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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 소개

예배과정

제자훈련과정

일터선교과정

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04

06

10

12

14

16

C O N T E N T S



Global Dynamic School

04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시대,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온전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전 세계가 마주한 낯선 미래 앞에서, SaGA는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에 

주력하는 21세기 영적 집현전으로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 리더’ 모두를 더욱 견고히 세워 미래변화를 선도하고 

영적 정체를 돌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SaGA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역동적인 영적 리더를 키우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SaGA는 영성을 토대로 지성, 감성, 야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예배자, 예배 디렉터, 제자훈련 전문 목회자, 

일터 선교사, 일터 선교리더, Global Networker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 문화예술, 상담/치유의 융합형 학습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결하여 역동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총장 인사말

MESSAGE  
FROM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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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은혜로 SaGA는 사랑의교회의 영적 저력과 기도의 후원 아래, 최고의 영성과 지성을 지닌 교수진들과 

함께 입체적이고 혁신적 교육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콘텐츠와 학습 인프라, 운영 체계 등이 단기간 내에 글로벌 수준의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수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깨워 비전을 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미래의 새 날을 열어가는 주역들을 세워 가는 사역에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이 아름다운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총장 오 정 현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시대,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의 한 사람’, ‘온전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21세기 영적 집현전

'영적 지도자’와 '영역별 선교사'를

더욱 견고히 세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상승촉매제(catalyst)

영성을 토대로 지성, 감성, 야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예배자, 예배 디렉터, 제자훈련 전문 목회자,

일터 선교사, 일터 선교리더, Global Networker,

Global Dynamic Spiritual Leader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혁신적 배움터

Global Dynam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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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영적 리더를 양성하여
다음세대에 비전을 심고
미래의 새날을 열어간다MISSION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영적 패러다임 구현

미래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사역 방향 제시

영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VISION

견고한 영성의 토대 위에 지성, 감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

인재상

역동적인 예배를 기획, 실행할 수 있는
예배 디렉터 양성

제자훈련 목회철학을 토대로 실천적인
제자훈련을 실행하는 목회자 양성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적 리더 양성

교육목표

SaRang Global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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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글로벌연구

 ̇네트워킹을 통한 외연확대와 글로벌 대학들과의 콘텐츠 교류

˙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영적 성장의 

생태계 조성글로벌

 ̇예배, 제자훈련, 일터선교 정규과정을 통해 역동적 예배디렉터, 

실천적 제자훈련 목회자, 선교적 일터의 소명자를 입체적으로 양성

 ̇다양한 단기특별과정 운영을 통해 시대 변화에 긍정적인 선도력을 

발휘하는 소명의식으로 준비된 거룩한 예배자, 훈련된 제자, 일터의 

영역별 선교사 양성
교육

 ̇예배, 제자훈련, 일터선교 양성과정 연구

 ̇사회적 섬김과 문화예술상담치유 융합형 학습 방법 연구 

 ̇영역주권사상을 토대로 한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연구

Global Dynam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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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A는 다양한 연결(Connect), 새로운 가치의 축적(Accumulate),

축적된 가치의 적극 공유(Share)를 통해 모두가 함께(Together) 합력하여

미래의 새 날을 열어갈 것입니다. 

SaGA는 역동적인 학습공동체를 지향합니다

Connect Accumulate Shar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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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예배를

실행하는

예배 디렉터 양성

SCHOOL OF WORSHIP

예배과정(School of Worship)은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하여,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사역을 펼쳐나갈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제자도로 빚어진 인격과 성품, 뿌리 깊고 건강한 영성, 올바른 

말씀과 신학을 기반으로 탁월함으로 무장된 사역적 역량, 

또 세상과 교회를 품은 사명감으로 구비된 시대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교회, 문화, 그리고 열방을 새롭게 할 

인재를 훈련합니다.

10

강의 프로젝트학습 현장학습 멘토링

· 온/오프라인 강의

· 아카데믹 아카이브

· 사역매뉴얼제작

· 음원제작

· 집회기획 및 예배기획

· 사랑의교회
인턴십 가능

· 해외교회 탐방

· 소그룹모임

· 개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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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하여,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 예술사역을 펼쳐 나갈 영적 리더 양성
교육목표

주요과목

교수진

˙온전론

˙복음이 이끄는 예배신학

˙선곡과 작곡의 실제

˙예배기획과 교회찬양사역 실제

˙예배리더십

˙문화사역과 기독교세계관

˙글로벌예배사역과 디지털사역 실제

Os Guiness
기독교 철학가, 변증가,

'소명', '도전받는 현대 기독교' 저자

Dr. Constance Cherry
Robert Webber Institute 교수

‘예배건축가’ 저자

Matt Redman
찬양사역자, CCM 작곡가
‘송축해 내 영혼’ 작사, 작곡

Planetshakers Team
호주 Planetshakers 교회
예배인도자 및 사역팀

Matt Boswell
The Trails 교회 담임목사
서든뱁티스트 신학교 교수

Getty Music 작곡가

Tom Kreuter
Training Resource 대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예배인도자’ 저자

Connie Fortunato
Music Camp International

오정현 총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OM국제선교회 이사장

조성환 학장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수, 남가주사랑의교회 음악목사

이원준 부학장
사랑의교회 찬양사역부, 사랑의교회 메인 워십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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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인

제자훈련 전문

목회자 양성

SCHOOL OF DISCIPLESHIP

12

제자훈련과정(School of Discipleship)은 초대교회 성경적 

제자도의 토대 위에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지역교회와 

선교지를 섬길 제자훈련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사관학교 입니다. 

사역자로서의 확실한 소명(Calling),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Character), 다이나믹하고 탁월한 사역(Competence),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Cooperation), 그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창조의 능력(Creativity)을 개발하여 가정, 사회,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꾼들을 훈련합니다. 

강의
미래 사역

디자인 학습
국내외

현장 학습  
평생 네트워크
멘토링 및 코칭

· 온/오프라인 강의

· 플랫폼 사용

· 미래 제자 삼는 사역      
디자인 

· 사랑의교회
인턴십 가능

· 국내외 제자훈련     
교회 방문 필드 트립

· 제자훈련 사역자   
평생  네트워크

· 개인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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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 성경적 제자도를 기초로 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제자훈련방법으로 지역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이끌어가는 사역자와 

선교사 양성교육목표

주요과목

교수진

제자훈련

˙온전론

˙성경신학에 기초한 제자도

˙성경적 선교와 제자도

˙리더십과 제자도

˙제자도와 변혁적 세계관

˙사도적 제자도

˙CAL 세미나

Dr. Robert Coleman
고든콘웰신학교 특임교수

Dr. Elmer Towns
리버티신학교 공동설립자

Dr. Doug Birdsall
로잔운동 명예 총재
전)로잔운동 총재

Bill Hull 
Choose the Life 설립자
'온전한 제자도' 저자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목사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김정우 박사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오정호 목사   
새로남교회 담임목사
CAL-NET 이사장

박성규 목사  
부전교회 담임목사
사랑글로벌아카데미 이사

김요셉 목사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 교목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고영규 목사  
브라질 아과비바교회 담임목사
CAL-NET 이사 및 브라질대표

강명옥 전도사    
사랑의교회 인터치상담사역부
국제제자훈련원 부원장 

오정현 총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OM국제선교회 이사장

Daniel Kim 학장  
국제 OMF 선교사, 전)치앙마이 신학대학원 총 디렉터/교수

박주성 부학장
사랑의교회 국내사역총괄,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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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토대가

탄탄한 일터선교

리더 양성

SCHOOL OF MARKETPLACE
MISSION &
GLOBAL NETWORK

14

일터선교과정(School of Marketplace Mission & Global 

Network)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을 섬기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훈련하며, 

일터의 영적 활력을 불어넣고 회복과 부흥을 가져올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입니다.

일터선교사로서의 확실한 소명(Calling),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 

(Character), 뉴 노멀 시대변화에 따른 선교전략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역량을 개발하여 일터와 세상을 섬기는 일꾼들을 훈련합니다.

강의 프로젝트학습 현장학습 커뮤니티

· 온/오프라인 강의

· 토론수업

· 학습 머티리얼
(Material)생성

· 실습, 팀 프로젝트 수행

· 일터선교
  포트폴리오작성

· 일터선교활동지원 · 동문 커뮤니티 활성화

· 학습 커뮤니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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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교사례를 중심으로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을 섬기는 선교사로서의 역량이 강화된

일터선교사와 선교적 기업가 양성교육목표

주요과목

교수진

일터선교

˙온전론

˙성경적인 일터신학

˙성경적인 경영리더십

˙성경적인 기업선교

˙Business As Mission

˙글로벌 네트워크

Dr. Paul Stevens 

IMT 대표

Dr. Michael Reeves 

영국 유니온신학교 총장

전광식 박사 

고신대학교 전 총장

Dr. Sam Cho 

인터서브 코리아 대표

원용일 목사 

직장사역연구소 소장

최영수 목사 

직장사역훈련센터 대표

김병종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이왕재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회재 의원   
21대 국회의원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대표

지대운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대전고등법원 법원장

오정현 총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OM국제선교회 이사장

하형록 학장
팀하스 회장, 비블리컬 신학교 부이사장

이돈주 부학장 

성균관대학교 석좌 특임교수, 전)삼성전자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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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  수세 또는 입교(유아세례의 경우) 후 만 3년이 경과된 자(2017.11.1 이전 수세 / 입교자)

●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제자훈련 과정은 목회자와 선교사(선교파송예정자 포함) 우선 선발

지원자격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모집과정

모집 과정 모집인원 졸업학점 수업연한

예배 40명

25학점 1년(3학기)제자훈련 60명

일터선교 50명

    ※ 모든 과정은 대학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행합니다.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입학원서 입력
1/5(화) ~ 2/4(목)

www.saga121.com 온라인 입력

서류접수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0(수) 15:00 홈페이지 개별확인

면접전형 2/15(월) 추후 공지 장소 및 시간 개별공지

최종 합격자발표 2/18(목) 15:00 홈페이지 개별확인

합격자 등록기간 2/22(월) ~ 2/26(금) 지정계좌로 납부

2월 전형일정

※ 입학원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후에 제출서류를 사랑글로벌아카데미 교학처에 우편으로 접수 

      (2월 4일 우편소인이 찍힌 것에 한함)

※ 주소 : (0665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사랑글로벌아카데미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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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 1학기 2학기 3학기 졸업식

3월 3월 ~ 5월(10주) 5월 ~ 7월(10주) 9월 ~ 11월(10주) 12월

2021년 학사일정

▶  신입생의 50%에 해당하는 신입생에게 장학금 혜택

    ※ 목회자와 선교사(선교파송예정자 포함)인 경우 등록금 70% 감면

▶  재학중 관련분야 영적 리더들을 통한 소그룹 멘토링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졸업 후 사역 진로에 대한 개인별 사역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SaGA의 다양한 단기특별과정 무료 수강

입학자 특전

교육 과정 특성

World-Class Faculty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강사진들을 통한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혁신적 디지털 러닝플랫폼(CAST)을 기반으로 다양한

온 · 오프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Innovative Teaching Methods 

이론과 실제의 균형을 맞춘 실전 학습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실천지향적 과정을 운영합니다.

Field Education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의 기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연을 확대합니다.

Global Network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진로탐색과 그 여정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Career Path



SaGA는 흩어져있는 국내의 인재들,

다음세대 인재들과 국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재들을 위한

튼실한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SaGA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학문과 현장의 균형으로 지행합일의 구현01

전방향적인 소통으로 공감을 넘어 삶에 적용
02

화석화된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선순환
03

글로벌 네트워킹으로 복음주의 교회 수호
04

창조적 능력 증진으로 함께 성장
05



Address: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     Tel : 02-3495-1951, 1953

Email : saga@saga121.com     Website : www.saga12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