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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ACTS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11월 18일,  ACTS 이사장으로 선임되자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밀

려왔습니다. 1988년, 고 한철하 박사님의 조교가 되어 ACTS를 알기 시작한지 

32년만이었습니다. 그 때 선교학 석사과정은 서대문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

니다. 그 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갔는데 알고보니 저를 초청한 단

체도 한국교회가 우리 ACTS를 통해 전달한 후원금으로 현지 교단의 개척교회

를 자립시켜가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가을학기에 ACTS 

선교학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ACTS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교회의 제안을 받고 2009년도부터 목회에 뛰어들었지만, 2018년도에 개방이

사가 되어달라는 대학평의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내 사태 중에 

ACTS를 떠나면서 내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7월, 교회로부터 안식월을 허락받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굳

이 우리 학교 게스트룸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배려로 하룻밤 보내고 맞이한 첫 새벽에 <다락방(구 채플

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동문들은 생생하게 기억할 겁니다.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래 기

다려왔다.” 제 마음의 소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

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ACTS!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복음화로 무장한 주

님의 공동체! 그동안 겨우 명맥만 유지하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마음껏 역사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무언가 시키실 것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 이사장으로 선임된 겁니다. 훌륭하신 이사님들이 많은데 

추천받자 다 고사하셨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책무가 부담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느 때 같으면 저도 고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7월에 들었던 주님의 음

성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싶어 받아들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

로 ACTS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주님께선 왜 오래 기다리셨을

까?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야심과 탐심이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에게가 아니라 우리 중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선 ACTS가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

리의 거룩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ACTS를 정결케 하시는 손길을 목도하고 있

습니다. 개방이사인 제가 이사장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

다.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단 신학교와 달리 우

리 학교는 책임져 주는 교단이 없습니다. 고아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

지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마치 댐의 열린 수문을 

통해 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겁니다. 

ACTS는 주님의 것입니다. 

ACTS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사장  이 장 호

이사장 메시지

이사장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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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힐장학재단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학금 1억원 기부

기흥성모의원 이경일 원장 
독감 백신주사 무료 접종

2020년 12월 10일(목) 18:00 중앙방역대책본부 방

역지침을 지키며 50명 이내 교수, 학생을 위한 Fare-

well Party가 있었다. 2020년 한학기를 보내며 함

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교수

님과 수고해준 임원에 대한 감사와 인사의 시간이었

다. 그리고 이날 이한영 교수는 아름다운 기타 연주

로 즐거움을 더했다. 감사하게도 매해 서승진 권사님

이 Fraewell Party 학생들을 위해 귀한 도시락을 제

공하여 주셨다. 제공해 주신 도시락은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갈 때  배부 되었다. 

제 42회 선교대회는 ‘ACTS’ 복음으로 선교하라는 주제로 2020

년 10월 29일 (목)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메디힐장학재단 임은묵 

사무총장, 김경주 사무국장이 방문하여 외국인학생을 위하여 장

학금을 기탁하였다. 메디힐 장학재단에서는 외국인학생들의 자기

소개서 및 비전계획서를 모두 살펴본 후 나라별/과정별을 고려하

여 10명을 선정 하였다. 장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및 기숙사 식

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메디힐 장학재단(이사장: 권오섭)

은 ㈜엘앤피코스메틱이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평

소에도 국내·외 우수한 대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자금 

및 학업 보조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이다. 메디힐 장학재단의 “권오섭” 이사장님이 학생

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청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사소한 꿈이라도 

심장과 열정에 새겨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기흥성모의원 이경일 원장은 

매년 외국인 학생 및 외국인 학생 가정, 그리고 

ACTS 구성원을 위해 무료로 독감 백신 접종 봉사

를 하고 있다. 2020년 10월 12일(월) 20:00 이경

일 원장은 본인의 병원 업무를 마치고 그의 아내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모든 외국인 학생을 위하여 독

감 예방주사(4가)를 접종해 주었다. 유료 백신을 구

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일 

원장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모든 학생과 학생 가족

이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었다.

▲ 2020년 M.Div3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다.

▲  2020.10. 29 (목) 선교대회시 찍은 사진, 외국인학

생들은 본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장학금 전달식

에 참석했다.

본교 이한영 교수의 기타 연주 모습 ▶

AIGS NEWS
2020년 국제교육원 Farewel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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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온누리 M센타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언더웨어 및 겨울점퍼 등 선물 전달

2020년 7월 남양주 온누리 M센타(센터장: 양옥진)께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언더웨어를 선물해 주셨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을 선물 받은 학생들은 주님께 감사드리며 후원교회를 향하여 감

사 인사를 드렸다. 남양주 온누리 M센타에서 영어예배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Jeevan Prakash Kumar Vemagiri 목사는 본교 철

학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고 있다. 

2020년 12월 30일 남양주 온누리 M센타(센터장 : 이우진)에서 

연말을 맞아 AIGS소속 1학년을 위한 겨울 점퍼 및 성탄 선물 19

점을 가지고 ACTS를 방문하였다. 한국에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

는 1학년 학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며, 선물을 받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 2020년 12월 30일 온누리 M센타 사역자 방문

 고기원 목사님, 이우진 목사님(센터장),  

 Jeevan Prakash Kumar Vemagiri(인도), 

 김진화 국제교육원 장학담당자, 한권조 목사님, 

 김동일 국제교육원 팀장

(인도) Tohupeto Chishi
(파키스탄) Amer Sharif
(필리핀) Japhet Subaybay Agcol 

(우간다) David Hirome
(인도) Lungthanguang Gonmei 

(인도) Inatoli Aye
(네팔) Peter Neupane

“제10차 ACTS신학포럼”이 아세아연합신

학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최로 

“ACTS 신학과 구약신학의 과제”라는 주

제 하에 지난 10월 19일(월) 양평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초부터 발생

한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개최를 

취소하고, YouTube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

출되는 비대면 포럼으로 개최되었다. 현장

에 참석한 20여명과 함께, 온라인 신학포럼

에는 135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ACTS

신학포럼은 ACTS 신학공관운동의 일환으

로서 대학원 원우들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

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

하는 학술세미나로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

에 열리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ACTS가 펼치고 있는 “ACTS 신학/신앙운

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

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

교의 중심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

관”하려는 운동으로써 다양한 학제 간의 통

합적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복음에 방점

을 두는 학문연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

닌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10차 ACTS신학

포럼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박응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구약신

학 교수인 조휘 교수의 “선지서의 ‘여호와

의 날’ 개념으로 본 ACTS 신학공관운동의 

타당성과 제언”과 구약신학 교수인 이한영 

교수의 “웨슬리의 구약설교와 신학”이었다. 

제10차 ACTS신학포럼

(네팔) Srishti Gurung
(인도) Mokranyi Movi

(베트남) Phuong Anh Tran
(인도) Ashish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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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빈야드포칠드런과 우리대학은 9월 14일

(월)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

다. 양 기관은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

여 4가지 사항에 대하여 협력 추진하기로 하

였다.

12월 28일(월) 오전 11시 본교에서 한국독

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고성조 국

장이 총장실에 방문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기

금을 전달하였다. 정흥호 총장은 어려운시기

에도 ACTS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 한

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사)빈야드포칠드런 MOU체결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KAICAM) 발전기금 후원

ㅣ주요협약내용ㅣ

 1.   양평지역 청소년 청년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증진 사업의 참여 및 지원

 2.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참여 및 진로 탐

색, 경험의 기회를 제공

 3.   양질의 사회적 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한 기

반을 마련

 4.   ACTS 외국인 학생을 통한 현지 사역의 

활성화 협력 등

본교는 2021학년도부터 학·석사 연계과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학위과정

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전공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수업연한

을 총 1년(학사과정 1학기, 석사과정 1학기)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 

기독교교육상담학과와 상담대학원을 연계하는 과정으로 학·석사 연계과정 예비생을 선발하며, 자세

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예비생 원서접수ㅣ2021. 1. 18.(월) ~ 1. 20.(수)        문의처ㅣ대학원 교학지원팀 031-770-7796

학·석사 연계과정 시행

ZOOM i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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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지난 2020년 12월, 교육전산망 전용

회선 이용 계약을 (주)KT와 체결하였다. 

(주)KT는 약 6천만원 상당의 시설 투자를 제

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와 강의실 무선AP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할 예

정이다. 기존 무선인터넷 음영지역를 최소화

하여 교내 주요 공간에서 원활한 무선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KT와 교육전산망 

전용회선 계약 체결

본교 교육연구소에서는 기독교대학학교 현

직에 근무하는 8명의 선생님들의 글을 모아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이라는 책

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는 선생님들의 헌신, 

용기 있는 시도들, 때로는 좌절과 극복, 열매 

그리고 과제들에 대한 진솔하고 현장감 넘치

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하여 기독

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

의 소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

요한 자료가 될것이며, 기독교대안교육의 본

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사들이 말하는 

기독교대안교육’ 발간

ZOOM in ACTS

본교 교육연구소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ACTS 기독교교육 논문 및 교육자료 공모전’

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기독교교육에 관심

이 있는 학부 및 대학원생이며 이를 통하여 학

생들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ACTS 기독교교육 논문 

및 교육자료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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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

"The Concept of διαθήκη in Hebrews 

9.16-17,"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3 (2020): 248-265. 

본 논문은 히브리서 9:16-17에서 디아테케가 유언을 의미

할 수 없다는 몇 학자들의 주장에 답을 함과 동시에, 문맥에

서 디아테케를 유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

본다. 본 논문은 먼저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레코-

로마 이집트와 유대 세계에서 유언자의 죽음 이후에 유언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즉, 히 9:17에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

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라는 언급은 당대 사회에서 유언의 

의미를 반영한 말씀이며, 고대 유언의 패턴에 정확하게 들어

맞는다. 디아테케를 토지의 증여와 연관된 상속 계약서를 의

미하는 당대의 배경에서 해석한다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언

약과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약속의 땅을 상속 받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것과 필

연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Korea Evangelical New Testament Studies)는 10월 

31일 정기총회를 갖고 우리학교 허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허주 교수

는 취임사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과 함께 “우리들의 영문 밖으로 나아가

는 신학도가 되어 그리스도교 신앙/신학의 본질을 한 번 더 묻고 고민하면서 예

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신학교를 더 잘 섬기는 학회가 되자”고 소감을 나눴

다. 본 학회는 1981년 창립된 한국복음주의신학회에 소속된 신약성경학자들의 

모임에 뿌리를 두며, 2001년부터 신약학 논문발표회를 개최하면서 독립된 학회

로 발족되었다. 학회지 「신약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매년 4회 발행되고 

있으며 국내 신학대학/대학원 소속 신약학 전공 학자들 150여명이 회원으로 등

록되어 있다.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회장으로 선출

김규섭 교수

허주 교수

교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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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News

신
간
소
식

기고자 
손하영 송승인 
고한진 고훈 
김요섭 박응규 
신종철 김성태 
안점식 하태선

기고자 
안창성 허주 
윤종훈 박종복 
김다니엘 
장훈태

기고자 
오민수 곽병구 류성민 
이영식 강웅산 이신열 
전병철(방준범) 
조철현 이유경 공일주 
윤서태 최형근

ACTS 신학저널

44 45 46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사람들

무슬림 난민과 디아스포라

중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운동

고린도후서의 선교적 읽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세속적 내러티브에서 벗어

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안목의 변화

(5:16)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받은 자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  이번에 출간된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개정판』은 정성국 교수에 의해 

새롭게 쓰인 책입니다.

본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수많은 난민을 발

생시키고 있는 현상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난민 사역자들을 통해, 오늘도 난민이 되어 방황하고 소외

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

되는 현장을 담았다. 본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시대적인 사명

인 난민 선교를 위하여 더 많은 사역자가 일어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중국 내 도시가정교회를 통한 세계선교 전략의 활성화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선교를 위해 특화된 중국교회의 선교전략과 선

교활성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시가정교회를 통해 중국교회가 모

범적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모범적 선교적용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ㅣ정성국 교수

저자ㅣ소윤정 교수

저자ㅣ김종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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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지원센터 

코로나 상황에 맞는 비대면 봉사활동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큰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 있다. 본교에서도 모든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학생활동들도 제한

이 되었다. 특별히 사회봉사 인증제로 인해 졸업 때

까지 교과목 사회봉사(교양필수, 봉사시간 32시간)와 

비교과목 사회봉사(20시간 이상) 총 52시간을 이수

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봉사지원센터에서는 ‘남

과 북이 함께 뜨는 목도리 뜨기 캠페인’, ‘국내외 어

려운 아이들에게 전달할 정글스토리(DIY) 만들기 비

대면 봉사활동’ 등의 비대면 봉사활동을 공지하고 안

내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주었고 

선교중국어학과에 재학중인 한 학우는 “코로나로 인

해 재택봉사를 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

나 덕분에 이런 재택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감사

한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목도리를 뜨며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북한주민들의 아픔과 힘듦을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뜻깊은 시간

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남겼고 신학과의 한 학우는 

“완성된 마스크 목걸이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달된

다고 해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마스크 목걸이가 다른 것보다 만들기도 수

월했고, 어렵지 않아서 금방 했습니다. 재정이 들어가

고, 손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

다.” 라고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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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복지소식

- 양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경기도 양평군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양평군건강가정·다문

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우수사업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센터는 가정 내에서의 부모역할과 언어적 환경의 중요성 및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리는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을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총 45회기로 7,920명의 군민들을 참

여시켰다.

선정된 온라인 부모교육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사, 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협업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화 읽어주기 영상교육과 온라인 부모상담 및 자체 독서신문 발간과 

동화구연 USB를 직접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다각적인 교육 방법으로 진행돼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번 시상식에서 박우영 센터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팀원들이 협업한 그동

안의 사업성과에 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센터는 다양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합되

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힘든 시기에 양평군의 가정들과 함께하

며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탁 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 드린다"며 "지역 내 다양한 가

족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사업발굴로 내실 있게 센

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자ㅣ김수목 031-77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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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세계지역연구소 
산하 몽골선교연구원 

원장 임명

ACTS북한연구원 
학술세미나 진행

ACTS난민연구소 
이사장 및 

이스라엘선교연구원 
원장 임명

지난 9월 몽골선교연구원은 연

구원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을 임

명하였다. 연구원 원장에는 현재 

몽골에서 사역중인 박인욱 선교

사를 임명하였다. 새로 임명된 

원장이 ACTS를 통하여 선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선교소식

연구소 및 연구원 활성화를 위

해 “ACTS난민연구소 이사장과 

이스라엘선교연구원 원장”으로 

송도주사랑교회 담임목사인 장

상길 목사를 임명하였다. 임명식

은 정흥호 총장이 송도주사랑교

회 9월 27일 예배에 참석하여 진

행하였다. 이로인해 ACTS난민

연구소와 이스라엘선교연구원이 

더 활성화되고 이스라엘 선교사

역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본교 세계지역연구소 활성화 및 

네트워크 형성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3일(금) ACTS북한연구원

이 평화나눔재단과 학술세미나

를 진행했다. ‘비무장지대 국제

평화평화지대 활성화를 위한 남

북교류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4층 크

로스로드 세미나실에서 진행되

었다. 전문가들은 “비무장지대

(DMZ)가 전쟁의 아픔과 상처에

서 평화의 생태 지대로서 가치가 

부여되며, 평화와 화합의 길목에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

한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

용방안은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

화로 통일의 시간을 최소화할 것

이라는 발제와 논찬 등이 있었

다. 복음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과 의미를 부

여한 세미나였다.

MISSI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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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ACTS선교대회 시행2020년 아랍문화연구원 포럼 시행

본교는 매년 선교대회(Mission Conference)를 통

하여 교내·외 선교관계자, 선교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제42회 ACTS 선

교대회’가 10월 29일(목) 시행되었다. 이번 제42

회 ACTS 선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방식

과 달리 온라인예배로 진행되었다.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예배를 통해 온 세계에서 함

께 나누는 선교대회였다. Theo Drama 영상 상영

을 시작으로 선교대회의 막이 올려졌다. 외국인학

생을 후원한 메디힐 장학재단의 장학금 전달식 및 

감사패 증정 시간이 이어졌다. 어려운 시국에도 외

국인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주신 감사한 마음이 전

해졌다. 또한 이번 선교대회는 동문선교사 선교보

고 시간을 가져 각국에서 섬기는 여러 동문들의 사

역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아세아 복음화’라는 사명 아래 아시아 교

회의 성장, 제3세계 선교 발전, 아시아 복음주의 확

산에 힘써온 ACTS의 선교가 더 발전되길 소망하

고 기대한다.

난민선교의 필요성과 한국적 상황에 대하여 2013

년부터 7개국 난민촌과 사역지를 방문하고 연구해

온 ACTS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연구원이 세계 

난민 상황에 대하여 발제하고 디아스포라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바로알기> 포럼을 개최하였다. 

11월 5일(목) 제주도에서 열린 포럼은 온·오프라인

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제주도에서 

진행하면서 제주도 목회자들과 각 교회 지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선교 지향적 입장에서 무슬림선교

를 위한 이슬람 이해를 도모하고, 한국 교회 성장을 

위하여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

초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아랍문화연구원은 앞으

로 이슬람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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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후원안내

ACTS를 후원한 당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여년 전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생활관이 열악하여 

새로운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예비사역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키워갈 

새로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를

건립할 수 있도록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대 외 협 력 팀

간편 온라인 후원 love.acts.ac.kr

031-770-7814

 생활관 건축 후원  농협 317-0770-7751-91

 ACTS 발전기금  국민 220-01-0329-818

 ACTS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국민 220401-04-102815

 (CMS 신청서 별도)  농협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국민 2204-01-04-019722

 각국 개척비 후원  국민 220401-04-069842

 세계지역연구소(각국선교연구원)  국민 011-25-0008-353

 학부생 장학 후원  농협 301-7700-0008-11

 신학대학원생 장학 후원  농협 301-7700-0002-01

 선교사자녀 후원  국민 220437-04-002233

2020.06~2020.12

Peter Neupane 강호안 고미선 권혜령 기가영 김경진 김덕영 김범석 김상덕 김성회 김영희 김은희 김재진 김정미B 김정호A 김진미 김진화 김창환 김태영 김평래 김한성 김현아 
김화영 나직균 남경우 남주현 노의수 문명자 박명기 박영란 박영진 박우영 박인영 박정임 배지혜 백승연 백해옥 서정복 서창한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신정빈 심재희 안정석 안태일 
열린교회 오하늘 우혜영 위현숙 유은영 윤현기 이광호 이명기 이영진 이정남A 이혜원 이희경 장예림 정영일 정지웅 정지은 정흥호 조경묵 조동욱 조상식 조지현 조현종 천순자 
최창덕 표영선 하정길 한정연 허은정 허종범 홍미란 황성훈 황호동

생활관 건축 후원

(사)위드다문화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반석기초이앤씨 ㈜이천공조 KB국민양평지점 M.Div동문회 ROTC기독장교연합회 강대우 강창희 고훈 길가에교회 김정미B 
김추성 나들목양평교회 또감사선교교회 류종수 모새골공동체교회 박승근 박타문 베이사이드장로교회 사명의교회 상심리교회 세대로교회 송재호 염천교회 예인교회 온누리교회 
우리제일교회 원종천 유종필 유지훈 일반대학원영성신학과 임덕락 정운모 정지혜 정흥호 조암제일교회 창조교회 한상화 홍정아

ACTS 발전기금

GMS k-sound(고병식) 갈릴리교회 강성곤 귀인(김혜미) 김경빈 김경용 김다영 김선미 김선자 김성옥 김승조 김신아 김애리 김영석 김원희 김은경 김은선 김재희 김정호B 김진
김진욱 김현화 김형빈 김혜미B 김홍빈 김희진 나지영 노지희 녹색세무법인 대흥교회 덕수교회 동춘교회 룻선교회 목동중앙교회 박병이 박한조(박원) 빌리온선교회 서부교회 설귀윤 
성경적성경연구원 성은하 소윤정 속초만천교회 손혜숙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교회 순복음우리네교회 신명은 안준영 양효정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회 오산제일교회 
오신애 온누리교회 용문교회 우문식(노혜전) 원동오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은좌교회 이경애 이문철 이미은 이영신 이은미 이점화 이해영 이혜연 이희정 인천교회 임라진 임마누엘
교회 장승아 장예림 장완익교수후원회 정유미 조리라 조지영 주사랑선교교회 중국신학연구원 중동연구원 쥬얼리빡스(박혜영) 천안반석교회 최종훈 하남교회 하정희 한강중앙교회 
행복한교회 형치과병원 홍상락 홍웅기 황선혜 황은정

각국선교연구원 / 개척 후원

(재)본월드미션 ㈜반석기초이앤씨 M.Div.숨원우회 갈보리교회 북방선교회 국가보훈 금동철 금란교회 길가에교회 김상덕 김윤자 김한성 높은뜻광성교회 도원동교회 매그너스교회 
박수원 복지대학원동문회 사랑의빛장학회 산본교회 서울장학재단 선교영어학과 송정이 신앙수련회헌금 아랍문화연구원(온누리교회) 안해근 엘림장학회 오금애 오벧에돔교회
(김경희) 유지훈 이숙경 임종현 최경자 평화교회 한상화

대학 / 대학원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메디힐장학재단 ㈜태동씨엔에스 IM 선교회 Lakka Anard 과천교회 광명교회 권순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김다니엘 김요엘 김한성 
김혜영 김희정 남*문 높은뜻광성교회 대구경문교회&포항충진교회 대구경운교회 동부광성교회 명업교회 문호교회 박송아 박정원 사랑의빛장학회 삼일교회 샘물(선)교회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성태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영동교회 섬김의교회 성시은 세광교회 소윤정 속초만천교회 수영로교회 수원명성교회 순전한교회 안산동산교회 안산온누리M센타 
엘림장학회 연희교회 열매나눔선교회 염천교회 영락교회소망회 영세교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오륜교회 울산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월드택스연구원 윤국일 윤정선교회 
은천교회 은혜교회 이명화 이문승 이미원 이선욱 이영주 이은성 이철헌 이호진 이효숙 장용란 장유순 재단법인 비오스 국제장학재단 전경옥 전병철 정미옥 정우철 정홍열 ㈜생능 
천우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 청암교회 최민석 최정숙 최진혁 포항충진교회 하나선교회 하남교회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한진혁 
허종범 홍천희망교회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K** C** 강갑구 강성경 고지은 권영욱 권혁찬 김기천 김동현 김병준 김용운 김용환(김경민) 김정미B 김정숙(최기문) 김종인 김종일B 김중숙 김진경 김혜미A 노의수 박동원 박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홍구 배영희 손신 손영복 손하영 신영광 신준섭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예수생명교회 오종미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국일 윤대환 윤종문 
이광직 이광호 이남진 이문노 이상헌 이우형 이정남A 이정순 인유진 정미현 정영일 정헌택 정홍열 제자교회 조경묵 조형우 지희자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순 최예은 
최희명 표영선 한광식 허주 홍성장 황순희

ACTS10만명 기도·후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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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2020 AIGS Farewell Party
AIGS conducted a farewell party on 10 December 2020 (Thursday, 
6 PM).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
tion Agency (KDCA), the number of participants was limited to 
less than 50, including professors and students. It was a time to 
thank God for leading through the challenging times of 2020 and 
thank professors for their hard work. The guitar performance by 
Professor Lee Han-young enumerated the joyful spell to all. A Spe-
cial thanks to Deaconess Seo Seung Jin, who provided delicious 
dinner boxes. The meal boxes were distributed to all the partici-
pants when all returned to their accommodation after the event.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Donated 
100 million won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e 42nd Mission Conference was held in the auditorium on Oc-
tober 29, 2020, under the theme of ‘ACTS Do mission with the 
Gospel!’ Secretary General Lim Eun Mook and Kim Kyung Joo of 
the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attended the Mission Con-
ference and donated scholarships to international students. Me-
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selected ten international students 
by considering their country/course, self-introduction letters, and 
vision plans. The scholarship covers students’ tuition fees, dor-
mitory, and meals.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foundation 
director: Kwon Oh Seop) is a public corporation established by 
L&P Cosmetics Co., Ltd., with the aim of fostering future talented 
young men and women by providing scholarships to outstand-
ing college studen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Kwon Oh Seop, 
chairman of the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often tells 
his students, “Young men, please do not give up even your little 
dreams keeping in your heart and passion.”

The 10th ACTS Theological Forum
The 10th ACTS Theological Forum was held at the Yangpyeong 
Campus Auditorium on October 19th (Monday) under the theme 
of “ACTS Theology & the Task of Old Testament Theology” hosted 
by the ACTS associated Theology Institutes. Due to the COVID-19 
situation, it was held in a remote conference and transmitted 
through YouTube in real-time. Along with about 20 participants 
who attended on-site, 135 people participated in the online 
Theological Forum. As part of the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the ACTS Theological Forum is an academic seminar 
held during the midterm exam period every semester where pro-
fessors and students study together to present and discuss papers. 
This year marked its 10th anniversary. ACTS’ “ACTS Theology / 
Nurturing movement” primarily emphasizes the “Central Truth of 
Christianity” that is salvation through Evangelical faith in all areas 
of Christian theology. It is a Theology - Nurturing movement that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grated research among various 
subjects as a Synoptic movement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promoting academic research focusing on the Gospel. The 10th 
ACTS Theological Forum was hosted by professor Park Edward 
Ung, director of the Theology Institute, and published papers 
were “Examining the Relevance of ACTS Theological Synoptic 
Movement through the Concept of the Day of the Lord in Pro-
phetical Books” by Cho Hwi, professor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The Old Testament Sermon and Theology of John Wesley" by 
Lee Han Young, professor of Old Testament theology.

Yangpyeong-gun Health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s selected as the best institution 
of the country for COVID-19 Responding Program
Yangpyeong Healthy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up-
ported by Yangpyeong-gu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Gyeonggi-do, was selected as the 2020 COVID-19 Out-
standing institution Project Competition, organized by the Korea 
Associ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at is committed management by ACTS. Even in the 
Covid-19 situation, the center had 7,920 resident participants 
in 45 sessions from May to the end of October in untact online 
parent education, which consistently informs the importance of 
parents’ role in the home, linguistic environment, and books and 
reading. The selected online parent education was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expertise staff by language development 
instructor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It showed a high participation rate even it was conduct-
ed through various educational methods that integrate online and 
offline, such as reading (fairy tales) education by video, online 
parent counseling, publishing its own reading newspaper, and 
producing fairy tale and distributing through USB. At the awards 
ceremony, Park Woo Young, head of the center, said,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being selected as the best insti-
tution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team’s collaboration 
with new ideas despite the prolonged Covid-19. Also, this center 
will find services that merge various online and offline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with families in Yangpyeong-gun during 
difficult times.” An official of corporation ACTS said, “We ap-
preciate the workers’ efforts and dedication despite the difficult 
conditions. We will do our best to operate the center in a reliable 
manner through customized business to enhance the health of 
various families in the region.”

Person-in-charge: Kim Soo Mok 031-775-5958

The 42nd ACTS Mission Conference
“May the revival of ACTS lead to the revival of Korean church and 
world mission!” 
Through the annual Mission Conference, the school prepares a 
place for missionary work to interact with missionaries inside and 
outside of the school and missionary organizations. The 42nd 
ACTS Mission Conference was implemented on October 29th 
(Thursday) and held an online worship service unlike previous 
methods due to Covid-19. Although it could not be gathered in 
one place, the Mission Conference was conducted and shared 
worldwide through the online worship service. Starting with The-
odrama performance by video, the Mission Conference was held.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which sponsored internation-
al students, had a scholarship and appreciation plaque delivery 
ceremony. The school appreciated their help for international 
students despite this difficult time. In addition, this Mission Con-
ference was able to have a more meaningful time as it took time 
to report on alumni missionaries’ mission and share the ministries 
of various alumni serving from each country. Under the mission 
of ‘evangelization of Asia’, we hope and expect that the mission 
of ACTS, which has been working on the growth of Asian church-
es, the development of Third World missions, and the spread of 
Evangelism, will be further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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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

이재훈 이사
(온누리교회)

김은호 이사
(오륜교회)

이규현 이사
(수영로교회)

함께하는 교회들

2021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문의 대학원 031-770-7796 / 학부 031-770-7701~2

원 서 접 수  2021.02.09(화) ~ 02.15(월)

모집대학원  일반대학원ㅣ신학대학원ㅣ선교대학원

 상담대학원ㅣ복지대학원ㅣ교육대학원

대학원

원 서 접 수  2021.02.22(월) ~ 02.24(목)

모 집 전 공  기독교교육과 미디어ㅣ사회복지ㅣ영어

 중국어ㅣ청소년상담지도ㅣ선교ㅣ신학

학부

2021 신입생 1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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