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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glory1080@acts.ac.kr)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ACTS는 우리 대학의 영어 이름인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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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서 사랑하는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길었던 겨울과 새 생명이 움트는 봄도 지나고 젊음과 열정의 계

절인 여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ACTS 가족들과 우리 대학과 동

역하시는 후원자 국내외 관계자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2월에는 280여명의 ACTS학생들이 졸업을 하였습니다(총 누

계 7,880명, 외국인학생 총 436명-40개국). 떠나는 졸업생들과 

남은 사람들이 눈물과 기쁨이 섞인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떠

난 졸업생들의 자리는 새내기 신입생들이 채웠습니다. ACTS를 졸

업하여 세상으로 나간 졸업생들과 ACTS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

련되어질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학기 신앙수련회 때에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사역하시

는 박신일 목사님(그레이스한인교회)이 오셔서 “위험한 믿음 

Courageous Faith”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

니다. 신앙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이 작은 예수들로

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다시금 깨달으며 결단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그중에서도 뜻깊은 것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님. 미

국), Grace Mission University(최규남 총장. 미국). 오륜교회(김은

호 목사님)와 그레이스한인교회(박신일 목사, 캐나다),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권오문 총장, 몽골),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Patrick Nullen 총장, 벨기에)와 MOU를 

체결한 것이다. 세계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동역기관으로 앞으

로 함께 만들어 나갈 사역들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적인 명강사이자 구약학의 석학이신 반 저만 

윌럼(Van Gemeren, Willem)이 국제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습

니다. 캐나다 크리스챤 대학(Canada Christian College(CCC))의 

찰리스 H. 맥비티(Charles H. McVety)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도 

ACTS를 방문하여 현 복음주의 신학교의 사명과 협력할 사항을 

나누었습니다. 금년 제43주년 ACTS 개교기념예배에는 산돌중앙

교회 신동우 목사님과 LA 인랜드 선교교회 강부웅 목사님이 오

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2017년의 1학기에는 생각지 못한 많은 국내외 관계자들과 동역자

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잠언 16:9)을 체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숨차게 달려온 한 해의 중반에 서서, 새해에 다짐했던 약속들을 

다시 꺼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재정비해야 하겠

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을 잊지 않고 광야와 같

은 인생길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

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ACTS 가족들과 관계자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

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을 위해서 ACTS 구성원

들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푸르른 5월에 양평 교정에서  김  영  욱 총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을 잊지 맙시다.

”



1. 몽골 국제학교(MOU)

ACTS는 3월 14일 본교 김영욱 총장과 몽골 국제대학교 권오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차세대 국제인력 전문양성기관으로써 상호 협력하기 위해 협

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교의 체계적인 신학 및 국제교육 커리큐럼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제화에 발맞춘 선교 기독인재 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2. 캐나다 Christian College(본교 방문)  

3월 14일 캐나다 크리스챤 대학(Canada Christian College)의 찰리스 H. 맥비

티(Charles H. Mc Vety) 총장이 본교를 방문했다. 양 기관의 총장은 목회현장에 

최적화된 사역자 양성에 대한 주제로 기독교 대학 간의 비전을 나누었다. 양 기

관은 교회사역, 기독교상담, 예배, 찬양, 종교학, 중동학 등의 전문교육 커리큘

럼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아울러 두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선교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ACTS

3. 미국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MOU)

ACTS는 미국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Grace Mission University(GMU)와 

지난 1월에 MOU를 체결하였다. 김영욱 총장은 MOU 협약식에서 하나님의 나라

를 위해 기독교 기관 간에 연합을 강조하였다. GMU 대학교는 세계 선교와 기독

교의 차세대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이다. 

앞으로 ACTS와 GMU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

체가 되길 기대해 본다.

4.  벨기에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MOU)
4월 28일 벨기에 위치한 EFE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EET 총장 페트릭 뉴랜

(Patrick Nullen)와 본교 김영욱 총장, 정흥호 대학원장, 박응규 기획처장, 김성진 국

제교류 실장 및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가 자리를 함께하여 세계 선교 사명을 함

께 만들어 나가는 좋은 동역 기관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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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베트남 하노이 Bible College(본교 방문) 

4월 14일 베트남에서 반가운 인사들이 본교를 방문했다. 하노이 성경 대학 학장

이자 베트남 복음주의 교단 총회장 니우 하우 막(Ngyeu. Hau Mac) 목사와 HBC 

학장교무처장인 부이 반 스콘(Bui Van Scon) 목사가 ACTS를 방문했다. ACTS 

회의실에서 김영욱 총장, 박응규 기획처장, 허주 국제교육원 원장이 본교에 재학

중인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이들을 맞이하였다. 각 기관은 베트남과 한국의 국제 

선교교육에 대하여 향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5. 한국 오륜교회(MOU)

ACTS는 3월 24일 오륜교회(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와 카자흐스탄 현지 목회자

의 신학적 재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아시아 선교와 신

학교육을 목적으로 신학 선교의 선두주자인 ACTS와 한국 선교의 대표적인 교회

인 오륜교회, 그리고 카자흐스탄 현지 교회인 살렘교회의 삼자 협력으로 진행된

다는 점에서 협력 선교의 좋은 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아시아 지역 교회

와의 상호협력체제 강화를 통하여 ACTS와 오륜교회의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복음화’ 사명의 실현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6. FIM 국제선교회(MOU) 

ACTS는 4월 28일본교 이사장실에서 양 기관의 인력과 시설 교류를 통해 아세아

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이 전문 선교인력을 양성하고, 올바른 선교지와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며 각종 출판, 훈련 및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가 가속화되고 국내 이슬람 연구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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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해외 봉사

2017년 1월 15일 부터 2월 4일 까지 3주간 요르단 암만 소재 ACTS 동문 선교사인 송명근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지원센

타에서 학부생 4명, 대학원생 1명과 소윤정 교수가 시리아난민 대상의 해외봉사를 하였다. 복음전도를 위한 통로로 직업교육, 어린이

교육, 미용, 여성사역, 긍휼사역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가한 남학생들은 주로 태권도 사역과 낙후된 난민 가옥에 페인트칠을 하였고, 여학생들과 소윤정 교수는 스킨케어 및 마사지를 통

하여 무슬림 여성들과 소통하고 시리아 난민 가정방문과 기도 등의 사역을 하였다.

아울러 매일 오전에는 센타에서 난민 어린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며, 선교영어학과 신에스델지현 학생이 영어 노래와 율동

을 가르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윷놀이와 딱지치기 등의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현지인들과 소통하였다. 이번 시리

아 난민 대상 해외봉사를 위하여 요르단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금란교회와 한강 중앙교회, 안산동산교회 영어예배부, 반석 기초 이앤씨 

문형록 집사가 항공료를 전액 후원하였으며, 해남 소재 교회들이 약품을, 기타 여러 기관에서 옷과 핫팩 등 구호품들을 기도 후원과 

함께 지원하였다.

 선교영어학과 [신에스델 지현]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우울해 할까봐 걱정 했는데 생각보다 밝고 

순수하고 너무 착해서 오히려 내가 배우고 사랑과 힘을 얻게 되었다.”

 신학과 [이상화]

“다른 문화권에서의 생활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만남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난민 생활

에 마음이 닫혀있을 줄 알았던 시리아 현지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들

을 좋아해 주시는 모습에 두려움은 눈 녹듯 녹아버렸다. 떠날 때에는 오랜 친구들과 헤어

지는 듯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지금은 떠나지만 한국에 돌아가 아랍어를 배워 언젠가 이 

친구들과 깊은 소통을 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한다.”

6    I      Special Report      I      세계로 뻗어나가는 ACTS      I



선교중국어학과 하계 어학연수

1월 4일 ACTS 선교중국어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대만 중원대학교로 어학연수를 출발했

다. 금번 연수는 6주간 중국어 집중 강의와 대만 현지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

다. 중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대만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경험을 얻게 되었다. ACTS 

선교중국어학과는 2013학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2013년 여름방학부터 금번 겨울방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중국어학연수를 이어오고 있다. 1~2차 연수는 중국 북경건축대학

에서, 3차~7차 연수는 중국 하북 사범 대학에서 진행 되었으며, 금번 8차 연수는 대만 

중원 대학교와 MOU협약을 체결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이다.

ACTS 선교중국어학과는 2017년 2월 첫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임지

원 학생은 이같은 어학연수와 함께 3+1 복수학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중국 하북사

범대학과의 복수학위 취득이 확정되었으며, 인증된 중국어 실력(HSK5급230점)을 바탕

으로 대(對) 중국분야 전문가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해외 취업 도전기

<ACTS 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신학과 12학번 강길아 입니다. 

ACTS 학부생활을 바탕으로 저의 해외 선교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

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너무 기쁩니다. 이 글을 통해 저

의 ACTS에서 3년간의 학부생활과 캐나다 프로비던스(Providence 

University College)졸업 후 현재 캐나다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로써 

현재 이곳의 정규 영어코스(EAL)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12학번으로 ACTS신학과에 입학하여 전공공부와 함께 육지의 어부 동아리, 새벽 예배팀 또 사생회 총무로 활동하며 3년간 수학했습니

다. 기숙사 생활을 하여 그 곳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신학공부와 선교학과 수업을 들으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ACTS를 다

니는 동안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나가게 되고 방학마다 여러 나라에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부터 영어권 지역 선교에 마음이 있었고, 이를 위해 해외단기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과의 지속적인 면

담을 통해 ACTS에서 진행하는 해외 선교에 최적화된 여름방학 영어코스 SIM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선교에 앞서 캐나다로 해

외 교환학생 과정을 통해 현지에서 영어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한 선교의 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CTS에서의 교수님들의 사랑과 세

계 선교의 비전에 따른 교육과정이 저의 해외선교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사 활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좋은 첫걸음이 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ACTS에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락방

에서 기도하고 계실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며 제가 “ACTS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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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ACTS 강당에서는 영성신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의 지도하에 RESURRECTIO(라틴

어 뜻은 “부활”) 작품으로 고난주간을 기념했다.  

이는 본교에서 직접 안무하고 기획하여 공연된 독창적인 작품으

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되 더욱더 신학적인 깊이와 의미를 해석하

여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 상징적 표현의 작품이다. 이 표현은 다

양한 예술방식(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미디어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김다니엘 교수는 신학과 예술의 통합에 관해 연구하고 실험하여 

창의적 작품들을 기획하고 안무를 무대에 올림으로 기독교 예술 

문화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즉, 신학을 무대화

함으로 보이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재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번 공연은 김교수와 Imago Christi Studio 스텝들로 구성된 연

출팀과 13개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네

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간다, 카메룬, 프랑스, 미국, 캐나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개월 동안 매

주 2~3회 이상 진지하게 연습하여 무대에 서게되었다. 

RESURRECTIO의 공연자인 학생들은 머리로만 실행하던 학문적 

신학교육이 아닌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실제적 교

육을 체험했다. 또한 이 학생들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열

정을 쏟아 성실하게 연습하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연을 준비

했다. 또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며 조화를 이루는 연습으

로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

리고 후원과 조언으로 응원해 주신 교수들과 후원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RESURRECTIO 공연은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 한국 기독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떼오드라마 MISSIO(라틴어 뜻은 “선교”)를 계획하며 본교의 비전인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표현하는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신학과 예술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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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우리 대학의 역사와 함께한 교직원들

의 모습에 감동을 함께하였다. 특별히 43주

년 개교기념을 축하하며 재학생 27명의 합

창으로 감사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43주년 개교기념 예배를 통하여 구성원들

로 하여금 대학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 다

시 한번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한다.

 

ACTS는 선교사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시키

는 것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을 마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43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지난 4월 27일, 43주년 개교기념을 맞이하

여 감사예배가 거행되었다. 김영욱 총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신동우 목사(산돌 

중앙교회담임)가 ‘갑절의 능력’이라는 제목

으로 설교하였다. 신목사는 세계 선교를 품

고 나아가는 ACTS의 교육이념의 자부심

과 앞으로 차세대의 세계를 향한 횡보에 대

한 격려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설교 후 우

리 대학에 10년 근속한 고지은 직원과 20

년 근속한 정흥호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

제 5차 ACTS 신학포럼

4월 24일 본교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제 

5차 ACTS 신학포럼이 열렸다. ‘ACTS 신학

공관과 역사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

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다.

이는 “신학공관 운동”의 일환으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

구 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세

미나이다.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

년을 기념하여 역사신학 분과에서 연구 발

표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ACTS 아카데믹 공동체 전체에게 의미심장

했던 한 참여자로부터의 질문은 현재 ACTS 

신앙 운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

는 것이었다. 이는 본교의 학문 연구가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신앙 운동을 통한 공동체의 영적 각성으로 

이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도전적인 질문으로서 현재 교회 개혁

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신학대

학의 영적 부흥에 대한 것이라는 데 그 의

미가 크다 할 것이다.

제 21차 AIGS 국제포럼

지난 4월 14일 본교 국제교육원원(AIGS)

의 주최로 제 21차 국제교육원 포럼이 진

행되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소속 밴 게머

런(Willem A. Van Gemeren) 구약학 명예

교수가 방문하여 국제 신학포럼의 자리를 

빛냈다. 국제교육원 학생 70여명과 한국인 

대학원생 및 학부생 20여명이 함께 참석하

여 밴 게메런 박사의 강의를 경청하였고 열

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국제 신학연구

를 위한 소통의 장을 이뤘다.

선교사 자녀 

전액 장학제도 마련

ACTS가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최근 

장학금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희망자에 

한해 재학기간 동안 100% 기숙사 입사를 

지원한다. 선교사 자녀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경력 5년 이상인 선교사의 

자녀이다. 이 기준 또한 차후 낮아질 예정으

로, 2019년부터는 선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녀들도 지원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학생과 소통하는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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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소통하는 ACTS]

다. ACTS는 2015년부터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다양한 전자정보 이용 방법을 직접 시

연하여, 대학 구성원들이 신뢰성 있는 전자

정보 자원을 습득하도록 매년 제공하고 있

다. 이 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학생들이 박

람회 부스를 방문하여 각 전자정보 별로 이

용 교육을 받은 후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 횟수에 따라 스탬프를 받

아 간단한 문제를 풀고 경품에 당첨되는 행

운도 누렸다.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

다. 특별히 국제교육원(AIGS)학생들이 만든 

다국적 음식 체험으로 국제 음식을 교류하

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행사 첫날 저녁

에는 아신흥자랑 행사로 ACTS인들의 유쾌

한 모습으로 캠퍼스의 열기를 더했고, 둘째

날 저녁 성령의 밤 행사에는 ACTS 동문인 

국제교육원 BBQ Fellowship 

5월 11일 학생회관 옥상에서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남양주온누리교회의 섬김을 통

해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허주 국제교육

원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온누리교회 임

현태 장로의 본교와 남양주온누리교회의 

아름다운 인연에 관한 나눔, 본교 총장의 

한 사람 섬김의 열매와 영향력에 관한 말

씀과 남양주온누리교회 안광국 담임목사

의 마무리 인사로 막을 열었다. 학기도 막

바지를 향해 가는 지치기 쉬운 타국에서의 

시간 속에서, 30여분의 남양주 온누리교

회의 장로 권사 봉사자님들과 목사님들께

서 함께 해주신 시간과, 특별히 손수 준비

해 주신 음식이 국제교육원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된 뜻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국제 사회봉사로 나아가는 ACTS 

우리 대학은 2017년 1학기부터 한국대학사

회봉사협의회(대사협) 회원 대학으로 가입

하였다. 대사협은 전국 246개 대학이 가입

된 기관으로 대학생들의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 방학 때마다 

300여명의 대학생들을 해외봉사단(월드프

렌즈 청년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

번 여름방학에는 임지수(선교문화복지학과 

4학년) 학우가 봉사단원으로 선발되어 케냐

로 2주간 봉사활동을 갈 예정이다. 대사협

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해외봉사 활동에 많

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전자정보 박람회 

4월 27일 본교 도서관 전자정보 제공업체

를 초청하여 전자정보박람회를 개최하였

EnjoyCampus Life! 아신제

5월 16일부터 이틀간 올해의 대표적인 교

내 축제인 아신제가 진행되었다. 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는 동아리별로 설치된 부스

가 한데 모여 다양하고 맛깔스런 음식으로 

재학생들과 ACTS 방문자들에게 판매되었

공하는 DBpia(국내논문), e-article(국내학

술지), ATLA Serials(해외학술DB), KISS(국

내 학술지), BOOKZIP(국내도서요약), 북큐브

(e-book) 등의 전자정보원은 ACTS 구성원

이라면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지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 담당자에 따르

면,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보고서

와 논문 작성 등 학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으며, 다음 해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천관웅 목사(CCM가수)와 소울싱어즈(CCM 

그룹)가 게스트로 복음 안에서 축제 열기를 

더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기독교대학교 공

동체의 특성을 살린 재학생들의 교내 축제

로 아신제는 ACTS를 대표하는 흥겨움의 하

나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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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소통하는 ACTS]

한국여성 봉사단 임원진 방문

4월 6일,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이하 여성봉

사단)의 임원단이 ACTS를 방문하여 김영욱 

총장, 허주 원장(AIGS)과 만남을 가졌다. 여

성봉사단은 ACTS의 설립이래 40여년 동안 

본교를 후원해 온 기관으로서 세계 선교 사

명을 함께 이루고 있는 동역단체이다. 여성

봉사단에 박문희 이사장과 이지연 명예이

사장을 비롯한 14명의 임원진은 두 기관이 

협력한 40여년의 세월처럼 국제적이며 신

실한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ACTS가 더

욱 힘써주기를 요청하였고 김영욱 총장은 

여성봉사단의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에 감

사의 말을 전하며 ACTS가 더욱 선교에 정

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동역하기로 약

속하였다.

<멘티 & 멘토 문화체험>

본교 손신 교수와 하태선 교수의 지도 하

에 양평군 다문화가정과 본교 한국인 재학

생 13명, 외국인유학생 및 재학생(6명)이 멘

토&멘티가 되어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문화교류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자 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간

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으로써 참여

자들은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심

을 갖게 되었고, 양평군 다문화 가정과 본

교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

인 국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본교의 전문

적인 다문화교육 전문기관으로써의 역량을 

사회에 발휘했다.

추어 학생의 자기주도성 신장과 진로, 적성

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교육

과정은 7월까지 진행되며 매학기 운영된다.

경기꿈의대학 운영

경기도 교육청과의 MOU를 통하여 지난 4

월 10일 양평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경기

꿈의대학'이 개강하였다. 본교의 교수 및 교

육환경을 활용하여 양평 지역 고등학생에

게 다양한 교육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공헌에 동참하고 있다. 본교의 

특색있는 강좌를 고등학생의 눈높이로 맞

양평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Book Talk’ 프로그램

ACTS가 지원하고 있는 양평군 건강가정지

원센터와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본교

의 양평군 지역봉사의 일환으로 정성국 교

수의 인도로 양평군 내 고등학교 1학년 및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 및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히 ACTS는 Book Talk 프로그램

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독서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스스로 생

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올바른 대화

방법을 익혀 가정에서 부모와 청소년간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이를 통해 건강

한 가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리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6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IPA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을 시행한 결과 ‘과잉’ 16개, ‘유지’ 41개, ‘저순위’ 52개, ‘집중’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교회(산업

체),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며 문항은 교육, 시설, 발전계획, 장학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

육만족도 조사는 미래조정기획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유관 위원회 및 행정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업무의 개선을 진행하게 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집중'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2016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대학-재학생

대학-학부모

대학-산업체(교회)

대학원-재학생

대학-졸업생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저순위

집 중

집 중

집 중

집 중

집 중

유 지

유 지

유 지

유 지

유 지

과 잉

과 잉

과 잉

과 잉

과 잉

4.30

4.10

4.40

4.30

4.20

4.20

4.50

4.30

4.10

강의실

행정서비스

학생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

행정

진로 및
취업

ACTS와 협력관계 직무역량

편의시설
편의시설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장학제도

장학제도 및 학생활동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

행정서비스

학생활동

예배

도서관
도서관

교수

신앙훈련

신앙역량

기본소량

교수

교수와의 상담

인재상 반영 교육과정

3.70

4.20

4.00

3.50

3.50

3.60

3.30

3.60

3.70

3.50

2.95

3.55

3.80

3.00

2.40

3.55

3.95

4.10

3.15

3.75

3.90 4.00

3.20

2.60 2.80

3.80

3.40

3.35 3.40

3.00

3.90

4.00

3.60 3.80

3.00 3.60

3.20

3.75 3.95

4.15

4.20

4.2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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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중요도

높은만족도

(1) 집중영역

(3) 저순위영역

낮은 중요도

낮은 만족도

(2) 유지영역

(4) 과잉영역

발전계획 발전계획

예배

강의실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4.10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으로 ‘과잉’은 중

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불필요한 과잉관리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전략

이 필요하고, ‘유지’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전

략이 필요하며, ‘저순위’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관리의 우선순위를 낮추어

도 무방한 부분이고, ‘집중’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

한 영역이 된다. 

IPA분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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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와 이슬람

•저자 : 소윤정교수

•발행일 : 2017년 2월 28일

•펴낸곳 : CLC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

신감을 가지고 보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슬

람에 대한 진실을 깨달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사상 더 펼쳐보기

•저자 : 송원근교수

•발행일 : 2017년 3월 5일

•펴낸곳 : 청미디어

통일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

체사상화된 북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

요하다. 북한선교 사역자들과 통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의 실상을 알기

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총장 동정 

3월~5월

ACTS- 은혜한인교회 MOU 체결 1월 30일 

ACTS- Grace Mission University(GMU) MOU 체결 1월 30일

ACTS-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MOU 체결 3월 14일

Canada Christian College(CCC)의 Charles H. McVety 총장 ACTS 방문 3월 14일 

한국여성복음봉사단 임원진 ACTS 방문 4월  6일 

제18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회 참석 4월  7일

Dr. Willem A. Van Gemeren(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 신학대학원 구약학 명예교수) ACTS 방문 4월 14일 

ACTS- 그레이스한인교회 MOU 체결 4월 25일

ACTS- ETF(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 MOU 체결 4월 28일

ACTS 동문 사역지(태국 치앙마이) 방문 5월  2일

ACTS 동문 Rev. Onesimus(인도 Madras Theological Seminary) ACTS 방문 5월 15일

도원선교회 관계자 ACTS 방문 5월 24일

ACTS- 중동아프리카연구소 MOU 체결 5월 24일

CTS 기독교TV, 뉴스THE보기 인터뷰 5월 26일

 교수 동정 

정 흥 호 교수

5월 8일-17일 태국 치앙마이 현지 선교사 교육 

소 윤 정 교수

1월 15일-2월 4일 요르단 시리아난민 해외봉사

2월 28일 <기독교와 이슬람>출간

4월  1일 수원 LMTC “이슬람과 여성” 강의, 앗쌀람 선교회 “기독교와 이슬람” 강의

4월 11일 CTS 피플 앤 이슈 출연 국내 이슬람 현황과 할랄 산업 관련 단독 방송 인터뷰

신간도서안내



1. ACTSmoves towards the world 
(MOU &visitors from abroad)

During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CTS has reached seven 
institutions abroad: Mongolia, Canada, USA, Vietnam, Kazakhstan, 
Belgium, and an internationalmission center for Islam countries. 

On March 14th, the president of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MIU) visited ACTS and signed the MOU expecting for 
the cooperation in teaching the next generations. Both institutions 
have come to share their systematic and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as well as the excellent education infrastructure. 

On March 24th m, ACTS executed an MOU with Oryun Church in 
Seoul. This MOU is aimed for the mission of the Middle Asia and 
the education for themissionaries there. It is also focusing on the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in the Middle Asia. This movement 
would present a good modeltothe mission for the Middle Asia. ACTS’ 
mission moves on to the Europe. In the beginning of the April, Grace 
Mission University from USA(GMU) also shook hands with ACTS. In 
their mutual effort for educating church leaders, both shared their 
Christian visions.

On April 28th, ACTS welcomed President Patrick Nulle from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ETF)in Belgium. ACTS and ETF 
are expected to cooperate actively in both education studiesand their 
zeal for evangelization to the ends of the world. ACTS had abusyday 
on April 28th. The Chairman of FIM International Mission, one of the 
institutions specialized in mission work in Islam,executed a MOU 
with ACTS. Through this MOU, ACTS dedicates to mission in Islam 
by supplying the professional Christian education and pursuing the 
student exchange with FIM International Mission.

On 14th of March, a day when the ACTS campus was filled with 
cherry blossoms, President Charles (H. Mac Vety) of Canada 
Christian College visited ACTS. Both institutions decided to share 
their professional education curriculums: Church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Studies in Religion, Middle East Studies and so on. After 
the meeting, visitors from Canada enjoyed walking around the ACTS 
campus covered with beautiful pink cherry blossoms. In April, a 
group of visitors from Vietnam enjoyed red-colored azalea blossomed 
on the ACTS campus. With Pastor Ngyeu Hau Mac (the dean of the 
Hanoi Bible College) and Pastor Bui Van Scon(the dean of academic 
affairs of HBC), ACTS shared prospective visions of mission as well 
as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thetwo institutes. 

Working on such diverse global exchange programs during the 
first semester, ACTS has extended its role in the global mission. 

2. ACTSsteps forward to the world 
(Mission &Study&Work Abroad)

With ACTS’ extending role in its global mission, ACTS students are 
continuously entering into the actual mission areas in diverse ways. 

1) Mission in Jordan, Syria
For three weeks(January15th– February4th), five ACTS students 

with Professor Younjung So in Missiology Departmentvisited the 
center for the Syria Refugee in Jordan. They served the refugees 
with various activities: vocational education, children education, 
beauty treatment, counseling for women, painting the old houses, 
Taekwondo demonstration and so on. This mission project was 
available thanks to the prayer and support from Kunmnan Methodist 
Church, Hangang Central Methodist Church, Ansan-dongsan 
Church, and other several churches in Haenam area in Korea. 

During the mission period, ACTS members shared their hearts 
with the refuge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participants from 
ACTS expect that this experience would present a good model and 
a strong motive to other ACTS members who wish to serve the Arab 
people.      

2) Study in China
The winter vacation was also an exciting time for someACTS 

students. Since the initiation of the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students in this department have been participating in the language 
study in China every vacation. In their 8th visit to China, ACTS 
students stayedat Herbei Normal University which has been holding 
a good relationship with ACTS based on the MOU. It is noteworthy 
that Professor Shin Hwa Yu has provided the scholarship for those 
students who could not afford expenses for this program. During 
this term, Professor Yu stayed with the students and helped them 
with counseling. In addition to improving language proficiency, the 
participants could develop their character in the care of Professor Yu. 
This is part of the efforts of ACTS supporting diverse opportunities 
for ACTS members in various countries abroad. 

3) Work in Canada    
ACTS received a joyful letter from Canada.An ACTS member, 

Miss. Gila Gang, who studied in ACTS from 2012 to 2014 shared her 
success in Canada in Providence University College as an English 
teacher in her letter. Based on her studies at ACTS, she is now 
able to put into practice hermission planabroad using English. For 
example, she appreciates goodguidance about her curriculum by 
professors duringher studies at ACTS. She took SIM, one of the 
special English programs on every summer vacation for those who 
wish to prepare for mission work abroad. She also went Canada as 
an exchange student before starting her short-term missionary work 
abroad. She putsan emphasis on the love she was given at ACTS. 
She said, “The care of professors and the curriculum aimed at the 
mission over the world helped me to fulfill my dream for the mission 
abroad. Thanks to my training at ACTS in areas such as Christian 
outlook, English fluency, and cross-cultural awareness, I am now 
doing my best to present a model figure for students as a teacher as 
well as a Christian. I am really proud that I am an ACTS member”.

English Summary -Mission over the world

I     SUMMARY IN ENGLISH      I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I

< For ACTS members, ACTS is the playground for playing with all the insights that good Christian education 
   can offer while preparing for the role of “salt and light” as missionaries in the wor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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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안내

ACTS 발전기금 국민은행 220-01-0329-818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국민은행 220401–04–102815

농협은행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후원 국민은행 2204–01–04–019722

각국 개척비후원 국민은행 220401–04–069842

세계지역연구소(각국선교연구원) 국민은행 011–25–0008–353

학부생장학 농협은행 301–7700–0008–11

신학대학원생장학 농협은행 301–7700–0002–01

국제센터신축 농협은행 301–7752–7752–11

선교사자녀후원 국민은행 220437-04-002233

• 대학/ 대학원장학후원 : 강수정, 기독교상담학과, 김달현(선교영어학

과), 김대연, 김독교상담학과, 김상덕, 김성진, 김영미, 김영희, 김윤자, 

김정민, 높은뜻광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수원, 상심리교회, 신

금호교회, 신앙수련회, 아랍문화연구원, 엘림, 원우회, 유지훈, 윤삼현, 

이한영, 익명, 정규선, 정흥호, 평화교회, 하정길

• AIGS(외국인학생) 장학후원 : 100주년기념교회, GMF(Global Fraternal 

Missions), 강동인(지구촌순복음교회), 김수희(상담대학원동문), 대동

씨엔에스, 대양교회, 동부광성교회, 명업교회, 문호교회, 박은란, 베들

레헴교회(수원), 사랑의교회, 산돌중앙교회, 새순교회, 샘물선교회, 생

능출판사(김승기 대표), 서울영동교회, 선홍웨이, 섬김의교회(거제)장

학부, 속초만천교회, 수원제일교회, 순전한교회, 써니사이드교회, 양주

진리교회, 엘림 장학금, 열린문장로교회, 열매나눔선교회(김홍재), 열

매나눔선교회, 염천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M센터, 용문교회, 울산

교회, 윤정선교회, 은천교회, 은혜교회, 의정부제일교회, 이스라엘연

구원, 이천은광교회, 이철헌, 장호원반석교회, 전범준, 정미옥, 정우철, 

제이에이치헬스케어(한진혁), 죽전목자교회, 중국신학연구원(김희락), 

중앙대학교회, 지구촌순복음교회(강동인), 창신교회, 태동C&S, 하나선

교회, 한국성서유니온,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혜본교회(김인성)-쿠엔,

• 발전기금 및 개척 후원 :  강신표, 광명교회(최남수 이사장), 권혁관, 박

윤정, 벌교대광교회(조경묵 이사), 벌교대광교회(조경묵 이사), 속초만

천교회, 압구정예수교회, 염천교회, 예인교회(대전), 장주영 이사, 창조

교회(김경윤 이사)

• 각국선교/선교대학원후원 : GMS, 강성곤, 경성현, 글로벌부족선교회, 

김선자, 김신아, 김용문, 김용찬, 김종구, 김진욱, 김혜숙, 노은행복한

교회, 도원선교회, 동춘교회, 동춘교회112목장, 목동중앙교회, 박병숙, 

박병이, 박한조, 빌리온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서울루터교회, 서정복, 

소윤정, 속초만천교회, 송명애, 양주새순교회, 열방의교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왕성교회, 원동오, 유동환, 이정남, 이해영, 인천교회, 장

자문, ㈜스카이소프트젤, 조암제일교회, 중동선교연구원, 천안반석교

회, 최성규, 풍성한교회, 하남교회, 한강중앙교회, 홍웅기

•국제센터건축후원 : 권오윤, 김한성, 류종순, 박윤정,  최창덕

• 10만명기도후원운동 :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김광희, 김동엽, 김동일, 

김성권, 김수희, 김신영, 김영숙, 김영욱, 김용국, 김용환, 김정관, 김정

숙, 김종일, 김준구, 김준수, 김중숙, 김진경, 김혜미, 노의수, 류승희, 맹

기원, 무기명, 박규환, 박노을, 박덕배, 박서영, 박영숙, 박영진, 박응규, 

박정원, 박필례, 박홍구, 손신, 손영희, 송경렬, 송병률, 송화평, 심재영, 

안경승, 양예진, 위현숙, 유서원, 유시원, 유은영, 육상근, 윤종문, 이광

호, 이미영, 이상갑, 이상은, 이영희, 이우형, 이은주, 이정남, 이정순, 이

주연, 이주호, 이찬미, 이현범, 이현주, 임규석, 임성은, 장세정, 장지연, 

장해경, 전수진, 정미현, 정예은, 정흥호, 조은진, 조진규, 조현종, 조형

우,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재민, 표영선, 한광식, 허주

후원문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획처 (TEL : 031-770-7802)

선교실 (TEL : 031-770-7860) 

FAX : 031-772-5479 / E-mail : plan@acts.ac.kr

주소 : (우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대학의 

아세아복음화 사명은 지금도 전진합니다.

2017년에도 변함없이 ACTS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달려나갈 차세대 양성에 동참해 주세요!

※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교 기획처(031-770-7802) 또는 선교실(031-770-78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명단은 입금하신 날짜를 확인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월에 입금을 하신 경우에도 확인이 늦어지면 이월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7년 1월~4월



1. 공식 홈페이지

www.acts.ac.kr

ACTS를 대표하는 공식홈페이지로써, 학교에 관련된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소개, 입학안내, 대학 및 대학원, 평생언어교육원 

등 ACTS 전반에 관한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ACTS에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가장먼저 찾아주세요!

2. 국제교육원(AIGS) 홈페이지

www.acts.ac.kr/aigs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는 ACTS 국제교육원(AIGS)은 전 세계 

외국인학생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교와 연구를 꿈꾸는 한국학생

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다문화 교육의 최적의 

장소, AIGS! 생생한 교육 커리큐럼과 정보를 확인하세요.

3. 페이스북

facebook.com/acts.ac.kr

학교 동정을 살펴볼 수 있는 소통채널! 지금 ACTS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서 ACTS 캠퍼스 생활을 공유하세요!

4. 네이버블로그

blog.acts.ac.kr/actsadv

ACTS 공식블로그로써, 제 7기 ACTS 홍보대사 도우미(Sola Fide) 

재학생들이 전하는 상세한 캠퍼스 생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5. 인스타그램

instagram.com/asia_united_theological_univ

제 7기 ACTS 홍보대사 도우미(Sola Fide)가 2017년 5월부터 카드뉴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ACTS를 찾아주세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ACTS!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 031-770-7701~2   FAX 031-772-5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