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링스톤바이블칼리지 & 세미나리 선교사역 보고   
           (SlingStone Bible College & Seminary Mission in Haiti) 
 
1. 신학교이름      : SlingStone Bible College & Seminary 
2. 신학교주소      : Lathan Ruelle Cherie #5, La Plain, Port au Prince, Haiti 
3. 신학교연락처   : Tel: 509-4244-4415 

4. 신학교웹싸이트: www.facebook/SBCSHAITI 
5. 신학교 스텝     : 학      장: 김삼천 목사 (E-mail: samchon77@gmail.com) 
                          사무처장: 박창환 목사(E-mail: ss.missionfellowship@gmail.com) 
                          학생처장: 박병준 목사(E-mail: 242park@gmail.com) 
                          교무처장: 정지석 목사(E-mail:newbridgeministry@yahoo.com) 
                          현지스텝: Sister Anie, Sister Daniell, Sister Genie 
 
1. 헤이티선교사역에서의 신학교사역 
 
(1)헤이티 선교에 대한 개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서로 인접해있는 헤이티는 카리브해 안에                                    
                                         위치한 섬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고통 받아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2010 년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헤이티 수도인 Port au Prince 와 근교에서 30 만명가량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이 사망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사회문제 
                                         고아문제, 기근문제 및 재난복구 등등 여러 문제는 아직까지도                      
                                         헤이티가 안고 있는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2016 년말 최근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하고, 재난복구에 있어 헤이티 정부는 자체적 재난복구를 감당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외부 도움의 손길만을 기대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 헤이티는 정치적으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경제적인 개발 역시 이곳 저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헤이티의 오랜 식민지 역사 속에 자리잡은 캐톨릭이 주된 종교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아래  
                                          개신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헤이티사람들의   
                                          전통 토속종교였던 부두교(Voodoo)가 생활전반에서 문화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기독교신앙을 가로막는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헤이티의 개신교 선교는 각 교단   
                                          별로 사역하며 꾸준히 개신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여호와증인, 몰몬교, 구원파와 같은 개신교 이단들 
                                          역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때 
                                          보다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회를 헤이티에서 만들어 
                                          가는 신학교선교사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을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세워져서 헤이티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목회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야만 헤이티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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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학교선교사역이 헤이티에 필요한 긴박한 이유  
2010 년 발생된 지진 이후 헤이티는 각 나라로부터 재정적인 구호 

의 손길만이 아닌 세계선교에 있어서도 선교대상국가로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헤이티와 가까이 인접해 있던 캐나다와 
미국과 같은 북미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단기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또한 북미의 한인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한편 파송 되어진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은 헤이티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당 건축과 현지인 목회자들과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 

주는 일을 많이 감당해왔습니다. 이를통해서 헤이티의 수도인 Port  

 au Prince 와 근교에 많은 교회당들이 건축되어 왔고, 단기선교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목사들이 통역을 통해 인도하는 성경 

세미나 역시 활발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건축과 현지 

목사들에 대한 후원 및 단회적인 성경세미나는 궁극적으로 헤이티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 

냈습니다. 특별히 헤이티 현지인 목사들의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력 

의 부족은 교회 안에서의 목사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활동이 재정적인 도움으로만 

머물면서 현지목사들로 하여금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물질 주의적 (Materialism) 요구를 해결 

하는 관계로 변질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학교를 통해 현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말씀에 대한 바른 성경적 믿음과 이해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헤이티 교회, 사회,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2. 슬링스톤신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  
 

(1)헤이티 현지 타신학교 현황과 모습 

   현재 헤이티에는 수도 Port au Prince 와 근교에 3-4 개의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 

미국교단신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교단과 침례교 등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적 배경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교단에서 파송되어지는 강사문제에 있어 어려움과 충실하지 

못한 교과과정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학교육과정 속에서 마땅히 배우고 

이해해야 할 내용들이 배제되는 교과과정을 공부하는 식으로 3-4 년의 신학교 과정을 졸업을 

해도 교회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할만한 영적, 신학적, 신앙적 상태가 되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헤이티의 기독교가 50 년 100 년 후를 바라볼 때, 선교사역으로서의 

신학교가 바르게 세워지고 강건해지는 것이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세미나, 

혹은 성경학교 차원에서 말씀사역이 머물러 있게 된다면, 헤이티 개신교의 앞 날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슬링스톤신학교의 방향과 특징 소개  

                                      슬링스톤신학교의 방향은 복음적, 성경적, 초교파적 연합의 내용 

                                      을 전제로 헤이티 현지인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교육합니다.        

                                      3 명(김삼천목사, 박병준목사, 박창환목사)이 헤이티 신학교에서   

                                      상주하며 학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캐나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 년                 

                                      4 월에는 뉴욕지역에서 미국목사 2 명이 강의를 위해 방문합니다.  

                                      또한 5 월에는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목사 1 명이 강의를 위해서 

                                      헤이티에서 3 주간 상주합니다. 그 외에도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  

                                      에도 방문하여 인텐시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초교파적 

방향을 지향하여 북미의 많은 교수님과 목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놓았습니다. 

이미 미국목회자, 미주한인목회자들이 자비량으로 신학교 선교사역을 섬기겠다고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슬링스톤신학교사역에 동참하리라 기대합니다. 

 

                                    (A)학생 모집 방법과 진행사항: 신학교운영은 ‘영어’를 기본언어로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신학교 자체적으로 영어성경   

                                    시험을 치뤄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구약영어 

                                    성경 280 문제와 신약영어성경 270 문제를 사전에 만들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50 문제를 출제하여  

                                    성경이해력과 영어이해력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도 성품과 자세 및 영어 실력을 평가하여 현지인들 

                                    을 선별하였습니다. 헤이티말로 통역하지 않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교수들과도 대화하고 토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봄학기(3 월초 ~6 월중순)를 위해서 총 20 명이 신학생으로 등록하여 공부중입니다. 

분포는 현지목회자 12명과 평신도 지도자 8 명이 시험에 통과하여 3 월 7 일부터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성경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 6 명은 기타 현지인들과 더불어 1학기 

동안 ESL 과정을 통해 영어성경 읽는 법과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 년은 슬링스톤 신학교에 대하여 헤이티인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봄학기를 위하여 26 명이 지원하여 20 명의 합격자와 6 명의 후보자를 선발했습니다. 이에 

2017 년 가을학기부터는 더 많은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신학을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현지목회자들이나 평신도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학교는 거의 무료에 가깝지만, 대신에 철저한 

신앙과 신학 교육을 받는 헌신을 헤이티 신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시험 현장)          (학생들과의 인터뷰 면접)       (ESL Class / 영어클래스)  

 

                                                                                             



(B)신학교운영을 위한 장소와 사용현황  

 

현재 슬링스톤 헤이티 신학교는 선교센터를 두군데 렌트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1 층과 2 층으로 된 선교센터 건입니다. 2 층에서는 신학교강의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진행됩니다. 1 층은 도서관 및 식당으로 활용됩니다. 다른 한군데의 장소에서는 3 월 이후 ESL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는 특별히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매주 주일 

아침에는 40 여명 정도되는 헤이티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더 

적극적인 지역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중보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매주 점심식사, 의료품, 

교육비후원등이 필요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도 절실합니다.  

 

    
 

주중에는 선교센터에서 신학교 강의를 진행 중입니다. 신학교강의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3 일간 아침 9 시부터 오후 1 시까지 4 시간동안 2 과목이 아침반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오후 

1 시부터 5 시까지 4 시간동안 2 과목이 오후반으로 운영됩니다. 3 일동안 신학생들이 

헌신적으로 마음껏 신학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전반과 

오후반이 겹쳐지는 12 시 30 - 1 시 30 분 사이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C)신학교 수업 스케줄 및 현황  

Morning Class (오전반) 
  

  Tuesday Wednesday Thursday 

9:00~9:30 Worship & Praise Worship & Praise Worship & Praise 

  ( together ) ( together ) ( together ) 

9:30~10:50 Exegesis in Mark  Exegesis in Galatians  Exegesis in John  

  (Professor. Samchon Kim) (Professor. Brian Park) (Professor. Steve Park) 

11:00~1:00 Old Testament Shorter Catechism New Testament 

  (Professor. Steve Park) (Professor. Samchon Kim) (Professor. Brian Park) 

 
   

Afternoon Class (오후반) 
  

  Tuesday Wednesday Thursday 

1:00~1:30 Worship & Praise Worship & Praise Worship & Praise 

  ( together ) ( together ) ( together ) 

1:30~2:50 Exegesis in Mark  Exegesis in Galatians  Exegesis in John  

  (Professor. Samchon Kim) (Professor. Brian Park) (Professor. Steve Park) 

3:00~5:00M Old Testament Shorter Catechism New Testament 

  (Professor. Steve Park) (Professor. Samchon Kim) (Professor. Brian Park) 

 

(D)학생들 현황과 상황  

    
                                                                                                



(E)인텐시브 클래스(2017 년 봄학기에 확정된 클래스)  

  *4 월 미국목사(Rev. John & Rev. Mark) / 설교학 및 그리스도론 

  *5 월 한인목사(Rev. Munbyung Choi) / 세계교회사  

 

3. 신학교 커리큘럼 및 시간  
 

Total Credit: 120 credits 

Required Classes: 20 classes x 3 credit(30 hours) = 60 credits  
 

1.   OT11-Survey of the Old Testament 1 (Torah(Pentateuch)- Focus) 

2.   OT12-Survey of the Old Testament 2 (The Rest of Torah-Focus) 

3.   NT11 - Survey of the New Testament 1 (Four Gospel-Focus)  

4.   NT12- Survey of the New Testament 2 (The Rest of four Gospel-Focus) 

5.   BT11 -Biblical Theology 1 (Doctrine of God – Focus) 

6.   BT12 - Biblical Theology 2 (Doctrine of Man – Focus) 

7.   PR11 – Preaching 

8.   GB11 – Greek Basic 

9.   HB11 – Hebrew Basic 

10. CH11 – Church History 1 

11. CH12 – Church History 2 

12. PC11 – Pastoral Counseling 1 

13. PC12 – Pastoral Counseling 2 

13. CS11 – Christian Spirituality 

14. CE11 – Christian Ethics 

15. MI11 – Missiology 

16. EV11 - Evangelism   

17. WO11 – Worship 

18. BE1 – Exegesis of Bible in English 1   

19. BE2 - Exegesis of Bible in English 2 

20. BE3 - Exegesis of Bible in English 3 

 

Elective Classes: Total 60 credits 

 

1. Christian Education (CE11) 

2. The Parable of Jesus (NT13) 

3. The Life of Paul (NT14) 

4. Church Revival Story (CR11) 

5. World Religions (RE11) 

6. Evagelism Preaching (EP11) 

7. Discipleship Training (DT11) 

8. Church Planting (CP11) 

9. Leadership Training (LT11) 

9. Intercessory Prayer (IP11) 

10. Innner Healing (IH11) 

11. Others(Recommend classes you can do lectures)_________________________ 

 

                                                    



4. 슬링스톤신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사항  

 

(1)매월 최소운영비용 및 항목(2017 년 봄학기-학생 20 명 & 교수 3 인 기준) 

     A. 신학교선교센타 렌트비:  매달 $500 

     B. 현지스텝 총 3 명 사례비: 매달 $500 

     C. 부대시설사용 및 차량비: 매달 $500 

     D. 1 개월(매주 3 일) 점심:  매달 $500 

     E. 도서관 책과 물품 운송비: 매달 $250(도서관건립 기증도서-미국에서 헤이티로 배운송) 

     --------------------- 

    총비용: 매달 $2,250 

 

(2)매월 최소운영비용 및 항목(2017 년 가을학기-학생 40 명 & 교수 4 인 기준) 

     A. 신학교선교센타 렌트비:  매달 $1000 

     B. 현지스텝 총 3 명 사례비:   매달 $650 

     C. 부대시설사용 및 차량비:   매달 $600 

     D. 1 개월(매주 3 일) 점심:  매달 $1000    

     E. 도서관 책과 물품 운송비: 매달 $250(도서관건립 기증도서-미국에서 헤이티로 배운송) 

--------------------- 

    총비용: 매달 $3,500 

 

(3)2018 년 장기계획 관련사항 

    장거리의 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숙사가 있는 신학교 건립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슬링스톤 헤이티 신학교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선교센터의 최대인원은 

40~50 명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1 년 후나 장기적인 계획 속에 

신학교건축은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신학교로부터 거리가 1 시간 이상 떨어져있는 

외곽지역이나 시골에서 신학을 원하는 목사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해야만 

신학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학교안의 공간을 이용하여 여름기간동안 

의료봉사 및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슬링스톤신학교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헤이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역에 슬링스톤신학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관심,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