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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의 마을과 거리마다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혔던 

가을이 지나고 쉼의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

다. 쉼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지혜의 시간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

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ACTS는 금년도 2학기의 출발을 신앙수련회에 오신 

송태근 목사(삼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흥을 사

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제40회를 

맞이하는 ACTS 선교대회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KWMA) 사무총장인 조용중 선교사가 변화하는 세

상에서 우리가 쫓아야 하는 변함없는 본질에 대하

여 설교하였습니다. 우리 대학과 MOU 체결되어 있

는 미국 CRC 교단의 국제 선교 Director Zachary 

King 목사와 Paul Ki- cheol Yu 목사가 우리 학교

를 방문하여 양 기관은 국제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

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평교육지

원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양평 지역사회 발전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ACTS 안에서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등교육기관 특히 신학대학교들은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

등교육기관의 각종 제재, 열악한 지원 등 많은 어려

움을 겪으면서 국내 신학대학들은 더욱 곤란한 상황

에 처해 있습니다. ACTS가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

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ACTS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

던 것은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올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ACTS가 말씀과 

기도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난관을 이겨 나갈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바랍니다.

항상 주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며, 밝아 오는 새해

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영욱 총장

   사랑하는 

ACTS 가족 

   여러분에게

총장 동정

총장 메시지

10월 04일 CRC 교단 관계자 접견

10월 11일 양평 교육지원협의회와 MOU 체결

10월 15일 독립교단(KAICAM) 목회후보자 대상 강의

10월 20일 ACTS북한연구원 북한세미나 축사

10월 22일 독립교단(KAICAM) 안수식 안수위원

10월 27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포럼 개회예배 설교

11월 27일 사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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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iv. 학생들의 졸업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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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뉴스와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eunki@acts.ac.kr)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ACTS는 우리 대학의 영어 이름인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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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진로 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융합전공을 실시한다. 

입학할 때 선택한 학과로 졸업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 중 관심을 가지게 된 다른 전공 분야를 

추가로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계전공의 주요 특징은?

연계전공은 본인이 입학한 학과 전공 외에 본교에서 

개설되는 학부의 다른 전공(신학, 선교학, 사회복지,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영어, TESOOL, 중국어)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연계전공의 목적은 자신의 본전공과 연계하여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을 하나 더 이수함으로써, 단일 학문의 한계를 넘어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멀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학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에 

‘전공진로탐색’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연계전공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연계전공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연계전공은 1학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신청하게 된다. 

 

복수전공, 부전공과 차이점은?

연계전공은 기존의 복수전공보다 이수학점을 낮춰 

전공별(본전공/연계전공) 이수학점이 11과목 33학점으로 동일하게 

함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활성화 하고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복수전공보다 풍부한 세부전공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학문 영역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기존의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도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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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연계전공 실시

▶  연계전공

어떤 학과로 입학했든 한 전공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 적

성과 진로의 폭 확대

▶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통해 단축된 시간 내에 학사와 함께 석

사학위 취득 가능

▶  영어특성화 교육

20개국 7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채플

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  경건훈련

국내 유일한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신앙수련회, 

생활관, 소그룹 등을 통한 경건훈련

▶  장학금 지원 확대

2017학년도 기준 ACTS장학금액이 30억 이상 확보되어 해당

자 436만원 지원(국가장학금 포함)

▶  외국대학 복수 학위 프로그램

매년 선발 및 외국대학으로 파견하여 동시에 학위 취득 

가능

▶  담임교수제 실시

학생별로 담당 교수가 배정되어 4년 동안 학업, 학교생활, 

신앙, 진로상담 지원

▶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미국ACSI인증 국제기독교사, 

청소년상담사, 국제문화교류사 자격 취득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강점

● 모집학과    신학과 | 선교문화복지학과 |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 선교중국어학과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18. 12. 29. (토) ~ 2019. 1. 3. (목)

 전 형 일: 2019. 1. 16. (수)

● 문의전화   031-770-7701~7702, www.acts.ac.kr

Q1

Q2

Q3특집

1-2학기
전공진로탐색 이수(교양필수)

연계전공 승인
(1학년 성적기준)

2학년 수강신청
(연계전공 관련)

1학년 수료
연계전공 신청

* 연계전공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30%까지 승인 됨. 

신입생 모집 안내

2019학년도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 안내

vs.

연계전공 관련 문의: 교무지원팀 (lecture@acts.ac.kr)

1학년 이수

4 5



ACTS신학저널 등재학술지 선정

ACTS신학연구소(소장 박응규)가 발행하

는 "ACTS신학저널"이 2018년도 한국연구

재단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88.8점으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며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에서 출간되는 학술지들을 평가해 

매년 등재지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2018

년 4월부터 게재된 모든 학술논문은 등

재학술지로 인정받게 된다. ‘ACTS 신학

저널’은 1984년 영문저널로 시작해 1년에 

4차례(1회 영문, 3회 국문) 학술지를 펴내

고 있다.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우리대학은 11월 2일 양평군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21년까지 3년간

의 재위탁을 추진하였다. 현재 다문화자

녀들과 멘토멘티 문화체험, 장애시설 봉

사, 평생학습축제, 독서모임 등 다양한 활

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재위탁으로 

대학이 추구하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

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문화복지학

과를 비롯한 우수 인력의 전문성을 최대

한 활용해 양평군의 건강한 가족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전병철 교수, 

CGNTV ‘나침반’ 특강 진행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전병철 교수는 CGNTV 

맞춤특강 ‘나침반’에 출연하여 2회에 걸

쳐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흔드는 

교회’, ‘미쳤다는 건 칭찬입니다.’ 라는 주

제로 강의하였다. 교육을 통해 자녀를 믿

음으로 키우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미쳐,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삼성SDS와 사랑의열매, 

장애학생에 IT보조기기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삼성SDS와 사

랑의열매와 함께 하는 장애학생 정보접

근을 위한 IT보조기기 지원사업에 김성은 

학우(신학과 2학년)를 추천하여 350만원 

상당의 소리안 탭과 노트북을 지원받게 

되었다. 무상 지원받은 소리안 탭은 글자

의 확대 및 읽어주는 기기로서 장애학생

의 학업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장애학

생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여러 

편의시설과 기자재 대여 및 장학금을 지

원한다.

(문의: 031-770-7831)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우리대학에서 개최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10월 27일 우리대

학에서 '위기 시대의 바른 목회'라는 주

제로 제72차 정기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김영욱 총장이 개회말씀을 전하였

으며 바른 목회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에 대한 물음에 참여자들이 함께 고민하

고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복음주의신학회는 1981년 태동되어 35개 

회원학교와 1,000여명의 교수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대학의 신학

과 원종천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다. 

선중과 학생 2명, 하북사범대 

3+1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선발

중국 하북성에 위치한 ‘하북사범대학교’

에 선교중국어학과 최도환(3학년), 이주

연(3학년)학우가 3+1 복수학위프로그램

에 선발되어 참여하게 된다. 3+1복수학위

프로그램은 ACTS에서 3년, 하북사범대

학교에서 1년을 수학함으로써 양교의 학

위를 동시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

당 프로그램은 3학년 2학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유정애 동문, 장학금 1,000만원 기탁

10월 2일, 화요채플시간에 동문 유정애 

권사는 재학생들을 위한 1,000만원의 장

학금을 기탁하였다. 후배 학생들이 열심

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의 선택 받는 훌륭

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기쁨으로 

모교에 전달하였다. 장학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국내와 국제교육원 소속 외국

인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게 된다. 

교수들의 수다 [성경 속 교육] 북토크 진행

교수학습개발센터, ACTS 교육연구소, 도

서관 공동 주최로 제3회 ‘교수들의 수다’

가 11월 28일 강당에서 열렸다. 성경신학

자들이 말하는 「성경 속 교육」의 저자인 

이한영, 조휘, 허주, 김성진 교수가 참여하

였으며 직접 책의 저자들을 통해 기독교 

교육과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이야

기를 나누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제39대 총학생회장 선교영어학과 윤진 당선

2019학년도 39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통

해 총학생회장에 윤진(선교영어학과 14학

번), 부총학생회장에 전수연(신학과 16학

번)이 전체 득표 중 60%의 지지율로 당

선되었다. 이들은 2019학년도 1년간 학생

생활 편의와 학생권익 증진 등을 위해 맡

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7차 ACTS신학포럼 개최

신학연구소 주최 ACTS신학포럼이 “ACTS 

신학공관과 기독교 문화·예술”이라는 주

제로 지난 10월 15일 개최되었다. 교양학

과 금동철 교수의 “기독교적 서정시에서 

자아의 존재방식과 기독교의 중심진리”

와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

의 “Theo-Drama 공연 제작으로 인한 신

학교육과 타문화 선교: 아세아연합신학대

학교 ‘Resurrectio’ 공연사례 연구”가 발

표되었다. ACTS신학포럼은 신학공관운

동의 일환으로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

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

세미나로 매학기 열린다.

ACTS-양평교육지원협의회, MOU 체결

우리대학은 양평교육지원협의회(회장 이

유원)와 지난 10월 11일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영어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지원 등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김영욱 총장은 “지역의 

교육발전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돼 

기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활동

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신 교수,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지역복지사

업 평가 「‘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

과 평가」부문에서 양평군이 지난 10월 11

일 대상을 수상했으며, 양평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손신 민간위원장(선교문화복

지학과 교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년도 지역

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평가 결과 손

신 교수는 양평군의 대상별 탄탄한 복지

안전망,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등 지역사

업 추진 성과에 대한 노력으로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김규섭 교수, 해외 저널 논문 출간

신학과 김규섭 교수

의 논문이 네덜란

드 Brill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의 최신호

인 49권(2018년)에 

출간되었다. 논문

의 제목은 “요셉과 아세넷에 나타난 맏아

들의 호칭”으로서, 신약성경의 배경 문헌

에 나타난 포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

루었다. 상기 논문은 김규섭 교수가 수행

하고 있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포로와 회

복’에 대한 장기적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

이다. 

|    Zoom in A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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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ACTS 선교대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10월 24~25일 제40

회 ACTS 선교대회가 개최되었다. 24~25일에는 선교단체 부스(12단체)를 설치하

여 선교사역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고, 25일에는 선교 헌신예배와 각국 선교연구

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15개 

기관 160여명의 외빈이 참석하였다. KWMA 사무총장인 조용중 선교사의 설교

에 이어 아세아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다. 이 후, 북한, 네팔, 

베트남, 아랍, 아이티, 아프리카, 유라시아, 중동, 태국연구원에서는 연구원별로 선교 

헌신자들과 선교단체, 기관들, 교회가 모여 각국의 선교 상황을 듣고 기도제목을 나

눴다.

ACTS세계지역연구소, 중동연구원장 임명

세계 각 지역에 대해 연구하고 신학대학교와 국내 및 해외 한인교회를 연결하는 산

학협동의 통로역할을 하는 ACTS세계지역연구소는 지난 9월 13일 중동선교 활성화를 

위하여 수표교회 담임목사인 김진홍 목사를 중동연구원장으로 새로이 임명하였다.

ACTS 네팔선교연구원, <네팔어 신학 교재 시리즈> 출간

네팔선교연구원(원장 권준호 목사)은 ‘네팔어 신학교재 시리즈 제1권 구약개론’을 10

월 10일, 출간했다. 네팔에는 신학 교재들이 매우 빈곤한 상태라 네팔선교연구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약 20권의 신학교재를 네팔어로 발간할 예정이다. 저자인 비렌드

라 쓰레스타 박사는 지난 8월 우리대학에서 구약학 전공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

았으며, 네팔교회 최초 구약학 박사이다. 또한 네팔선교연구원 원장인 권준호 목사

는 우리대학 네팔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간

된 네팔어 ‘구약 개론’의 출판비 전액을 부담했다. 한편 김한성 교수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7개의 연구 논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국내와 국외에 출판하였으며 이 

가운데 ‘네팔에서의 신학 교육 (Theological Education in Nepal)’은 2017년 1월 미국 

Evangelical Missions Quarterly 53(1)에 게재되기도 했다.

선교보고“ ”
|    ACTS NEWS    |    Vol.52    |

”

캄보디아 해외봉사

기간  2018년 12월 16일~ 12월 22일

장소  캄보디아

인원  10명

내용   환경미화, 현지 청소년 교육, 문화체험

지도  하태선 교수

파키스탄 해외봉사

기간  2018년 12월 16일~ 12월 31일

장소  파키스탄

인원  3명

내용   태권도 교육 및 문화탐방

지도  심창수 교수

그리스, 레바논 난민봉사

기간  2019년 1월 21일~ 2월 2일 

장소  그리스, 레바논 

인원  7명

내용   난민과 가정(여성, 어린이)사역 및 봉사

지도  소윤정 교수

겨울 방학 해외 단기선교 및 봉사 일정

|    선교 보고    |

아랍문화연구원, 레바논 방문

아랍문화연구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아랍문화연구원 소속 이집트, 레바논, 

터키 파송 해외연구원들과 연구교수 및 선임연구원이 레바논에 모여 선교현황을 보고

하고 향후 선교전략을 모색하는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레바논 소재 침례교회에서 진

행된 회의에서 시리아난민 선교에 대한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바논 현지 사역자 인터

뷰가 진행되었으며 중동지역 선교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오아시

스 연구원 김진욱 목사와 협력하여 동행한 이번 방문을 통하여 5명의 현지인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였으며 시리아 난민캠프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에도 협력하였다. 또한 올리브드림을 통해 판매된 올리브오일 수익금을 현지인 사역

자 패리스 마하 부부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윤정 교수는 10월 

29일 CTS 뉴스 The 보기에 출연하여 <난민을 향한 한국교회의 시선과 역할>을 주제

로 단독인터뷰를 통해 최근 6월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 "예맨" 난민 유입과 관련

하여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한국교회가 난민선교를 효과적으로 하여 하나

님나라를 확장하고 난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선교전략

을 현실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선교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싱가폴 어린이 교육봉사

이수인 교수와 14명의 학생들은 지난 6월 27일~7월 10일 싱가폴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놀이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

음을 전달하였다. 

싱가폴 단기선교 학생 소감문

김예은(기독교교육상담학과 3학년)

2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 주일학교도 없고 성경학교를 처음 접

해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처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게 아이들은 빠르게 적응했고, 

말씀을 전할 때도 빠르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했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성경학교를 통해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남매도 있었는데 캠프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든 친구들이 알 수 있게 자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아이의 순수

한 신앙에 마음이 울컥했다. 준비를 하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서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온전히 그 아이들의 마음에 찾아가주셨다. 겉으

로는 화려해보이지만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 고

민해보게 되었고, 꼭 우물을 파야지만 선교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는 여

러 방법과 수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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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속 교육>  

저자  ACTS교육연구소(이한영, 김성진, 조휘, 허주, 정성국)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과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기독교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성경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교육에 대해 성경신학자들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구

약과 신약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성경 교육에 대한 글을 실었다. 

<ACTS 신학저널 36집>

기고자   권오윤, 김성진, 최순봉, 신종철, 

김용준, 박철동, 박영환, 안점식, 

장훈태, 김준수, 최금순, 김성호, 

하태선

<요한계시록과 함께 하는 말씀묵상>  저자  정홍열 교수

이 요한계시록 묵상집은 목회자들의 요한계시록 강해설교에도 도

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 성도들이 함께 읽어나감

으로 잘못된 종말론에 미혹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종

말론적 신앙과 신학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지침서로 구성되었다.

<무슬림의 아내들 개정증보판>  저자  소윤정 교수

이슬람과 한국 여성에 대한 이슈들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슬람 문화 유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추가로 기술

하였다. 점차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증보판을 출판하게 되

었다.

<ACTS Theological Journal Vol.37>

기고자   Kim, Sung Jin/ Cho, Hwi/

Birendra Shrestha/ Steven S. H. 

Chang/Federico G. Villanueva/

Daniel J. Kim/ Ahn, Jum-Sik   

|    선교보고    |    신간도서    | |    ACTS NEWS    |    Vol.52    |

오늘 치앙마이 사멍군에 위치한 보깨오라는 마을의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 3

년 반 동안의 교회건축을 마무리하고 헌당식을 하는 날이다. 이들의 경제사정을 고려

하면 교인들은 큰 헌신을 하였다. 650만받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2억2천만원이상이 

되는 금액이다. 315명의 세례교인들이므로 평균 2만받(약 7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당 평균 6개월 정도의 수입을 헌금한 것이다. 이 교회의 건축모습을 보면 

어떻게 지역교회가 건축을 해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였다. 건축공사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지만 실제 

모금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2009년부터이다. 공사를 하기 전에 6년 동안 약 5천만원

은 모금이 되었다. 그리고 건축의 필요성을 처음 이야기 한 것은 2000년도이므로 거

의 20년이 되었다. 건축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 반 동안에 교인들은 약 350만받 모금

하였다. 1년에 100만받씩을 모금한 것이다. 길게는 18년, 구체적으로는 거의 9년이 소

요되었다.

둘째, 교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공사는 카렌교회에서는 아주 드

물게 건축회사에 발주를 하여 처음부터 시작하였다. 최근에 헌당예배를 드린 교회와

는 대조적이다. 바로 옆에 있는 손사왕교회는 작년에 헌당을 하였는데 건축비는 200

만받(7000만원) 정도로 보깨오교회와 비교하면 삼분의 

일도 안 되는 금액이다. 물론 대부분 현지교인들이 하

였다. 그런데 교회건물의 가치는 약 1억7천억으로 보깨

오교회와 차이가 많지 않다. 교인들이 교회건축에 전적

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손사왕 교인들의 직접 참여

는 노동과 기술을 통하여 헌신은 비용절감이 되었다.

셋째, 교회건축은 가능하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

재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보깨오 교회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건축 자재를 대부분 외부자재를 사용하

였기 때문이다. 마침 헌당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온 매

옴숭이라는 교회는 대조적으로 현지에서 가능한 자재

를 사용하였다. 한 달 전에 헌당예배를 드린 이 교회는 

실제 교인들이 한 헌금은 1000만원정도이지만 교회예

배당 가치는 1억이 넘는다. 왜냐하면 근처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를 사용하였고, 교인들이 작업

을 하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짓는 교회 

     도움 받고 지은 교회

오영철 선교사 지역학 연구교수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방문시 소정의 헌금을 주면 받았지만, 일부러 도움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성숙한 자세인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헌신과 희생 그리고 협력을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헌신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에는 대부분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교회당들이 있다. 그 액수는 이번에 소요된 액수

의 10%정도 내외인 2000만원 내외이다. 만약 그곳의 교인들이 보깨오교인이나 손사

왕 또는 매옴숭 교회의 성도들처럼 헌신하였다면 스스로 교회당을 지을 수 있다. 그

런데 그들은 외부에 요청을 하였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찾아와서 건축의 필요성을 이

야기하고 도움을 주었던 경우이다.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좋은 의도이지만 세계 각

지에서 이런 저런 명분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교회건축을 한다. 그리고 

건축을 할 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도 그렇게 지을 계획을 한다. 보깨오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의 이런 건축지원은 감사할 일이라기보다는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외부지원을 의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곳 보깨오뿐 만 아니라, 손사왕이나 매옴숭교회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와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여 교회당을 스스

로 짓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참석한 수코목사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만약 A 선교

사처럼 건축 지원 가능성을 가지고 현지지도자들과 교회건축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들은 헌금을 하지 않고 외부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B 선교사처럼 

교인들의 헌신과 희생, 협력과 성인된 교회의 역할을 나누고 도전을 준다면 현지교회

는 헌금을 할 것입니다.” 신학생들과 같이 나는 토요일에 미리 가서 교제하며 콰이어

찬양으로 축하하였다. 풍성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 보깨오 교회지도자가 부

르더니 수고하였다고 교통비를 챙겨준다. 헌신과 희생

을 보인 교회는 성인으로서 손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자

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배 중에 찬양대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같이 찬양한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하고 협력해야 하는

지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다. 

오영철 선교사는 ACTS 연구교수이며 태국의 치앙마이

에 있는 실로암신학교 부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소수부

족교회가 주민족교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관

심이 있다. 

신간 도서

태국 선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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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S Theological Forum

유수한 세계 신학자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신학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23회 AIGS Theological Forum이 지난 11월 4일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미국 고든-콘웰 신학대학

교의 석좌교수이자 저명한 신약신학 교수인 에크하르트 슈

나벨 박사로(Dr. Eckhard J. Schnabel), “소통하는 삶: 로마서 

12:1에 나타난 ἡ λογικὴ λατρεία” (Lives That Speak: ἡ λογικὴ 

λατρεία” in Romans 12:1)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M.Div. 학생들의 졸업여행

AIGS 목회학석사(M.Div.)과정 3학년 학생들은 9월 2일 ~ 7

일까지 5박 6일 동안 베트남으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15명

이 참여한 졸업여행에서 학생들은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고 

앞으로의 사역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는 값진 시간이 되

었다.

디모데지도자 훈련과정

(Timothy Leadership Training)

AIGS학생 대상 2018학년도 2학기 디모데지도자 훈련과정(이

하 TLT) 2기가 지난 7월 23일 ~ 27일까지 5일 간 진행되었

다. TLT 과정은 총 3차로 구성된 과정으로 목회자, 교사, 복

음 선교사 등,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

이다. 이번에는 1차와 2차 과정이 개설되었고, 각각 5명의 학

생이 참석하여 TLT 과정 수료 후 자격증 및 수료증을 수여받

았다.  

AIGS 선교장학금 및 우수에세이 장학금 지급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미션장학금과 최우수에세이장학금

에 올해 Shishir Sarkar(M.Div.2, 방글라데쉬), Krupavaram 

Lella(Th.M.+Ph.D.,조직신학, 인도) 학생이 각각 선정되어 장

학금 1백만원씩 수여받게 되었다. 이 중 미션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방학 중 본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 되며 자국의 

교회역사 및 최근 선교 상황을 영어와 자국어로 각각 작성한 

후 국제교육원에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 장학금

은 박은란 집사의 후원으로 2017년 생겨나 10년간 매 년 200

만원의 장학금이 선발된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후원문의: 031-770-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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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ACTS

학사 학위 취득 후, 나는 내 삶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혔다. 황무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찾아 오랜 시간 동안 방

황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

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내가 내 삶에서 원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하

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한 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

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결

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ACTS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

다. 내 삶의 다음 단계에 접어들면서, 혼란을 느꼈다.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이 밀려 왔다.

하나님께서 성직자의 소명을 진정 내게 부여하셨는지,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고

민했다. 하지만 나는 정진해 나갔으며 이곳 ACTS에 있는 것이 옳

은 것이라고 믿었다.

신학교 생활의 시작은 너무도 힘들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내 삶

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어렵기도 했

다. 방향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가 변했다. 수업을 받

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소통하려 노

력하시며, 삶의 소명을 확신시키려 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채플 시간 중 설교와 교수님들의 강의는 내게 기쁨과 고통 모두를 

가져다주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서서히 깨

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충분치 않았다. 내 시간의 

대부분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면서, 평안과 소망을 가져다줄 수 있

는 해답을 찾기 위해 읽고 명상했다.

After finishing my bachelor’s degree, I was enveloped by the 

uncertainty of my life. I wandered in the wilderness for a long 

time, searching for the significance of the life that God has given 

me. I fervently prayed to God about His will for my life, I heard 

Him say,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This was way beyond what I wanted in my life. Studying 

theology abroad was the least thing I ever expected to be doing. 

But after sincere ly praying to God, I started understanding and 

being more convinced of what He wants me to do. Eventually, 

He opened a door for me to study at ACTS. As I started to 

enter the next level of my life, I found myself confused. Several 

thoughts rushed in my mind.

I was wondering if God has really called me for ministry or if I 

was just being deceived by myself that this was His will in my 

life. Nevertheless, I kept going on and believed that it was right 

for me to be here in ACTS.

The beginning days of my seminary life were really tough. 

Everything seemed new. It got difficult to blindly trust God’s 

guidance in my life. I almost felt lost. But eventually something 

changed. As I kept attending my classes and chapel services, 

I knew the Lord was constantly trying to communicate with me 

and affirm me of His call upon my life. 

The sermons during the chapel and even the lectures of 

the professors, which brought me both joy and pain, helped 

me slowly realize the purpose He has for me. Yet, it was 

not enough. I spent most of my time in prayer; reading and 

meditating on His Word in a quest to find the answer to my 

struggles which could bring me some comfort and hope. 

And God did comfort me and answer my prayers. He gave 

me a community (AIGS) where I can be trained and molded 

in various ways. He used several people, both professors 

and AIGS students, to encourage me, to lend a hand when I 

was down, to pray for me, and to listen to me when I did not 

understand my circumstances. 

These people helped me realize that though I am far away 

home, I have a family. The burdens that I was carrying 

became lighter because of the people who were standing 

with me throughout this tough time. There was a season of 

spiritual hardships but through these struggles, I was trained to 

constantly depend on Him. 

My freshman year can be seen as jumbled up but it was 

unforgettable. The reality that I have right now is the life that I 

have never dreamt of. If I remained in Philippines and pursued 

my dream that I had as a child which is to become a Math 

teacher, I would have not been able to face the things that 

made me the person I am as God’s precious daughter. The 

earliest step of obedience that I took was the first stage, which 

brought me to another phase of my Christian faith—the journey 

as His beloved child.

Rowena Jastine 
Duero Cubillan 
(M.Div. 1,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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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8년 6월 ~ 11월)

ACTS 발전기금

(사)기독교문서선교회, KB국민은행양평점, 광명교회(최남수 이사장), 김종일, 또감사

선교교회(최경욱), 모새골공동체교회, 박윤정, 벌교대광교회(조경묵 이사), 염천교회, 

예인교회, 조암제일교회, 창조교회(김경윤 이사)

각국선교 | 선교대학원 | 개척 후원

GMS, 갈릴리교회, 강성곤, 강신표 경성현, 글로벌부족선교회, 김선자, 김신아, 김용

찬, 김진욱, 김태연, 노은행복한교회, 노지희, 대흥교회, 동춘교회, 동춘교회112목장, 

룻선교회, 목동중앙교회, 박병숙, 박병이, 박정순, 박한조, 불어권선교연구원, 빌리온

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소윤정, 속초만천교회, 송전교회, 양주새순교회, 열방의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교회, 왕성교회, 용문교회, 원

동오, 유동환,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은좌교회, 이삭컴퍼니, 이점화, 이정남, 이해영, 

인천교회, 임마누엘교회, 장예림, 조리라, ㈜반석기초이앤씨, 중동선교연구원, 천안반

석교회, 풍성한교회, 하남교회, 하민구, 한강중앙교회, 홍상락, 홍웅기

대학 | 대학원 장학 후원

㈜대유스틸, ㈜서정엔지니어링, (재)서울장학재단, (재)덕선장학재단, M.Div.원우회, 

교직원(신앙수련회 미등록학우 등록금후원), 기독교교육상담학과장학금, 김경회, 김

영미, 김윤자, 김태연, 높은뜻광성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수원, 방이교회, 복지

대학원동문회, 세계선교신학원, 손하영, 안해근, 엘림장학회, 우리제일교회, 유지훈, 

윤국일, 윤삼현, 이영진, 전병철, 정규선, 정미라, 최호철, 평화교회

기숙사 건축 후원

류종순, 박윤정, 차한진, 이동주

제3세계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야훼이레회(이승영), (사)한국성서유니온, ㈜센구조연구

소, 100주년기념교회, Nancy Patricia Dinar(인도네시아 갈릴리교회), 과천교회, 남양

주온누리교회, 대양교회, 동부광성교회, 명업교회, 모리아산업(김응수), 문호교회, 사

랑의교회 마당공동체, 삼일교회, 새순교회 선교부, 샘물선교회, 서광교회, 서울교회, 

서울영동교회 희년선교부, 섬김의교회, 성빛순복음교회, 세광교회, 세무법인길(황봉

길), 속초만천교회,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원명성교회, 수원제일교회, 순전한교회, 

신경자, 엘림장학회, 연희교회 청년부, 열린교회(이문승), 열린문장로교회, 열매나눔

선교회, 염천교회,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예담교회(권기찬), 예림교회(노천상), 예수기

념교회(노희중), 오산제일교회, 온누리M센터, 올프렌즈, 용문교회, 울산교회, 원주제

일장로교회, 유정애 권사, 윤국일, 윤정선교회, 은천교회(홍순설), 은혜교회(이형신), 

의정부제일교회, 이스라엘선교연구원, 이정오, 이천은광교회, 이철헌, 영락교회(이호

진), 이효숙, 전범준, 정우철, 정홍열, ㈜생능, 중국신학연구원, 중앙대학교회, 지구촌

교회(강동인), 청암교회,태동CNS, 하나선교회, 하민구, 한국선교회, 한국성서유니온,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진혁, 황성훈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민수,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권오윤(지윤,지헌), 김광희, 김동일, 김동현, 

김성권, 김영숙, 김영욱, 김용환, 김은기, 김정관, 김정숙, 김종인, 김종일, 김준수, 김

중숙, 김진경, 김진화, 김현아, 김혜미, 노의수, 맹기원, 박규환, 박서영, 박영숙, 박

응규, 박정원, 박홍구, 배영희, 손신, 송병률, 송화평, 안경승, 양내수, 양수정, 양예

진, 오사라, 오종미,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국일, 윤종문, 윤

지숙, 이광호, 이남진, 이상은, 이상헌, 이영희, 이우형, 이은주, 이정남, 이정순, 이주

호, 이찬미, 인유진, 임규석, 임성은, 정미현, 정영일, 정예은, 정흥호, 제자교회, 조은

진, 조현종, 조형우, 지희자,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순, 최희명, 표영

선, 한광식, 한미연, 허주, 황순희

|    후원 안내    |    English Summary    |

20여 년 전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생활관이 

낡고 오래되어 보수(전기히트펌프공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예비사역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관 공사 후원계좌  국민은행 220-01-0323-968

ACTS를 후원한 당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후원 안내

|    ACTS NEWS    |    Vol.52    |

English Summary

ACTS Theological Journal was selected as a registered academic journal
“ACTS Theological Journal,” which is being published by ACTS Theology Institute, was selected as a registered academic journal 
by achieving 88.8 points a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s 2018 ongoing assessment of  academic journals and came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ized academic journal. ‘ACTS Theological Journal’ started as an English journal in 1984 and has been 
publishing academic journals four times (once in English and three times in Korean) a year.  

Prof. Kyu Seop, Kim published an international journal paper
A paper of  Prof. Kyu Seop, Kim in the department of  theology was published in the latest issue (number 49, 2018) of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which is being published by Brill Publishers in the Netherlands. The title of  the paper is “The Meaning 
of  the Firstborn Son in Joseph and Aseneth”, and it covered the topic of  the prisoners of  war and recovery that are found in the 
background literature of  the New Testament.

ACTS Mission Institute of  Nepal published a <Nepalese Theological Teaching Material Series>
Mission Institute of  Nepal published ‘An Introduction of  the Old Testament,’ the first book of  Nepalese Theological Teaching 
Material Series on Oct. 10th. Theological teaching materials are very scarce in Nepal, so Mission Institute of  Nepal is going to 
publish about 20 theological teaching material books in the following ten years. Rev. Jun ho, Kwon, the chairman of  Mission 
Institute of  Nepal, has been consistently sponsoring scholarships to Nepalese students in our university and paid the whole expense 
of  publishing this Nepalese  book with his own money.

AIGS MIssion Scholarship and Excellent Eassay Award
Mission scholarship and AIGS Excellent Essay Award were respectively given to Shishir Sarkar(M.Div.2, Bangladesh) and 
Krupavaram Lella(Th.M.+Ph.D., Systematic Theology, India). Each of  them received a scholarship of  one million 
won. Students who receive this mission scholarship are given an opportunity to visit their own country, write the 
church history and recent missionary work situations of  their country in English and in their own language, and 
turn it to AIGS in a form of  report.

M.Div. Students’ Graduation Trip
Juniors in the graduate course(M.Div.) took a graduation trip to Vietnam for 6 days and 5 nights from Sept. 
2nd to 7th. Fifteen students took part in this graduation trip, and they spent a precious time solidifying their 
friendship and discussing seriously their future missionary work.

23rd AIGS Theological Forum
For enriching students’ theological understanding by inviting distinguished 
theologists, 23rd AIGS Theological Forum was held on Nov. 4th. The 
lecturer of  the forum was Dr. Eckhard J. Schnabel, who is a chaired 
professor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reputational 
professor in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ave a lecture under the 
topic of  “Lives That Speak: ἡ λογικὴ λατρεία” in Romans 12:1

후원계좌 안내 ACTS 발전기금 국민은행 220-01-0329-818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CMS 신청서 별도)

국민은행 220401-04-102815
농협은행 301-0085-4592-11

제 3세계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국민은행 2204-01-04-019722
각국 개척비 후원 국민은행 220401-04-069842

세계지역연구소(각국선교연구원) 국민은행 011-25-0008-353
학부생 장학 후원 농협은행 301-7700-0008-11

신학대학원생 장학 후원 농협은행 301-7700-0002-01
기숙사건축 후원 농협은행 317-0770-7751-91
선교사자녀 후원 국민은행 220437-04-002233

(우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실 031-770-7860, 
기획처 031-770-7802, 
FAX 031-772-5479, 
E-mail plan@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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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원서접수    2018. 12. 29. (토) ~ 2019. 1. 3. (목)

● 모집학과    신학과 | 선교문화복지학과 |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 선교중국어학과

● 입학문의   031-770-7701~7702

2019학년도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2019. 1. 14. (월) ~ 18. (금)

●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 신학대학원 | 선교대학원 |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 복지대학원

● 입학문의   031-770-7795~6

2019학년도 전기[3차]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ACTS의 전통 하나, 

강당에 오르기 전, 멈춰 서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로 시작하는 

바른 기독교지도자를 길러내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