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TS 장학제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15)

And how can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Romans 10:15)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입학안내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 031-770 -7701~2     Fax. 031-772-5479    www.acts.ac.kr

교내장학금
(신입생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선교사 자녀 장학금, 

학생활동 장학금, 대안학교 출신자 장학금, 교역자 자녀 장학금, 

부모·자녀 장학금, 동문자 자녀 장학금, 가계곤란 장학금) 등

교외장학금 
(교외가계곤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1, 기타 지정장학금) 등

1인당 수혜 장학금 4,384,000원 [2019 대학정보공시]

교내장학금

736,000,000원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포함)

2,240,000,000원 

1인당 수혜 장학금

4,3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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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일정 

원서접수
수시 : 매년 9월 중
정시 : 매년 12월 중
추가 : 매년 2월 중

입학문의 
031-770-7701~2

입학안내홈페이지 
http://admission.acts.ac.kr



학부제 소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사회가 시작되고 있습니

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해결되는 현실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

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

는 기독교의 진리를 교육해 왔고 그것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더불어 변하는 세상을 이

해하며 그 곳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진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

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제는 우리 학교의 중심을 지키면서 세분화된 전공지식을 넘어서 통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고등학교 때 전공에 

대한 고민을 하기가 어려웠던 신입생들은 여유를 갖고 전공 탐색을 하며 전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

히 이 시간에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다양하고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을 배운다는 점에서 대학생 

본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교육 특성화를 통해 학부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2학년이 되면 두 개의 트랙

(전공)을 선택해 자신의 미

래를 개척하고 성장합니다

역량 육성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기독교 

전문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교수와 학생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삶과 

생각을 나누며 성장합니다

복수트랙
(전공) 

교양인증제 사제동행
(학생지도)

 ⸻ 글로벌융합리더학부 ⸻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여 기독교형 리더를 양성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영어 중국어
청소년

상담지도

선교 신학

⸻ 글로벌미션신학부 ⸻
가장 전통있는 학문 중 하나인 선교학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전공
(트랙)별 
자격증 
안내

선교학

영어

중국어

청소년상담지도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사회복지

•국제문화교류지도사(IC. Intercultural Communicator) 2급 취득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발급)

•TESOL 인증서

•HSK, BCT, CPT 등 중국어 자격증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중국어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기독상담사

•ACSI(국제기독교학교협회) 국제기독교사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

•APPLE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과정 (Apple Certified Pro Exams)

•ACA(Adobe Certified Associate -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Pro)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부 발급) •건강가정사 (여성가족부 발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응시 가능) 

※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소정의 과정을 통해 추가 취득 항목 (전공(트랙) 무관)

     •사회복지사 2급 취득     •ACSI(국제기독교학교협회) 국제기독교사     •청소년상담사 3급

※ 합격생이 신입학 이후 복수전공(트랙)을 선택하여 해당 전공(트랙)의 자격증 취득 가능

전공 

특별
프로그램 



모든 학생의  
복수트랙(전공)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두 개의 트

랙(전공)을 선택합니다. 1학년때 전공분야를 제대

로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수, 선배, 현장 종사

자들이 참여하는 전공진로 탐색이나 진로관련 교과

목을 개설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적성, 전공별 특

징, 장점, 진로 등을 알게 되고, 학부간의 벽을 넘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설

계를 하도록 격려하여 자신이 그리는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가도록 합니다. 

사제동행(학생지도) 
프로그램 참여
사제동행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수업 외의 자리

에서 다양한 경로로 만나 삶과 생각을 나누며 인생

의 선ㆍ후배로 함께 자라가는 장입니다. 

소수 학생들과 교수가 전공과 관심에 따라 작은 공

동체를 이루어 개인면담, 집단모임을 합니다. 전공

과 진로 탐색 외에도 나눔과 봉사, 문화 및 예술 활

동, 체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합니

다. 신입생은 대학생활의 적응 만이 아니고 학업이

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누며 대학생활을 어

떻게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교양인증제  
실시
우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며 육성하기를 원하

는 핵심 역량에 근거한 교과 및 비교과 교양과정이 

개설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역량 육성 프

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소양과 인성이 준비된 기독교 

전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ACTS
특별
프로그램 
소개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다전공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예

+ =

+ =

청소년상담지도에 
특화된 전문 사역자 양성

다문화권이나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과 사역을 하는 
전문 선교사 양성

청소년
상담지도 

트랙

중국어 
트랙

선교 트랙

신학 트랙 

사회복지 
트랙

기독교
교육미디어 

트랙
+ =

교양인증제

인성교육프로그램
C-Character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C-Competency

C.C. 프로그램
C-Creativity & Convergence

소.나.기. 프로그램
(소통과 나눔의 기독리더) 

C-Communication

신앙과 
인성

글로벌 
민감성과 
탁월성

창의ㆍ융합 
역량

소통과 
실천의 
리더십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

학생교수



글로벌미션신학부
ACTS에서 가장 전통있는 학문 중 

하나인 선교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학부입니다. ACTS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ACTS의 신학과 선교학부는 한국에서 가

장 독특하며 견고한 전통과 학문적 성과를 이룬 곳

입니다. ACTS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교회연합적, 실천적 신학과 선교학을 국제적인 환

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ACTS
학부 소개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글로벌융합리더학부
융합은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갖추어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은 다양한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아시아와 세계에 드러내고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성을 추

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세상과 인류에 대한 섬김을 통해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기독

교형 리더를 양성하는 곳이 바로 ACTS 글로벌융합리더학부입니다.

선교트랙

선교학 트랙은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국제적 소양을 갖

추어서, 타문화 및 다문화 사회에서 봉사하는 선교 사역자

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교학 트랙에서는 신본

주의, 복음주의에 입각한 선교사적 삶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타문화 및 다문화 사역을 위한 올바른 선교 이론과 실

천 방향을 정립하도록 훈련한다. 신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을 통합적으로 공부하여 폭넓은 안목을 갖기 원하는 사

람들에게 선교학 트랙을 추천한다. 

신학트랙

신학 전공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전공 중 하나입니다. ACTS의 시작과 함께 

신학 교육은 시작이 되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아시아와 세

계의 복음주의를 선도하는 학교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ACTS의 신학 트랙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회연

합적, 선교적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르칩니다. 각 분야의 교

수님들은 국내외에서 학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며, 충실

한 강의로 명망이 높습니다. ACTS의 신학 트랙은 하나님

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차세대 교회 지도자

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신본주의’와 ‘복음주

의’ 그리고 ‘아세아복음화’ 라는 본교의 3대 교육 이념과 교

육 목적에 입각해 학문과 경건을 겸비하여 국내외에서 헌

신할 선교적이며 복음적인 사역자를 양성합니다.

기독교교육과미디어트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기독교교육과 미디어 전공은 예

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 및 기독

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과 미디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리더를 길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배움의 비전 공동체입니다. 본교 교

육이념(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및 교육목적(아세아복음화

와 세계선교) 위에서 국내외의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 문

화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기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디어 사역 

전문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영어트랙

영어트랙은 학생들이 기독교 복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교 및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엇보다도 언어학의 기본 이론에 바탕을 둔 실용영어 위

주의 영어교육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영어권의 원어민

과의 실전 의사소통연습을 통하여 영어소통능력 및 다양

한 영어교수법을 습득한다. 이렇게 습득한 영어교수 능력

을 바탕으로 실제 타문화권의 선교지로 사역을 나가거나, 

미국 및 캐나다의 신학교 및 기독교대학에서 신학을 전공

하거나 영어교육학(TESOL)을 전공하고 있다.

중국어트랙

중국어 트랙은 기독교 신앙 위에 2학년 때부터 기초중

국어에서 4학년의 한·중통역 단계까지의 체계적 학습으

로 중국어 실력과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 중국 관련 

제반 분야에서 활약하는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트랙

입니다. 

사회복지트랙

사회복지트랙은 예수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기쁜 소식(복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선도해 나

가는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워진 트랙입니다. 

청소년상담지도트랙

청소년상담지도 트랙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건

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과 영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교육목표

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기

독교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독상담사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