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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교 제9대 이사장 최남수 목사, 총장 김영욱 박사 취임

2015년은 본교가 개교 41주년이 되는 해

‘제출 임박 보고서’ 특강 진행

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느낌을 주는

학부모 기도회

것 처럼 우리 ACTS도 지난 40년의 귀한 역사

선교영어학과, 외부로부터 장학금 답지
본교,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개최

를 바탕으로 더 크고 멋진 새로운 시작을 해 보

ACTS 세계지역연구소 내 기아대책연구원 신설

기를 소망합니다. ACTS의 지난 시간들을 돌

ACTS, 다양한 기관들과 MOU체결

아볼 때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가득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수기 공모전 개최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2회 영국기도선교 및 해외봉사 출범
학생식당 인테리어
ACTS, 다문화학생 위한 멘토&멘티 문화 체험 행사 참여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좋
은 교수진들, 100% 충원을 보인 신입생들

2016학년도 신입학 설명회 개최
선교영어학과 제4회 홈커밍데이 개최

ENGLISH SUMMARY
후원자 명단

ACTS는 우리 대학의 모체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의 영어명칭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발행인 김영욱 발행일 2015년 5월 15일
발행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획처(Tel 031–770–7802)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디자인 정디자인(02–2285–0916) 인쇄 동화인쇄(02–3158–3521)
※ 신선한 뉴스와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jay10@
acts.ac.kr)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Hallelujah! I praise God, the creator of
this beautiful season of spring.
ACTS Campus is garlanded with colorful
flowers, and it makes me ponder over God’s
grace that fills my heart with happiness and
joy. I am joyful to think that our lovely ACTS
family is also having a wonderful time in our
beautiful ACTS Campus.
2015 is a new milestone for us because
it is the 41st anniversary for ACTS. One is the
number that is associated with a new start, and
I hope that ACTS will begin a great new journey based on the last 40 years of our precious
history.
The last four decades of ACTS’ history
reminds us of God’s grace that is immeasurably embracing ACTS. Year after year, we are
witnessing the increasing number of faculties
and students in ACTS. In particular, we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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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서 사랑하는 ACTS 가족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Dear ACTS family and co-workers in Christ,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and the glory of the LORD rises upon you”
|이사야 60:1(Isaiah 60:1)

까지 ACTS가운데 멋진 가족들을 보내주셨

으로는 학생들의 편의와 보다 좋은 학업환경

습니다. 특히, 학내사태 때 거의 문을 닫았던

을 위하여 <ACTS International Center>와

ACTS의 꽃인 AIGS학생들이 현재는 23개국

<행복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에서 7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있

있습니다. 필요한것들이 다 채워져 학생들과

음에 더욱 더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 40년간

AGIS학생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공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가운데서도, 기쁨가운데

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

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앞

다. 어두워져가는 세상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으로도 우리 ACTS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빛을 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해봅니다.

주신 사명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2013년에 230여명의 교직원/학생들이

ACTS가 되기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

다녀왔던 <영국기도선교>, 복음의 빚진자로

곳 ACTS 에서 학업과 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써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품은 ACTS가 2015

동역자의 사랑을 느끼며 동행하는 우리되기

년 6월 다시 그 땅을 품고 떠나게됩니다. 2년

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보고 느끼게 해주셨던 많은 은혜가 이번

2015년 한 해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

<제 2차 ACTS영국기도선교>에서 더 큰 은

며 나아가는 모든 ACTS의 가족되기를 축원

혜기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또한 앞

합니다.

God for AIGS, the ACTS’ treasure. There
are more than 70 international students from
23 countries enrolled, and we thank God for
sending them to us.
In the last 40 years, God led us and
stayed with us in times of both difficulties and
joy. I believe God will continue to make a
good use out of us in the coming years as well.
In 2013, God had allowed some of ou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to visit the United Kingdom for ACTS Prayer Mission Trip, in
which more than 230 members participated. It
is a wonderful memory of God’s grace. ACTS,
as God’s men and women, love the world and
will visit the UK once again for another Prayer
Mission Trip in June 2015. I hope it will be yet
another opportunity to experience God’s grace
and the UK will be blessed through our ACTS
Prayer Mission Trip.

Also, we are preparing to construct the
ACTS International Center and the Dormitory
of Happiness to improve learning environments for both Korean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ith modern facilities. Please
pray that God will fulfill our vision in His
ways.
In this ever darkening world, we shall
move forward holding the light of God’s
words to achieve His plans and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His kingdom. I pray that we
will nourish ourselves in God’s love and stay
in His presence as we work and study in our
beautiful campus. I hope that each and every
one of ACTS family will have a fulfilling year
in the eyes of God.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fill this
year!

주후 2015년 5월 양평 집무실에서
총장 김 영 욱 올림

Special Report

개교 41주년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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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41주년
감사예배
본교는 지난 4월 30일(목), 개교 제 41주년 기념예배를
강당에서 거행하였다. 개교40주년으로서 바쁘고 알찬 한
해를 보냈던 작년에 이어 올 2015년에도 ACTS는 제2회
영국기도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등 이미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설교에는 인도의 Union Biblical Seminary(UBS)
의 싱(Shekhar Singh)총장이 맡아 ‘요나를 통한 선교
의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특
히 Singh총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가야
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사
람들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
원의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가
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반드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ACTS와 UBS는 아시아 선교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
는 신학교로서 좋은 협력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록 인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김영욱 총장은 최근 네팔

한편 이번 행사에는 10년 및 20년 근속자를 위한 시상

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희생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

식 또한 진행되었는데 이날 20년 근속자로 시상한 채광석

다. 본교에도 이미 많은 네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음에 따

팀장은 ‘20년동안 ACTS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

라 그들을 위한 위로의 말을 전함과 동시에 ACTS 전 구성

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사장님, 총장님, 교수님들과 연

원들이 네팔을 위해 약 3분 동안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

합하여 ACTS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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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41주년을
맞이하여 …
우심화 교수

5월 초이지만 한낮 온도는 30도를 넘나드
는 초여름 날씨에 버금가고 있다. 근래엔 계절
도 한발 앞서 변화하고 있다. 개교 41주년을 맞
은 우리는 넓게는 세상과 교회, 좁게는 국내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개교이념 창출해야…

대학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뿐아니라 더 큰

할을 수행하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전 방위적 전대

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미문의 변화의 시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위치에 있는 구성원은 더더욱 그리하므로 기

급진적 변화와 예측하기도 어려운 변화에 우

타 구성원을 감동시키며 인도해야 할 것이다.

리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생존방식을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그러한 본을 보이고

고수하면서 변화에 몸을 맡기며 살아간다. 그

있다. 요셉은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러나 ACTS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변화에 몸

(창 41 : 43) 되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

을 내맡기며 피동적으로 미래에 대응하여서는

찰하니라. …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

안 될 것이다. ACTS의 설립 자체가 변화를 일

을 순찰’(창 41 : 45~46)하였다. 요셉은 애굽의

으키고 변화에 앞장서고 변화를 하나님의 뜻

리더가 되자 닥쳐올 엄청난 위기를 전화위복

을 이루는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만이 아닌 그야말로 경탄할 기회의 역사로 전

그러므로 ACTS에 속한 우리는 항상 시대와

환할 현재적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삼십

주변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이기고,

세에 총리가 되었으니 그의 생애에 가장 귀한

변화를 통해 개교이념을 창출하여야 한다. 개

30대를 헌신하며 앞장서 준비하였던 것이다.

교 41년으로 미래 40년을 향한 한 해를 내딛었

그 결과 가나안 지역까지도 강타한 7년 대기

다면, 이제는 1년 전보다 눈앞에 이뤄지는 변

근이 도래했지만 애굽 왕조는 더욱 강성하게

화와 미래의 격변에 ACTS는 어떻게 대응하고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

그 변화를 학교 발전과 주님의 뜻 성취의 기회

의 가족에서 오늘도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민

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더

족과 국가로 발돋음케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인지되고 준비되어야 할

의 구속역사에 매우 중요한 한 획을 긋게 하였

것이다.

다. 우리의 미래는 애굽의 7년 대기근 못지 않

이를 위해 ACTS의 구성원은 자신이 처한

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

위치에 대해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서있는 지

총을 헛되이 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를 주님 앞에 살펴야 하고 그 위치에 부여된

을 다 한다면 ACTS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몫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지를 깨닫고 그 역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Mission Report

ACTS 선교대회

필리핀 빈민지역

‘아세아복음화’는 본교의 설립목적이다. 이에 걸맞게 ACTS 선교문화복지학과 학생
들이 10여명의 해외봉사팀을 조직하여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 3주에 걸쳐 필리
핀 빈민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필리핀에서도 대표적 빈민지역 ‘따가이따이’ 지역과 ‘바세코’ 지역에 발을 내딛은 학
생들은 남학생과 여학생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합심하여 노후화된 건물 개보수작업, 페
인트작업, 노숙인들을 위한 무료배식 등과 같은 일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아동들을 대
상으로 태권도와 무언극 공연을 보여주며 희망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이번 봉사활동 일정에서 학생들은 단지 봉사뿐 아니라 세계선교공동체
(WMC) 선교사들의 선교사역에 관한 강의도 들으며 자신들이 선교사로서 준비해야할
것들을 배우고 또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이번에 참가했던 안수민 학생은 ‘바세코 지역에서 쓰레기 더미와 악취 속에서 생활
하는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항상 웃으면서 맞아주는 아이들
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내 자신이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유이삭 학생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되지는 직접 경험했
던 시간 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필리핀 봉사는 선교문화복지학과와 본 대학 사회봉사지원센터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년 겨울방학 동안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봉사지원센터는 기독교 복음정신의 실현과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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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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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동문
선교사의

기도편지
아세아복음화, 세계선교를 이루기 위해
ACTS의 동문들은 열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CTS 동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선교사(I 국 선교사)

김미현 선교사(태국)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곤고했던 날이나

싸왓디 크랍!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인사 드립니다. 남은

즐겁고 형통한 날도 뒤돌아보면 모두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5년 한해도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 삶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싹이

저희는 5년동안 이곳에서의 많은 추억들을 뒤로하고, 안식년을 위해

피어나고, 귀한 영혼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한해가 되시기를 함께 기

한국으로 잠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도드립니다.

지난 5년의 시간들

반넝싸이 교회 이야기

문화체험을 위해 싱◯토◯ 빌리지에서 약 4개월, 언어 습득(USP

그동안 우리 반넝싸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여자 아이들

언어코스) 및 교회개척(NHC:나◯◯희망 교회설립, 2013.10)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터 동네 남자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기존교회 돌봄사역(JFC:예◯◯◯교회, 2007설립)을 위해 나◯◯

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

타운에서 약 2년 7개월, 그리고 빌리지 근처의 학교(SPMTC:남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얼마나

◯◯◯선교사훈련원, 1991설립) 관사에서 약 2년의 생활을 보내

사랑하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 제자훈련 사역과 학생들이 섬기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예배회
복 및 선교 비전의 공유와 동원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2년

전도 이야기

의 견습 선교사 기간, 그리고 3년의 정규선교사로 서의 사역을 통

요즘 반넝싸이 마을과 그 주변에는 새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습니

하여, 한국교회의 후원으로 인ㅇ인 교회한 곳이 개척되었습니다.

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 더불어 출산을 하여

기존에 세워진 인◯인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어린 자녀를
접촉점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출산용품과 신생아 옷들을 함께 나누

선교의 열매

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기간 중 선교의 도전을 받은 학생들이 이곳 외에 아프
리카,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거나 현
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C국에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곳에서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희 가족을 위한 특별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납니다’라고 마

가족 이야기
셋째 보람이는 1월 첫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
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애교도 부리고 한걸음 한걸음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세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
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막 말을 남겼지만 오히려 신구 학교 스텝들은 ‘당신의 헌신적인
수고와 신실한 사역의 씨앗들은 곧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라며 격려

기도제목

를 해주었습니다. 또 학생들도 우리가족과의 이별이 ‘끝이 아닌 선
교의 연장’에서 서로가 선교에 비전을 품고 선교지에 있는 이상, 언

1. 함께 협력할 단기선교사가 생길 수 있도록

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힘찬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2. 반넝싸이 교회와 함께할 현지인 사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3. 교회에 관심이 있어 하는 청소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4. 반넝싸이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5. 교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안정되도록

AIGS Report

AIGS

국제교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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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

News

신앙수련회

2

AIGS 학생들의 서울 투어

4

메디페어 (Medi–fair)

본교에서는 2월 25일(수)~2월 27일(금), 2

지난 3월 28일(토), AIGS 학생들이 한국 적

지난 3월 15일 분당 ‘우리교회’ 의료선교팀

박 3일동안 광림수도원에서 신앙수련회를 가

응을 위하여 서울 투어를 나섰다. 본교의 이

이 ACTS를 방문했다. 본교의 기숙사에 거주

졌다. Dr. Glenn A. Jent (횃불트리니티 신학

한영 교수가 협력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서부

하는 학생, 특히 AIGS 학생을 위한 무료 진료

대학원 기독교육학 교수) 강사로 오셔서 ‘The

교회(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의 초청으로 성

를 위한 방문으로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다.

Fall and Decline of the Human Race’(창세기

사된 이번 투어에는 50여 명의 AIGS 외국인

의료진료팀장 ‘성기양 박사’의 인솔 하에 20명

1:26~31 & 창세기50:2), ‘Keep Your Eye

학생들이 참석했다. 가족이 함께 한국에 머물

의 지원팀이 방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검사

upon the Doughnut’(히브리서12:2~3),

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가족까지 모두 동반

하고 직접 약을 조제해 주었다. 내과, 치과, 한

‘But God...!’(창세기50:15~21), ‘The

하여 따뜻한 봄날의 햇살과 꽃을 즐겼다. 이후

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진이 이루어졌고

Parable of the Mustard Seed’(마태복음

에는 서부교회를 방문해서 셀그룹 성도들이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외국인학생으로 하여

13:31~32), ‘Running for a Good Reason’

준비해 준 뷔페를 즐기며 친교를 나누었는데

금 더 수월한 한국적응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무엘하18:19~33)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특히 한국에서 첫 학기를 맞는 신입생들은 변

시간이었다.

운 말씀들을 전해주셨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

화된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이 사역과 생활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점들을

긴장을 잠시나마 풀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

나눠주시고,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귀한 시간과 물질을 베

통해 2015학년도 1학기를 은혜 중에 준비할

푼 서부교회 관계자들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산행을 함께하며 서울 성곽길에 대한 역사를

5

15차 AIGS포럼

나누어 준 연세대학교 박찬웅 교수에게 감사
의 표현을 잊지 않았다.

3

신입생 입학

2015년도 봄 학기에 총 14명의 학생 (M.Div.
9명, Th.M. 1명, Ph.D. 4명)이 입학하였다. 이
미 21개국의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공부중이

중간고사 기간이던 4월 22일(수), AIGS

지만, 2015년에는 1개국이 늘어난 23개국의

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조직신학자, Barend

학생들로 구성하게 되었다. AIGS는 현재 11명

Kamphuis 교수(네덜란드 Kampen신학교)를

의 한국학생과 69명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

초청하여 15차 AIGS포럼을 가졌다. 디이트리

로 시작된 2015년 봄 학기를 운영하고 있고

본회퍼의 기독론을 주제로 주어진 강의에서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Kamphuis 교수는 본회퍼가 가졌던 십자가의

각 국의 교회 지도자들로서 양성되기를 기대

신학을 교훈 삼아 이 땅에서의 번영과 영광을

한다.

좇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AIGS학생들과 오랜 시간 질의 응
답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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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CTS
Indian Mission Research Centre is one of the 31 Mission Research
수도
언어
면적
인구
종교

뉴델리
힌디어(40%)외 14개 공용어, 영어(상용어)
3,287,263㎢ 세계 7위 (CIA 기준)
약 1,236,344,631명 세계 2위
힌두교 80.5%, 이슬람교 13.4%, 기독교 등

Centers in ACTS. India is an incredible country with multicultural,
multi–linguistic, multi–racial and multi–ethnic and religious
people. Hinduism is the major religion and Islam is second largest
practiced religion. India is the home for the second most populous
Muslims in world. Beside these two major religions, Christianity,

인도는 다문화, 다중언어, 다민족 혼혈과 다양한 종교로 이루어진 나라이

Buddhism, Jainism and Sikhism are the minority religious groups.

다.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의 영향이 가장 강하고 그 외에도 기독교, 불교, 자

ACTS realized the desperate need for mission in India. ACTS

이나교와 시크교가 소수종교집단이다. 이러한 인도를 이해하고 인도 선교에

trained more than 100 Indian prolific students in the past four decades

대해 연구하고자 본교에는 인도 선교연구센터가 존재한다. 해당 센터는 본

and some of them are key leaders in the theological seminaries

교에 설치된 31개 선교연구센터 중 하나로서 인도에 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

and mission organizations; some are pastors and missionaries to

노력하고 있다. 본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재학중인 인도 출신 유

other Asian countries. In January 2015, ACTS President Dr. Kim,

학생을 후원하고 인도의 다양한 종교 및 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며 효과

Young Ook and the Dean of AIGS Dr. Chong, Hung Ho visited India

적인 인도 선교의 방향과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and had get–together with Alumni. The short–term visit to India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100명 이상의 많은 인도 학생들을 훈련시켰으며,
그들 중 몇 명은 신학대학교와 선교 단체에서 이미 핵심 리더로 성장해있다.

has speculated the immensity of the mission in India. Thus, ACTS
committed to educate Indian students continually.

지난 2015년 1월에는 본 대학 의 김영욱 총장과 정흥호 국제교육원장이 인
도를 방문하여 졸업생들과 만남을 가지고 인도 현지 대학과도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 학생들을 양성하고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할 것이다.

CURRENT STUDENTS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15 Indian students are enrolled
and representing 7 different states in India. Four of them are Ph.D.
candidates, three are Th.M. and eight are M.Div. students. They are

현재 재학생

equipped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for the mission in India.

2015학년도 총 15명의 인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들은 인도의 7

Some of them are actively involved in Korean churches as English

개의 다른 지역에서 왔다. 재학생 중 4명은 박사 과정에 있고, 3명은 석사 과

Pastors and worship leaders. Rev. Raveen Kumar, is an English

정, 8명은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에서 선교하기 위

lead Pastor in Suwon Jeil Church, Suwon and Vezhoto Soho, Ph.D.

해 이곳에서 이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몇몇은 영어 예배 목

candidate, ministering in Wonju Jeil Church, Wonju, Gaichuang

사나 인도자로 한국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사 과정을 공부

Panmei. M.Th. student is seving as a worship leader in Nuwon Full

하는Raveen Kumar학생은 수원 제일교회에서 영어예배 담당 목사로, 박

Gospel Church, Seoul and Ms. Lhouvino, M.Div. student serving as a

사 과정의 임원인 Vezhoto Soho학생은 원주 제일교회의 목사로, 신학석사

worship leader in Golden Gate Baptist Church, Seoul, and others are

를 공부하고 있는 Gaichuang Panmei학생은 노원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

serving in different churches as English Sunday School teachers and

도자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Lhovino학생은 금문교 침례교회에서

so on.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다. 그 외 다른 학생들도 각각 다른 교회에 출석하여
영어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

ALUMNI’ REPORT

졸업생 보고서

A. David Onesimu who is graduated with Ph.D and currently working

ACTS’ alumni are actively involved in mission in India. Rev. Dr. J.

본교 졸업생들은 인도 선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사 과정

as the Principal of Madras Theological Seminary, Tamil Nadu, South

을 공부하고 졸업한 David Onesimu 목사는 최근에 인도 남부의 타밀 나두

India; Rev. Dr. Vikheshe Chishi, who was graduated with D.Min. in

에 위치한 마드라스 신학대학교의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1 and he is the founder and Principal of Withee Bible College,

2001년에 목회학 박사를 공부하고 졸업한 Vikheshe Chishi 목사는 인도 북

Nagaland, Northeast–India. Rev. Daithao Kamei graduated in

동부의 나갈랜드에 위치한 위드니 성경대학교의 설립자이자 교장으로 일하고

the year 1988 with M.Div. and he is doing mission in Japan as a

있다. 1988년에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고 졸업한 Daithao Kamei목사는 일본에

missionary. Rev. K. Anbazhagan graduated with Th.M. in 2013 and

서 선교사로 있다. 2013년에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한 K. Anbazhagan목

currently ministering as Pastor. These men of God and other ACTS

사는 최근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졸업자들은 인

graduates are involved in training Indians for Indian mission and

도 선교를 위해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transferring many people’s lives with gospel of Jesus Christ.

Zoom i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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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n ACTS

교수학습개발센터,

동문초청 취업릴레이 특강

English Box

학생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진행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3월 8일을 시

지난 4월 7일을 시작으로 7회에 걸쳐 취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English Box 개강

작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를 시행하

업특강이 진행 중이다. 본 특강은 2015년

파티가 3월 11일(수) 학생회관 북카페에서

였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

1학기 진행 중인 교과목 「취업과 진로」에서

열렸다. English Box는 학생들이 자연스럽

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보람된 학교생

추진하는 이벤트로서 해당 과목 수강학생

게 영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돕기 위

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서 이

뿐 아니라 전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있

한 공간으로서 약 30명의 학생들과 교수,

번학기에는 총 10팀이 선정되었다. 시가서,

다. 숭실고등학교 종교교사로 시무하는 이

AIGS 학생들이 모여 향후 계획 및 영어 학

토익마스터,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중국

중민(신학88), Good TV 제작·보도국장 홍

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유익한 시간을

어 자격증 취득 등 팀마다 다양한 주제로 8

선호(신학90) 등 비 목회 분야에 진출한 총

가졌다. English Box 사용하려면, 하루 전

주 동안 스터디 모임이 이루어져서 5월말

7명의 동문을 매주 초청하여 학생들의 맞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까지 진행되며 학기말에 최종 포토폴리오

춤형 진로 설계를 해주는 등 참석자 개개인

를 제출한 팀 중 두 팀을 선정하여 장학금

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본 특강은

이 지원될 예정이다.

6월 2일까지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본교
제9대 이사장 최남수 목사,
총장 김영욱 박사 취임

본교(ACTS) 제9대 최남수 이사장(의정부
광명교회 담임), 제9대 김영욱 총장 취임예
배가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양평 ACTS 강
당에서 진행됐다. 취임식의 설교를 맡은 고
훈 목사(안산제일교회 담임)는 ‘아세아복음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겠

적인 대학교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한민국

다.’라고 했다. 또한 김영욱 총장은 취임사

말했다. 한편 본교는 최남수 이사장의 리더

이기 때문에 본교가 세워졌고 그간 복음화

에서 지난날의 ACTS를 회상하며 취임사를

십 아래에 2015년 2차 영국기도선교를 떠

를 외친 이곳에서 ACTS 학생들이 복음화

시작하였는데 특히 ‘ACTS가 영적 공동체로

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차에 교수, 직

의 역군이 되길 희망한다. 이사장, 총장, 교

발전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간 강당이 기도

원, 학생 포함 약 230명이 현지로 떠났던

수가 할 일은 오직 기도이다’라고 말하며 큰

로 인해 건축되었고, 영국기도선교 프로젝

경험을 통해 오는 6월 23일~7월 2일 다시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어 최남수 이사장은

트를 거행했으며,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한 번 영국으로 떠나 복음 전파 및 해외 봉

취임사에서 ‘학교의 경영은 하나님께 달려

을 획득하는 등 이 모든 실적과 발전을 이

사를 몸소 실천하며 ACTS의 선교지향적 사

있음을 믿으며 총장님 교수님들이 마음껏

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향후 국제

명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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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기도회

선교영어학과, 외부로부터 장학금 답지

본교는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비율이
12퍼센트를 넘어 전국 대학교 평균을 많
이 상회하고 있고 또한 국가 장학금이 확
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
다. 그런데 2015년 1학기 선교영어학과 학
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여러 곳에서 답지하
지난 4월 14일(화) 점심시간, 학생들의 발

지난 2015년 4월 23일(목) 오전 11시,

였다는 소식이 있다. 본 학과 졸업생인 이

걸음은 매우 분주했다. 점심식사 후 많은 학생

학생지원팀의 주도로 ACTS개교 이래 처음

상선 동문(‘99년도 입학), 김달현 동문(’05

들이 본 대학 선강당 204호로 모여들었고 학

학부모기도회를 가졌다. 비록 첫 기도회로

년도 입학) 뿐 아니라 86학번 동문들, 그리

생들의 손에는 노트와 펜이 들려 있었다. ‘제

서 소수로 시작하였지만 동문 학부모가 참

고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은 선교영어학

출 임박 보고서’ 특강을 듣기 위하여 삼삼오

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의미 있는

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이들로 하

오 모여들었고 본 대학 금동철 교수(교양학

시간이었다. 본 대학 총장과 학생처장이 참

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업 의욕

과장, 국문학 전공)의 특강이 시작되었다. 점

석하여 진행되었는데 특히 김영욱 총장은

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선교영어학

심시간을 이용한 단 30분간의 강의였지만 보

본 기도회를 통하여 학교, 가정, 학생이 하

과 교수 일동과 해당 학생은 장학금 기부자

고서 작성법과 작성 시 유의사항 등 학생들

나가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 후

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표현하였다.

의 학업에 너무나 유용했던 특강이었기에 많

4가지 기도제목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통

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하였다. 교수학습

성기도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긴

개발센터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번 특강을 시

담소를 나누었다. 참석한 모든 학부모님들

작으로 올 해에는 다양한 특강을 더 준비하여

은 학부모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기를 소망하며 아쉬운 만남을 뒤로 했다.

본교,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개최
본교 선교영어학과는 전국의 크리스천 고
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영어로 나눌 수
있는 「제 1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를 2015년 5월 9일 경기도 양평 본교에서
개최한다. 최근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 학생
의 숫자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에 따라

르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선교영어학과 졸

울 수 있다. 대학과 한국 교회에 닥쳐온 위

본교 선교영어학과는 특징과 장점을 이용하

업생들은 영미권의 다수 대학원에서 영어교

기를 이 대회가 미약하나마 중고등부 학생

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영어 간증대회를 기

육학 혹은 신학을 수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

획하였다고 한다.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 뿐

역사적 배경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

한다. 한편 전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크리

아니라 197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영어로

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간증대회

스천 고등학생(대안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수업하는 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관계자는 말하였다.

준비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영어에 특화된 대학이다. 특히 선교영어학

한국인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은 가

신앙과 다문화 이해 증진에 관심 있는 전국

과는 지금까지 목회자와 타문화권 선교사를

히 세계적이기 때문에 영어 간증은 한국의

의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영어 교육 선교사를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영어라는 접촉점으

문의처 : www.acts.ac.kr

배출하기 위한 교과과정으로 학생들을 가

로 다가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도

031–770–7745(월,화) / 031–770–7838

Zoom in ACTS

ACTS 세계지역연구소 내 기아대책연구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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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수기 공모전 개최

학생식당 인테리어

ACTS는 국제구호기구인 한국국제기아

ACTS기독교교육상담학과와 교육대학원

시설관리팀에서는 지난 3월, 2층 학생식

대책과 선교지, 선교전략, 기독교 교육에 대

이 주최하는 ‘제1회 기독교대안학교 우수교

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바닥 왁

한 연구 실천과 선교 패러다임을 성경적 관

육사례 수기 공모전’이 오는 5월 26일(화)

싱작업, 페인트 작업, 칸막이 공사를 통하여

점에서 제시하고 실천하기 위해 본교 세계

부터 6월 26일(금)까지 진행된다. 본 공모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쾌적하고 독립적인

지역연구소 내 기아대책연구원을 신설하였

전은 교육을 통해 변화된 가치관과 삶을 살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 하였고 향후 블라인

다. 향후 기아대책연구원에서는 학술지 발

아가고 있는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이

드를 추가 설치해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

행, NGO 선교 이론서 출간 및 관련도서 번

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기획된 행사

를 유도할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하였다. 화,

역, NGO 선교 사역자 및 학자 발굴 육성,

이다. 공모 참여자는 개인의 체험수기, 경험

목요일은 2층과 3층 두 곳에서 배식을 하

지역사회 개발 및 NGO와 선교강의 등의 활

담, 성공사례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야기

고 있으니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란다.

동을 하게 될 것이다. 관련 사역에 관심 있

를 만들어내면 된다. 최우수상부터 장려상

는 분들은 본교 기아대책연구원 또는 선교

까지 시상이 이루어지고 더 자세한 세부사

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처 : 031–770–7733

ACTS, 다양한 기관들과 MOU체결

ACTS, 다문화학생 위한 멘토&멘티
문화 체험 행사 참여

제2회 영국기도선교 및 해외봉사 출범

5월2일(토),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주최한 멘토&멘티 문화 체험 행사에
본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전라북도 전주
시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ACTS의 교수 및
지난해에 이어 2015년에도 ACTS 다양

제2회 영국기도선교 및 해외봉사(이하 영

직원뿐 아니라 학생들(외국인학생 6명과 다

한 기관과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여념이 없

국기도선교)가 ‘Rise up, New Generation!

문화 가정 자녀 학생 7명, 학부 학생 18명)

는 듯 하다. 올 2015년 이제 막 따스한 바람

ACTS Prayer Mission’이라는 주제로 금

이 함께 하여 더욱 의미가 있던 이번 행사

이 불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많은 기관과의

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영국으로 출

는 아침 9시 출발을 시작으로 매우 분주히

협약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남

발한다. 영국기도선교는 2013년에 영적으

움직였다. 구성원별로 균등히 조를 나누어

수단선교연합회, 선교한국, AIMS(NGO), 누

로 침체되어가는 영국 전역을 230여명의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다문화 학

가선교회, WMC(필리핀), 월드비전을 비롯하

ACTS 구성원이 품으면서 시작 되었다. 2

생들은 한옥마을의 경기전(조선 왕조의 어

여 인도의 UBS(Union Biblical Seminary), 캐

회 영국기도선교를 통해 자유신학으로 황

진–초상화)관람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전주

나다의 CCC(Canada Christian College)와

폐해진 유럽 전역이 복음의 빛으로 재 점화

비빔밥을 처음으로 맛보는 등 시종일관 한

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ACTS는 이러한 협약

되는 기점이 되길 바라며 많은 기도와 후원

껏 고무된 모습이었다. 다문화학생을 포함

을 통하여 선교교육 및 다양한 활동에서 긴

바란다.

한 외국인학생이 함께 하여 더 의미가 있었

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후원 문의처 : 선교실 031–770–7860

고 그들로 하여금 한국문화를 보다 자세히

전문적 선교, 기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보람된 시간이었다.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단기 선교인력

한편 본교는 지난 2012년부터 양평군 다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위탁 및 사회

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음에

교육에 관한 인력을 교류하고 학생들을 위

따라 양평지역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양평

한 인턴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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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동정
2016학년도 신입학 설명회 개최

2014

12월 20일~1월 12일

오는 7월 11일(토), 본교에서는 2016학

1월 27일~2월 4일

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신

2월

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대학 및

2015

미국 본교 이사 교회 방문, 후원교회 방문 및 설교
인도 푸네, 뱅갈로 Union Biblical Seminary와
M.O.U 체결 및 동문 사역지 방문
ATA Korea 회장으로 재선임

3월 12일

Canada Christian College와 M.O.U 맺음

도 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하

3월 19일

CTS 라디오 Joy, 비젼대학을 만나다 녹음

는 이번 설명회는 약 2시간동안 진행될 예

4월 10일

선교한국 M.O.U 체결

학과별 특징과 비전을 소개하고 2016학년

정이고 참여자에 한해 전형료 면제,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을 준비중이다. 참여
신청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교수동정

문의처 : 교무처 031-770-7838~9

김영희 교수
3월 30일

선교영어학과 제4회 홈커밍데이 개최

김한성 교수

1999년에 개설되어 2003년 2월에 첫 졸

2월 13일

업생을 배출한 선교영어학과는 2012년도

2월 26일~28일

에 제1회 선교영어학과 졸업생들을 위한

3월 28일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그 뒤로 매년 4

경기도 화성. GMS 총회세계선교회 참석
SIM선교회 국제이사회 참석(태국 치앙마이)
국제선교학회(IAMS) 2016 한국대회 준비위원회 모임참석(서울 남대문교회)
정성국 교수

월말 혹은 5월, 선교영어학과 졸업생 홈커
밍데이를 가져왔고 올 해 2015년에는 5월

Samuel T. Gladding 의 Family Therapy 책 번역
(가족치료, 김영희 장보철 역, CLC)

4월 25일

25일(월)에 양평 모교에서 가질 예정이다.

IVF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송인규 교수) 주최 QT 포럼에서
‘QT를 위한 성경해석학적 변명’ 발표
나들목교회 성경특강 (갈라디아서) 2015년 4월 12일부터 매 주일 5회 인도

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영어학과 동

정홍열 교수

문회는 행사를 위한 지원금과 함께 기념품
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4월 24일

문의처 : 김태후 전도사(010–3186–3644)
김영미 동문(010–6577–9953

한국조직신학회 전국대회에서 논문발표
논문제목 :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 본 믿음과 사랑의 관계 재조명

4월 27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 안수위원으로 목사안수식 참여
정흥호 교수

1월

신간도서 안내
ACTS 신학과 선교

허주 교수 (안식 / 연구년 중)
1월 20일~3월 31일
1월 25일
2월 9일~10일
3월 8일

•Hermeneutics and Millennialism in Augustine’s Eschatology_
박응규•Integrating Adult Learning Principles into an Effective
Teaching, Preaching Ministry_전병철•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ir Korean EFL Instructors: Metaphor Analysis_
김덕영•이슬람 선교를 위한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에 대한 고찰_
김진욱•선교사역과 우울증에 관한 소고(小考)_유동윤•파키스탄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선교전략_윤석호•이라크, 레
반트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선교에 있어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개발_정형남•히브리시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시편 126편 연구_
김동진•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나타난 성 버나드의 사상 고찰 성 버나드의 『숙고에 관하여』(De Consideratione)를 중심으로_조
주희•기독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 및 요구분석_변
우진•对两种连词的考察及其对教学的建议 管延增, 丁 帅

인도 Union Biblical Seminary와 MOU 체결 위해 방문

3월 12일
5월 14일
4월 9일~12일
4월 20일
4월 20일
~8월 3일

두란노성경대학에서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강좌 인도(매주 화요일 10회)
방이교회(이명숙 목사/ 학부, 신대원 동문) 예배 설교 인도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 세미나에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간에
나타난 기도의 필연적 상관성’ 발표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마당기도회 주일 설교
액츠 태국선교연구원 제32차, 33차 영락교회 소망회 성경공부 인도
미국 메릴랜드 경향가든교회(한태일 목사) 춘계사경회 인도
미국 동부 ‘이민목회와 바른신학 연구원’에서 ‘회개
- 한국교회 갱신의 단초’ 논문 발표
기독교방송 CTS ‘평신도 아카데미’에서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16회 방송 강의 진행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및 목/금요일과 월/화요일 저녁 7시 재방송)

Summary

ACT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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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English
Interior Renovation of Dining Hall

AIGS Forum

2nd UK Prayer Mission

AIGS Hiking Bukahk Mt., Seoul

During March, ACTS Ground and Facility Team conducted interior
renovations for the Dining Hall on 2nd floor: waxing, painting, and making
compartments. The new space and atmosphere, partitioned by glass walls,
looks comfortable and friendly. ACTS students and community are much
pleased and thankful to the Team’s hard work. A representative from the
Team says that they plan to install windows shades in the future for a more
pleasant and warmer atmosphere.

The schedule for Prayer Mission to the United Kingdom was finalized:
from June 23 to July 2. ACTS launched the prayer mission project last
year to embrace the entire country of United Kingdom in order to save
the country from its spiritual recession.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rekindle the spiritual passion with the words of God in Europe through
untiring prayers and services. The project needs continuous attention and
support both through prayers and money.

MediFair

On March 15, the medical team from Woori Church in Bundang, Gyeonggi
visited ACTS. The team of 20 mission-minded professionals, directed
by Dr. Sung Giyang, M.D., visits ACTS campus twice a year to provide
free medical ca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visit has been named as
AIGS MediFair, during which the 4th floor classrooms of Mission Hall are
converted to a clinic space on a Sunday afternoon. Its treatment includes
internal medicine with ultrasound, oriental medicine with acupuncture,
dental service, and prescription medication. The event had provided much
assistant to international students in adapting into unfamiliar environments.

Inauguration of ACTS 9th Chairman of Board of
Trustees, Rev. Choi Nam Su and ACTS President,
Dr. Kim Young Ook

On April 17, ACTS held a ceremony at chapel service for inauguration
of Rev. Choi Nam Su as ACTS chairman of Board of Trustees, and Dr.
Kim Young Qok as ACTS President. Rev. Choi, the senior pastor of
Kwangmyung Church in Uijeongbu City, Gyeonggi, said at the ceremony,
“I believe that management of ACTS belongs to God, and I will dedicate
myself to praying so the ACTS President and faculty can teach and study as
much as they hope to.” President Kim said in his inaugural speech, “I can
feel that ACTS is growing to become a spiritual community. So far through
our prayers, the auditorium construction and Prayer Mission Trip to the
United Kingdom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nd ACTS received
a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appraisal from a government agency and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We are very much thankful to
God for all these achievements. I am ready for upcoming challenges to
make ACT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university.”

AIGS invited Barend Kamphuis, Professor of Systematic Theology
at Kampen Theological University , Netherland, as main speaker for
15th AIGS Forum, April 22. With Dietrich Bonhoeffer’s Christology,
i.e., Theology of Cross as the topic of the speech, Professor Kamphu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ot falling into prosperity and honor in this
world. After the lecture, he spent a quality question and answer session
with AIGS students.

On March 28, a group of 50 AIGS students went hiking on fortress wall
over a Seoul mountain, Bugahk. It was sponsored by Seobu Church
(Mapo, Seoul) where Prof. Lee Han Young serves as a collaborate pastortheologian. The group gathered at Kyeongbok Palace station and started
off at the Bugahk Mount Wall overlooking the panoramic and breathtaking view of city of Seoul. After hiking, the group visited Seobu Church
and had a fellowship dinner with church members. The event had provided
new students an opportunity to know Korean culture, life and people better.

AIGS Freshmen

14 new AIGS students (9 M.Div., 1 Th.M., and 4 Ph.D. programs) have
arrived in Yangpyeong for 2015 Spring semester. The international
program has now 69 international students from 23 countries. Currently,
AIGS offers classes for 11 Korean students and 69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the 2015 Spring semester in order to train future church leaders
all over the world through quality education.

AIGS Spring Retreat

AIGS Spring Retreat, a three-day (Feb. 25~27) spiritual gathering, was
held at the Kwanglim Prayer Mountain in Gwangju, Gyeonggi. Dr. Glenn
A. Jent, the 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in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in Seoul, delivered beneficial messages through the verses: “The
Fall and Decline of the Human Race” (Genesis 1:26-31; 50:2), “Keep Your
Eye upon the Doughnut” (Hebrews 12:2-3), “But God...!” (Genesis 50:1521), “The Parable of the Mustard Seed”(Matthew 13:31-32) and “Running
for a Good Reason” (2Samuel 18:19-33). He shared with students on
difficulties of preaching and godly life, and prepared the students for the
2015 Spring semester through a prayer.

English Box

On March 11, ACTS celebrated the opening of “English Box” for this
semester at Student Center Book Cafe. It is aided by AIGS students and
faculty to provide a space for about 30 Korean students to improve English
proficiency. Students shall make an appointment a day ahead to use English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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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구좌
ACTS 발전기금 [국민은행] 220401–04–102448
ACTS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국민은행] 220401–04–102815
[농협]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후원 [국민은행] 2204–01–04–019722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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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님께서 계좌로 송금(자동이체)를 아래 구좌로 이체(현지통화를 바로 송금)
해외후원자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301–375281(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또는 ACTS)
수표(Check) 발송처
1276, Gyeonggang-ro, Okchon-myon, Yangpyoung-kun, Gyunggi-do, Korea
476–75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번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획처
T 82-31- 770-7801~2
선교실
T 82-31-770-7860~1
국제교육원 T 82-31-770-7812~3

F 82-31-770-7803
F 82-31-770-7803
F 82-31-770-7776

actsplan@acts.ac.kr
actsmission@acts.ac.kr
actsalumni@acts.ac.kr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5년 1월 ~ 2015년 4월 후원자 명단

Thank you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
면 본교 기획처(031–770–7802)로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아래의 명단은 입금된 날
짜를 확인한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월에 입금을 하신 경우에도 확인이 늦어
지면 이월 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ACTS 발전기금 | 과천교회, 광명교회, 권혁관, 김경민,
김경윤, 김기홍, 대광교회, 모리아, 박신성, 박윤정, 벌
교대광교회, 손복수, 압구정예수교회, 염천교회, 염천
교회 선교부, 예인교회, 예일교회, 이규현, 중동선교회,
㈜청우티에스, CLC
각국 선교연구원 | 강성곤, 고석부, 광야미션교회, 글
로벌부족선교회, 김선자, 김신아, 김용찬, 김진욱, 김한
숙, 김혜숙, 김화영, 노은행복한교회, 동춘교회, 동춘교
회(422-2목장), 박병숙, 박병이, 박한조, 빌리온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서울홍성교회, 소윤정, 송명애, (주)스카
이소프트, 양주새순교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온누
리교회, 왕성교회, 원동오, 유동환, 이해영, 인천교회,
장자문, 전원, 올리브드림, 정흥호, 중계충성교회, 천안
반석교회, 총회세계선교회, GMS, 풍성한교회, (사)한국
국제기아대책, 한강중앙교회, 행복한교회, KNU ENGLISH CHURCH
학부, 대학원 지정장학금 | 김정민, 정은영, 전병철, 익
명, 이숙경, 이상선, 윤형란, 우심화, 신금호교회, 대유
스틸, 높은뜻광성교회, 김준수, 김윤자, 김영희, 김애숙,
김달현, 갈보리교회, ACTS86동문회, 무명

외국인학생 장학금 | 강윤경, 기독교세계관학교, 김희
경, 남애장학재단, 대명선교교회, 도곡교회, 또감사교
회, 명업교회, 모래내교회, 죽전목자교회, 문호교회, 새
순교회, 생명교회, 서울영동교회, 송일육, 수원제일교
회, 슬림장학금, 신명하, 에스터하우스, 열린교회, 열매
나눔선교회, 염천교회 세계선교부, 영락교회 소망회,
오륜교회, 오산장로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 M센터,
용문교회, 창신교회, 윤정 선교회, 이명재, 이주아, 이철
헌, 이효숙, 이희영, 전범준, 정우철, 정윤교회, 최규정,
최영수, 한국선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황봉길, (사)
한국성서유니온, 100주년기념교회, Emil, 무명
개척비 | 동춘교회112목장, 박정순, 속초만천교회
국제센터 | 권오윤, 김한성, 몸된교회, 박윤정
10만명기도후원운동 | 강성경, 고지은, 권오윤, 권지윤,
권지헌, 김동엽, 김명희, 김영욱, 김용환, 김정관, 김중
숙, 김진화, 김현아, 류승희, 맹기원, 박영진, 박환순, 서
원주성결교회, 손신, 송병률, 신동은, 심재영, 안경승,
위현숙, 유은영, 육상근, 윤종문, 이명기, 이영희, 이정
순, 이현범, 임규석, 전수진, 정영일, 정흥호, 조진규(제
자교회), 조현종, 채광석, 천지혁, 한광식, 홍정수

바른 신학과 신앙을 전수하는 복음의 요람!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dmission Briefing Session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중심!

세상을 움직이는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는
ACTS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5.

7. 11(토) 오후 1:00~3:00

일

시

장

소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당

내

용

시 간
13:00~14:00
14:00~15:00

내 용
학교 및 학과소개
2016학년도 입시 주요사항 안내
1:1 개별 입학상담

참가신청 2015년 6월 30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

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무처 ☎ 031–770–7838~9

※ 입학설명회 당일 아신역(중앙선)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 당일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2016학년도 수 시 모 집 2015년 09월 09일(수) 10:00 ~ 09월 15일(화) 17:00
신입학
정시[나]군모집 2015년 12월 24일(목) 10:00 ~ 12월 30일(수) 17:00
원서접수 모 집 학 과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031-770-7838~9 www.act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