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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는 우리대학의 영어 이름인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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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메시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1절~3절>
“O come, let us sing unto the Lord: let us make a joyful noise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Let u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thanksgiving, and make a joyful noise unto him with psalms.
For the Lord is a great God, and a great King above all gods.
<Psalm 95: 1-3>

할렐루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6년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참 휴식과 또 새
로운 학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ACTS와 함께 걷는 여러분
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ACTS의 모든 시간이 그러하였지만 특히 지난 1학기는 하나님의 은
혜와 사랑이 ACTS에 가득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여서 개교 42주년 기념감사예배, 스승과 함께
한 어울림픽, 교회개척세미나 등 다채롭고 은혜로운 시간이 ACTS캠퍼스
에 가득했습니다. 함께 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안에 행복하고 뜻 깊은 시
간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ACTS 캠퍼스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문들의 소식이 들려
와 참 기쁩니다. 세계 ACTS 동문회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들을 수 있
어 정말 행복합니다. 미국, 호주 등 그외 다양한 국가에서 모교를 잊지않
고 동문회를 결성하여 기도하는 많은 지체들의 소식도 들려오기에 반갑
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는 ‘정직’이라는 주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직을 품어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나아가는 ACTS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학에 들어가는 이 시
간에도 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어 정직하게
살아갈 ACTS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이 곳 ACTS로 보
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어
둡고 어려워짐을 직 간접적으로 느끼게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힘씁시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예수님 닮
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
고 우리 주변의 복음화가, 아시아의 복음화가 더 나아가 전세계의 복음화
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때, ACTS에는 희망이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여러분
입니다. ACTS의 얼굴이 되고 먼저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여러분! 파송
되어지는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히 생활하시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
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쉼을 편히 누리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를 위해 달려나갑시다.
이번 ACTS뉴스를 통하여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고 새 학기를 기대해 보
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여
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2016년을 기대하며
총장 집무실에서
총장

김 영 욱 올림

Hallelujah! Praise the Lord Most High!
With the grace of God, we have come to the time to the end the first semester of
2016 and we expect a true repose and a new semester. To all of you stepping the path
in ACTS, I sincerely want to give my message of love and blessing.
The times shared in ACTS have been always blessed, but this first semester in ACTS,
in particular, was full of God’s grace and love.
By starting the semester with valuable words of Reverend Jae-hoon Lee of Onnuri
Community Church, the whole campus of ACTS was filled with diverse and graceful
moments such as thanksgiving worship in celebration of the 42nd anniversary of
our university, Students-Professors Sports Competition (“Eowoolimpics”, Harmony
Olympics) and Church Planting Seminars. I am sure that every member who
participated in the events had joyful and meaningful time in the arms of God.
Moreover, it is a great pleasure to hear news of our alumni not only from our campus
ACTS but also from abroad around the globe. I am really glad to hear the news of
our community members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ACTS alumni from many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rough Facebook. It is truly encouraging and nice that
we hear lots of news about many members who organize the Alumni Association
and pray in many different countries such as USA and Australia. I hope that the
exchanges can expand even more in the future.
This year 2016, we are advancing towards the theme of “Honesty” in heart. I hope
that each of you as a valuable person of ACTS will correctly move forward to the
path of the Lord, always keeping “Honesty” in mind not only in front of God but also

people of the world. During the summer vacation, I hope that you keep living under
the emblem of “Honesty” dispatched to the world, and not aiming at a mere repose.
God called us as His children and sent us to this place called ACTS. Unfortunately,
I come to realize, either in a direct or an indirect way that the world we live in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and gloomier day by day. In the middle of such
trends, we must make an effort to be salt and light to the world as God’s honest
people, not pursuing our own interests. We will try to resemble Jesus at home, in the
society as well as in the church. I expect that our aspect can change our lives and the
evangelization of our surroundings can develop as the evangelization of the whole
Asia and finally, of the whole world.
In the times of darkening moments as now, there is a hope in ACTS. That hope is
you, all of you. You are the very faces representing ACTS and most of all, you are
God’s ambassadors! I hope that you live an honest and earnest life in the dispatched
life and I wish to meet you again soon. After enjoying the true repose offered by the
Lord, we will move forward the Kingdom of God again. I hope that you can reflect
on the first semester through our ACTS news and expect a new semester with new
plans. I give my blessings to you all, praising once again our God who is always with
us.
Expecting 2016 to be shared with you
At the President's Office

President, Young Oo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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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수시모집 특집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수시모집 전략을 수립하며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46호에서는‘예비 신입생
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TIP’을 공개하여 입시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01

2017학년도 수시모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02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입시전략이 있다면?

03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2017학년도 우리대학 수시모집은 고교 교육과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전형은 학생부 교

면접고사는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에 합당한 자

정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

과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만학도와 어학특기자

를 선발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출

는 방향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난해와

전형을 제외한 총 149명을 학생부 50%, 면접

석교회 담임목사추천서와 면접 전에 작성하는

동일하게 전형 방법 수를 간소화하여 운영합니

40%, 성경고사 10%로 선발하므로 교과 성적

면접카드를 기초로 면접관 3~5명 대 학생 3인

다. 모든 전형은 기독교 세례교인이어야 지원

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부교과 전형을 고려해 볼

면접이 진행됩니다. 신앙생활, 인성, 지적능력

가능하고, 출석교회 담임목사추천서를 요구하

수 있습니다.

이 주된 평가 요소이므로 본인의 신앙 및 비전

므로 유념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능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공인어학성적을 반

에 대한 생각을 차분히 생각하시고 자신의 생각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학능력

영하는 실기 전형인 어학특기자 전형이 유리

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 정연하게

평가 미응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할 수 있고, 만학도 전형은 면접 90%, 성경고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입학안내 공지사항에 게

점은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우리대학 내

10%를 반영하며, 면접 반영 비율이 높아 합격

시된 2016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참

복수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성경고사

고하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시

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앙생활의 성실성을 파

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하기 위한 기본수준의 객관식 30문항이 출제
되며,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상문제에
서 100% 동일하게 출제되므로 이를 활용한다
면 성경고사 문제를 예측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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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최초 협약, 국내외 ACSI회원
학교에서 어학(ESL, 중국어), 성경 및
진로 상담교사 자격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자격 취득 후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활동

ACTS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도
학문의 폭 확대

국제교류
프로그램
매년 2회 선발, 자매결연된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

담임교수제
실시
교수-학생 간 친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

구분
원서접수

기간

장소

인터넷접수

2016. 9. 12.(월) ~ 9. 21..(수)

유웨이어플라이

방문접수

2016. 9. 20.(화) ~ 9. 21..(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6. 10. 21.(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전형일

■ 2017학년도 수시모집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 찾아가는 입학설명회(ACTS가 간다!)를 신청해 주세요.
-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필요시 우리대학 교수님의 설교도 가능)

■ 출석교회 학생부 여름수련회에 학교 홍보자료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교무처 입학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해당 교회로 발송

■ 대학홈페이지 www.acts.ac.kr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ission.acts.ac.kr
■ 입학문의 031-770-7701~2

http://admission.acts.ac.kr

미국 ACSI
국제기독교사
자격 취득

|

AIGS Report |

교육만족도/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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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대학은 각종 환경 개선을 위해 2015학년도 교육만족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IPA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을 시행한 결
과 ‘과잉’ 6개, ‘유지’ 37개, ‘저순위’ 40개, ‘집중’ 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학부모, 교회(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며 문항은 교육, 시설, 발전계획, 장학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는 미래조정기획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유관 위원회 및 행정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업무의 개선을 진행하게 되며, 중요도
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저순위’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IPA분석
이란?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으로 ‘과잉’은 중요도
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불필요한 과잉관리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
고, ‘유지’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
며, ‘저순위’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관리의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무방한 부분이
고, ‘집중’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된다.

높은 중요도
Ⅰ
집중영역

Ⅱ
유지영역

Ⅲ
저순위영역

Ⅳ
과잉영역

낮은 만족도

높은 만족도

낮은 중요도

교육만족도
조 사 결 과

학부
재학생

4.50

집중

유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4.00

학교인식 및 제도
교육과정

평균

만족도

3.00
대학생활

편의시설

저순위

3.50

4.00

과잉

3.50
중요도

교육만족도
조 사 결 과

대학원
재학생

5.00

집중

4.50

유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학교인식 및 제도
교육과정

평균

만족도

3.50 4.00

3.00

4.50

편의시설
대학생활

저순위

4.50

3.50

과잉

3.00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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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사랑 10만명 기도 후원운동
ACTS사랑, 10만명 기도 후원 운동은 2011년부터 시작한 모금 운동으로서 우리 대학의 설립목적인 아세아 복음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
다. 1974년 개교 이래 많은 걸출한 인재를 배출시켜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많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과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이 실천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 설 수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적 약정자
118 명

누적 구좌수
35,100 구좌

“여러분들의 후원은 이렇게 쓰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개발도상국 외국인 학생,
학습용 기자재 및 도서, 식비, 기숙사비
선교실 : 031-770-7860
기획처 : 031-770-7802
납부
방법

01 CMS이체
02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220401-04-102815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농협 301-0085-4592-1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매월

3구좌

3,000

\

03 방문접수(선교실)
매월

10 구좌

매월

10,000

매월

\

50구좌

50,000

\

30구좌

30,000

\

매월

100구좌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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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참석

국제교육원
종강파티

5월 12일(목), 국제교육원(AIGS) 학생들은 체육

1학기 면학 집중 기간, 학생회관 옥상에서 국제

대회를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각 나라마다 체육대회 운영 방식이 다

교육원 학생들이 종강 파티를 하였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

를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신입생들도 하나가 되어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한

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파티에 관련 교수 및 직원들까

국 학생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타국에서 문화 적응, 공부 등 많은 어려

지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3명의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있어 참석

움이 있겠지만 학생들끼리 협동하고 웃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

인원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다니엘 교수(국제교

으로 보인다.

육원장)는 학생들에게 “주 안에서 안식을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방학의 시간
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멘토&멘티
문화체험

고난주간
성찬식

2016년 3월 24일(목),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
아 우리대학 전체 구성원은 목요일 채플을 연극
을 통해 특별한 성찬예식으로 드렸다.
‘커뮤니오’라는 타이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성
육신과 인간으로의 성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심과 성령의 임재까지가

2016년 5월 21일(토), 국제교육원 외국인 학생
8명과 우리나라 학부 학생 10명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국전통마을을

재현되었다.
이후 각 나라의 학생들로 구성된 연극팀이 등장

방문해 문화체험을 하였다. 이번 활동은 우리대학과 양평군 다문화지원센

하여 열방을 부르신 구속사역과 교회의 하나 됨을 표현하였다.

터 주관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서 우리 대학 조휘 교수, 양평군 다문화지원센

연극에 참여한 이찬미(AIGS M.Div.)학생은 “연극을 통해 성찬식의 의미를

터 직원 뿐 아니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10명의 아이들도 함께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했다.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어 승마, 한국 전통 옷 입어보기, 춤, 드럼연주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고 그 외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서로의 문화와 삶
을 공유하였다. 한편 우리 대학은 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
관으로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후기
신입생 입학

2016학년도 국제교육원 후기 신입생 5명이 선
발되었다. 이번 후기 모집에 신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박사과정을 선발하였는데 6개국에서

14명이 지원하였고, 그 중 심사를 거쳐 5명이 최
종 합격 되었다. 한편 다섯 학생 중 한 학생은 필
리핀 출신으로서 이는 우리 대학에 5년 만에 입
학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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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부의 사역 이야기
It is my pleasure to reveal what God has been done within my life and
my family. My name is Sam Eourn Um (Samuel); I was born in 1984
at Preah Vihear – Northern part of Cambodia. I grew up in a Buddhist
family background. I have three elder brothers, two elder sisters and a
youngest sister. I got married in 2009 with a Cambodian lady named
Sovanly Kim. I have a six years old son, Cheisda.

About Migrant Ministry in Korea
While I was studying in ACTS during my first semester of M.Div.
course, I kept praying for the place where I could serve Cambodian
people who live in Korea. An occasion, my Nepalese friend had
introduced me to Onnuri M Center where I could serve about three and
half years (2012 - 2015) there.
With the approval of Onnuri M Center in May 2015, I was sent to help
another community which is in need of minister. Now I have been
serving at Cambodian community within Uijeongbu Jeil Church (의정부
제일교회) since May 2015.
Ministry for Cambodian (or other nationalities) migrants/workers is
much different from local ministry back in my home country. This
ministry is unstable in term of congregation. The first reason, they have
tendency to change to new job at every one or two years. Second, the
limited staying period between three to four years and ten months, then
they will return home country. Thus, every three or four years we have
to start our ministry from the beginning again.It requires much effort
and full time minister.

What are their (migrants) challenges? They have a lot of challenges as
alien workers such as working environment and its system, language
barrier, the way of communication, food, weather, loneliness and cultural
differences and so on. With these challenges, it gives an opportunity to
the Church to be their friend.
In our community, we have three different congregation groups – those
who are working at industrial factory, construction cite and farm. For
those who are working at farm we should focus on Saturday program
and evangelism because they are working even on Sunday. However,
our ministry is focus on those who are working in the industrial
company/factory because they have a stable work condition (available
on Saturday and Sunday) more than other group of workers.
I think that Korean churches have been doing crucial roles for migrant
ministry and at the same time supporting seminarian who are staying in
Korea. It is please our God.
Finally, we should remember that the Gospel we received by faith is a
free gift of God. God does not charge for the grace that he has given us.
But God wants us to forward his grace to other. In this way we are in
debt to everyone.

To God alone, be glorified.
Samuel

나의 가족,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음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이름은
Sam Eourn Um (사무엘)입니다.나는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 비헤아에서
1984년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가족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나는 위로 3명
의 형제와 2명의 누이, 그리고 한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나는 2009년
캄보디아여자인 Sovanly Kim 과 결혼을 하여 6살된 아들 Cheisda.이 있
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자 사역에 대하여
제가 ACTS에서 신학석사과정 첫 학기를 듣고 있었을 때 한국에 사는 캄
보디아인들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네팔 친구 한 명이 온누리 M 센터를 소개해줘서 그 곳에서 약 3년 반
을 봉사했습니다 (2012-2015).
2015년 5월, 온누리 M 센터의 승
인으로 저는 사역의 필요를 느끼
는 다른 공동체를 돕기 위해 파견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5월부
터 의정부 제일교회 안에 있는 캄
보디아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있
습니다. 이민자/노동자 캄보디아
인 (또는 다른 국적 사람들)을 위
한 사역은 제가 고국에서 했던 현
지의 사역과는 아주 많이 다릅니
다. 이런 사역은 집회의 관점에서
볼 때 불안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1년이나
2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로 전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년
에서 4년 10개월에 걸친 제한된 체류 기간 동안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년 3년이나 4년마다 처음부터 다시 사역을 시
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과 전적인 풀타임 사역을 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주자들의 도전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환경과 근무 제도, 언어 장벽, 의사소통 방법, 음식, 날씨, 외로움과 문화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도전은 교회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세 개의 집회 단체가 있습니다. 즉, 산업체 공장, 공사
장과 농장의 세 곳이 해당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복음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요일에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산업체 회사와 공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들은 다른 근로자 단체보다 더 안정적인 근무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
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시간이 가능). 저는 한국 교회가 이주자를 위한
사역을 물론 한국에 체류하는 신학생을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신 선물
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
해서 보답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실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사
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

사무엘

|

Zoom in ACTS

|

뉴스/교직원 동정/신간도서

|

4월 11일(월)~5월 19일(목), 제 5회 ACTS M.Div. 설교대회
가 우리 대학에서 “사명과 비전”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보이는 말씀’의 의미 극대화한 고난주간
성찬예배 드려

대회는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장년부
로 나누어 진행되어 원우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참여함
으로서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약 9일간의 예선을 거쳐 분야별로 3명의 본선 진출자가 결정
되었고 5월 12일(목) 당일, 원우들이 청중으로서 원하는 분
야에 참석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에서 1등을 한 원우들은 19일(목), 모든 청중들 앞에
서 설교 시연을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모든 순서 후 신성
욱 교수(설교학)는 ‘이번 설교대회는 다양함을 통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서 좋았고 무엇보다 원우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
견할 수 있어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어느덧 5회
째로 접어든 ACTS M.Div. 설교대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아 우리 대학은 특별한 성찬예배를
통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겼다. 3월

더 다양하고 풍성한 대회를 이끌어내었고 다음 설교대회 또
한 더욱 기대케 했다.

24일(목), 학부생 700여명과 외국인 학생 70여명이 참석한
목요 주간예배 시간과 신학대학원생 200여명이 참석한 목요
야간예배 시간에 성찬의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를 통해 ‘보이
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각 나라의 학생들로 구성된 드라마
팀은 ‘커뮤니오’라는 제목의 성극을 통해 예수의 성육신에서

ACTS 신학연구소, 제 3차 ACTS 신학포럼

부터 인간으로서의 성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
나님 우편에 오르심과 성령을 보내심까지를 드라마로 재현
하였다. 이후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총장과 교수들이 떡과 포
도주를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직접 나누어 주며 주님의 식탁으
로 학생들을 초대하였다. 이 날 전체 예배를 기획한 김다니
엘 교수는 2014년에도 이 대학 학생들과 “이마고 데이”라는

90여분 가량의 뮤지컬을 선보여 구속사 전체에 흐르는 신학
을 극으로 표현한 바 있다.

지난 4월 18일(월), ACTS 신학 연구소 주최로 제 3차 ACTS

제 5회 ACTS M.Div. 설교대회

신학포럼이 “기독교 중심진리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개최되
었다. ACTS 신학포럼은 우리대학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
하고 알리는 논문발표회로서 “ACTS 신학공관”에 관한 주제
들에 대해 매학기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
되고 토론되는 학술의 장이다. 이번 포럼은 한상화 교수(신
학연구소장, 조직신학), 이숙경 교수(기독교 교육)의 논문 발
표에 이어 정홍열 교수(조직신학), 전병철 교수(기독교 교육)
와 함께 4인의 패널토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공개토
론의 순서를 가졌다. 매학기 개최되는 ACTS신학포럼이지만
토론의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유일한
대학이자 신학대학교로서 의미 있고 수준 높은 이러한 포럼
이 더 활성화 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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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지난 5

데, 신학과 최동민 학우와 최철웅 학우가 제안

월 7일(토),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

한 "ACTS-in"이 최종 당선되었다.

회를 기획한 선교영어학과는 한국 교회의 중고
등부 학생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안
타깝게 여기고, 학과 특성을 살려 한국 교회의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해 작년(2015년)부터 주
최하고 있다. 참석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규현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
을 또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다시 한 번 은혜
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가 했던 한
학생은 인도 단기 선교 여행에서 만난 하나님
지난 4월 26일(화), 42주년 개교기념을 맞이하

을 간증하는 중에 당시의 감격을 다시 떠올리

며 감사예배가 거행되었다. 김영욱 총장의 사

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올해 대회는 작

회로 예배의 시작을 알린 후 김은호 목사(오륜

년과 달리 기독교 대안 학교들의 참여가 두드

교회 담임)가 ‘당신의 인생에 기념비를 세우라’

러졌다. 작년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참여

는 제목과 함께 설교하였다. 김 목사는 순종이

가 많았던 반면 올해 참가 학생 대부분은 기독

라는 자세로 삶 속에서 기념비를 세워 신앙을

교 대안 학교 재학생들이었다. 두 차례의 경험

성장시켜 나아가야함에 대해 강조하여 많은 박

을 바탕으로 더 풍성한 제3회 영어간증대회를

수를 받았다. 설교 후 우리 대학에 10년 근속

기대해 본다.

한 김종일 교수, 20년 근속한 한상화 교수에게

담아 대학은 패를 전달하였다. 패 수여 후 홍 목
사는 그 동안의 선교 경험을 곁들이며 세계 복
음화 전파에 대한 기도를 촉구하였다. 마지막
으로 대학 동문회에서 재학생의 공부를 위해
수업 기자재를 기부함으로서 현 학부생들에 대
한 애정을 표했다. 42주년 개교기념 예배를
통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대학의 이념과 정체
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

“요즘은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때

을 전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기독교 지도자로

다. 특별히 홍성개 목사(전 이사장)에게도 감사

교를 다녀온바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학위수여식 당일 학위를 수여받은 이 목사는

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

교수와 그 제자들이 감동을 함께하는 모습이었

사장으로서 지난 3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선

영로교회 담임)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다. 학교와 하나님께 명예로운 일이 될 수 있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대학의 역사와 함께한 두

패를 전달하였다. 홍 목사는 우리 대학의 전 이

지난 2월 16일(화), 우리 대학은 이규현 목사(수

국가별 기도제목 및 국기 전시
2016-1학기부터 도서관 내에 외국인 재학생들

서 초교파적인 기독교활동으로 한국교회의 부
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
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을 중심으로 한 국가별 기도제목 및 해당국가
의 국기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 위치는 학생들
이 많이 오가는 대출대 옆으로, 매주 국가별 기
도제목을 국문과 영문으로 게시한다. 이는 학생
들에게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독려함과 동
시에,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국의 국기와 기도제목을 접하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기도기간은 나라별로
매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교체되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 ‘ACTS>대학홍보>선교톡&나
라별기도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욱 총장, 호주 ACTS 동문회 참석
지난 4 월 2 일 ( 토 )~7 일 ( 목 ), 김영욱 총장은

ACTS와 ‘시드니 신학교’간 M.O.U체결을 위해
방문한 기간 동안 짬을 내어 호주에서 활동하
는 우리 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을 만났다. 형주
민 목사(시드니 한인교회), 유재인 교수(시드니
신학교 교수)를 비롯한 많은 우리 대학 동문들
이 호주 곳곳에서 귀히 사역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제2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종합정보시스템 ACTS-in 오픈
학사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정보시
스템이 새로운 얼굴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4

경력개발센터 주관 특강

월 1일(금)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단계

우리 대학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을 대

적으로 상세 서비스들이 오픈되어 학생들에게

상으로 진로 특강을 4월 동안 세 차례 실시했다.

보다 편리한 학사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일반적인 특강이 아닌 각 학과 특성에 맞는 강사

다. 시스템 명칭은 공모전을 통해 결정하였는

를 초청하여 실시한 실질적인 특강으로서 참여

|

Zoom in ACTS

|

뉴스/교직원 동정/신간도서

|

한 재학생들의 진로, 고민, 해결책까지도 조언을

4월 26일(화), 도서관에서는 전자정보 제공업

목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받을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체들을 초청하여 전자정보박람회를 가졌다.

시간이었다. 한동안 계속 생각날 것 같은 하루

2015년 첫 개최 이후 두 번째 개최하는 이번 박

이다’며 소감을 전했다.

람회에는 170여명의 학생들이 박람회 부스를
방문하여 전자정보 별로 이용 교육을 받은 후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여성복음봉사단 방문

또한 교육 이수 횟수에 따라 도장을 받아 간
단한 문제를 풀고 참여업체에서 제공하는 경

김병기 양평 경찰 서장, 우리대학 방문

품 추첨에 응모하는 재미도 더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공하는 DBpia(국내논문),

e-article(국내학술기사), ATLA Serials(해외
학술DB), BOOKZIP(국내도서요약) 등의 전자
정보원은 ACTS 구성원이라면 본교 도서관 홈
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전자정보박람회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책
으로 된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것 외에, PC와
지난 5월 16일(월), 우리 대학을 오랫동안 후원

스마트 폰 등으로 다양한 전자정보 활용능력을

지난 3월 양평군에 부임한 김병기 양평경찰서

해온 “한국여성복음봉사단(이하 봉사단)”이 학

갖춘 ACTS학우들의 학술 역량의 성장을 기대

장이 4월 19일(화),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김영

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80여명의 봉사단 회원

해본다.

욱 총장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

이 방문하여 정기 월례예배와 회의를 가졌고

기 양평경찰서장은 부임 인사와 더불어 우리대

특별히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마음

학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을 전달하였다.

말하였고 김 총장도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2016 어울림픽

북한선교대학원 특강

양평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하였다.

201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홍보

4월 18일(월), 김영욱 총장은 북한선교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교수로

우리 대학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2017학년도

서 오랫동안 북한선교연구에 힘써 온 김 총장

신입학 수시모집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

은 그간 연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

다. 대학 공식 홍보대사 ‘Sola Fide’가 주축이

게 도전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
았다. 한편 이번 특강은 ‘북한의 정치와 선교’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5월12일(목), 2016학년도 체육대회와 스승의
날 기념 행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오전 9시, 개
회예배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이번
체육대회에는 학과별이 아닌 청백전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신학과와 선교문화복지학과가
청팀을, 그리고 기독교 교육상담학과와 선교중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국어학과, 선교영어학과가 백팀으로 구분되었
다. 피구, 농구, 축구, 발야구 등의 박진감 넘치
는 구기종목 뿐 아니라 태권도 선교단체의 격
파, 박 터트리기, OX퀴즈 등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스승에게 감사
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낭독하며 선물을 전달
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일정 내내 학생들 얼굴
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
한 이명규 학생은 ‘어울림픽이라는 체육대회 제

되어 7월 10일(일) 노량진교회를 시작으로 주
바라기, 파워캠프 등 전국에서 주최되는 다양
한 캠프에 약 12차례 참석할 계획이다. 특히 잠
재적 입학자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대
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우리 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서민지 홍보대사 기장은 “여름방학은 홍
보대사 활동기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
다. 다양한 방법으로 ACTS를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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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동정

4월 ~ 5월

4월 2일 ~ 7일

호주 시드니 신학교 방문

4월 3일

호주 ACTS 동문회 참석

4월 18일

북한선교대학원 특강

4월 18일

이스라엘 University of Holy Land와 MOU체결

4월 24일

이천신하교회 설교

5월 22일

목포 창대교회 성전증축예배 설교

교수동정
서울 영동교회에서 매주 오후성경공부 특강

4월 9일

개혁신학회에서 논문 발표

5월 28일

한국개혁신학회에서 논평

허 주 교수
2월 15일

한국성경신학회 제37차 모임에서 논문 발표(신반포중앙교회)

3월 26일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제54차 모임 참석(백석대)

4월 23일

인천 청라오늘교회(김영인 목사 / 신대원 동문) 설립예배 축사

4월 30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제67차 모임 참석(백석대)

5월 19일

영락교회 소망회 제39차 성경공부 인도(태국선교연구원 601호)

5월 28일

한국개혁신학회 20주년 모임에서 논문 발표(온누리교회)

6월 5일

다니엘새시대교회(박희명 목사) 주일 설교

6월 9일

영락교회 소망회 제40차 성경공부 인도(태국선교연구원 601호)

한상화 교수
2016년 5월 21일

신간도서 안내

북한의 종교
김재윤 교수

3월 6일-27일까지

|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제 1회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참석 및 예배인도

안점식 교수
3월 25일

총신대학교 영적지도자훈련 특강

4월 1일

어!성경 전문강사스쿨 컴팩트과정 특강

5월 14일

여의도침례교회청년대학부 수련회 특강

5월 21일

부산의료선교회 특강

저자 ACTS 북한연구원
발행일 2016년 2월 28일
펴낸곳 ACTS 북한연구원
'북한의 종교'는 저들의 행위와 전술들의 근거가 되는
정신, 도덕, 윤리적인 부분의 근간인 종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특히 저들의 신앙의 교리인 주체사상의
종교성에 대하여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남북통일준비 주체사상 펼쳐보기
저자 송원근 교수
발행일 2015년 7월 17일
펴낸곳 청미디어
‘남북통일준비 주체사상 펼쳐보기’는 북한에 전략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연구에 집중한 책이다. 특히 어떻게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할지,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한
전략적 선교와 목회에 대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기독교 교육과 상담 입문
저자 ACTS교육연구소
발행일 2016년 2월 26일
펴낸곳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출판부
이 책은 교육과 상담간의 학문적 융합을 시도함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타인을 돌보고 섬기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길잡이가 되고 좋은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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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Eucharistic service during Holy Week

On March 24 (Thursday), “the visible Words” were announced through
a drama with Eucharist message during the week worship of Thursday
attended by 700 undergraduate students and 70 foreign students, as
well as during the Thursday night service attended by 200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Divinity. The drama team composed of students from
various countries represented as a drama through a biblical drama called
“Communio” from the incarnation of Jesus to the growth process as a
human, from the crucifixion to resurrection, from the ascension to the
right hand of God to the sending of Holy Spirit.

Electronic Information Fair at the library
On April 26 (Tuesday), the Electronic Information Fair was held at the
library by inviting different electronic information providers. In this Fair
held for the second time posterior to the first Fair of 2015, about 170
students visited the Fair booths and they received utilization education
by electronic information and applied it in person. This Electronic
Information Fai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academic
competency of our ACT students prepared with diverse electronic
information literacy at the library through PC and Smartphones, apart
from inquiring into printed materials.

Granting an Honorary Doctorate to Reverend Gyu-hyun
Lee of Sooyoungro Presbyterian Church of Busan
On February 6 (Tuesday), our university conferred an honorary
doctorate to Reverend Gyu-hyun Lee (Reverend in charge of
Sooyoungro Presbyterian Church). Reverend Lee, at the commencement
ceremony of degree, expressed his gratitude by saying “these days, it is
more difficult to maintain than to receive the degree. I will make utmost
effort to do honorable work not only for university but also for God”.
On the other hand, ACTS conferred him an honorary doctorate for his
great contribution to the revival and development of Korean church
through interdenominational Christian activities as a Christian leader.

Conclusion of MOU with University of the Holy Land of
Israel
On April 18 (Monday), the university president Mr. Stephen Pfann and
his esteemed wife of University of Holy Land of Israel (hereafter as
U.H.L), accompanied by a Korean professor of the same university, Mr.
Youn-ho Chung visited our university to conclude ACTS –H.L.H MOU.
We expect that these bilateral exchanges between two universities
are supposed to develop in terms of academic seminars and research
cooperation and the relationship will steadily maintain for further
development as universities of global standard.

The 3rd ACTS Theological Forum at ACTS Theology
Institute
On April 18 (Monday), ACTS Theology Institute held the 3rd ACTS
Theological Forum under the theme of “Centric truth of Christianity
and education”. In this Forum, professor Sang-hwa Han (Director of
Theology Institute, Systematic Theology) and professor Sook-gyoug
Lee (Christian Education) presented their theses, then, four-person
panel discussion proceeded along with professor Hong-youl Chung
(Systematic Theology) and professor Byoung-cheol Chun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ssion of public debate finalized the event.
Actually, ACTS Theological Forum is held every semester, but
the debate atmosphere was full of enthusiasm. We expect that this
significant and high-quality Forum will be activated even more in
quality of a unique university and Theological university located at
Yang Pyeong.

The 5th Sermon Contest in Master of Divinity of ACTS
The 5th Sermon Contest in Master of Divinity of ACTS was held at
our university from April 11 (Monday) to May 19 (Thursday) under the
theme of “Mission and Vision”.
Unlike existing methods, this Contest proceeded divided into Preschool

& Elementary school Unit, Middle & High school Unit and Youth &
Adult Unit. This way, graduate student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ir
respective interest area and receive positive response from the public.
On May 19 (Thursday), the first winner students from each Unit were
invited to give a demonstration sermon in front of the audience and
shared valuable moments with the audience. When the official sessions
were finished, professor Sung-wook Shin (Homiletics) of our university
evaluated that “this Sermon Contest was great due to its unusual aspect
with outstanding diversity; in particular, it was meaningful to discover a
new aspect of our students”.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2nd National Christian
Testimony Convention in English of High School Students
On May 7 (Saturday), the 2nd National Christian Testimony Convention
in English of High School Students was held at our university. Many
high school students gathered from across the nation shared God
experienced in their lives with their peer group and reflected on the
divine grace again.
On the other hand, unlike last year, the Convention of this year was
characterized by the outstanding participa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Bas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st organizations, we expect
the 3rd National Christian Testimony Convention in English with more
abundance next year.

Thanksgiving worship in celebration of the 42nd
anniversary of our university
On April 26 (Tuesday), A thanksgiving worship in celebration of
the 42nd anniversary of our university was held. The beginning of
the worship was announced by the President of ACTS, Mr. Youngwook Kim, and Reverend Eun-ho Kim (reverend in charge of Oryun
Community Church) delivered a sermon entitled “Set up a monument
in your life”. Reverend Kim received applause by emphasizing how we
can set up a monument in our lives having an attitude of obedience to
move forward and grow our faith.
After the sermon, the appreciation plaque was delivered to professor
Jong-il Kim who has served for 10 years, and professor Sang-hwa Han
who has served for 20 years at our university. Their students shared the
touching moments with two professors who have been marking a part of
history of ACTS.
In the last place, the Alumni Association expressed their warm affection
for our students of ACTS by donating teaching apparatus and materials.
We hope that the thanksgiving worship in celebration of the 42nd
anniversary of our university provided our members with the
opportunity of newly arousing university philosophy and identity.

President of ACTS, Mr. Young-wook Kim participated in
the Alumni Association o ACTS
From April 2 (Saturday) to April 7 (Thursday), President of ACTS, Mr.
Young-wook Kim met some reverends who are alumni of our university
carrying out activities in Australia sparing his time during the period
of MOU conclusion between ACTS and Sydney College of Divinity.
President Kim made a site visit in which many alumni of our university,
among them, Reverend Joo-min Hyoung (Korean Church of Sydney)
and Professor Jae-in Yoo (Sydney College of Divinity) are carrying out
the faithful ministry in every corner of Australia. He encouraged them
and they shared valuable time together during his visit.

Special lecture at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Missiology
On April 18 (Monday), President of ACTS, Mr. Young-wook Kim
gave a special lecture to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Missiology. President Kim, who has made a great effort in research on
North Korean Missiology for a long time as a professor, gave messages
of advice and encouragement to stimulate pioneer spirit of students,
based on his long-standing experiences of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is special lecture was given by applying the class
hour of “Politics and mission work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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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계신 후원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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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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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6년 3월 ~ 2016년 5월)

ACTS 발전기금 | ACTS, 강강신표, 광명교회(최남수), 권혁관, 기독교문서선교회, 김경

과천교회, 기쁜소식교회(이명재), 김애란, 김희경, 대명선교교회(노희중), 대양교회, 도곡

윤, 김영욱, 김준수,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모리아, 박면기, 박신성, 박윤정, 베이사이드

교회, 명업교회, 문호교회, 산돌중앙교회, 삼일교회, 새순교회, 서울영동교회, 속초만천교

교회, 별교대광교회(조경묵), 신대원동,(신인화), 염천교회(박영근), 예인교회, 예인교회(대

회, 송일육, 수원제일교회, 써니사이드교회, 아시아포커스, 엘림 존, 염천교회(박영근), 예

전), 예일교회(박태규), 온누리교회, 유진우, 이미정, 이현건, 조암제일교회(김재도), 중동

수향남교회, 오산제일교회(이권재), 용문교회(이언구), 원주하나교회, 윤정 선교회(최지

선교회, 창조교회(김경윤), 최경욱, 무명

원), 은천교회(홍순설), 이동운, 이철헌, 이효숙, 전범준, ㈜생능출판사, 중국연합교회, 중
앙대학교교회, 지구촌순복음교회(강동인), 태동씨엔에스, 나선교회, 한국선교회, 한국성

각국 선교연구원 |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GMS, UBM, 강성곤, 경성현, 광야미션교

서유니온,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혜본중앙교회, 무명

회, 글로벌부족선교회, 김선자, 김신아, 김용찬, 김진욱, 김혜숙, 노은행복한교회, 동춘교
회(윤석호), 동춘교회112목장, 동춘교회422-2목장, 목동중앙교회, 박병숙, 박병이, 박한

개척비 김애란, 박정순, 속초만천교회(이명형)

조, 빌리온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서울홍성교회, 소윤정, 송명애, 양주새순교회, 열방의교
회, 왕성교회(길요나), 원동오, 유동환, 윤현기(평화나눔), 이상갑, 이해영, 인천교회, 장자

국제센터 | 권오윤, 김한성, 류종순, 박신성, 박윤정, 윤용만, 최창덕, 홍정수

문, 전원, 천안반석교회, 총회세계선교회, 풍성한교회, 하남교회, 한강중앙교회, 홍정수
10만명기도후원운동 |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권오윤, 권지윤, 권지헌, 김광희, 김동엽,
학부,대학원 지정장학금 | 김정민, 이숙경, ㈜대유스틸, 강민경, 김애란, 김소연, 김애숙,

김동일, 김영숙, 김영욱, 김용환, 김정관, 김종일, 김준구, 김중숙, 노의수, 류승희, 박덕배,

선영과동문회(김영미), 김영희, 김윤자, 김정민, 김태연, 김한성, 높은뜻광성교회, 박수원,

박영진, 박응규, 박정원, 박환순, 손신, 손영희, 송경렬, 송병률, 심재영, 안경승, 예수생명

반석기초이앤씨(문형록), 배은진, 신금호교회, 영세교회(정홍열), 유지훈, 전병철, 청담아

교회(맹기원), 위현숙, 유서원, 유은영, 육상근, 윤종문, 윤춘식, 이광호, 이상은, 이영희,

름(김달현), 평화교회(강문철), 무명(기교상과장학), 무명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이주호, 이찬미, 이현범, 이현주, 임규석, 임성은, 장세정, 장지연,
전수진, 정영일, 정흥호, 제자교회(조진규), 조경묵, 조은진, 조현종, 조형우, 채광석, 천지

외국인학생 장학금 | (사)한국성서유니온, 100주년기념교회, All friends center, J.Bongo,

혁, 한광식, 허주, 홍정수, 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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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는

로부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입생 모집
젊은 날의 꿈과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우리의 밝은 내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201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모집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 모 집 학 과 | 신학과 | 선교문화복지학과 |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 선교중국어학과

■ 원 서 접 수 | 2016. 7. 20(수) ~ 7. 22(금)

■ 원 서 접 수 | 2016. 9. 12(월) ~ 9. 21(수)
유웨이어플라이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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