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S의 특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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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어떤 학과로 입학했든 한 전공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 적성과 진로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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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단축된 시간 내에 학사와
함께 석사학위 취득 가능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

“

“

“

“

Department of Theology

Department of Intercultural Studies & Social Welfare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아세아 및 세계 복음화’라는
우리대학교의 교육이념과
설립목적에 근거해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선교지향적인
복음사역자 양성

전공소개

”

기독교 세계관을 겸비하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타문화 및
다문화 사회에 봉사하는
선교적 사역자와 기독교
복지 전문가 양성

전공소개

”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Counseling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고백 및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교육과 상담을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리더 양성

전공소개

”

영어특성화 교육
20여개국 7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
며 영어채플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신학과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게 될 목회자와 신학자를 비롯한 교회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함양시키고 성경의 내용을 전
반적으로 균형있게 학습케 하여 장차 신학의 각 전공분야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학문적 기초를 제공한다.

타문화사역자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고, 찬양, 스포츠, 미디어 등
을 활용한 사역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게 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소정의 과목
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
지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우리대학의 교육이념(신본주의와 복음주의) 및 교육목적(아세아복음화와 세
계선교) 위에서 국내외의 가정, 교회, 학교와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
시하며 기독교적 인격의 성숙을 위한 훈련과 전공영역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04

경건훈련
국내유일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신앙
수련회, 생활관, 채플 등을 통한 경건훈련

This department aims to produce ministers, theologians, and other church
leaders who will minister in Korea and/or other nations. In pursuit of this
aim, the Department provides academic foundation required for students
to proceed to deeper learning in the major fields of theology. Its curriculum
focuses on the cultivation of humanistic literacy and global sense, as well as
on balanced learning about the general contents of the Bible.

This department presents an all encompassing vision of life—domestic/
foreign family, church, school, and social culture—based on our university’s
educational essence (theocentricism and evangelicalism) and educational
goal (evangelization of Asia and world mission). Students will receive
training for attaining mature Christian character, as well as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general areas of their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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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의 복수 학위 프로그램
매년 선발 및 외국대학으로 파견하여 외국대학과
동시에 학위 취득 가능

In this department, students will learn general theories and practices
essential for cross-cultural ministries, as well as special theories and
practices for ministries incorporating worship, sports, and media. As for
the social welfare program, students who have taken required courses and
earned corresponding credits will be eligible to receive certificates for social
worker (second level), family health specialist, school social worker, and
youth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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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유창한 영어 구사능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여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

전공소개

”

선교에 대한 지식과 영어 구사 능력, 교육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여 선
교사, 기독교 영어교육 전문가, 기독교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
도록 교육한다.
In this department, students will acquire basic knowledge about
mission and English proficiency/education, so that they can minister as
missionaries, English education specialists, and  global leaders grounded
in Christian faith.

Department of Chinese Studies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21세기 중국전문가로 복음사역을
포함한 대(對)중국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 양성

”

전공소개
정확한 중국어 발음 습득부터 중·한예배 통역 등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과목을
편성하여, 국내유일의 중국사역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4년 동안 2개의 한·중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중국 자매대학교와의 3+1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시행되어 졸업 후 진로에 도움을 준다.
This department offers Korea’s only specialized education for China
ministry. The curriculum is systematically organized so that students
can acquire various skills, such as accurate Chinese pronunciation to
Chinese-Korean worship interpretation. Especially, the 3+1 dual degree
program, which is jointly offered with a Chinese sister university, enables
students to simultaneously obtain 2 Korean/Chinese degrees after 4
years of study. This is helpful for students to develop their career after
graduation.

취득 가능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국제문화교류사(IC. Intercultural Communicator) 2급 취득(한국복음주의선교
신학회 발급)
•사회복지사 2급 취득(보건복지부 발급)
•사회복지사 1급 취득 준비반 운영
•건강가정사 자격증 취득(여성가족부 발급)
•학교사회복지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발급) 취득 가능
•청소년지도사
•기독교교육상담학과 부전공 시 청소년상담사 3급 응시 가능
•관련 교과목 이수 시 ACSI 국제기독교사 자격증 추가 취득 가능

담임교수제 실시
학생별로 담당 교수가 배정되어 4년 동안 학업, 학
교생활, 신앙, 진로상담 지원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미국ACSI인증 국제
기독교사 자격 취득

Department of English and Global Studies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교사 자격증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자격증
•청소년상담사
•3급국제기독교사(ACSI)
•사회복지사
•2급건강가정사
•학교사회복지사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신학사(B.Th.) 학위 취득
•목회자 및 선교사
•찬양사역, 군목, 특수사역 목회자
•국내외 신학대학의 교수
•종교교사
•다양한 국제기구의 중심 활동가
•출판, 방송 분야 기독교 언론인
•우리대학원 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M.Div. 목회학석사과정)
진학

교과 외 활동

취득 가능 자격증

•학기 중 영어성경읽기
•학기 중 지역 청소년 대상 교육 봉사
•방학 중 해외봉사 실시
•방학 중 원어민 영어 캠프
•북미 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 시행

•국내 유일의 중국사역 특화교육
•3+1 복수학위 취득제도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교사자격증 취득 교육
•하계 및 동계 방학연수 실시(학점인정)
•방과 후 원어민 수업 실시
•HSK 동아리 운영
•HSK 급수별 장학혜택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문학사(B.A.) 학위 취득
•타문화선교사 파송 및 선교단체 실무자 취업
•국내외 기독교 및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로 취업
•건강가정사 취득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취업
•학교사회복지사 취득 후 초·중·고 교육복지사로 취업
•우리대학 선교대학원 및 복지대학원 진학 시 장학금 지급
•신학대학원 진학(우리대학원 및 타 교단 신대원)으로 목회자 준비

•문학사(B.A.) 학위 취득
•목회자, 선교사 및 기타 복음사역자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상담사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회원교 교사
•교회, 기독교단체 및 학교 등의 교육자
•출판 및 미디어 관련업체 종사자
•우리대학원 또는 타 대학의 교육, 상담, 복지대학원 진학
•우리대학원 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M.Div. 목회학석사과정) 진학

•문학사(B.A.) 학위 취득
•영어강사, 교사, 교수
•국내외 타문화권 선교사
•국내외 비영리기관(NGO) 취업 국내외 기업 취업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회원교 교사
•항공선교사, 민간항공사 취업 / 학사 장교
•영어교육(TESOL)전공 국내외 대학원 진학
•신학대학원 진학 후 목회자
•다양한 전공 국내·외 대학원 진학

학위 및 졸업 후 진로
•문학사(B.A.) 학위 취득
•3+1 복수학위 취득(우리대학 및 중국대학교 학위 취득)
•목회자, 선교사 및 기타 복음사역자
•대중국 관련 직종 취업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CSI) 회원교 중국어 교사
•중국어 교사 국내외 중국 대학원 진학
•우리대학원 또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신학대학원(M.Div. 목회학석사과정) 진학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Mission Oriented Global Leadership

대학원

Graduate School

AIGS(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국제교육원

일반대학원(Ph.D., Th.M.&Ph.D., Th.M./M.A.)

General Graduate School (Ph.D., Th.M.&Ph.D., Th.M., M.A.)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은 복음주의적, 국제적, 교회연합적 신학 교육기관이다.
본교는 전문적 차원의 신학연구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현장 지도
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The Graduate School of ACTS is an evangelical, international, and
ecumenical institute for theolog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is
committed to professional theological research, as well as nurturing field
ministry leaders for evangelization of Asia.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제교육원은 지난 45여 년간 아시아, 아프
리카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 548명을 배출하였으며 땅 끝까
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선교전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전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목표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복음사역자 양성
•국제적 소양을 지닌 선교전문가 자질 함양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매 학기 21개국에서 온 81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양평캠퍼스에서 자국의 복음화
및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로 훈련받고 있으며 목회
학석사(M.Div.) 과정은 한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다.

연혁

1968. 11.

신학대학원(M.Div., Th.M.)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에 기초하여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학적 지식을 제공하며,
교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배양하고 기능을 훈련한다.
전공: 목회학(한국어, 영어), 성경강해설교학

선교대학원(Th.M., M.A.)
선교학의 제반 학문과 각 지역 국가에 관한 선교연구를 통해 현장 선교와 관련
사역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전공: 일반선교학, 북한선교학, 중국선교학, 아랍선교학, 스포츠선교학, 미디어
선교학, 영어교육선교학(TESOL, M.A. 전공)

중앙선

아세아
연합신학
대학교

서울에서 학교까지 전철로 한번에~!

용산

이촌

스쿨 및
셔틀버스

전철
시외버스

옥수 왕십리 회기

상봉

구리

덕소 아신 양평

스쿨버스:
강남역, 강변역, 복정역, 잠실역, 천호역 등에서 운행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Div., Th.M.)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based on theocentricism and
evangelicalism, provides students with theological knowledge necessary
to functions as ministers. They will also receive training for cultivating the
qualities and skills church leader must be equipped with.
Majors: Pastoral Studies (Korean, English), Bible Exposition and Preaching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h.M., M.A.)

전공: 교육과정, 상담, 다문화교육

The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provides students with
curriculum that involves studies on various areas of missiology and
missiological research on individual regions and nations. They will be
equipped with skills to conduct effective field missions and relevant
ministries.
Majors: General Missiology, North Korea Missiology, China Missiology,
Arab Missiology, Sports Missiology, Media Missiology, English Education
Missiology (M.A. in TESOL)

상담대학원(M.A.C.)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Ed.)

상담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인격을 겸비한 기독교상담자 배출을 목표로 한다.
가정과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as founded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Christian value-centered education in Korea. Students will be
educated to become Christian teachers who will foster future generations,
based on Christian worldview, in various educational settings.
Majors: Curriculum Development, Counseling, Multicultural Education.

교육선교학(TESOL, M.A. 전공)
교육대학원(M.Ed.)
교육대학원은 이 땅의 교육을 기독교정신 위에 세우고자 하는 관심 위에서 설
립되었다.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차세대를 키우고자 하는 기
독교사들을 양성한다.

셔틀버스:
학교 ↔ 아신역, 아신역 ↔ 학교간 수시 운행

전공: 기독교상담학, 가정상담학

중앙선 아신역(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체득하여 복지를 증진하는 기본적 실천능력을 키
우도록 한다. 환경과 대상에 따라 적합하고 체계적인 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
는 전문성을 갖게 한다.

상봉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 학교 앞 하차
동서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 학교 앞 하차
서울 2호선 강변역에서 2000-1번 승차, 학교 앞 하차

복지대학원(M.S.W.)

전공: 사회복지학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M.A.C.)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aims to produce Christian counselors
equipped with counseling theories and skills in harmony with Christian
character. Students will be educated to become professionals who can
effectively cope with the issues related to family and youth, and provide
help for them.
Majors: Christian Counseling, Family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Welfare (M.S.W.)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TEL 031-770-7700 FAX 031-772-5479 www.acts.ac.kr

EVANGELIZATION OF ASIA

The Graduate School of Welfare educates students to acquire practical skills
that are essential for enhancing welfare based on the Christian values of
love and service. They will be trained as specialists to carry out appropriate
and systematic welfare activities suitable to various environments and
recipients..
Majors: Social Welfare

With the goal of world evangelization, AIGS have trained 548 foreign
students (representing 46 nations in Asia, Africa, and other regions) during
the past 45 years.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with mission strategy to
propagat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AIGS offers all the courses in
English.
Currently, 81 foreign students from 21 nations are receiving training at the
Yangpyeong campus to become pastors, missionaries, and theologians,
with the vision of evangelizing their own nations and the whole world.
Moreover, the Master of Divinity (M.Div.) program accepts Korean students
as well.

설립목적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설립목적은 ‘새 아세아의 교회와 사회
건설’이다. 이 말은 기독교의 복음을 아시아에 전파하는 선교활
동을 통하여 아시아의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
키는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아세아 복음화’(Evangelization of
Asia)라는 표어로 요약된다.

싱가폴에서 모인 아세아태평양전도대회에서 아시아
전역을 상대로 하는 신학대학원을 세우기로 결의

1973. 10. 정관을 채택. 한국어 명칭으로 ‘아세아연합신
학대학원’, 영어명칭으로는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약칭 ACTS)이라
고 개칭.
이사장 한경직 목사, 원장 마삼락 박사, 부원장 한
철하 박사 등으로 조직
1974. 05.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7번지 교지 791평과
건물 248평에 정식 개교
1979. 04. 아세아신학연맹(ATA)에서 M.Div., M.A., Th.M.,
D.Min. 등의 학위과정들을 설치할 수 있는 신학대
학원으로 인준
1979. 09. 미국 Fuller 신학교와 공동으로 목회학 박사과정 설치
1981. 12. 교육부로부터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및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설립인가

AIGS 영어과정 학위프로그램

1982. 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 151-1번지, 교지
15,583평에 신축교사 783.4평 완공

Degree Program Offered by AIGS
구분

학위안내

목회학석사
(Master of Divinity)

-

신학석사
(Master of Theology)

•구 약 학
•신 약 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 실천신학
•선 교 학

Old Testament Studies
New Testament Studies
Systematic Theology
Historical Theology
Practical Theology
Missiology

석박사통합 및 신학박사
(Integrated Th.M. &
Ph.D. and Ph.D.)

•구 약 학
•신 약 학
• 조직신학
• 역사신학
•선 교 학

Old Testament Studies
New Testament Studies
Systematic Theology
Historical Theology
Missiology

www.acts.ac.kr/aigs

2005.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에서 발전전략 및 비전, 교육 및 사회봉사, 학생 및
교수/직원 등 3개 영역의 우수대학으로 선정
2014. 08. 국제기독학교연맹(ACSI) 고등교육기관 인증 획득
(Teacher Education Program)
2014.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아세아 복음화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
Mission Oriented Global Lead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