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명 한국 SIM국제선교회, SIM KOREA

대표 김 경 술

단체소개

(간략)

SIM은 1893년 수단  내지 선교회(Sudan Interior Mission)로 출발해 오면서 아시아
(ICF), 남미(AEM), 그리고 중남 아프리카(AEF)에서 사역하던 1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오늘의 SIM International (Serving In Mission)이 되었습니
다. SIM은 복음주의(Evangelical) 신학과 신앙 위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인 국제적
(International)이며 교파를 초월한(Interdenominational)선교기관입니다.

역   사

SIM은 수단내지선교회(Sudan Interior Mission)로 1893년에 시작한 이래 100여년 동
안 많은 복음주의 선교단체와의 합병(Merge)을 통해 현재 Serving In Mission의 약자
인 SIM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주력 사역

총체적 사역(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느 대륙이든 가서 사역할 수 있습
니다. Ex: 교회개척, 의료,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 복음전도, 여성사역, 무슬림 사역 
등)

연락처 및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 이코노 샤르망 603호   031-719-5314~5
홈페이지: www.simkorea.org, 국제본부- www.sim.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simkorea

선교단체 소개



선교프로그램 소개 (신청비용/ 기간등)

훈련: ACTS-SIM 선교영어코스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로 진행이 되면 봄과 가을은 12주이며, 여름과 겨울은 5주 과정입니다.

※ 2015-봄학기 ACTS-SIM 선교영어코스 수강 신청 안내 사항 
1. 수업안내
  1) 수업 일시 : 2015년 3월 16일(월) ~ 6월 5일(금) /단 3월16일(월)-오리엔테이션 
              매주 화 ~ 금, 오전 10시10분 ~ 오후 4시
  2) 수업장소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세부사항 별도 공지)

2. 수강신청
  1) 수강신청 :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언어교육원에 제출
  2) 신청기간 : 2015년 3월 13일(금)까지
  3) 접수인원 : 15-20명 내외 선착순
     ① 아래에서 안내하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4) 훈련 참가 신청서 제출 방법(택 1) 
     ① 국제언어교육원에 직접 제출 ｢평생교육원 건물 1층 106호｣
     ② 이메일(actsglc@acts.ac.kr)로 제출 : 제출시 제목에 [봄학기]라고 말머리 달아주세요.
     ③ 팩스 제출 : 031-770-7828 (F)
 
3. 등록 안내
  1) 등 록 비 : 120만원
  2) 등록방법
     ① 수강신청서 작성 제출 후 무통장 입금 (반드시 신청자 본인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② 계좌번호 : 농협, 301-7700-0011-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③ 등록마감일 : 2015년 3월 13일(금)까지
 
 4. 기 타
  1) 문 의 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031-770-7837, 7823,7822), 팩스 031-770-7828
 
 5. 수업및 교재에 대한 사항 은 본 교 홈페이지 국제언어교육원 내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cts.ac.kr/modules/board/bd_list.asp?id=uni_edu_notice&left=14&sleft=1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Global Language Center, 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