 볼 수 있는 컴퓨터실이 있습니다. 

도서관

신앙경력은 곧 탁구경력이라는 농담이 있기도 하다죠? 지성과 

영성을 키워나가는 신앙인들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 분들이 휴

식시간이면 열띤 탁구대회를 벌이기도 한답니다. 탁구장은 학

생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탁구장

이곳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된 헬스장입니다. 크진 않지

만 필수적인 헬스기구들이 갖춰져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몸짱이 되고자 모인 학생들의 땀

방울로 헬스장이 가득 찬답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죠! 열심

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이용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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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모여드는 구레네 쉼터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

면, 삼삼오오 모여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거나 수다를 떨곤 합

니다. 야외수업이나 축제 장터 혹은 공연장으로도 변하는 구레

네 쉼터는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라 더욱 좋아요.

구레네쉼터

이곳은 기도가 끊이지 않는 다락방과 기도실입니다. 다락방은 

많은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젖어있는 곳이랍니다. 기숙사 학

생들은 이곳에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실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4개의 기도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잠히 하

나님과의 교제시간을 갖고 싶다면 기도실을 이용해 보세요!

다락방 & 기도실

이곳은 도서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매점과 서점입니다! 매점에는 

허기를 달래줄 다양한 음식들과 더불어 문구류가 구비 되어있어

요~ 또 서점에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참고 서적들이 있답니다. 

학생들을 위해 책을 할인해주신다니 정말 필수적이고 사랑스러운 

공간이지요?^^

매점&서점

Cafe, 탁구장, 헬스장

도서관, 매점&서점

다락방, 기도실

구레네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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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3일(금) ~14일(토),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의

회 새문안홀과 소양관에서 한국로잔중앙회 소속 한국로잔연구 교수

회(회장 장남혁 교수)와 학생회(회장 정성욱)가 주최하는 제4차 한국

로잔연구 동아리 연합캠프에 우리대학 국제교육원(AIGS)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15개 

회원 대학이 모인 이번 연합 캠프는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인 150

여명이 함께 모여 로잔정신을 계승하여 한국교회에 복음전도 중심적

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로 다짐하였다. 개회예배 설교자인 이종윤 목

사는 로잔운동의 핵심은 복음전도와 실천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

였고, 주제강사 이재훈 목사 (온누리 교회, 한국로잔중앙회 부의장)는 

대형교회의 선교적 책무에 대하여 발표하고 21세기 대형교회의 선교

적 사명과 모델에 대하여 학생들과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편 4차 캠프에는 개최 이래 최초로 27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하

여 토의를 이끌었다.

지난 11월 9일(월), 국제교육원 내 한국인 학생을 위한 홈커밍데이가 

학생관 카페(아카페)에서 열렸다. 총동문회 재학생인 박병준 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개회된 본 행사는 졸업한 선배들과 재학중인 후배간의 

친목도모, 사역나눔 그리고 국제교육원(AIGS)을 돕기 위한 발전 방안 

논의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은 선교사, 영어성

경공부 사역, 국내외국인 노동자 사역 등 다양하고 활발한 주제에 대

해 공감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통해 끈끈한 애정을 과시했다.

지난 11월 3일(화), 국제교육원 학생들 및 학생 부부 자녀들이 무료 

예방접종을 하였다. 매해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를 해주고 

있는 기흥성모병원 이경희 원장 부부는 긴 접종 시간 후에도 학생들

과 담소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접종으로 추운 겨울

에 익숙하지 않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학생들이 건강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고 이에 학생들은 한국어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지난 11월 25일(수), 국제교육원은 졸업생

을 위한 환송파티를 본관 303호에서 열었다. 

AIGS 모든 학생 및 학생 가족들을 위하여 국

제교육원장 정흥호 교수의 후원으로 풍성한 

만찬의 시간을 가졌고, 캄보디아 출신 학생들

이 전통 춤을 추며 축하 공연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순서의 마지막에는 19명 졸업

예정자 중 대표 2명이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12월 6일(일), 국제

교육원 여자 학생들

은 학생관에 위치한 

카페(아카페)에서 여

성을 위한 특별한 밤

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을 위하

여 카페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분위기를 달구었고 또 원

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대학 조은아 교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참석한 외국인 여학생들은 준비된 식사와 따뜻한 대화로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곤고히 하였고 특히 이날 참석한 학생은 ‘우

리 각자의 주변에는 항상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AIGS국제교육원 News 

AIGS
학생 20여명, 
제4차 한국로잔
연구 동아리
연합캠프 참석

국제교육원
한국인 학생
(KESA) 
홈커밍데이

AIGS 
독감예방접종

졸업생 환송파티  
및 사은회

AIGS
여성의 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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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IGS Forum

                                        2015년 첫 번째 포럼은 노봉린 박사의 강연

으로 시작되었다. 노봉린 박사는 30년동안 OMF 선교사로 싱가폴, 대

만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본교의 교수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하와이 

국제신학교의 총장이다. ‘신학교육과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현장과 교

육현장에서 일평생을 헌신한 노 박사는 참석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신학교육을 통한 성경적 선교에 대한 전략과 대안을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The first forum of the year 2015 was started by the lecture from Dr. Noh Bong 
Rin. Dr. Noh Bong Rin has served in Singapore and Taiwan as a missionary from 
OMF for 30 years, and has served as a professor at our school, and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Hawaii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 Dr. Noh, who has 
devoted all his life at the mission site and the education field gave the lecture under 
the topic of ‘Theological Education and Mission’ and the participants listened 
to the strategies and alternatives on Biblical mission through healthy theological 

education.

                       미국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

인 Willem. A. Van Gemeren 교수를 초청하여 ‘I Believe in God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성경해석학을 소개하는 강연

을 통해 VanGemeren 교수는 창조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성경전체

를 이해하는 토대임을 강조하였다. 

A lecture under the topic of “I Believe in God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was given by professor Willem. A. VanGemern, the Old Testament 
professor at the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in the USA. Through the 

lecture introducing hermeneutics that starts from understanding God the Creator, 
Prof. VanGemeren emphasized that correct understanding on the Creator is the 

foundation in understanding the whole Bible.

                                   영국 University of St. Andrews의 신약학 교수

인 Scott Hafemann 교수를 초청하여 ‘The Church as the Temple of 

the Spirit and the Inaugural Fulfillment of the New Covenant: 

Paul’s Biblical Ecclesiology’라는 주제로 3번째 포럼이 개최되었다. 

Hafemann 교수는 성경적인 교회론은 바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성령

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3rd forum was held under the topic of “The Church as the Temple of the 
Spirit and the Inaugural Fulfillment of the New Covenant: Paul’s Biblibcal 
Ecclesiology” by inviting Professor Scott Hafemann, the New Testament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in England. Professor Hafemann emphasized that 
Biblical Ecclesiology should start in the church where the Holy Spirit indwell as 
Paul had insisted.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한 세 번의 포럼을 통해 국제교육원 학생들뿐 

아니라 참석한 한국 학생들까지도 신학과 선교, 신학과 신앙, 그리고 신

학과 교회라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 있는 강의를 

접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

Through the 3 forums with the world’s greatest scholars, not only the students 
of AIGS but also the Korean students that have participated could experience 
discerning lectures about theology and mission, theology and faith, and theology 
and church which are the very fundamental matters of the Bible.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교육원(AIGS)은 국내·외 저명한 신학자들을 우리 대학으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주제에 대해 고민함으로서 학문적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매 학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2학기에는 선교, 구약, 신약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들의 강연이 이루어졌는데 학

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해였다. 

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AIGS) holds a forum every semester by inviting domestic and foreign celebrated theologians to hear their lectures and think over 
the topics to broaden our academic prospects. Especially in the 2nd semester of the year 2015, there were lectures given by global experts on mission, the Old Testament, 
the New Testament, and students participated in discussions much more actively than other times.

September 23(Wed.)

October 28(Wed.)

November 2(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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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m in ACTS 

우크라이나 '은혜와진리학교'와 MOU

9월 23일(수), 김영욱 총장은 우크라이나(키예프)에 

방문하여 ‘은혜와 진리학교’(이사장 최영빈 선교사)와 

MOU를 체결하였다. 두 학교간의 학생 및 학업 교류

를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MOU는 양교 학생들에게 유

익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

이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복음화에 한발 더 다가가길 

기대해본다. 

QS참석 및 러시아방문

9월 27일(일) ~ 30일(수), 우리대학 김영욱 총장은 러

시아에서 개최된 Q.S 세계대학 총장협의회에 참석

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에서 직접 주최한 협의회로서 

세계 유수의 신학대학교 총장들과 만남 및 회의를 가

졌다. 김영욱 총장은 ‘Q.S에서 ACTS를 세계에 알렸으

며 러시아 유수의 신학대학교들과의 교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제주도 A.T.A. J–K 컨퍼런스

10월 16일(금) ~ 17일(토) 제주도 세인트하우스에

서 ‘A.T.A. Japan & Korea Conference’가 개최되어 본

교 김영욱총장, 정흥호교수, 박응규교수, 한상화교수, 

김다니엘교수, 김성진교수가 참석하였다. 한국과 일

본의 다양한 신학교의 총장 및 교수들이 참석한 이

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대학 김다니엘 교수(선교영어학

과)가 <Prophetic Authority : A Biblical Paradigm of 

Spiritual Leadership>을 주제로 ATA KOREA를 대표하

여 논문을 발제하였다. 한편 ATA는 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약자로서 아시아에 위치한 신학교의 학

술교류 기관이다.

ACTS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 양평군 다문화축제 참여

하여 봉사활동 

10월 17일(토)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하

는 ‘多가치 아름다운 양평 만들기’ 행사에 우리대학 국

제교육원(AIGS)학생들과 학부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

여하였다. 본 행사는 양평군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모여 

세계요리문화체험,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

문화가 공존하는 양평군을 만드는 행사로서 우리대학 

학생들은 체험부스 도우미로 활동하며 지역주민들에게 

ACTS를 홍보하는 등 다문화의 가치를 경험하였다.

ACTS 신학연구소, 제2회 신학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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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월), ACTS 신학연구소는 본관

에서 제2회 ACTS 신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독교 중심진리’의 필

수적인 부분으로서의 성화」 (Sanctification 

as an Essential Part of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라는 전체 주제 아래 모두 4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안경승 교수의 ‘기독

교상담에서의 칭의와 성화’ 기조논문 발표 

후 박사과정 수학중인 Vemagiri Jeevan 목

사(AIGS from India, 신약신학)의 ‘Justification 

and Sanct i f icat ion in Perspect ive: 

Theological Changes and Challenges’, 문영

득 목사(신약신학)의 ‘기독교의 중심진리로

서 성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을 중심으로’, 

박균상 목사(조직신학)의 ‘조나단 에드워즈

의 성화론과 ACTS 신학의 기독교 중심진리

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성화의 필연성과 

적용을 중심으로‘가 차례로 발제되었다. 이

후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을 마지막으로 모

든 순서가 마쳐졌다. 전체 모임의 사회와 토

론 인도는 한상화 교수(신학연구소 부소장)

가 맡았다. 

ACTS 북한연구원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ACTS 북한연구원(원장 조기연 교수)은 10

월 26일(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

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금강산 관광 재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회 ACTS북한연구

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1부 환

영 및 축사, 2부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

다. 1부에서는 ACTS북한연구원장 조기연 

교수 사회로 김영욱 총장(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의 환영사와 조건식 사장(현대아산, 

전 통일부 차관)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2부 

순서에서는 양영식 박사(전 통일부 차관)를 

좌장으로 김근식 교수(경남대)가 ‘남북 화

해와 금강산 관광’, 김영윤 대표(남북물류

포럼)가 ‘경제 협력과 금강산 관광’을 각각 

발표하고, 전현준 원장(동북아평화협력연

구원)과 조봉현 수석연구위원(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이 토론에 나섰다. 금번 제1회 

ACTS북한연구원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하

여 ACTS북한연구원이 북한선교분야 뿐만

이 아니라 통일과 북한관련 학계에서도 비

중 있는 연구원으로서의 출발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부 사은회 개최

10월 28일(수), ACTS학부 사은회가 서울 신

촌에서 열렸다. 이번 사은회에는 2016년 2

월 졸업예정자들이 4년 동안 기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마련한 행사로서 교수와 학생 뿐 아니라 총

장도 참석하며 그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특히 김영욱 총장은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

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격려하였고 학생들과 

대화를 하며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ACTS를 졸업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졸

업생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신학대학원 M.Div. 홈커밍데이 개최

10월 29일(목), 우리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M.Div.)과정은 본교 학생관 아카페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

에는 신학대학원장 한상화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포토존 사진 촬영, 교수 및 선배들

의 영상 메시지 시청, 저녁식사, 채플 참석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로 3번째 진행된 본 

행사에는 다방면에서 목회 또는 선교 사역

을 하는 선배들과 더불어 현장의 소리를 보

고 듣고 배우려는 후배들로 가득 찼으며 행

사 내내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선후배간의 교류의 목적으로 매번 진행되는 

홈커밍데이지만 행사 공간에서의 정과 열정

이 향후 우리 대학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중국하북사범대학교와 복수학위(3+1) MOU

협약 체결

2015년 10월 30일(금), 우리대학은 중국 하

북성 석가장에 위치한 ‘하북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양기관의 상호 발전과 학생교류를 

위한 ‘3+1 복수학위’ 협약을 체결했다. 중

국 하북사범대학교는 1902년 순천부학당과 

1906년 천진의 북양여사범학당으로 출발한 

전통 있는 학교로 지금은 100여개의 학과에 

38,52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교수진은 

물론 교육환경 또한 최신화된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방학 중에 재학생들의 중

국어 연수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금번 협약

을 통하여 ACTS에서 3년, 하북사범대학교

에서 1년간 수학함으로써 양교의 학위를 동

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복수학위 

취득을 하지 않더라도 2학년 1학기를 하북

사범대학교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다. 2013학년도에 신설된 선교중국어학과

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균형잡힌 교육을 통

해 대(對)중국분야에서 활약하는 중국전문가

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 Spring Vol.4511



추수감사예배 개최

11월 12일(목), 우리대학 후원자와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추수감사예배가 진행되

었다. 감사예배에서는 권순웅 목사(주다산교

회)가 ‘감사의 부익부(골로새서 1:12~14) ’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우

리 학교를 이끌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렸다. 또 개교 이래 세계선교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온 ‘영락교회 제2여

전도회’와 ‘한국여성복음봉사단’에 온 구성원

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가지기도 하였다. 한편 추수감사예배를 맞아 

우리대학은 양평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에도 다문화가족센터와 신망원(경제적 어려

움이나 어려운 형편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거

나 결손 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방문

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였다.

동아리 연합회 양평 문화공연 봉사

11월 13일(금), ACTS동아리 연합회 학생들

은 양평 라온마당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펼

치며 지역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태선단의 태권도 시범, 음악 동아리의 노래와 

연주 등을 통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

였다. 본 행사에 참석한 학생은 ‘가수만큼 수

준 높은 공연은 아니었을 지라도 ‘이웃을 사

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시간

이 된 것 같아 기쁘고 보람있다 ’고 말하였다.

노숙인 돕기 김장봉사 

ACTS 사회봉사지원센터 주관, 우리 대학 자

원봉사자들은 11월 21일(토), 나들목 교회에

서 운영하는 바하밥집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

여하였다. 바하바집은 나들목 교회에서 운

영하는 노숙인 및 소외된 자들의 무료배식 

활동을 하는 곳으로서 역사가 깊고 이미 많

은 학교 및 기관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으

로 유명하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학생은 ‘태

어나서 김장을 처음 경험해본다. 낯설고 힘

이 들지만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어려운 이

웃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김장을 담갔

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담근 김치와 

함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함께 전해지기

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ACTS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원장 임명

11월 26일(목), ACTS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은 유라시아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유라시

아선교연구원 내 이사진을 위촉하였다. 연

구원 원장 및 이사장에는 오랫동안 유라시

아 선교에 헌신해 온 임성철 목사(큰바위교

회)를 임명하였고 그 외 이사진에는 김윤희 

선교사(러시아), 송원섭 장로(선우교회), 이

종건 목사(선우교회), 정명 사모(큰바위교

회), 정미원 사모(선우교회), 조상호 장로(산

본아름다운교회), 황윤희 권사(산본아름다

운교회)를 위촉하였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탁구동호회와 스포츠 교류 

11월 27일(금), 우리 대학과 용산 국립중앙

박물관이 탁구를 통해 교류하였다. 양 기관

과 연계된 회사의 소개로 이루어진 이번 교

류를 위해 우리 대학 탁구 동호회 소속 교직

원 8명이 용산을 방문하여 경기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심재영 직원(기획처)은 ‘시합도 

좋았지만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선진 시스

템 및 문화를 직접 보고 의견을 공유함으로

서 느낀 부분이 많았다. 이런 기회를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개설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목적

으로 하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국제언어교육원이 한국어학당(이하 ‘ACTS

한국어학당’)을 개설하였다. 외국인 학생들

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함을 목표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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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학당은 일차적으로 중국학생 9명을 

선발하였고 지난 달 12월 21일(월)부터 교

육을 시작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온 언어연

수생들은 한국어학당에서 일정 기간 언어연

수를 하고 본교 학부 과정에 신입생으로 입

학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의 목회자 추천으

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

학하게 된 연수생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커

다란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

국은 아직까지 기독교신앙과 신학이 활발하

지 않으므로 어학연수를 하면서 신앙을 더

욱 키워나가 장차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ACTS한국어학

당 한국어과정은 연 4학기로 구성되며, 매 

학기는 10주 동안 진행된다. 수업은 주 5일, 

하루 5시간 씩 진행되므로 총 250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며, 한 반은 15명 내외

의 학생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의경험이 풍

부한 한국어 전문교수의 지도 아래에 다양

한 교육 자료들을 이용한 실용교육이 제공

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한국어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까지도 배우게 된다.

총장동정

2015 ~ 2016

9월 24일 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 신학교’ MOU

9월 29일~30일 QS세계대학총장 협의회 참석

10월 16일~17일 ATA J - K컨퍼런스 참석

10월 30일 중국 하북사범대 방문 및 MOU

11월 28일 수원 온전한교회 설립예배 

12월 5일 ATA KOREA 총장단모임

12월 7일 항공선교회 총회

12월 27일 미국 새누리교회 설교

12월 28일 ACTS 미주 총동문회 모임 참석 및 설교

1월 21일~23일 필리핀 ATA 이사회

교수동정

김재윤 교수

11월 1일 주님의 보배 교회 종교개혁 기념 특강

11월 6일 SFC 종교개혁기념 특강

12월 2일 개혁주의 문화관(저서) 출판 (SFC 출판부)

이한영 교수

11월 3일~6일 OMSC 주최  Korean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 참석 및 발표

11월 13일 Cambodia Presbyterian Theological Institute 세미나 참석

12월 1일
현실과 비전 세미나 참석 

대상 : 단원고 세월호 생존 학생들  ※캄보디아 힐링캠프

12월 14일
세미나: 오경에서의 십일조와 나눔의 신학 

대상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캄보디아 동문회

장해경 교수

11월 1일 일산 남산교회 추수감사절 사경회 인도

11월 14일 박영선 목사 은퇴기념논문 발표

전병철 교수

11월 6일 성주그룹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설교

11월 14일 다윗의 세대 정기예배 설교 및 학교입학홍보 

12월 27일 캐나다 토론토 함께하는 교회 주일예배 설교

1월 3일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신년주일예배설교

1월 7일~9일 뉴욕장로교회 청년부 수련회 설교

1월 10일 뉴욕 킹스웨이 채플 주일예배 설교 

정홍열 교수 

11월 17일~24일 복음주의신학회(ETS) 및 성서문헌학회(SBL)에 참석(미국 애틀란타)

11월 25일 메릴랜드 주 가든교회(한태일목사 시무) 수요예배설교

12월 1일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신앙고백서 부분 해설 저술 조직신학논총 

제 43집 ‘요아킴의 성령론적 종말론 연구’ 논문 게재(2015년 12월 30일) 출간

12월 20일 방이교회(이명숙목사 시무) 주일 설교

허주 교수

11월 17일~24일 복음주의신학회(ETS) 및 성서문헌학회(SBL)에 참석(미국 애틀란타)

12월 6일 예림교회(중랑구 묵동/노천상 목사) 주일 예배 설교 및 특강 인도

12월 13일 일산 한사랑교회(방영혁 목사) 주일 예배 설교 인도

1월 23일
아름다운동행교회(신명하 목사, 남광우 목사 공동목회/남양주시 화도읍) 

설립예배 설교 인도

1월 25일~26일
바른교회아카데미 세미나에서 논찬

(‘쿼바디스, 한국교회! 2016 한국교회 진단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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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MOU with the Grace and Truth School in Ukraine
President Kim Young Ook signed a contract of M.O.U. with the ‘Grace 
and Truth School’ (Chairman of the Board: Missionary Choi Young Bin) 
by visiting Ukraine(Kiev). This M.O.U. signed to exchange students and 
learning between the two schools will discuss henceforth in detail so that it 
will be useful to students of both schools.

Visit to Russia
President Kim Young Ook visited the Q.S. Worldwide University Dean 
Conference held in Russia from 27-30 September. This conference was 
held directly by the Quacquarelli Symonds which is an institute that 
evaluates the universities in the world, and he had meetings with the 
deans from world’s prominent theological schools. President Kim Young 
Ook said, “ACTS was known to the world at the Q.S. and we also expect 
to exchange with the prominent theological schools in Russia.”

A.T.A. J-K Conference in Jeju
The ‘A.T.A. Japan & Korea Conference’ was held at the Jeju St. 
House from 16-17 October. At this conference, where President and 
professors of various theological schools from Korea and Japan have 
participated, Prof. Daniel Kim (Dept. of English and Global Studies) 
of our school presented his thesis representing ATA KOREA under 
the topic of <Prophetic Authority : A Biblical Paradigm of Spiritual 
Leadership>. However, ATA is the abbreviation for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nd it is a scholarship exchange institute of theological 
schools located in Asia.

Volunteer Work at the Multicultural Festival in Yangpyeong-gun
On 17 October(Sat.), AIGS students and undergraduates participated 
as volunteers at the ‘Making Beautiful Yangpyeong All-together’ event 
conduct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uport Center in Yangpyeong. 
This program is an event to make a Yangpyeong-gun where various 
cultures coexist through experiencing international food culture, talent 
shows, etc. and other programs with the multicultural families of 
Yangpyeong gathered around, and our students served as the guides 
of the booths and experienced the value of multiculture and promoted 
ACTS to the local residents.

Teacher Appreciation Banquet of Undergraduate College
The Teacher Appreciation Banquet of Undergraduate students was held 
at Sinchon, Seoul on 28 October(Wed.). This banquet was an event 
prepared by graduate-to-be’s in February, 2016,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 professors who taught and prayed for them for 4 years, and it was 
more meaningful because not only the professors and students but also 
the President had participated in it. Especially, princial Kim Young Ook 
encouraged the students preparing to graduate through a sermon, and 
interacted directly with them. 

Homecoming Day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Div. Course
The Homecoming Day ev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Div. course was held on 29 October, at the Agape of the student 
center. With the welcoming speech by the Dean Prof. Han Sang Hwa as 
the start, taking photos at the photo zone, watching the image messages 
from the professors and the alumni, dinner, and chapel went along. 
This event, which was the 3rd one this year was filled with alumni that 
are currently doing ministry and mission in various fields and juniors 

that are willing to hear and learn the sounds at the site, and in-depth 
communication was carried on all along the event.  

MOU Agreement of Double Degree(3+1) with Hebei Normal 
University in China
Last 30 October, 2015, our school visited the ‘Hebei Normal University’ 
located in Hebei Province Shijiazhuang China, to sign the “3+1 
Double Degree” agreement for the mutual development and student 
exchange of both institutes. The ‘Hebei Normal University’ is a school 
with tradition that had started in 1902 as the Suncheonbu School and 
Bukyang Women’s Normal School in Tianjin in 1906, and currently 
runs about 100 majors with about 38,520 students, and is known as a 
famous college of updated educational environment. Currently during 
the vacation, Chinese training is already being progressed by students, 
and through this agreement, students are able to achieve degrees from 
both schools by completing 3 years at ACTS and 1 year at Hebei Normal 
University. Also, even if the student does not achieve double degree, 
he/she can study the 1st semester of the 2nd year at Hebei Normal 
University as an exchange student.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that has been established in 2013 expects to discharge Chinese experts 
that play active roles in China area through well balanced education 
from both Korea and China.

Yangpyeong Cultural Performance Service by the Club 
Association
13 November(Fri.), students of the ACTS club association held 
various cultural performances at the Yangpyeong Raon Yard and 
presented pleasure to the local residents. They showed off their skills 
through Taekwondo performances by Taeseondan, songs and musical 
performances by the music club, etc.

Gimjang(Kimchi-making for the winter) Voluntary Work to 
Help the Homeless
Conducted by ACTS Social Service Support Center, volunteers of our 
school participated in the Baha Restaurant Gimjang Event run by the 
Nadeulmok Church on 21 November(Sat). The Baha Restaurant run 
by the Nadeulmok Church, has a long history as a place to distribute 
free meal for the homeless and the neglected, and it is famous for many 
schools and institutions to do voluntary work there. A student who has 
participated in this voluntary service said, “This is my first experience to 
do gimjang. It was unfamiliar and tiring, but I did my best to do gimjang 
thinking of our neighbors who will have to survive in this cold winter. I 
pray that the love of God may be carried on to the neglected neighbors 
with this kimchi that we’ve made.”

ACTS International Language Training Institute, Establishes 
Korean Language Institute
ACTS International Language Training Institute,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our school, established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with the purpose to prov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foreign 
students selecting 9 Chinese students primarily and started the 
education from 21 December last month. Language trainees from 
various places of China will take the language course for a certain 
period at the Korean Language Institute and then enter the faculty 
course as freshmen. The Korean Language course at ACTS Korean 
Language Institute is consisted of 4 semesters each year, and every 
semester is run for 10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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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기획처(031–770–7802), 또는 선교실(031–770–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명단은 입금하신 날짜를 확인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월에 입금을 하신 경우에도 확인이 늦어지면 이월 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CTS 발전기금 | 광명교회, 국민은행(양평), 권혁관, 창조교회(김경윤), 또감사

교회, 박신성, 박윤정, 박정순, 벌교대광교회, 속초만천교회, 농협(양평), 염천

교회 선교부, 예인교회(대전), 예일교회, 조암제일교회, 중동선교회, 최경욱 

각국 선교연구원 | 강성곤, 광야미션교회, 글로벌부족선교회, 김경식, 김선자, 

김신아, 김용찬, 김진욱, 김혜숙, 김화영, 노은행복한교회, 동춘교회, 동춘교회 

422–2목장, 박병숙, 박병이, 박한조, 빌리온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서울홍성

교회, 송명애, 양주새순교회, 열방의교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온누리교회, 

왕성교회, 원동오, 유동환, 이해영, 인천교회, 장자문, 전원, 조옥진, 중계충성

교회, 천안반석교회, 총회세계선교회, 풍성한교회, 한강중앙교회, 행복한교회,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주)스카이소프트, GMS, KNU English Church, 

UBM

10만명기도후원운동 | 강성경, 고지은, 광명교회, 권오윤, 권지윤, 권지헌, 김

동엽, 김영욱, 김용환, 김정관, 김중숙, 류승희, 맹기원, 박덕배, 박환순, 벌교대

광교회, 서원주성결교회, 손신, 송병률, 심재영, 안경승, 예수생명교회, 예인교

회(대전), 위현숙, 육상근, 윤종문, 이영희, 이정순, 이현범, 임규석, 전수진, 정

흥호, 제자교회(조진규), 중동선교회, 채광석, 천지혁, 한광식, 홍정수

외국인학생 장학금 | 지구촌순복음교회(강동인), 김애란, 남권문, 대길교회(이

순영), 대명선교교회(노희중), 대양교회, 도곡교회, 명업교회, 모래내교회, 죽

전목자교회(김동환), 문호교회, 박찬욱, 방이교회(이명숙), 베이직처치, 산돌중

앙교회, 삶이예배인교회 최정상, 새로운교회, 새순교회, 서정복, 성빛순복음

교회(김인현), 속초만천교회, 송일육, 수영로교회, 아시아포커스, 에스더하우

스(김희정), 열린교회 이문승, 염천교회세계선교부, 영락교회소망회, 오산장

로교회, 오산제일교회, 용문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윤정 선교회, 이주아, 이

철헌, 이호진, 이효숙, 이희영, 인천온누리교회, 장영옥, 재단법인 비오스, 전

범준, 중앙대학교회, 하나선교회, 한국선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황봉길 

세무사, (사)한국성서유니온, 100주년기념교회, 무명  

학부, 대학원 지정장학금 | 김달현, 김애란, 김영희, 김윤자, 김자영, 김정민, 높

은뜻광성교회, 대유스틸, 동원비전교회, 박수원, 신금호교회, 열린교회, 우혜

연, 이숙경, Kaicam, 무명 

국제센터 | 권오윤, 김한성

개척비 | 김애란, 동춘교회112목장, 속초만천교회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5년 10월 ~ 2016년 1월)

후원구좌

ACTS 발전헌금 [국민은행] 220-01-0329-818
ACTS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국민은행] 220401–04–102815 

[농협]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후원 [국민은행] 2204–01–04–019722
각국 개척비 후원 [국민은행] 220401–04–069842
세계지역연구소(각국 선교연구원) [국민은행] 011–25–0008–353
학부생 장학후원 [농협] 301–7700–0008–11
신학대학원생 장학후원 [농협] 301–7700–0002–01
국제센터 신축 후원 [농협] 301–7752–7752–11

해외 계신 후원자 송금

해외후원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301–37528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또는 ACTS)

수표(Check) 발송처

1276, Gyeonggang-ro, Okchon-myon, Yangpyoung-kun, 
Gyunggi-do, Korea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번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TEL. 031-770-7802, 7860   FAX. 031-770-7803
Email. jay10@acts.ac.kr / actsmission@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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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면

아세아와 세계열방이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국제교육원

2016 AIGS 모집과정 Degrees Offered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M.Div.) /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Th.M.)
통합과정 Integrated Degrees(Th.M. + Ph.D.) / 신학박사 Doctor of Philosophy(Ph.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