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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Lives and Building Dreams 
“Not by power, nor by might,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of Hosts”                                                                         

Zechariah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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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글 
 

 

 

 

 

남부개혁대학교는 2008 년 개교 후 미주 남부지역에 한국계 미국인이 설립한 대학교로는 

유일하게 연방정부의 인가승인을 받은 미국 기독교대학입니다. 설립 후 고등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모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지금 본교는 

재단적 성장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의 문턱위에 서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실력있는 교수진 확보, 우등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개설, 도서자원 업그레드 그리고 본교 캠퍼스를 

한인 밀집지역인 휴스턴 서부에 건축하는 것 입니다. 새롭게 발견된 열정과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 

새롭게 부각 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부개혁은 비젼 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치있는 사역을 위하여 뜻 있는 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 이광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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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교의 학위과정은 텍사스 주에서 인정하고 또한 미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인가기관인 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and Higher Education)의 인가를 받아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본교는 매우 문화적으로 다양한 직원과 교수진이 소수 민족 및 이민자들에게 질 높은 성서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현재 수업은 영어, 한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본교는 SEVIS Certification 을 통해 유학생 비자를  받기위한 I-20 발급 및 연방정부의 학비 대출을 

지원하는 타이틀 IV 프로그램을 통하여 등록학생의 급격한 증가 및 학업 프로그램의  큰 발전의 

발판위에 서 있습니다.  

 

미래 
 

Vision 2020 

o 준회원 인가  Accreditation – 준회원 Candidate Status (2 월 2019) 

o I-20 발급   SEVIS Certification (6 월 2019) 

o 신학석사과정 개설 ThM Program (2020) 

o 부여교수 제도  Endowed Faculty Professorships 

o 분교 개설   Multisite instructions: Katy (Main Campus), Houston, and Dallas 

o 일차 모금 켐페인  Capital Campaign (2019-2020) Fundraising Goal – 500K 

 새 캠퍼스  New Campus 

 석좌교수  Endowed Chairs 

 장학제도  Scholarship 

 도서관 개량 Library Improvements 

o 등록학생 목표  Student Enrollment Goals 

 Fall 2019 – 30 Students or 5 FTE1 

 Fall 2020 – 40 Students or 10 FTE 

 

                                                           
1 FTE – Full-Time Equivalent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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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캠페인2 
 

캠페인 원     Campaign One 

장학제도 개설  Student Scholarship – $50,000 

 목표   Campaign Objective  

 

우수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증 장학금을 신설하고, 기존 장학금을 지원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학제도를 확장한다.  

Create endowed scholarships, support existing scholarships, and expand student awards 
in support of education, research, and service. 
 

캠페인 투ㅇ   Campaign Two 

교수진 확보  Faculty Support – $50,000 

 목표   Campaign Objective 

 

교수진의 강의, 연구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석좌교수, 연구교수 및 부여교수 제도를 개설한다. 

Endowed faculty chairs, professorships, and fellowships to support faculty teaching, 
research, and service. 
 

캠페인 스리   Campaign Three 

도서관 발전  Library Development – $50,000 

목표   Campaign Objective 

 

 도서관 설비, 장비, 자원 및 서비스를 업데이트한다. 

  Update library furnishing, equipment, resources, and services. 
 

캠페인 포어   Campaign Four 

새 캠퍼스  Capital Improvement – $350,000 

목표   Campaign Objective 

 

 채플, 도서관 및 행정업무센터가있는 캠퍼스를 포함하는 새로운 시설을 세 단계로 건축한다. 

Create new facilities that include a campus with chapel, library, and admin center done 
in three phases. 

 

총 모금액 목표   Total Fundraising Goal 

제 1 차 모금 캠페인 Phase One – $5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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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종류와 혜택3 
 

 Founder’s Fellows – 설립자 휄로우   (10 만불 10-20 개월 할부) 

o 건물 명명 권한   Building Naming Privileges 

o 이사회  혹은 자문회 회원 자격 Eligible for Board of Trustees or Board of Reference 

o 명예박사 학위 자격  Eligible for honorary doctorate 

o 벽판 후원자 명단   Wall Plaque 

 

 Chairman’s Circle – 이사장 서클   (5 만불 10-20 개월 할부) 

o 석좌 교수직 명명 권한  Faculty Chair/Professorship Naming Privileges 

o 이사회  혹은 자문회 회원 자격 Eligible for Board of Trustees or Board of Reference  

o 벽판 후원자 명단   Wall Plaque 

 

 President’s Patrons – 총장 패트론   (1 만불 10-20 개월 할부) 

o 벽판 후원자 명단   Wall Plaque 

o 자문회 회원 자격   Eligible for Board of Reference4 

 

 Partners - 파트너     (5 천불 10-20 개월 할부) 

o 벽판 후원자 명단   Wall Plaque 

o 학교 웹사이트 후원자 명단  School Website Donor List  

 

 Colleagues – 교수 코리그 ($1,000 후원 10-20 개월 할부) 

o 학교 웹사이트 후원자 명단 School Website Donor List 

 

 Associates - 학자 어소시엇     ($500 후원 10-20 개월 할부) 

o 학교 웹사이트 후원자 명단 School Website Donor List 

 

 Peers - 생도 피어      ($100 후원) 

o 학교 웹사이트 후원자 명단 School Website Donor List 

 
모든 혜택은 언어, 인종, 국적과 종교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단 이사회는 기독교 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3 후원은 현금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 Donation can be either cash or property in case of endowments 
4 자문위원회는 총장의 고문들로서 학교정책에 대하여 조언을 하여주는 기관으로 이 중에서 이사회 회원을 주로 영입한다. Board of 

Reference is a group of advisors led by the President that advises the school on important matters. Future trustees 
are drawn from this pool. 



 

 

Page | 5 

The Campaign Team 
 

President – James A. Lee, DMin 

 
 

 

Director of Development – Melanie Jimmerson, ThD 

 

 
 

Dean of Urban Program – Steve W. Hall, 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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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Financial Officer – Ileen Yim, MBA 

 

 

 

Special Counsel on Institutional Advancement – Yong Jun An, JD, LLM 

 
 

 

Trustee – Andrew K. Le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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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ty 
 

KATY, TX 

 

 

Price $739,000 Building Size (2) 6,980 SF 

Sale Type Investment or Owner User No. Stories 1 

Property Type Specialty Year Built 2005 

Property Sub-type Residential Income Zoning Description None 

Building Class C Lot Size 2.06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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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개조 필요 없이 즉시 입주하여 학교운영 가능. 앞 건물은 사무실, 도서관, 회의실, 상담실, 

라운지 및  완비 된 주방으로 사용가능. 대형 차고 및 넓은 다락방을 개조하여 확장 가능성 있음.  

 

 1200 평방 피트의 아파트가 (2 rooms/bath) 있는 4000 평방 피트의 뒷 건물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있음 (예배실, 행사,  체육관, 등). 아파트는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 2 개 가 있음. 

 

 뒷 건물 뒤에 10-15 대를 주차 할수있는  지붕있는 콘크리트 주차장이 있음. 인접한 잔디밭에 

추가로 20 대를 주차 할 수 있음. 

 

 케이티 (Katy) 시내와 사이프러스 (Cypress) 남부에서 15 분 운전거리. 

 

 용량이 앞으로 증가하면 추가 정화조가 필요. 

 

 펌프와 물 필터가 설치된 우물물. 

 

 제한되지 않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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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획 
 

Phase One – Vision 2020 

o 준회원 인가  Accreditation – 준회원 Candidate Status (2 월 2019) 

o I-20 발급   SEVIS Certification (6 월 2019) 

o 신학석사과정 개설 ThM Program (2020) 

o 부여교수 제도  Endowed Faculty Professorships 

o 분교 개설   Multisite instructions: Katy (Main Campus), Houston, and Dallas 

o 일차 모금 켐페인  Capital Campaign (2019-2020) Fundraising Goal – 500K 

 새 캠퍼스  New Campus 

 석좌교수  Endowed Chairs 

 장학제도  Scholarship 

 도서관 개량 Library Improvements 

o 등록학생 목표  Student Enrollment Goals 

 Fall 2019 – 30 Students or 5 FTE5 

 Fall 2020 – 40 Students or 10 FTE 

 

Phase Two – Vision 2024 

o 정회원 인가  Accreditation 정회원 Full Accreditation (2024) 

o 연방정부 학비대출 Title IV Approval-Undergraduate Federal Student Loan Program  

o 석좌교수 제도  Endowed Faculty Chairs 

o 박사과정 개설  Doctoral Programs – DMin & DIcs 

o 분교 개설   Multisite: Katy, Houston, Dallas, and Austin 

o 2 차 모금 켐페인  Capital Campaign – 500K 

 다목적실   Barn into multipurpose event room/chapel 

 스투디오/교실 Garage into multipurpose studio/classroom 

o 등록학생 목표  Student Enrollment Goals 

 Fall 2021 – 50 or 15 FTE 

 Fall 2022 – 60 or 30 FTE 

 Fall 2023 – 70 or 50 FTE 

 Fall 2024 – 100  or 70 FTE 
 

                                                           
5 FTE – Full-Time Equivalent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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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hree – Vision 2028 

o 신대원 추가인가  Accreditation – ATS Accreditation for Graduate Programs  

o 대학원생 연방학비대출 Title IV Approval-Graduate Federal Student Loan Program 

o 연구교수 제도  Endowed Faculty Fellowships 

o 철학박사과정 개설 PhD Program 

o 분교   Multisite: Katy, Houston, Dallas, Austin, and San Antonio 

o 3 차 모금 켐페인  Capital Campaign – 500K 

 도서관  Library improvements 

 2 층 확장  Attic renovation 

o 등록학생 목표  Student Enrollment Goals 

 Fall 2025 – 120 or 100 FTE 

 Fall 2026 – 150 or 130 FTE 

 Fall 2027 – 175 or 150 FTE 

 Fall 2028 – 200 or 175 FTE 

  

후원방법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있습니다.  

모금 캠페인 웹페이지 혹은 이 후원서 링크로 가셔서 후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후: 

1. 기부금 수표를 Southern Reformed Seminary 앞으로 끊어 다음 학교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740 Dacoma St, Unit H, Houston, TX 77092 

OR 

2. 모금 캠페인 웹페이지 에 가셔서 페이지 아래에 있는 송금방법 섹션의 지도대로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웹페이지의 모금 캠페인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문의를 

원하시면 (713) 467-4501 로 전화하거나 srtcshouston@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어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rsem.org/%EB%AA%A8%EA%B8%88-%EC%BA%A0%ED%8E%98%EC%9D%B8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3hrgSy6B6f0Aj7FmhzMFJK3syBQN2D7tNFRSu-gbSFmKfPA/viewform?usp=sf_link
https://srsem.org/%EB%AA%A8%EA%B8%88-%EC%BA%A0%ED%8E%98%EC%9D%B8
https://srsem.org/%EB%AA%A8%EA%B8%88-%EC%BA%A0%ED%8E%98%EC%9D%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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