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55

발
행

처
  
아

세
아

연
합

신
학

대
학

교
 홍

보
실

　

 발
행

인
  
정

흥
호

  
  
 발

행
일

 2
02

0년
 7

월
 2

0일

주
소

 1
25

08
 경

기
도

 양
평

군
 옥

천
면

 경
강

로
 1
27

6

T 
03

1-
77

0-
78

15
  
 H

 w
ww

.ac
ts.

ac
.kr

ACTS NEWS 
 총장메세지 ㅣ 선교특집 ㅣ AIGS소식 ㅣ 동문소식 ㅣ학교소식 ㅣ ZOOM in ACTS



02    

02

C O N T E N TS

총장 메시지  03

선교소식  04

AIGS소식
 

06

동문소식

학교소식

 
07

ACTS 학부제 소개

ZOOM in ACTS

08

10

12

신입생 모집 안내 16

후원안내

ENGLISH SUMMARY

 

14

15

 

발행인  정흥호

발행일  2020년 7월 20일

발행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홍보실

전    화  031)770-7815

주    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주)봄비숲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acts100@acts.ac.kr)

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VOL.55  2020 July

ACTS는 진리와 열정을 품고, 

세계 곳곳에 다양한 빛깔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ACTS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아름다운 

소명이자 비전이니까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www.acts.ac.kr

ACTS NEWS

ACTS는 우리 대학의 영어 이름인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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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ACTS는 국제적, 복음적, 교회연합적, 선교지향적인 신학대학교로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교회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수학하며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배우고,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

서 이들과 어울리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지내며 교제하면서 글로벌화

의 훈련기회를 가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

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너무 열악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유용한 장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CTS가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해 왔듯이 이 프로젝트도 ACTS를 사랑하는 분들의 전적인 기도와 후원

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첨부된 후원약정서에서 보시듯, 벽돌 한 장부터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모아

지면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키워갈 아름다운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선교의 장이 넓어

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인실 혹은 4인실 건축을 위해 후원해 주신다면 이 방 앞에 명패를 부착할 것이며, 여름방학(6월 말-8월 

중순)과 겨울방학(12월 말-2월 중순) 기간에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더불어 이 방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휴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CTS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시기는 역사상 아무 때도 없었지만 지금의 

시기는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센터 건립에 많은 기도와 더불어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ACTS는 더욱 힘을 얻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해 잘 사용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 장   정  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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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난민연구소 소장 임명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선교를 위하여 지난 1월 2일 ACTS난민 

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장에는 김요한 목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김요한 목사는 현재 파리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이며, ACTS세계지역연구소 불어권선교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ACTS난민연구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난민선교 사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랍문화연구원 시리아난민 단기해외봉사

아랍문화연구원은 2020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레바논과 터키에서 각각 소윤정 

교수와 하태선 교수가 본교  학부 학생 5명과 함께 시리아난민 어린이 사역 및 

레바논 현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터키팀은 아랍문화연구원 

소속의 홍찬의 터키연구원 지역을 방문하였고 시리아난민 어린이 사역지를 방문하여 

태권도와 레크레이션으로 봉사하였고 레바논팀은 두바이를 거쳐 클래식 연주를 

통하여 헌금을 모금하고 레바논 시리아 어린이 난민학교인 <사랑의 하우스>에 

YAMAHA 디지털피아노를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클래식과 찬송가를 연주하는 

음악회를 열고 레바논 현지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교   

<라흐마니노프> 연주팀은 레바논 리약교회와 자흘레교회에서 찬양과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였고 사랑의 하우스 어린이 행사에서 신나는 캐롤을 연주 하였습니다.

ACTS세계지역연구소 내

아프리카선교연구원 서부아프리카 원장 임명

지난 2월 아프리카선교연구원은 서부아프리카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아프리카 

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연구원 원장에는 현재 아비장한인교회 담임목사인 

백성철목사를 임명하였습니다. 현지에서 사역 중인 목사님을 통해 서부아프리카 

선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선교소식 - MISS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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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선교연구원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 시행

본교 네팔선교연구원(원장 권준호 목사/용인 송전교회)은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생각의 정원에서 타문화권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다음 사역 준비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네팔선교연구원은 네 개의 강의를 통해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철수 상황을 

하나님이 재배치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 안드레 

선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본교 김한성 교수는 11가지 점검 영역과 선교 재정 모금을, 

한국위기관리재단의 김진대 사무총장은 위기관리에 대해 참석한 선교사들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선교사들의 사역 전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선교 단체들이 멤버 케어와 경력 개발의 차원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겨울 ACTS 해외 봉사 소식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2명의 학생들이 각각 필리핀(인솔 하태선 교수), 

말레이시아(인솔 심창수 교수), 레바논, UAE, 터키(인솔 소윤정 교수)로 팀을 이뤄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필리핀 해외봉사팀은 2019년 12월 15일에서 21일 까지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필리핀 해외봉사팀 신학과 오종미 학우는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자연, 이웃, 문화를 통해 많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달라도 지금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변화가 생기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봉사팀은 2019년 12월 17일에서 31일까지 쿠알라룸프루와 페낭에서 

태권도 드라마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봉사팀 선교문화복지학과 조민서 학우는 태권도 선교로 

해외를 나가보니 태권도라는 스포츠는 생각보다 생소한 스포츠였고 사람들이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 스포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 드라마를 하며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는 격파를 통해 

주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UAE, 터키 해외봉사팀은 2020년  

1월 2일에서 12일까지 무슬림 여성들과 난민촌의 아이들에게 작은 음악회를 열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레바논 해외봉사팀 선교중국어학과 이에스더 학우는 난민촌에서 만난 

순수하고 맑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평등한 교육을 받아 난민이라는 신분을 벗어나게 할지, 또한 나라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소통에서 난민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봉사

필리핀 해외봉사

레바논 터키 UAE 해외봉사

제목 : 지역 교회 선교역량강화 세미나

일시 : 2020. 7. 27 (월) 9:00 am  / 장소 : 다음세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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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S 소식
AIGS News

본교 AIGS Jeevan학생

신약학 연구교수 임용

온누리교회 후원으로 본교 AIGS Jeevan(Vemagiri 

Jeevan Prakash Kumar)학생이 신약학 연구교수로 

임용되었고, 2020년도 1학기는 외래교수(Research 

Lecturer)로 2학기부터는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기독실업인회 김포지회(지회장 :이경복)

외국인여학생을 위한 선물 전달

기독실업인연합회 김포지회 (지회장:이경복)에서 

국제교육원 외국인여학생을 위한 위생용품을 전달하였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외국인 여학생들은 기뻐하였으며, 

후원인의 세심한 후원에 감사하였다. 선물은 2020년 6월 

15일에 전달되었으며, 사진을 촬영한 외국인학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에서부터 베트남 Phuong Anh Tran, 

필리핀 Rowena Jastine Duero Cubillan, 네팔 Srishti 

Gurung 

ACTS,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 9개국 19명 선발

기독교의 복음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선교활동을 통하여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세계복음화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흥호)가 2020학년도 외국인 

신입생으로 9개국 19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의 전공은 목회학석사(M. 

Div.) 10명, 신학석사(Th. M.) 4명, 석·박사통합과정(Th. M. + Ph. D.) 

3명, 박사과정(Ph. D.) 2명입니다. ACTS 국제교육원에서는 지난 12일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안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CTS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을 고려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전 학생의 손 소독,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으며 전반적인 학사 일정과 수강신청, 채플, 기숙사, 도서관 이용, 

한국에서의 신변 변경사항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한상화 대학원장의 환영 인사와 김다니엘 교학처장의 ACTS 신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윤리 등에 대한 강연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졸업 후 이들은 자국의 복음화 및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헌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ACTS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1개 나라, 6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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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소식
Alumni News

ACTS 동문 선교사 Retreat

코로나19로 비자발적 귀국한 동문 선교사들을 위로와 격려차 

본교로 초대해 6월 16일(화) ~ 17일(수) 1박 2일 동안 “ACTS 

동문 선교사 Retreat”이 진행되었다. 24명의 동문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학기 종강예배 및 

원종천교수 은퇴예배 참석을 시작으로 총장님과의 대화, 

동문선교사 소개, 이장호이사와의 대화. 원종천교수의 특강, 

이미나교수의 힐링타임, 기도회, 선교나눔, 안점식교수의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박 2일 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교에서 옛 추억과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었고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하였다.

동문교회 방문 : 부산대흥교회

5월 12일(화) 부산대흥교회를 섬기는 한성호 목사 

(89학번)를 방문하였다. 

너무나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을 가졌고, 옛 학교에서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아세아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와 복음으로 무장하여 

기쁘고 감사한 목회를 하신다는 고백과, 부산바울선교회 

총무로서 많은 일익을 감당하시는 열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쪼록 ACTS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제주도 동문 방문

4월 27일(월)에 동문들과의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동문 방문을 추진 중에 처음으로 제주도 동문들을 방문하였다. 

총 12명(파악된 인원)의 동문 중에 9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83학번으로 남원교회를 섬기시는 김재옥 동문의 교회에서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함께 귀한 점심을 대접받고, 서로의 

사역과 학교 상황을 들으며 옛 학교에서의 추억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대하여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귀포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동국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고, 

중국선교훈련원을 운영하는 박준범 선교사님의 훈련원도 방문하여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기관을 통하여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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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길 위의 인문학’ 공모 4년 연속 선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관장 정홍열)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사업은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자생적 인문 활동확산을 위해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8~11월에 걸쳐 진행 

예정인 ‘길 위의 인문학’은 ‘두 번째 인생’ ‘늙어가는 인생에서 

익어가는 인생으로’를 주제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략, 

행복론을 탐색,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강의는 선정한 책을 함께 읽고, 강연과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이해와 접근을 도울 계획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여유롭고 의미 있는 삶의 힘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다양한 기회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 도서관 (031-770-774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6주년 개교기념예배

아세아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대학이 

설립 46주년을 맞이하여 개교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과 동문들이 모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온라인 중계로 함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예배에는 최남수 

이사장이 말씀을 전했고, 김재도, 이병구, 강성우 동문이 우리 

대학을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 故 한철하 명예총장의 유가족기금 전달식이 있었고, 

이사장과 김재도 동문도 후배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특별히 이번 개교기념예배 축사는 해외에서 사역중인 동문 

부부들의 축하메시지를 영상으로 전송하여 함께 ACTS를 

추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ACTS를 섬기며 

수고한 원종천 교수(30년), 이한영 교수(20년), 안경승 교수(20년), 

이명기 직원(20년), 박영진 직원(10년), 송경렬 직원(10년), 

조 현 종  직 원 ( 1 0 년 ) ,  김 현 아 

직원(10년)에게 근속패를 수여함 

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 

하였습니다.

학성공원(가칭)으로 조성

故 한철하 명예총장의 유가족(한상화교수)께서 본관 4층과 

도서관 옆 ‘구레네 쉼터’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과 쉼터 주변 

일대를 ‘학성공원(가칭)’으로 조성하는 학교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해당 기부금 전달식은 5월 14일 

본교 개교기념예배에서 있었으며, 유가족을 대표하여 고인의 

큰사위 김상회 집사가 정흥호 총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생활관) 신축부지

지난 6월 학생관 옆 (구)학생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새로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 신축 예정 

부지에 시행되는 첫 작업 이었습니다. 이에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넘쳐나서 생활관 건립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환영 행사

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는 6월 

12일 금요일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한 재학생과 신입생 약 

120여명이 만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학교에서는 

여기저기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학과는 채플실에서 기독교교육상담학과는 다락방에서 

선교문화복지학과는 본관 303호에서 환영예배와 학생모임 

그리고 교수님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캠퍼스 

투어, 그룹 활동, 교수님과 학생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 제작실 설치

본관 4층에 미디어 제작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중에 인테리어 및 음향기기 

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동영상) 제작과 

기독교교육과미디어 전공 학생들을 위한 실습 공간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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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CTS신학저널 43집 l 
기고자 : 신민석, 윤은석, 정승원, 태동열,  

한상화, 이수인, 구성모, 김한성, 장훈태

l ACTS신학저널 42집 l 
기고자 : 박응규, 조현진, 류성민, 함영주/ 

고경국, 이숙경/김병재, 장훈태, 최형근,   

손신웅

l 복음을 사랑하는 신학하기 l
개 혁 신 학 의  요 람 이 자  최 고 의  학 문 

의 상아탑으로 인정받는 미국 웨스트 

민스터신학교에서 동양인 여성 최초로 

철학박사(Ph.D.)학위를 받은 한상화 박사의 

논문집이다. 1996년 한국 복음주의신학의 

산 실 인  아 세 아 연 합 신 학 교 ( ACTS ) 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23년 동안의 

연구업적을 하나로 묶은 신학도를 위한 

학술서적인 동시에 “복음을 사랑하는 

신학함”의 정수(精髓)를 보여줌으로써, 현대 

지성인을 도전하는 경건서적이기도 하다.

l 믿음이란 무엇인가? l
여러가지 다양한 가치관들과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와 구원의 길을 찾아 결단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기독교 신앙을 상대적으로 보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적으로 증거합니다.

l 그루터기 l
북한에서 3대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가족 10명(목사가족 3명, 장로가족 

3명, 그 외 가족 4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신앙인 가족이 공산정권에 의해 당한 

처형과 투옥, 추방과 사면, 협력과 은둔의 

경험을 서술하였으며, 세대를 넘어 어떻게 

신앙전수가 가능하였는지, 혹은 신앙을 

상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그루터기 가족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개인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였는지 등을 생생하게 분석하였다.  

신간 소식
Boo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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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위드다문화 MOU체결

【사단법인 위드다문화】와 우리대학은 

6월 23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다문화 청년에 대한 

장학지원, 진로, 학습코칭, 진학, 취업, 교육, 

봉사 활동 등의 협력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국창조과학회 MOU체결

【한국창조과학회】와 우리대학은 6월 11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창조론에 기초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차세대에 교육하고, 성경적 창조신앙의 

유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Z    m in ACTS+ +

CCC(한국대학생선교회) MOU체결

【CCC(한국대학생선교회)】와 우리대학은 

5월 6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양 기관은 교육 및 문화, 정보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동역자로 함께 

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 

양 기관 간에 교육, 문화, 교류방면에서 협약 

관계를 긴밀히 한다. 

1. 신앙교육 프로그램 교류

2. 학생 추천 및 교류

3. 교원 활동 지원 및 상호교류 탐방

4.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조이코리아선교회 MOU체결

【조이코리아선교회】와 우리대학은 5월 6일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교육 및 문화, 정보 교환 등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동역자로 함께 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

양 기관 간에 교육, 문화, 교류방면에서 

협약관계를 긴밀히 한다. 

1. 신앙교육 프로그램 교류

2. 학생 추천 및 교류

3. 교원 활동 지원 및 상호교류 탐방

4.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양평군 MOU체결

아 세 아 연 합 신 학 대 학 교 는  양 평 군 과 

‘지역복지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4일(화) 양평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역사회복지· 평생 교육 

분야 정책 자문과 지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우수인재 양성 및 장학사업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역량강화 지원, 

노인·다문화가정 복지증진 지원 등 양평군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경력개발센터 취업특강

경력개발센터에서는 방송계 진출을 위한 

학생들의 취업특강을 마련하였다.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방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일정은 일반 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다.

1편 ‘직업의 세계’ : CTS 전상민 촬영기자

 2편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닌 끝없는  

이야기’ : CTS 장현상 PD

3편 ‘Good News’ : CTS 장현상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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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본월드미션 MOU체결

1월 14일(화)에 (재)본월드미션 최복이  

이사장과 홍태경 책임선교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과 한상화 

대학원장, 김한성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최복이 이사장은 

선교대학원 비즈니스선교학(Business as 

Mission)에 깊은 관심을 갖고 7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후원 약정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비지니스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동역자로 함께 하기로 하였다 .  본교 

선교대학원 BAM 전공, 국내 우수 비즈니스 

선교 기업의 재단들로부터 장학금 수탁, 

본교 선교대학원은 2 1세기 변화하는 

“30년 동안의 사역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다” 

원종천 교수 은퇴기념식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본교에서 신학과 교수로 제자들을 양육해 온 원종천 교수님의 

은퇴기념식이 지난 6월 16일(화) 2020-1학기 종강 예배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며, 지난 30년간 ACTS를 위한 수고와 헌신에 

은퇴기념 논문집과 함께 앨범을 증정하였습니다. 총장, 학생, 동문, 동료교수, 교직원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모여 오랜 기간 신학교육에 힘써 온 원 교수님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였고 은퇴를 축하하며 아쉬워했습니다. 

원종천 교수님은 교회사 2, 청교도신앙,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언약사상사 등과 같은 

강의들을 통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셨으며, 연구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이나 『성화의 부진과 칭의의 고민』과 같은 저술은 한국복음주의신학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과 독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명저가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원 교수님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여전히 교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30년 동안의 사역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다. 강의실에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던 학생들의 눈,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던 학생들의 

얼굴, 논문 지도를 받으며 당황하던 학생들의 모습, 가르침에 감사한다는 학생들의 말, 선생들에게 가장 가슴에 남는 소중한 자산이다. 선생들에게 남는 건 

제자들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제자들이 어디서 어떤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항상 건강하고 은혜 넘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란다. 어려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하며 궁금했었다. 이제 답이 나왔다. 돌아보니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었다. 다사다난했던 ACTS의 30년 사역, 그러나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관되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외길을 갈 수 있게 힘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 원종천 교수 “퇴임사” 중에서 -

선교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선교(BAM) 

전공을 2020년 3월에 신설한다. 본교 

선교대학원은 이것을 위해 비즈니스선교 

전문가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뿐 아니라 

비즈니스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등 2020년 1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비즈니스선교 

기업들의 재단들로부터 총 1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약정 받았다. 2020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총 3천만원(각 재단으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아서 선정된 BAM 전공 

학생들(약 10명)에게 지급될 것이다.

신설 과정에 이처럼 큰 금액의 장학금이 

답지하는 것은 국내 대학 환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것은 비즈니스선교를 

잘 하도록 돕는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네팔선교연구원 운영 이사 
추가 임명 및 연구원 임명

네팔선교연구원은 2020년 2월 10일 천안 

반석교회에서 운영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우선 네팔 선교와 네팔선교 

연구원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2020년부터 

구 리 시  우 리 네 순 복 음 교 회 와  양 평 군 

덕수교회가 해당 연구원과 새롭게 협력하기 

시작했고, 두 교회의 담임 목회자인 박종기 

목사와 송경호 목사는 운영이사로 섬기게 

되었다. 또한, 신성임 박사가 해당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임명되어 네팔 선교 연구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네팔선교연구원은 

2022년에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 40주년/

네팔선교연구원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3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Z    m in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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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첫째, 고등학교 때 전공(트랙)

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어려웠던 신입생들은 여유를 갖고

전공(트랙) 탐색을 하며 전공(트랙)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2학년 때 학부 간의 벽을 넘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전공(트랙)을 두 개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함께 전인적 

성장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ACTS 학부제
소개
우리 학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교육해 왔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이있습니다. 

더불어 변하는 세상을 이해하며 그 곳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학부제는 우리 학교의 중심을 지키면서

세분화된 전공지식을 넘어서 

통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제도입니다.

룹 공동체 모임을 통해 대학 생활의 적응과 함께 전인적 성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ACTS 

학부제 실시

1
다양한 

진로 설계 

가능

2
모든 학생 

복수전공(트랙) 

필수

3

학생이 원하는 

교양 프로그램 

이수하고 

인증까지 획득

4
교수와 학생이 

선교 동역자로 

성장

5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을 통한 

선교 전문가 육성

6

   ACTS 학부제,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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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모든 학생의 복수전공(트랙) 필수

ACTS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두 개의 전공(트랙)을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대학은 학생들이 1학년 때 전공 분야를 제

대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수, 선배,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전공 진로 탐색이나 진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

성, 전공(트랙)별 특징, 장점, 진로 등을 알게 되고 학부 간의 벽을 넘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전공(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 설계를 하도록 격려하여 자신이 그리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가도록 합니다. 

아신4C인증제(교양인증제) 실시

우리 학교는 ‘아신4C인증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기대하며 육성하기를 원하는 핵심 역량에 근거한 교과 및 비교과 교양과정을 개설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소양과 인성이 준비된 기독교 전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제동행(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수업 외의 자리에서 다양한 경로로 만나 삶과 생각을 나누며 인생의 선ㆍ후배로 함께 자라가는 장입니다. 

소수 학생들과 교수가 전공과 관심에 따라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개인 면담, 집단모임을 합니다. 전공과 진로 탐색 외에도 나눔과 봉사, 문화 및 

예술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합니다. 신입생은 대학 생활의 적응 만이 아니고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누

며 대학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신학
트랙 + =

=

=

+

+

사회복지
트랙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트랙

교수 학생

청소년
상담지도 
트랙

중국어 
또는 

영어 트랙

선교
트랙

청소년 상담지도에 특화된 전문 사역자 양성

다문화권이나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과 사역을 하는 

전문 선교사 양성

다양한 소통의 장과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

복수전공(트랙)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예

아신4C인증제
프로그램 신앙과 인성

글로벌 민감성과 
탁월성

창의·융합 역량

소통과 실천의 
리더십

인성교육프로그램

Character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Competency

C.C. 프로그램

Creativity & Convergence

소.나.기. 프로그램(소통과 나눔의 기독교)

Communication

   13I      ACTS News      I      Vol. 55     I 



ACTS를 후원한 당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20여 년 전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생활관이 열악하여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예비사역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키워갈 새로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관 건축 후원계좌   농협 317-0770-7751-91          간편 온라인 후원   love.acts.ac.kr  

주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외협력팀 031-770-7814

후원계좌 안내

생활관 건축 후원 농협 317-0770-7751-91

ACTS 발전기금 국민 220-01-0329-818

ACTS 10만명기도· 후원운동

(CMS 신청서 별도)

국민 220401-04-102815

농협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국민 2204-01-04-019722

각국 개척비 후원 국민 220401-04-069842

세계지역연구소(각국선교연구원) 국민 011-25-0008-353

학부생 장학 후원 농협 301-7700-0008-11

신학대학원생 장학 후원 농협 301-7700-0002-01

선교사자녀 후원 국민 220437-04-0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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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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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9년 12월 ~ 2020년 5월>

▼ 생활관 건축 후원

강호안, 고광석, 고미선, 금동철, 기가영, 김경빈, 김경진, 김경천, 김동을, 김범석, 김상덕, 

김성회, 김영희, 김은기, 김재진, 김정숙(최기문), 김정호, 김준수, 김지현, 김진화, 김창환, 

김태영, 김한성, 김현아, 김화영, 나직균, 남경우, 남주현, 노의수, 땅그랑교민교회, 류승희, 

문명자, 민선희, 박명기, 박영란, 박영진, 박정임, 배지혜, 백승연, 백해옥, 산본교회(이상갑), 

상심교회, 서정복, 서창한,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승영교회(노재환), 신인화, 신정빈, 심재희, 

안정석, 안태일, 여정광(김현수), 열린교회(김남준), 우혜영, 위현숙, 유숙형, 유은영, 윤현기, 

이경택, 이광호, 이명기, 이영진, 이정남, 이정선, 이정훈(쌈스151), 이창헌, 이혜원, 이희경, 

전수진, 정금옥, 정명숙, 정영일, 정지은, 정헌택, 정흥호, 조경묵, 조상식, 조은환(유승미), 

조지현, 조현종, ㈜문막운수, 중국신학연구원, 천순자, 최창덕, 표영선, 하정길, 한드레, 한정연, 

허은정, 홍미란, 황성훈, 황호동

▼ ACTS 발전기금

ACTS북한연구원, RupTimsina, 광명교회(최남수), 길가에교회(이인호), 김경빈, 

김영욱, 김재도(조암제일교회), 김재희,나들목양평교회, 높은뜻광성교회(이장호),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류종수, 모새골교회, 상심리교회(한종환), 세대로교회,신혜영, 

안산제일교회(고훈), 염천교회(박영근), 예인교회, 온누리교회(이재훈), 우리제일교회(양기남), 

윤현기, 이강섭, 이상갑, 이상철, 정윤숙, 정지혜, 정흥호, 조암제일교회(김재도), 

중국신학연구원, 지반, 창조교회(김경윤), 한상화, 한세드론아카데미

▼ 각국선교연구원/개척 후원

(주)케이엠산업(김명도), Cedric,이찬미동문 소속교회(스위스), GMS, k-sound(고병식), 

갈릴리교회(이용준), 강성곤, 강세원, 강지원, 귀인(김혜미), 김경빈, 김경용, 김선자, 

김성옥, 김신아, 김애리, 김영복, 김영석, 김원희, 김은선, 김재희, 김정호, 김종국, 김종원, 

김지현, 김진, 김진욱, 노지희, 녹색세무법인(김용찬), 대흥교회(한성호), 덕수교회(송경호), 

동춘교회(윤석호), 디케이소울, 룻선교회(석태임), 목동중앙교회(김진학), 문승현(김량희), 

박병이, 박새론, 박한조, 빌리온선교회(김종구), 서부교회(임채영), 성경적성경연구원(임우성), 

성은하, 소윤정, 속초만천교회(이명형), 송전교회(권준호), 수영로교회, 수표교교회(김진홍), 

순복음우리네교회(박종기) ,  쉼터,  신선영,  아이티선교연구원,  안산선교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회(정종기), 오산제일교회(김재현), 오신애, 온누리교회(이재훈), 

용문교회(이언구), 우문식(노혜전), 원동오,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은좌교회(오재호), 

이미은, 이점화, 이정남, 이해영, 이희정, 인천교회(김진욱), 임마누엘교회(김경천),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정유미, 정진주, 조리라, 조지영, 주사랑선교교회(이여백), 중국신학연구원, 

중동연구원, 쥬얼리빡스(박혜영), 천안반석교회(민필원), 최종훈, 하남교회(방성일), 하정희, 

한강중앙교회(최창규),   행복한교회(이성호), 형치과병원(유동환), 홍상락, 홍웅기, 황은정

▼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재)본월드미션, ㈜대유스틸, M.Div. 숨 원우회, 갈보리교회, 강남구청 교육청, 

교직원(신앙수련회), 국가보훈청, 금란교회, 길가에교회(이인호), 김달현, 김상덕, 김영희, 

김윤자, 높은뜻광성교회(이장호), 높은뜻교회, 더교회, 도원동교회, 리버하임 안정숙, 

박수원, 반석기초이앤씨, 방이교회, 방정환재단, 복지대학원 동문회, 사랑의빛장학회, 

상심리교회(한종환), 선교영어학과, 송정이, 아랍문화연구원(온누리교회), 안해근, 

엘림장학회(이현건), 오륜교회, 오벧에돔교회, 원성아, 유지훈, 윤국일, 이숙경, 정미라, 

평화교회

▼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사)한국성서유니온, (주)생능출판사(김승기), ㈜센구조연구소, 

(주)태동씨앤에스(현주빈), Boston Nehemiah Institute(BNI), KESA 동문회(최경식), 

과천교회(주현신), 광염드림교회(오세민), 기독교세계관학교(노천상), 김상복, 남*문,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명업교회(오세선), 문호교회(전창근), 사단법인 위드다문화(윤현화), 

샘물선교회, 서광교회(이상대), 서부교회(임채영), 섬김의교회, 속초만천교회(이명형), 

수영로교회(이규현), 수원명성교회(유만석),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순전한교회(변우진), 

시민순복음교회(문선화), 안산 온누리M센터, 안흥촌두부밥상(이명화), 엘림장학회(이현건), 

연희교회, 열매나눔선교회(김홍재), 염천교회, 영락소망장학회, 영원무역(성시은), 

예담교회(권기찬), 예수기념교회(노희중), 오륜교회, 온누리교회(이재훈), 윤국일, 

윤정선교회(최지원), 은천교회(홍순설), 은혜교회(이형신), 이문승, 이미원(엘하우스), 

이인범, 이철헌, 이호진, 이효숙, 재단법인 비오스 국제장학재단(박호식), 전범준, 

정미옥, 정우철, 중앙대학교회, 청암교회(지세근), 파키스탄 정마태, 하나선교회(강성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국제자훈련원채플(손귀연), 한진혁, 

홍추민, 황성훈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K*C*, 강갑구, 강성경, 고지은, 권영욱, 권오윤(지윤,지헌), 권혁찬, 김기천, 김동현, 김병준, 

김용운, 김용환(김경민), 김정숙, 김종인, 김종일, 김중숙, 김진경, 김혜미, 노의수, 박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정원, 박홍구, 배영희, 손신, 손하영,신영광, 신준섭,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예수생명교회(맹기원), 오사라, 오종미,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대환, 

윤종문, 이광직, 이광호, 이남진, 이문노, 이상헌, 이영희,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인유진, 

정미현, 정영일정헌택, 정홍열, 제자교회, 조경묵, 조형우, 주함교회(김종일), 지희자,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순, 최동진, 최용현, 최희명, 표영선, 한미연, 허주, 홍성장, 황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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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drama “Missio” performance for the purpose of video 
production

The Theodrama “Missio” (artistic director, Prof. Daniel J. Kim) was a 
major production involving some 57 participants—25 AIGS students, 
15 undergraduate students, 6 professors, and 11 outsiders. While an 
actual performance before an audience was not possible due to the 
coronavirus situation, the production strategy was shifted so that the 
stage performance (at the Main Chapel) was held on July 8 for the 
purpose of video-shooting. As soon as the video production of the 
“Missio” performance is completed, it will be uploaded online for the 
general viewing. 

Short-term overseas voluntary service for Syrian refugees by Arab 
Cultural Institute 

Arab Cultural Institute held concerts for Syrian refugee children 
and local church members in Lebanon from January 2 to 12, 2020, 
with Professors So, Youn Jung and Ha, Tai Sun in Lebanon and 
Turkey, respectively. The Turkey team visited the Turkey Research 
Institute at Hongchan region, as well as the Syrian refugee 
children's ministry area to serve through taekwondo demonstration 
and recreation. The Lebanon team raised funds through classical 
music performance in Dubai and donated a Yamaha digital piano to the 
Lebanese Syrian children's refugee school known as House of Love. 
They also had a concert where they played classical music and hymns, 
and fellowshipped with the members of the local church in Lebanon. Our 
school’s Rachmaninoff Music Ensemble performed praise songs and 
classical music at Riyak Church and Jahle Church in Lebanon and played 
inspirational carols at the children’s events at the House of Love. 

Mission Institute of Nepal conducting a seminar to help the 
missionaries to prepare for their next ministries. 

Mission Institute of Nepal (Director Kwan, Jun Ho of Songjeon Church 
at Yongin) held its next ministry preparation seminar for Korean 
missionaries from other cultures at Hortus Ideas center in Seocho-
gu, Seoul on June 11. Through 4 lecture, the Mission Institute of 
Nepal helped the missionaries to prepare for their involuntary 
withdrawal as a process of God's relocation. Missionary Andrew 
shared his personal experiences. Prof. Kim, Han Sung shared 
11 areas of inspection and funding for missionary work. Kim, Jin 
Dae, the Secretary General of Korea Crisis Management Service 
shared about crisis management. As the transition of missionaries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for each 
missionary group to support their missionaries in terms of member 
care and career development. 

Appointment of AIGS student, Jeevan Prakash Kumar, as a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Theology at ACTS 

Under the sponsorship of Onnuri Church, the AIGS student, Jeevan 
Prakash Kumar, was appointed as a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Theology. He has served as a research lecturer in the first 
semester of 2020, and will serve as a research professor beginning in 
the second semester. 

ACTS Library has been selected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for 
the “Library on Road” award

For the fourth consecutive year, the ACTS Library (Director Chung, 
Hung Yul) has been selected for the “Library on Road” contest hos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organized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The “library on-the-road” project is a 
humanities program based on the local library meeting the cultural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and expanding their own cultural 
activities using various contents. In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plan to read the selected books together, as the library helps to 
cultivate a balanced understanding and approach through lectures 
and discussions. "We hope that more citizens will be able to cultivate 
the power of leisure and meaningful life through humanities, and we 
will continue to work hard to share various high-quality opportunities 
with local residents," said an official at ACTS library. 

Construction of “Haksung” (a tentative name) Memorial Park 

The family of the deceased honorary president Han, Chul Ha (the 
father of Professor Han, Sang Hwa) donated 130 million wons to 
ACTS project to build a bridge linking the fourth floor of the main 
building to the " Cyrene Rest Area" next to the library and to turn the 
surrounding area into “Haksung” (a tentative name) Memorial Park." 
The donation ceremony was held on May 14 at the school's opening 
service, as the eldest son-in-law, Kim, Sang Hoe, delivered the fund 
on behalf of the family to President Chong, Hung Ho. 

Construction of the new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dormitory) 
begins

The old student dormitory building next to the Student Building 
was demolished as the construction work for the new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dormitory) is initiated in June.

Establishment of the Educational Media Lab 

A construction company has been selected to install the Educational 
Media Lab on the fourth floor of the main building. During the 
summer, the installation of the interior, as well as the sound 
equipments will be completed, providing online class video 
production for students and practical training for students majoring 
in Christian Education &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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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31-770-7701~2

사람을 세우고 열방을 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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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 문의전화 |  031-770-7796 

2020. 07. 06.(월) 09:00 ~ 07. 13.(월) 17:00
2020. 08. 10.(월) 09:00 ~ 08. 12.(수) 15:00

| 정시 |

| 추가 |

•일반대학원(석·박사통합, 신학석사, 문학석사)               

•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 성경강해학)

• 선교대학원(일반/북한선교학, 아랍지역학,  

스포츠선교학, 미디어선교학, 비즈니스선교학) 

•교육대학원(교육과정, 상담, 다문화교육)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학, 가족상담학)         

•복지대학원(사회복지학) 

모집대학원

2020. 09. 23.(수)  ~ 09. 28.(월)
2021. 01. 07.(목)  ~ 01. 11.(월) 

| 수시 |

| 정시 |

•글로벌미션신학부 : 선교, 신학

•  글로벌융합리더학부 : 사회복지, 영어, 기독교교육과미디어, 

중국어, 청소년상담지도

전공(트랙)

원서접수 원서접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20 후기 신·편입생 모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21 신입생 모집

영상제작을 위한
떼오드라마  “미시오” 프로덕션

떼오드라마 “미시오” 프로덕션(총감독, 김다니엘 교수)은 종합예술(음악, 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미디어)적 

무대공연으로써 "선교" 주제를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며 본교의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 

비전을 선포한다. 지난 7월 8일에 공연한 “미시오” 프로덕션은 총 57명(25명의 국제대학원생들, 15명의 학부생들, 

6명의 교수들, 11명의 외부인들)이 함께 침여한 대규모 프로덕션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관중들 

앞에서의 공연은 불가능했으나 영상 촬영을 위한 공연을 본교 대강당 무대에서 진행하였다. 영상제작 프로덕션이 

완성되는대로 온라인을 통해 “미시오”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