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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달라스 분교 

     주소: 1204 Larner Rd. Carrollton TX 75006 (주님의 교회) 

디렉터: 윤영혁 교수 (817-808-2078, 이메일: younghyeok@hotmail.com) 

조   교: 조복현 학생 (972-302-1045, 이메일: hyean2000@naver.com) 

달라스 분교는 센트럴 신학교 분교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와 함께 가장 큰 

규모의 학생수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달라스 지역의 가장 큰 한인 신학교로 

자리잡아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목회자나 선교사로의 부르심만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분교를 졸업한 동문들도 학생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달라스 분교의 장점중에 하나는 이 지역안에 계신 좋은 교수님들을 

통해서 신학과 영성의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과 동문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달라스를 품고 또한 

세계를 복음으로 품기 위한 센트럴 가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분교의 학위과정은 M.Div, Diploma (한국어), Diploma (영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M.Div 과정은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현장속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Diploma 과정은 한어권과 영어권의 두 다른 트랙이 열려있는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2018 년 가을학기부터 다른 모든 센트럴 분교중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존의 한인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와 문화권의 외국인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로 수업하는 Diploma 과정을 개설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업이 가능하다면 어떤 다른 문화나 언어권에 있다 

할지라도 센트럴 신학교에 지원해서 이 곳 달라스 분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곳 달라스는 전체 시민 중 약 40%가 외국 태생으로 이루어져 

그 숫자는 160 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더 나아가 

자기 언어와 문화권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달라스 분교가 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센트럴 신학교 분교중에서 최초로 달라스 분교를 위한 자체의 

건물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체 건물이 준비된다면 학생들이 모이고 배울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