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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9. 9. 6.(금) ~ 9. 10.(화)

•모집학과: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입학문의: 031)770-7701~2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9. 10월 말

•모집학과: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입학문의: 031)770-7795~6

ACTS의 전통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잘 몰라도 

캠퍼스 안에서 마주하면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합니다.

바른 신앙과 인성을 갖춘 

기독교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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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정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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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획처

전    화 031-770-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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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이은컴퍼니

 신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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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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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온통 빛으로 물들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ACTS인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따뜻한 섬김을 

실천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www.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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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정흥호 선교학과 교수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0대 총장으로 선임되어 3월 14일(목) 교내 채플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정 총장은 취임 인사에서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우리대학은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국제적이고 복음적이며 교회연합적인 대학이기에 

우리 대학이 살아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에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흥호 교수는 본교에서 1997년부터 선교학을 

가르쳐왔으며 서경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ACTS영어과정 M.Div., 미국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Th.M.(조직신학),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다.

•�한국선교훈련원(Global Missionary Training Center) 
교수 사역(~ 1996)

•�ACTS 세계지역연구소 파키스탄선교연구원  
연구교수 역임(~ 2019)

•ACTS 선교대학원 및 대학원장 역임(~ 2018)

•ACTS 교수(1997 ~ 2018)

•ACTS 세계지역연구소 소장(~ 현재)

•제10대 ACTS 총장(2019. 3 ~ 현재)

정흥호 교수,
제10대 총장 취임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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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0대 총장 취임

Q  ACTS설립 이래 최초로 ACTS에서 공부하고 교수 
로 섬기다가 총장이 되셨습니다. 각오도 남다를듯한데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학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특히 신학대학교가 처한 상황

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기

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담대함이 필요합

니다. 특히 ACTS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교수로서 20 여년이 넘게 섬

기던 사람의 한 명으로서 더 강력한 비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곧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라는 열망이었습니다. 

ACTS의 태동 자체가 국제적, 복음적, 교회연합적, 선교지향적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상징적이며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TS의 역동성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에 좋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고 싶습니다.

Q 총장님의 대학시절이 궁금합니다. ACTS 신대원 
시절 총장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대학 이후 공무원 생활을 하던 중 소명을 받고 외국학생들과 함께 공

부한다는 ACTS에서 선교의 비전을 키워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

로 나름대로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역이 전개될는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Q 취임 후 관용차와 수행기사도 거절하시고 직접  
운전하며 다니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와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당연히 불편하지요. 그러나 학교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가장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같은 의미

로 총장인 나부터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내

가 손수 운전하고 다녀도 문제가 없고요. 한마디로 절약정신이 필요

한 때입니다.

Q 생활관 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재학생들의 요구
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어느 학교이든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동문들

이 자신들의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누구에게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학교 공동체부터 함께 

하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우선되어야 하겠고요, 이사님들의 관심을 지

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ACTS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분들과 함께 재정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의 정원을 100 퍼센트 채워야하겠고요...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이 요구

하는 사항들이 점차적으로 해결되고 만족도는 높아져갈 것입니다.

Q 삶에서 가장 영향을 준 책이 있나요?
그건 말할 나위도 없이 성경이지요. 그 외의 책을 말하라면 한철하  

박사님과 함께 늘 보았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Q 총장님이 꿈꾸는 ACTS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
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ACTS는 한국이 주도해서 세운 특정한 교단의 학교가 아닙니다. 신본

주의와 복음주의의 기틀 위에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제시하였고 지금

도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ACTS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

해 가는 세계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 그런 교과과정을 

끊임없이 적용해 가야합니다. 지금이 분명 위기이지만 이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지면을 통해 ACTS구성원들에게 전하
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발전이나 ACTS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 이전에 내가 보

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창의성은 관심이 있을 때 나오게 됩

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그것

은 강물이 되어 여러 다양한 힘을 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에

서부터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정흥호 총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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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단법인 아
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하 서대문 캠퍼스)
이 긴 분쟁 끝에 회복되었다. 서대문 캠퍼
스는 1974년 5월 1일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던 ACTS 태동의 역사를 간
직하고 있다. 웨어하우저홀(지상 4층)과 피
어스홀(지상 2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
실, 기숙사, 강의실, 강당, 도서관 등 시설
을 갖추고 있다. 서대문 캠퍼스는 서울의 중
심, 교통이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있어서 설립 
목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학교발전에 큰 버팀목이 될 것
으로 전망된다. 

신학과 신성욱 교수는 20일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제8회 국민 미션 어워드 강해설
교 부문’을 수상하였다. 신교수는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설교’라는 독창적인 방법
을 15년 전부터 연구하고 개발하여 한국교
회와 세계에 설교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
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대문 캠퍼스 회복

신성욱교수, 국민 미션 어워드 
강해설교 부문 수상

우리대학은 홍보, 재정, 문화개선 등 다양한 
주제의 학교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공모전을 
시행하였다. 총 94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심
사를 거쳐 이 중 4개 팀이 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은 ‘RE-ACTS : 다시 액츠로 반응하다’ 
라는 주제로 건물이름붙이기, 안내표지판 
등을 제안한 선교영어학과 4학년 학생들 팀
이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은 정흥호 총장의 
후원으로 시행되었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학
생, 동문, 교수,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
고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4월 12일 학부 역대 동문 회장단이 우리대
학을 방문하였다. 정흥호 총장은 동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되
고 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ACTS총동문회는 전국에 
학번별, 지역별로 조직되어있으며 재학생
들을 위한 장학후원과 선교사 동문들의 사
역을 지원한다. 

• 학부 동문회 홈페이지 : 
http://actsmembers.modoo.at

• 신대원 동문회 홈페이지 : 
http://actsmdiv.com

ACTS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학부 역대 
동문 회장단 방문

소규모 채플실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의 흔
적으로 노후화된 ‘다락방’이 나들목교회 후
원으로 리모델링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나
들목교회는 대형화되는 현대 교회의 흐름
을 뒤로하고 나들목네트워크라는 이름의 5
개 교회로 분립하였다. 이 중 나들목양평교
회(김경수 목사)는 5월 26일 첫 예배를 시
작으로 매주 우리대학 다락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또한 부영희 동문은 다락방에 야마
하피아노를 기증하여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후원하였다. 

우리대학의 음악적 재능을 가진 교수와 학
생들이 모여 클래식 동아리 ‘라흐마니노프’

를 결성하였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리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
가 되기 위하여 클래식을 전공하기 위해 전
문가 과정 레슨을 받아왔던 연주자들이 주
축이 되어 활동한다. 현재 피아노와 바이올
린, 첼로, 플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클라리넷과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 연주자
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후원 및 연주 문의 : 031-770-7728

나들목교회 후원으로
다락방 리모델링

클래식동아리  
‘라흐마니노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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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in ACTS

5월 2일 개교기념예배에 정흥호 총장은 생
활관 신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문 고
광석 목사와 이정훈 전도사는 각각 5천5백
만원을 약정하였고 학부모 한기영 목사는 1
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후원이 이어지고 있
다. 이번 생활관 건축은 연면적 4200㎡부
지에 200여 명이 입사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우리대학은 올해 지속적으로 생활관 건
립기금을 모금해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생활관 건립 추진

한상화 교수는 5월 25일 백석대학교에서 
개최된 개혁주의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
학회의 공동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하여 ‘한
국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향성’ 이라
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제73차 정기논문발표회에서 정홍열 
교수는 ‘3.1운동에 대한 신학적 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교수 논문 발표

1999년부터 ACTS에서 교양학과 교수로 제
자들을 양육해 온 안효영 교수가 6월 4일 
종강예배를 끝으로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정
흥호 총장은 ACTS에서 오랜 기간 교양교
육에 힘써 온 공로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
달하며 은퇴를 축하하였다. 안효영 교수는 
여성과 사회, 헬라어, 신앙과 윤리 등 강의
를 진행해 왔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식물학
을 전공하고 우리대학에서 M.Div.를 취득 
하였다.

안효영 교수 은퇴식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영어실력 향상과 신
앙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가 5월
31일 다락방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
국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31
명이 참가했다. 최고의 영예인 총장상은 허
솔민(그레이스 국제 크리스쳔 스쿨)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의 
시상도 이어졌다. 영어간증대회는 한국교
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 수 감소에 적
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선교영어학과의 주도
로 2015년부터 진행해왔으며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031-770-7701 ~ 2

제5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간증대회 개최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라는 주제
로 제8차 ACTS 신학포럼이 4월 22일 개최
되었다. 이번 포럼은 안경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논문은 신학과 소속의 김규섭, 
허주 교수가 각각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 
‘신학교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의 
글을 발표하였다. ACTS 신학포럼은 교수진
과 학생들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
고 토론하는 학술세미나로 매 학기 열리며 
다음 포럼은 2019년 10월에 ‘ACTS 신학과 
동성애’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8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세계 복음
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대학이 설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개교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전체 학생과 교수 및 직원들이 함
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학부동문
회장 최규정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고 대학
원동문회에서 전자게시판(DID)을, 학부동
문회에서 후배들을 위한 떡과 점심식사를 
무료로 후원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ACTS
를 섬기며 수고한 최창덕 직원(30년), 김동
일 직원(30년), 박응규 교수(20년), 육상근 
직원(20년)에게 근속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45주년 
개교 기념 감사예배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 
Mission Oriented 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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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목회연구소(소장 신성욱 교수)는 5
월 23일 ‘인문학과 설교’라는 주제로 제6차 
ACTS 설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흥호 총
장은 “목회는 종합예술이다. 그중에서도 꽃
은 설교다.”라며 인사말을 전했고 세미나는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를 강사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었다. ACTS설교
세미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교회개척과 
교회성장의 부흥을 돕고자 매년 개최된다.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
던 김다영 학우가 4월 14일 불의의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하나님 찬양을 무엇보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했던 그녀를 추
모하는 작은 분향소가 캠퍼스 안에 설치되
었고, 많은 이들이 조문하며 그리워했다. 사
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 경건훈련원 리더 
모임에서 자신의 묘비에 기록할 문구를 생
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녀가 “예배
자로 왔다가 예배자로 갑니다”라고 고백했
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유가족은 끝까지 곁
을 지켜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다며 학교 측
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6차 ACTS
설교세미나 개최

예배자로 왔다가
예배자로 갑니다

우리대학은 2018 ~ 2019년 법무부 사회통
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국
내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4, 5단계 수
료생을 배출했으며 높은 합격률을 달성하
여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과 귀화를 도왔
다. 고급 과정인 5단계에서는 한국사회 이
해를 가르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민자들
은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으로서의 소
양을 기르게 된다. 우리대학은 법무부 사회
통합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
며, 양평군 지역사회 내에서 이민자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
다. 2019년 상반기에는 양평군민을 위한 다
문화사회전문가 실습생 지도를 실시해 성
공적으로 수행했다.

우리대학은 대학평가에 대한 대비 및 어려
운 경영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외부컨설팅
을 시행했다. 경영, 교육, 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각 분야의 전
문가들을 통해 6월 17 ~ 20일 4일 간의 진
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외부의 시선으로 우
리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
고 새로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
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학평가위원 중 이강래 원광대 교수는 사
례비를 생활관 건축에 써달라며 전액 기부
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우리대학
외부 컨설팅 실시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이수인 교수는 2019 
여름 어스커뮤니티의 청소년과 청년캠프에 
강사로 섬긴다. ‘uS Community’는 다음세
대에게 복음전파를 위하여 캠프사역을 중
심으로 스쿨처치개척 및 장학과 교육을 진
행하는 선교단체이다. 오는 7월 27일부터 
청소년과 청년캠프로 나뉘어 진행된다.

• 청소년 캠프 :  
2019년 7월 27일(월) ~ 8월 1일(목) 
신일기도원(강원도 홍천)

• 청년 캠프 : 
2019년 8월 14일(수) ~ 17일(토) 
은총수양관(충남 당진)

우리대학 시설관리팀에서는 방학기간 학생
들의 쾌적한 생활관 환경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수를 진행
하였다.

주제 일정 내용

사제동행
프로젝트

6/24 ~ 
8/23

• 교수와 학생이 팀을 이루
어 특정주제를 연구하여 
매체, 소책자, 연구논문 
등 다양한 결과물 제작

소그룹
스터디

6/24~
8/23

•�다양한 분야의 주제 선정, 
연구하며 지식을 공유하
는 모임
•�독서클럽, 영어기초다지

기, 토익시험대비, 영상기
획 및 제작등의 주제로 총 
5팀 참가

이수인 교수, 어스커뮤니티 
청소년, 청년캠프 강사로 참여

방학 중 
생활관 보수공사

교수학습개발센터 
방학 중 프로그램

내용 일정

여자생활관 우수관 
설치공사 및 벽면 도포공사

6/10 ~ 6/14

남자, 여자생활관 화장실 
부분공사(2개소)

6/22 ~ 7/02

생활관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공사 6/22 ~ 7/12

생활관 세탁기, 건조기 전기공사 7/01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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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8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IPA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시행한 결
과 ‘과잉’ 12개, ‘유지’ 40개, ‘저순위’ 41개, ‘집중’ 9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학부 재학생 및 졸업생, 학부모, 교회(산업체),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며 문항은 교육, 시설, 발전계획, 장학 등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교육만족도 조사는 미래조정기획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전달하여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집중’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IPA분석이란?
응답자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분석하는 평가기법으로 ‘과잉’은 중

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아 불필요한 과잉관리를 제거하거나 개선하는 전략

이 필요하고, ‘유지’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저순위’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아 관리의 우선순위를 낮추

어도 무방한 부분이고, ‘집중’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

요한 영역이 된다. 

높은 중요도

낮은 만족도

(Ⅰ) 집중영역 (Ⅱ) 유지영역

높은 만족도

(Ⅲ) 저순위영역 (Ⅳ) 과잉영역

낮은 중요도

대학-재학생
중요도

만
족

도

집중

저순위

유지

과잉

2.95 3.35

3.70

3.80

4.10

4.00

3.55 3.753.15

발전계획

편의시설
강의실

장학제도

행정

교육과정

도서관

교수

예배

대학-졸업생
중요도

만
족

도

집중

저순위

유지

과잉

2.60 3.20

3.40

3.60

3.80

4.40

4.20

4.00

3.60 3.803.40 4.003.002.80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와의 상담

학생활동

진로를 위한 교육과정

인재상 반영 
교육과정

대학-학부모
중요도

만
족

도

집중

저순위

유지

과잉

3.40

4.00

4.20

4.40

3.80 4.003.60

진로 및 취업

행정서비스 
교육과정

신앙훈련

대학원-재학생
중요도

만
족

도

집중

저순위

유지

과잉

3.20

3.70

3.90

4.20

4.30

4.10

3.80 4.00 4.203.40 3.60

발전계획

강의실
장학재도 및 

학생활동 
편의시설

교육과정
행정서비스

예배
도서관

교수

대학-산업체(교회)
중요도

만
족

도

집중

저순위

유지

과잉

3.90

4.10

4.20

4.40

4.30

4.10 4.204.00

직무역량

기본소양

신앙역량

ACTS와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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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CTS세계지역연구소 포럼 개최
ACTS세계지역연구소 산하 아랍문화연구원은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과 공동으로 난민 이슈를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소윤정 교수는 ‘21세기 난민이슈의 세계현황’이란 주제로 “한국도 난민 이슈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려면 독일처럼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국내 난민선
교를 위해서도 교회는 난민법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히 이번 포럼에선 지난 7년 동안 난민선교 활동을 펼친 학생 11명의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레바논 난민촌에서 여성 사역을 했던 이수영(신학과 4학년)학우는 “이슬람의 여성관
과 결혼 실태를 직접 접하니 너무나 참담했다”면서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랍문화연구원 그리스&레바논 해외 봉사
“아랍문화연구원”은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시리아난민해외 
선교봉사팀 “AMIR121”을 조직하여 소윤정 교수와 하태선 교수의 인솔하에 그리스 ‘레스포스’

섬과 아테네 그리고 레바논 베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선교봉사를 했다. 그리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GP선교회 소속 선교사의 지도하에 미국한인교회 팀과 연합하여 그리스 ‘데살로니끼’와 
‘레스포스’섬 에서 의료사역과 구제사역등으로 난민선교에 동참하였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바울선교회 소속 선교팀과 어린이 사역과 여성사역을 통하여 복음전도를  
위한 선교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난민해외선교 봉사활동을 위하여 의약품등 후원물품과 후원
금이 선교현장에 전달되었고 선교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강의실교육의 한계를 넘어 실제적인  
선교교육이 이루어졌다.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를 방문하였고 프랑크푸르트
의 시리아난민캠프 상황과 선교현황에 대하여 난민출신 파키스탄인 사역자를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난민해외선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로 만난 난민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슬람권 선
교의 가능성을 보았고 향후 선교사로서의 헌신과 비젼을 구체화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선교보고

2019 ACTS세계지역연구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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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보고

여름 방학
단기선교 및 봉사 일정

싱가폴 교육 봉사
기간  2019년 6월 26일 ~ 7월 7일

장소 싱가폴

인원  14명

내용  유치원 ~ 초등학생 대상 놀이 활동 봉사

지도  이수인 교수

에티오피아 태권도 봉사
기간  2019년 6월 30일 ~ 7월 12일

장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인원  7명

내용  선교사 훈련 1단계 프로그램 진행

지도  심창수 교수

월드프렌즈 38기 청년 봉사단
기간  2019년 6월 30일 ~ 7월 12일

장소  몽골

인원  최문선(선교문화복지학과 4학년)

내용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등

동문 해외 선교사 탐방
기간  2019년 7월 9일 ~ 16일

장소  캄보디아 뽀이뻿, 태국 코랏

인원  10명

내용  선교사의 사역방향 코칭, 문화 교류

지도  하태선 교수

국내 농촌 봉사
기간  2019년 6월 24일 ~ 27일

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양평성결교회

인원  24명(선교문화복지학과)

국내 청소년 봉사
기간  2019년 8월 8일 ~ 10일

대상  양평지역 청소년

인원  40명(기독교교육상담학과)

ACTS세계지역연구소 소개
국내 유일 세계선교를 위해 세워진 우리 대학은 세계지역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선교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 

선교는 실천적인 사역임에 틀림없지만 이에 따른 연구가 뒷받침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장기
적인 사역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대학은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1998년
부터 선교연구원을 건립하여 학문과 실제를 연계함으로써 선교의 방향과 학문적 연구를 발전시
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세계지역연구소 산하에는 33개의 선교연구원이 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서 선교라는 용
어를 배제하고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각 연구원의 네
트워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 현황 >
연구원명 연구원장 연구교수 연구전담교수

1 ACTS북한연구원 조기연 원장 조기연 교수, 정종기 교수

2 CRC

3 GATE 연구원 박성일 원장

4 GMI 박신일 원장

5 네팔선교연구원 권준호 원장 김한성 교수

6 동서선교연구원 박기호 원장 엄경섭 교수

7 디아스포라선교연구원 노희송 원장 전병철 교수

8 라틴아메리카선교연구원 이한영 교수 정득수 교수

9 루터교회연구원 김영하 원장 최성규 교수

10 몽골선교연구원 정홍열 교수

11 미얀마선교연구원 강동인 원장 신성욱 교수

12 방글라데시선교연구원 김경식 원장 한상화 교수

13 베트남선교연구원 박응규 교수

14 불어권선교연구원 김요한 원장

15 비지니스선교연구원 문형록 원장

16 아랍문화연구원 노규석 원장 소윤정 교수

17 아이티선교연구원 안두익 원장 권오윤 교수

18 아프리카선교연구원
김영희 교수, 
정성국 교수

19 오아시스연구원 김진욱 원장 김진욱 교수

20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임성철 원장 김준수 교수 안순철 교수

21 유럽선교연구원 홍정수 교수

22 이스라엘선교연구원 김진학 교수

23 인도네시아선교연구원 김재봉 원장 김다니엘 교수

24 인도선교연구원 유동윤 원장 금동철 교수 유동윤 교수

25 중국선교연구원 우심화 교수
김종구 교수, 류종수 교수,

박면기 교수

26 중국신학연구원 김희락 원장

27 중동연구원 김진홍 원장 김종일 교수, 정형남 교수

28 카자흐스탄선교연구원

29 캄보디아선교연구원 김경천 원장 장완익 교수

30 태국선교연구원 허주 교수 강대흥 교수, 오영철 교수

31 티베트연구원

32 파키스탄선교연구원 윤석호 원장 윤석호 교수

33 호주선교연구원 형주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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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육원(AIGS) 소식

2019 AIGS 신입생 입학

2019학년도 봄 학기에 국제교육원에 입학한 학생은 박사

과정 1명, 석박사통합과정 2명, 6명으로 총 9명이다. 이에 

따라 2019년 봄 학기 현재 22개국 출신의 AIGS 재학생은  

62명이 되었다. 

AIGS Theological Forum

학생들의 신학적인 이해를 높이고 세계 신학의 흐름을 이

해하기 위한 제 24차 ACTS Theological Forum이 지난 

3월 28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미국의 칼

빈신학원의 총장인 줄리어스 메덴블릭 박사(Dr. Julius 

Medenblik)였으며, “기독교인의 리더십이란 무엇인

가”(What is Christian About Christian leadership)라

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AIGS Culture Night

5월 15일 저녁 소예배실(다락방)에서 AIGS에 재학하고 

있는 22개국의 62명의 학생들은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

고 각국의 이해를 돕는 AIGS Culture Night 행사를 진행

하였다.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참여한 이 행사에서 학생

들은 자국의 민속복장을 입고 각국의 민속 춤, 노래 등을 

선보였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친교를 나눌 수 있었다.

AIGS 멘토·멘티 문화 체험

5월 25일에 진행된 “멘토·멘티 문화 체험”에 AIGS 학생

이 참여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과천 서울랜드에서 진행된 “멘토·멘티 문화 체

험” 행사는, 우리 대학과 양평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문화교류와 놀이 등을 

통하여 성장 체험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AIGS에서는 

매년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에 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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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보고

신입생 모집 안내

ACTS신학저널 38집
기고자 :  김진규, 석진성, 허주,  

 박응규, 조현진, 류성민,  
 신승범, 신성욱, 김성욱,  
 김승호, 최형근, 손신 

ACTS신학저널 39집
기고자 :  조휘, 윤은석, 채이석,  

 허찬영, 이수인, 장훈태,  
 정보인

북한선교개론
저자 : 정종기 교수
이 책은 북한에 관련된 이슈들을 상세히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어서 북한을 이해하는 개론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흥호 총장)

중동연구 제3권
저자 : 중동연구원
매년 1회씩 발간하고 있는 본 논총은 중동연구원 소속 전문 연구교
수들(김종일, 박미애, 이정순, 정형남)에 의해서 중동의 다양한 주
제를 가지고 연구하여 발표하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전문 지역연
구 논총이다. 현재 본교 중동연구원은 창조 신앙이 시작된 이 중동 
지역을 다양한 방법과 시각을 가지고 연구 중에 있다.

신간도서 안내

2020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9. 9. 6.(금) ~ 9. 10.(화)

• 전형일 :  
2019. 10. 18.(금)

입학문의

• 전화 :  
031)770-7701~2

• 홈페이지 :  
www.acts.ac.kr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의
8가지 강점!

1 연계전공 :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연계하여 이수하는 제도. 멀티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도움

2 학·석사 연계과정 : 단축된 시간 내에 학사와 함께 석사학위 취득 가능

3 영어특성화 교육 : 20개국 70여명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영어채플을 통한 영어 능력 향상

4 경건훈련 : 국내 유일의 선교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으로 신앙수련회, 생활관, 소그룹 등을 통한 경건 훈련

5 장학금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장학제도(선교사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6 외국대학 학점 교류 및 복수 학위 프로그램 : 외국 대학으로 파견하여 동시에 학위 취득 가능. 매년 선발

7 담임교수제 실시 : 학생별로 담당교수가 배정되어 4년 동안 학업, 학교생활, 신앙, 진로상담 지원

8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미국ACSI인증 국제기독교사, 청소년상담사, 국제문화교류사 

 자격 취득 가능



ACTS를 후원한 당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20여 년 전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생활관이 낡고 열악하여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예비사역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키워갈 새로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를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관 건축 후원계좌   농협 317-0770-7751-91          간편 온라인 후원   love.acts.ac.kr  

생활관 건축 후원
㈜문막운수, ACTS, 고광석, 고미선, 기가영, 김경진, 김경천, 김경혜, 김덕길, 김동욱, 
김동을, 김상은, 김성회, 김영희, 김요한, 김용환, 김은기, 김재진, 김정미, 김정호, 김준
수, 김지현, 김진화, 김창환, 김한성, 김현아, 나직균, 노재환, 류승희, 류종수, 류종순, 
무명, 문은희, 박경, 박명기, 박정원, 박정임, 박태민, 배준환, 백승연, 산본교회(이상
갑), 새영교회(박승기), 서정복, 서창한, 소윤정, 소재황, 송경아, 신인화, 안광웅, 안점
식, 안정석, 오반석, 위현숙, 윤현기, 윤혜숙, 이강래, 이광호, 이명기, 이명신, 이복규, 
이상갑, 이상엽, 이상진, 이수근, 이순애, 이정남, 이현석, 이현수, 이혜원, 이희경, 장경
희, 장완익, 전병례, 전창섭, 정연중, 정은영, 정지은, 정헌택, 정홍열, 정흥호, 조규권, 
조상식, 조은환, 유승미, 조지현, 조현종, 조형찬, 주함교회, 주현숙, 채광석, 하정길, 한
국여성복음봉사단, 한기영, 한정연, 한진혁, 홍지희, 황호동

ACTS 발전기금
KB국민은행양평지점, 광명교회(최남수), 김경천, 김진욱, 노재환, 높은뜻광성교회(이
장호),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모새골교회, 박성철, 박영운, 서성태, 세대로교회, 순
복음원당교회(고경환), 양승현, 엘림장학회(이현건), 염천교회, 예인교회, 우리제일교
회, 이상철, 이호원, 정기영, 정지혜, 정흥호, 조암제일교회(김재도), 창조교회(김경윤), 
학부동문회장단

각국선교/선교대학원/개척 후원
GMS, k-sound(고병식), 갈릴리교회(이용준), 강성곤, 강세원, 강신표, 강지원, 김선
자, 김성옥, 김신아, 김원희, 김종일, 김진, 김혜미, 노은행복한교회(이성호), 노지희, 
녹색세무법인(김용찬), 대흥교회(한성호), 동춘교회(윤석호), 동춘교회112목장(김하
연), 룻선교회(석태임), 목동중앙교회(김진학), 문승현, 박병숙, 박병이, 박정순, 박한
조, 박혜영, 빌리온선교회(김종구), 서부성결교회(임채영), 성은하, 세리토스장로교회
(박규성), 소윤정, 속초만천교회(이명형), 송전교회(권준호), 수표교교회(김진홍), 신
선영, 아이티선교연구원,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회(정종기), 오산제일교회(박
순대), 용문교회(이언구), 원동오,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은좌교회(오재호), 이미숙, 이
미은, 이상진, 이점화, 이정남, 이해영, 이희정, 인천교회(김진욱), 임마누엘교회(김경
천), 장예림, 정유미, 정진주, 조리라, 조지영, 중동연구원, 지구촌교회(강동인), 천안반
석교회(민필원), 하남교회(방성일), 하정희, 한강중앙교회(최창규), 형치과병원(유동
환), 홍상락, 홍웅기, 황미나, 황은정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재)서울장학재단, (재)한국방정환재단, ㈜대유스틸, ㈜케이엠산업(김명도), Diana, 
갈보리교회, 금란교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김덕영, 김상덕, 김영희, 김윤자, 김태연, 
김한성, 높은뜻광성교회, 박수원, 복지대학원동문회, 상심리교회, 서정엔지니어링, 선
교영어학과동문, 세계선교, 신학원, 손하영, 안해근, 엘림장학금, 열린교회, 오륜교회, 
오벧에돔교회(김경희), 온누리교회, 원성아, 유지훈, 윤국일, 이상갑, 정미라, 평화교
회, 해성문화재단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한국성서유니온, ㈜생능, ㈜센구조연구소, ㈜케이
엠산업(김명도), ㈜태동CNS, Boston Nehemiah Institute(BNI), Nancy Patricia 
Dinar(갈릴리교회), 과천교회, 광명교회(최남수), 김영욱, 김희경, 동부광성교회, 류
혜정, 명업교회, 문호교회, 삼일교회, 샘물교회, 샘물선교회, 서광교회, 서부교회(이장
규), 서울영동교회, 섬김의교회, 세광교회, 속초만천교회, 수영로교회, 수원제일교회, 
순전한교회, 안상호, 엘림장학회, 엘하우스(이미원), 연희교회청년부, 열린교회(이문
승), 열매나눔선교회, 염천교회, 영락소망장학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노희중), 예
수제자운동, 오륜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M센터, 용문교회, 울산교회, 윤국일, 윤
정선교회, 은천교회(홍순설), 은혜교회(이형신), 이대현, 이천은광교회, 이철헌, 이효
숙, 전범준, 정미옥, 정우철,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강동인), 청암교회, 하나선교
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선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국외국인선교
회, 행복한베들레헴교회, 황성훈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권영욱, 권오윤(지윤,지헌), 김기천, 김동일, 김동현, 
김성권, 김영숙, 김영욱, 김용환, 김정관, 김정숙, 김종인, 김종일, 김중숙, 김진경, 김진
화, 김현아, 김혜미, 노의수, 맹기원, 박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정원, 박홍구, 배영희, 
산정, 손신, 송병률, 심재학, 안경승, 양내수, 양수정, 양예진, 오사라, 오종미, 원성아
(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대환, 윤종문, 이광직, 이광호, 이남진, 이상
은, 이상헌, 이영희, 이용준,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이주호, 이찬미, 인유진, 임규석, 
임성은, 정미현, 정영일, 정헌택, 정흥호, 제자교회, 조은진, 조현종, 조형우, 지희자, 채
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순, 최희명, 표영선, 한미연, 허주, 홍성장, 황순희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2019년 1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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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Chong Hong-ho was elected as 
the 10th President

Professor Chong Hung-ho, the Department of Intercultural 

Studies & Social Welfare, was elected as the 10th President 

of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nd began his term 

in office after the inaugural ceremony held at the chapel on 

March 14. In his inaugural address, President Chong said 

that our university would serve as a good model for the 

Korean Church and world mission. The new president’s 

term is until February 2023.

Rachmaninoff, a classical music club, 
was formed

A professor and students having musical talents gathered 

together and formed Rachmaninoff, a classical music 

club. The players who received lessons for professional 

classical music courses will lead the ensemble and engage 

in activities to become a channel of the Gospel through 

which the grace of the Gospel is preached by means of 

sounds.

The construction of a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is promoted

At service commemorating the university anniversary on 

May 2, President Chong Hung-ho explained the need 

for the conastruction of a new dormitory, and requested 

our alumni’s active support for it. Our university aims at 

constructing a dormitory of 4200㎡ in gross floor area 

having five floors above ground and two underground, 

which can accommodate more than 200 students, and 

plans to keep raising fund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ormitory this year to create environment that allows 

students to concentrate on their studies in a pleasant 

atmosphere.

2019 new students signed up for AIGS
Students admitted to 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AIGS) in 2019 spring term are a total of 9 students 

including 1 student for the doctoral course, 2 students for 

the integrated program Th. M + Ph. D, and 6 students for 

the course of Master of Theology. Consequently, students 

enrolled in AIGS as of 2019 spring term have reached 62 

students from 22 countries.

AIGS Theological Forum
The 24th ACTS Theological Forum took place on March 

April. The forum has been held to enhance students’ 

theological understanding and identify the world’s 

theological trends. The speaker for the current forum 

was Dr. Julius Medenblik, President of 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the US, and the forum continued for two hours 

under the theme of “What is Christian about Christian 

Leadership.”

AIGS Culture Night
On May 15, 62 students from 22 countries enrolled at 

AIGS held the event of AIGS Culture Night for introducing 

the culture of their own countries and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t the event in which students and 

professors participated together, the students in their 

national costumes performed the folk dances and songs of 

their own countries.

AIGS Mentor & Mentee Cultural 
Experience

AIGS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Mentor & Mentee 

Cultural Experience” on May 25, and spent a valuable 

time wit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event 

of “Mentor & Mentee Cultural Experience” held at Seoul 

Land in Gwacheon was co-sponsored by our university 

and Yangpyeong-gun. It is a program for exchanging with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Yangpyeong-gun and 

providing growth experience education through cultural 

exchange and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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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화 비전을 함께 할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생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ACTS는 외국인 교회지도자들과 국내 재학생이 함께 배우고 교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이 너무 열악하여 

새로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인실 혹은 4인실 건축을 위해 후원해 주신다면 이 방 앞에 명패를 부착하고, 

여름방학(6월말-8월 중순)과 겨울방학 기간(12월말-2월 중순)에는 아름다운 캠퍼스에 위치한 

이 방에서 며칠씩 휴양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부디 이 센터 건립에 많은 기도와 더불어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ACTS는 더욱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해 잘 사용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정흥호 

후원 계좌 : 농협 317-0770-7751-91
온라인약정서 : love.acts.ac.kr
1만원(벽돌1구좌), 1백만원(침대 등 집기비품), 3천5백만원(2인실), 5천5백만원(4인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