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기독교대학은 개인, 가정,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들이 갑자기,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어른으로써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그 분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서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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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소식 나눔

MST 신학 학위 한국어로 취득 가능

행사 보고

기도 부탁합니다 2020 신입생 모집 

이번에 호주 기독교 대학 ACC는 호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정통신학 기관인 ACT (Australian Col-
lege of Theology)에 속해 있는 MST (Melbourne 
School of Theology) 의 한국어 부설로 신학 과목들
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호주 신학 대
학 ACT에서 이제 한국의 장로교와 같은 전통적 신학
과 가장 가까운 신학 공부의 길이 한국어로 열렸다고 
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김훈 총장은 밝혔다. 대
부분의 호주 및 한국의 목사님들이 ACT 학위를 한국
어로 5가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
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만큼 ACT의 학위는 취
득하는데 그 과정이 가장 까다롭고 수준이 높다.
개설된 학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가 함께 진
행되어진다.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시드니, 멜버른 
그리고 브리즈번에서는 1년에 4번 집중 세미나도 함
께 진행된다.
동시에 시드니 캠퍼스는 매주 오프라인 강의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 서울매일신문

1.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공부가 
꼭 필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 2020년에 신설되는 신학부, ESL, 영어 상담 과정
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학교 디플로마 과정의 VSL (vet student loan) 을 
위해 정부에 신청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내년 초 인텐시브 소개

- 장영 교수님 “요한 복음” : 2월 3일 - 7일

- 김기환 교수님 상담 적용 “상담의 실제” :
                                                        2월 10일 - 14일         

● 졸업식

졸업식이 2월 1일 오후 2시에 캔버라 캠퍼스에서 있
습니다. 졸업생들은 꼭 와주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랍
니다. 재학생들도 캔버라 캠퍼스에 놀러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캔버라 캠퍼스
(Gate 2 Randwick Rd, Lyneham, ACT)

● 2020 학사 일정

1 Term : 2월 17일
2 Term : 5월 4일
3 Term : 7월 20일
4 Term: 10월 5일

● 로컬 및 유학생과정 (3.5 / 4년)

Diploma of Counselling /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 학사 / 석사 과정 (ACT-MST과정)

Bachelor of Christian Studies
Bachelor of Ministry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Christian Studies
Master of Theological Studies

●  2019년도 학기가 석사, 학사 과정은 마무리 되었고, 디플로마 과정도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수님들과 학생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모두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  한인의 날 (생명의 전화 부스 참여) 과 오픈데이 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
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재학생 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2 6255 4597
info@accu.edu.au
www.accu.ed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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