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

미국 장로교 산하 주요 신학대학원 10개 중
하나인 콜럼비아 대학원은 유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신실한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캠퍼스에 있는
누구에게나 물어보시고 아래의 번호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 404–378–8821
더 많은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CTSnet.edu. 를 방문해 주십시오.

To Winnona Park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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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 구내 건물 안내: 지도 번호별 건물 이름 및 축약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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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사택
프랭크 해링턴 센터: 평생 교육원 및 교회
성장관 HC

m
To M e

oria

1. 캠벨 홀

학사과 – 1번 (캠벨홀CH)
행정과 – 1번

입학문의과 – 1번

고급 학위 과정과 - 4번

졸업생 , 동문 업무과 - 1번

각종 기증품 및 수집품 - 2번 (도서관 JBCL)

강당 -4번 (해링턴 센터 HC)

버논 브로일스 주니어 리더쉽 센터

5

기혼 학생 가족 기숙사 아파트(빌리지 아파트)

6

미혼 학생 및 무자녀 부부학생 기숙사 NRH

7

플로리다홀 (싱글 학생 기숙사) FH

8

리처드센터(학교 식당 및 강의실) RC

9

올덴버그 쿼드랭글(중앙 정원)

10

버논 브로일스 주니어 리더쉽 센터(강의실) BLC

강의실 - 1, 8, 10번

11

콜럼비아 장로교회

12

운동장

학생용 기숙사 공동 부엌 – 6번

인사과 – 1번

13

커뮤니티 가든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 -1번

국제 프로그램 -1번

중정 – 10번

평생 교육원 -4번

돕스 룸 - 8번

학적과 – 1번

서점 – 8번 (리처드 센터 RC)

주차, Kirk Road 와 Inman Dirve 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장비 관리과 -10번

회계 사무과 – 1번

교수실 및 교직원실 – 1, 8, 10번

예배실, 캠벨 홀 – 1번

학교 식당 – 8번

각종 서비스 (우편, 복사, 팩스) – 1번

재정 복지과 – 1번

예배실, 해링턴 센터 -4번

조지아 초교파 환경단체 4

커뮤니케이션 센터 – 1번

학생 기숙사 – 5,6,7번

컴퓨터실 -2번, 4번

특성화 교육 지원과 -1번

P Parking

e
l Driv

대학 기관 부서별 위치하는 건물 번호

캠벨 홀

빌리지 놀이터

2. 존 벌로우 캠벨 도서관

4. W. 프랭크 해링턴 센터

조직 및 기관 개발과 -1번

학생들은 도서관을 통해 수십만 권의 신학 서적과 다양한 전공
서적 및 자료들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신학 기록물 보관소, 지역 교회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도서관과 라이팅 센터인 CAL(Center for Academic Literacy)
도 이용 가능하다.

애틀란타에 위치한 피치트리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30여 년을
섬긴 프랭크 해링턴을 기리는 건물이다. 프랭크 해링턴은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의 동문으로서 존경받는 설교자이자 목회자였으며,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했다. 현재 평생 교육원
및 게스트 룸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 목회 연구소 -4번

3. 총장 사택

5. 기혼 학생 기숙사, 빌리지 아파트

게스트 룸 – 4번

개발 서비스 -1번

총장실 – 1번

엘리스 룸 – 8번

학생 서비스과- 1번

교육 기술과 - 10번

애틀란타의 자선 사업가 존
벌로우 캠벨은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럼비아에서 현재
캠퍼스인 죠지아 디케이터로
이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캠벨은 현재 본관으로 사용 중인
캠벨홀 건축 기금을 기증하며
자신의 어머니 버지니아 오머
캠벨의 이름을 기리고자 했다.

존 벌로우 캠벨 도서관

학생 휴게실 – 6, 8, 10번

이곳은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의 총장 사택으로 신학대학원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해나가는 데 필요한 섬김과 환대의 역할을
맡고 있다. 각종 행사가 열리기도 하며, 비정기적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기도 한다.

5개 단지로 구성된 18개의 2층 아파트로 자녀를 둔 기혼 학생
가족들을 위한 기숙사다. 침실 하나부터 4개까지 다양한 크기의
아파트가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6. 뉴 레지던스 홀 (NRH)

9. 올덴버그 쿼드랭글 (중앙 정원)

2009 년에 완공한 최신 기숙사로 캠퍼스 내 최초의 친환경
건물이다. 캠퍼스가 위치한 디케이터 시 최초로 미국 친환경 건물
협회의 LEED* 골드 인증서를 획득했다. 기숙사는 스튜디오 아파트,
원베드, 2베드, 4베드 아파트로 이뤄져 있으며, 레크레이션 및 운동
시설과 공동 부엌, 세탁실, 실내외 벽난로 등이 갖춰져 있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도 이용 가능하다.

1987 년부터 2000년까지 총장을 역임한 더글라스
올덴버그를 기념하는 교내 중앙 정원이다. 약자인 “쿼드”로
불리우는 정원은 각종 모임의 장소로 학생들이 프리스비, 터치
풋볼 등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커뮤니티 소풍이 열리기도 한다.
정원을 둘러싼 나무와 그 아래 벤치는 학생들에게 쉼을 준다.

7. 플로리다 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창의적이고 회복 가능성을 지닌
지도자들에게 봉헌된 이 건물은 최첨단 학업 시설로
재정비되었다. 애틀란타 노스 애브뉴 장로교회에서 수년간
담임목사로 섬긴 버논 브로일 주니어 목사를 기념한 건물이다.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었던 80년이나 된 시몬스-로 건물의
골격을 재활용하여 리모델링되었으며 2012년 초에 개관했다.
콜럼비아캠퍼스 내의 두 번째 “친환경” 건물로 거듭났으며
미국 친환경 건물 협회로부터 LEED* 골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11. 콜럼비아 장로교회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의 약자로 LEED 친환경 평가 시스템은 디자인과 구조,
친환경성을 측정하는 국가적으로 인정된 기준 방법이다.

기숙사와 빌리지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학생들과 공동체가 예배와 운동,
놀이와 쉼을 갖는 곳이다. 운동장 한편에 위치한 가든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싱글 룸 및 스위트 룸으로 이뤄진 기숙사는 미국 장로교 플로리다
노회 소속 교회들의 지원으로 건축되었다. 플로리다 홀이라는
명칭은 플로리다 노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미혼 학생 및 무자녀 부부학생 기숙사

8. 리처드 센터
1932 년에 총장으로 취임한 J. 맥도웰 리처드를 기념하는 건물이다.
그는 취임 초기 사우스 캐롤라이나 콜럼비아로부터 캠퍼스를
옮기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역임한 40여 년 동안 그의 리더쉽은 빛을 발했고,
신학대학원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리처드 센터에는
학생 식당인 리펙토리, 서점, 교수실 및 강의실이 있으며, 소규모
식당들과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다.

리처드 센터(학교
식당 및 강의실

콜럼비아 신학대학원 개요: 캠퍼스 가이드

10. 버논 S. 브로일스 주니어 리더십 센터
버논 브로일스 주니어
리더쉽 센터

올덴버그 쿼드랭글(학교 정원)

콜럼비아 신학대학원이 기증한 부지에 지어진 교회로, 개강예배와 다양한
행사가 교회를 빌려 열린다.
12. & 13. 운동장 및 커뮤니티 가든

커뮤니티 가든



웹사이트 CTSnet.edu



소셜 미디어



404-378-8821



701 S. COLUMBIA DR. • DECATUR, GA 30030

버논 브로일스 주니어 리더쉽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