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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ACTS 가족
여러분에게
총장 메시지

김영욱 총장

엊그제 흰 눈이 소복하게 양평에 내린 것 같은데,
벌써 초록이 무성한 여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한 학기를 돌아보면 금년 상반
기는 나라 안팎으로도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
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및 판문
점 선언, 지방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금년으로 개
교 44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예배를 드렸고 예배와
ACTS 구성원들을 위해 송태근 목사님(삼일교회)
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ACTS 목회연구소
와 세계지역연구소는 세미나와 포럼을 각각 개최
하여 동문들과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하북사범대학교(Hebei Normal University),
송호대학교, 캄보디아 현지 시엠립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사업
들을 추진하게 하시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CTS가 계속적으로 많은 사역을 추진하는 것은
큰 변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
래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령화, 세계화
가 가속화되어 가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학령인
구가 감소하면서 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은 어려운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ACTS는 열악
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선도해 나
갈 혁신적 교육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 분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대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립 목적인 ‘아세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
기 위해 미래 고등교육과 학문분야의 변혁에 선
두 주자가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현
재뿐 아니라 미래에 더욱 요구되는 창의성, 비판

적 사고, 의사소통과 협력의 기술을 ACTS 학생들
이 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가 교육 파트너로서 협
력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과 나라의 요구에 부응
하고 공헌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
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시니라(잠언 16:9)”라고 나와 있습니다. ACTS는
겸손한 마음으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정진하려고
합니다. ACTS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내
외 관계자들께 다시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
니다.

총장 동정
3월 08일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3월 09일

CTS 기독교 TV <한국교회를 論하다>
생방송 프로그램 출연

3월 27일

중국 하북사범대학교
(Hebei Normal University)와 MOU 체결

4월 06일

제 20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 총회
(가천대학교 개최) 참석

4월 12일 송호대(정창덕 총장)와 MOU 체결
4월 20일 캄보디아 교육청과 MOU 체결
4월 23일 독립교단 KAICAM 목사 안수식 안수위원
5월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 행사 참석
5월 21일 ACTS 세계지역연구소 포럼 참석
5월 26일 한국개혁신학회 제44차 학술심포지엄 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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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한철하 명예총장 특집
지난 3월 18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설립을 주도하며 ACTS의 학장과 총장으로 재직했던 한철하 명예총장이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94세.
국내 복음주의 신학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칼빈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故 한철하 명예총장은 1973년 한경직 목사,
마삼락 박사 등과 함께 서울에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부원장으로 봉직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한 외국인 지도자 양성에 온 힘을 다하였다. 이후 경기도 양평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1981년 12월
개교 후 1998년 2월까지 총장으로 섬겼으며 1998년 3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총장으로 추대되었다.

ACTS
캠퍼스에
사순절
바람불때

한철하 목사님 영전에

고훈
안산제일교회 원로목사

ACTS 캠퍼스에 사순절 바람불때

부축받으신 연약한 몸으로도

당신은 94세를 향수하시고

ACTS 강단의 축도는

주님은 그만해도 족하다하시며

ACTS의 에벤에셀이고 여호와이레며

당신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셨습니다

죠지휫필드의 고백처럼

이제

I would wear out

하늘은

rather than rust out

당신을 평안히 쉬라십니다

실로

그만해도 족하다하십니다

당신의 일생은 녹슬지않고 닳아진
ACTS 선교의 개척자이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오직 복음화를 심어주고 가신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세운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서대문캠퍼스 ACTS의 탯줄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만날때까지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안녕히가십시오

성장한 양평캠퍼스의 위대한 비전
그러나
복음으로 신학을 한국교회에 정립하신

영원히 멈추지않는

세계속의 위대한 신학자요

당신 복음화의 심장과

수천수만의 목회자와 선지생들을

영성 복음신학의 겉옷은

복음의 종 길러내어

ACTS에 넘겨주고 가십시오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하신
당신은
하늘이 이 땅에 보내신 참으로 신실하신
한국의 칼뱅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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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스승
학성을
추모하며

수많은 국내 및 국제 신학회들을 유치하며 활발히 주재하였다.
그는 70년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정기적으로 서대문 캠퍼스에
서 미국과 유럽의 복음주의신학자들도 초청하여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그 당시 국제회의에 자주 동석했던 손봉호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아세아의 신학자들이 모인 학회에서 발언하는

장해경
ACTS 은퇴교수

학성의 모습은 “군계일학(群鷄一鶴) 이었다”고 한다.
1987년 독일유학을 떠난 나는 각별한 추천을 받아 좋은 관
계로 시작했던 지도교수조차 비평신학의 무신론적 전제와 인
본주의 접근방법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

작년 11월 28일 ACTS에서 은퇴한 나는 며칠 상간으로 두
분의 스승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다. 먼저 전도사 시절 목회
수련을 지도해주신 국병두 원로목사님을, 다음으로 신학수련
과 교수사역에 영향을 끼치신 한철하 박사님(이하부터는 그의 아
호: ‘학성’)을 차례로 만나 뵈었다.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학성과

점심을 나누며 환담했던 날은 12월 1일이었다. 그날 식사도 즐
겁게 하고 평소처럼 신학의 주제를 열띠게 논하였던 학성은 사
흘 후 전화로 느닷없이 “장 박사, 12월 1일! 매년 그 날에 한 번
씩 만나세!”라고 제안하였다. 이 힘찬 한 마디가 내가 마지막
들은 그분의 육성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접하고 알게 된 학성은 비상한 열정의 학
자였다. 한 인물도 그가 맡은 역할에 따라 관계하는 사람들에
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각될 수 있다. 나는 아버지나 남편
으로서, 또는 학교 행정가나 운영자로서 학성에 대해서는 아는

우 당황하였다. 나는 여러 번 소수 그룹의 박사과정 세미나에
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중하게 질문하며 반론도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더 이상 자신의 학문적 추종자가 될 수 없
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는 내가 공들여서 제출한 원고들을 번번
이 아무런 응답 없이 돌려주지 않은 채 마냥 기다리게 하곤 하
였다. 그래서 그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을 쓰는 작업은 그야
말로 앞이 안 보이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되었다. 1992년 성탄
카드에 나는 학성에게 이런 나의 형편을 알렸다. 이듬해 정월
학성은 내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장 목사, 용기를 가지고 확고히 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줄 압니다. Calvin은 Notitia fidei
certitudine magis quam apprehensione contineri [‘믿음의 지
식은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있다’]라고 말한 대로
우리의 문제가 냉랭한 두뇌의 문제가 아니고 뜨거운 가슴의
문제임을 분명히 합니다. 대상에 정확하게 대처하는 신학이

바가 별로 없다. 내가 1983년에 ACTS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wissenschaftliche Theologie [학문적 신학]이지 제멋대로 사

졸업할 때까지 학성은 강의와 학회 활동을 통해 내게 많은 신

고하고 하나님 두려움이나 회개함을 모르는 신학이 과학적

학적 통찰과 도전을 안겨준 선생이었고, 1994년 독일에서 귀

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하여 교수로 사역한 23년 동안에도 학성은 여전히 내게 자신

결단 없는 신학은 나도 오랫동안 하여 왔으나 이제는 다 함께

이 연구하는 신학을 강권하며 가르쳤던 선생이었다.

분연히 일어설 때가 왔습니다. Marx와 같이 잘못된 철학에 도

학성이 자기실패의 경험을 고백하며 내게 각인시켜준 근본
적인 깨달음은 현대 서양신학이 전반적으로 방법론의 오류로
인해 성경의 진리를 심각하게 변질시켜왔다는 점이다. 그는 50
년대 중반 미국에서 유학한, 몇 안 되는 한국 신학자의 한 사람

취되어서가 아니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 목사의 어려운 싸움에 영광의 승리 주시옵기 간절
히 기도합니다. (1993년 1월 18일)

으로서 당시에 풍미했던 칼 바르트의 신정통신학을 섭렵하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학성의 이 연하장 메시지는 나로 하

귀국해서도 70년대 초까지 그 신학세계에서 탐구와 토론을 계

여금 양심에 거리낌 없는 논문을 제출하기까지 그 믿음의 싸움

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점차로 그런 류의 신학이 기독교 복음이

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하여 나

약속하는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서기관의 신학’임을 통감하

는 1998년부터 학성이 제창한 ‘ACTS 신학공관운동’의 근본 취

게 되었다. 그는 1974년 ACTS를 유치·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와 방향에 대해 시종일관 동의할 수

종래의 신학 연구방식과 결별하는 동시에 선교지향적인 복음주

있었고 그 운동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

의 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었다. 비록 ACTS 신학 및 신앙 운동에

그 후 ACTS 서대문 캠퍼스는 학성에 의해 한국의 복음주
의신학의 요람이 되었다. 그는 1981년에 이 캠퍼스에서 발족
한 한국복음주의신학회(KETS)의 초대회장으로 5년 이상 기초
를 든든히 놓았고, 이어서 아세아신학협의회(ATA), 한국신학
대학협의회(KAATS), 아세아칼빈학회(ACCR) 등의 회장도 맡아

관한 그의 모든 방법과 요청에는 동의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한국의 신학사에
서 보수진영의 거목으로서 그토록 쉬
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며 걸
어갔던 선명한 발자취를 새삼 경이롭
게 돌아보며 마음 깊이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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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융합전공 실시
우리대학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진로 기
회의 확대를 위해 2019학년도부터 융합전
공을 실시한다. 기존의 특정 학과에만 속
하지 않고 추가로 선택(융합전공)하여 다
른 분야를 폭넓게 배우면서 융합능력을
최대한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학문을 융합하여 배울 수 있어 졸업 후 학
생들의 전공과 진로 선택의 폭이 보다 넓
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교중국어학과 재학생들,
‘중화연대회’ 금상 및 장려상 수상

긴밀히 하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약속

한 재정을 지난 4월 19일 목요채플시간에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시엠립 교육청장

등록금 300만원과 단기선교후원금 200

은 “국제화 시대에 미래 사회를 주도할 양

만원을 기탁하였다. 권준호 목사는 “어려

국의 학생 육성은 물론 지역의 문화 교류

움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활동에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

있는 ACTS의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

에도 우리대학은 3월 27일 중국 하북사범

을 주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대학, 4월 12일 송호대학교(정창덕 총장)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학교에 더 많은

와의 MOU를 맺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

관심을 갖고 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고 있다.

고 말했다. 학생처장 김한성 교수는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무명의 성도, 선교영어학과에
장학금 총 5,000만원 기탁 약정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
수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중화연대회’에서 선교중국어학과 두 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

이 각각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
를 달성했다.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중화연대회’에
서 홍대성, 양지현, 조혜정, 권한솔, 조성
국, 김찬경(이상 6명)은 공연부문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문석진, 전하리, 김세광, 노
영현(이상 4명)은 공연부문 장려상을 수상
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과 한·
중수교 26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의 위대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각 ‘컵비트합창’과 ‘욕망의 반도인(연극)’으

한 무명의 성도가 선교영어학과에 장학금
총 5,000만원 기탁을 약정했다. 이 성도
는 올 해 2018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매
년 5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선교영어학과는 기탁자의 뜻을 존중하여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우들에게 장

우리대학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매년 2학기 말에

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

2학년 중 1명을 선발하여 3학년 두 학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지난

와 4학년 두 학기 총 4학기 동안 장학금

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되었다. 2013년

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된 학생은 매 학

처음 시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

기 12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 학

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다

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경우 졸업할 때

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

캄보디아 시엠립 교육청장 외 12명의 방

까지 4학기 동안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함으로서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 대

문단은 4월 20일 우리대학을 방문하여 양

정진할 수 있게 된다.

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도서

로 표현해 내었다. 이날 선교중국어학과
교수들과 학우들이 현장에서 적극 응원했
고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ACTS-캄보디아 시엠립 교육청,
MOU체결

기관의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
다. 이날 행사는 시엠립의 교육청장과 총
장,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뤄졌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화를 위
하여 교육, 문화교류방면에서 협약관계를

관 『길 위의 인문학』은 양평군 내 청소년,

송전교회, 학생 장학금
500만원 기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재학생과

경기도 용인의 송전교회(권준호 목사)는

한 사항은 도서관(031-770-7747)으로 문

교회에서 성도들이 척사대회를 통해 마련

양평군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므로 자세
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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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교수, EBS세계테마기행
<터키>편에 큐레이터로 참여

44주년을 맞이하여 개교 기념 감사예배를

게 성경적, 복음적으로 사회에 올바로 기여

드렸다. 전체 학생과 교수 및 직원들이 함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누는

선교대학원에서 중동학을 가르치는 김종일

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삼일교회

시간이 되었다. 연구소장 한상화 교수의 사

교수가 EBS세계테마기행 <터키>편에서 전

송태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였고 모든 학생

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선 선교문화복지

체 진행 큐레이터와 내레이션을 맡았다. 지

들을 위해 떡과 점심식사를 무료로 후원하

학과의 손신 교수가 故 한철하 박사의 저

난 3월 19-21일까지 총 4부작으로 이루어

였다. 또한 오랜 기간 ACTS에서 많은 제자

서 “‘21세기 인류의 살길’에 대한 사회복지

진 이번 여행에서 김교수는 고대문명의 발

들을 가르치며 수고한 우심화(30년), 김준

적 적용”을, 우리대학에서 기독교 복지전공

상지인 터키의 에게해에서 지중해까지 그

수(20년), 정홍열 교수(20년)에게 근속패를

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숭의여대 교목으로

곳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터키의 숨겨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섬기고 있는 정준희 박사는 “EMPOWER
기독교 복지사상 연구”를 발표하며 심도

지고 비밀스런 색다른 여정을 안내하였다.

ACTS MK(선교사자녀)
워크샵 개최

정성국 교수와 함께하는
‘묵상과 해석’ 북토크 열려

있는 토론을 이어 갔다. 이 두 편의 논문
발표 후 하태선 연구교수는 “기독교 사회
복지는 국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한다”고 논평하
였다.

제4회 전국 고등학생
영어 간증대회 성료
지난 4월 5일 학생관 북카페에서는 교수
우리대학의 선교사자녀 모임인 ACTS

학습개발센터 주최, 정성국 교수의 단행본

MK(Missionary kid) 워크샵이 4월 27-28일

<묵상과 해석>에 대한 북토크가 진행되었

가평에서 열렸다. 올해에 10명의 MK가 새

다. 이번 행사는 강좌가 아닌 질의응답 위

로 들어오게 되어 현재 29명의 학생들이

주의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어 저자와 독

함께하고 있다. 워크샵을 통해 상처를 회복

자들이 보다 가까이,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지난 5월 18일 선교영어학과는 전국크리스

하고 한국문화와 학교생활의 적응을 도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정교수는 이

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앙고백을 영어

며 앞으로 있을 MK Talk(토크콘서트), 선배

책이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은

로 나눌 수 있는 ‘전국 고등학생 영어 간증

MK게스트 초청강연 등을 기획하고 교제하

아닐까?” 라며 바른 묵상을 고민하는 이들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총장상’

는 시간을 가졌다. ACTS MK는 도움을 받

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한다. 교수학습

은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할 수 있었지만

는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선교를 돕고 세

센터는 이 외에도 특강, 간담회, learning Tip

믿음의 동료와 선생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상을 돕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 문화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내

리대학은 선교사 자녀들에게 2018학년도

형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용의 간증을 한 유건우 군(상주비젼스쿨)이
받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대회는 선교영

부터 전액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770-7737)

신학연구소,
제6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어학과의 학과 특성을 살려 고등학생들의

지난 4월 23일, 신학연구소는 제6차 ACTS

며 전국 고교에 재학 중인 크리스천 고등

제44주년 개교 기념 감사예배

신학포럼을 개최하였다. “ACTS 신학공관

아세아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세계 복음

과 기독교사회복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대학이 설립

번 포럼에서는 “기독교 사회 복지”가 어떻

신앙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
학생(대안학교 재학생, 검정고시 준비생 포
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31-770-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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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CTS 세계지역연구소 포럼 개최
ACTS 세계지역연구소는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 국

소윤정 교수 C채널 뉴스 인터뷰
［선교현장을 가다］ 방송 인터뷰

민일보 CCMM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중동 이슬람 갈등과 분쟁상황

선교대학원의 소윤

과 힌두권 반개종법” 등을 주제로 하여 제1회 ACTS 세계지역연구소

정 교수는 지난 4월

포럼을 개최하였다. ACTS 세계지역연구소 산하 아랍문화연구원, 네

10일 오후 4시 30분

팔선교연구원, 불어권선교연구원, 아이티선교연구원의 공동 주관으

과 저녁 10시 방송된

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백석대 장훈태 교수가 ‘신 냉정시대 중

C채널 뉴스 “매거진

동 이슬람 갈등상황의 선교적 함의’에 대해, 우리대학의 선교영어학

굿데이” <선교현장을

과 김한성 교수가 ‘힌두권 반개종법의 환경 속에서의 선교’란 주제로

가다> 코너에 출연하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아랍문화연구원 소윤정 교수와 천안반석교회

였다. 우리대학 학부 학생들과 선교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12명이

민필원 박사가 논평하였으며, 불어권선교연구원과 아이티선교연구

지난 1월 요르단과 레바논에서 진행했던 시리아난민을 위한 해외선

원의 선교사례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교봉사 활동을 주제로 10분간 단독 방송 인터뷰를 하였다. 선교의 이
론 교육뿐만 아니라 선교실천에 힘쓰고 있는 ACTS 정신을 강조하고

ACTS 세계지역연구소, 각 연구원 신설
ACTS세계지역연구소는 디아스포라선교연구원, GATE(Global
Alliance for Theological Education)연구원, GMI(Global Mentoring
Institute)를 새로 신설하였다. 국내 유일의 선교지향적 지역연구소인

다음세대 이슬람권 선교동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ACTS가 기
획하고 있고 이를 위해 사전위기관리교육의 중요성과 철저한 준비
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ACTS 세계지역연구소는 신학대학과 국내 및 해외 한인교회를 연결

시리아난민 해외 선교봉사

하는 산학협동의 통로역할을 하며 국내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올

2018년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우리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생으로 구

바른 선교 정책 및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된 시리아난민 해외 선교봉사팀 “AMIR115”이 요르단 암만과, 나우
르, 레바논 베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선교봉사를 하였다. 요르단에
서 사역하고 있는 ACTS동문선교사의 난민사역을 도와 어린이사역,
여성돌봄사역, 침술사역보조, 태권도 사역, 집수리도우미, 가정심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소윤정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레바논의 베카지역 시리아난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역지를 탐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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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오사라(기독교교육상담학과 2학년) 학
생은 “빈민가에 사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
장하고 있는 캠프를 보며 나는 어떤 삶을 살
아야하는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며

여름 방학
해외 단기선교 및
봉사 일정

소감을 전했다.

네팔 카트만두 해외봉사
러시아 소수민족 어린이 해외봉사
김다니엘 교수와 13명의 학생들은 지난 1월
8-19일 매서운 한파 속에 러시아 하바롭스크
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주 러시아의 북한
어린이들에게 장화 150켤레를 선물하였으며

노동자들과 소수민족들에게 섬김과 복음이

이외에도 다양한 구호품을 전달하고 구제사

전해지는 선교현장을 목격하고 어린이들을

역을 하였다. 귀국 후 이번 “AMIR115”팀의 사

위한 예배 사역과 지역 내 최초로 교회가 세

역에 대하여 CTS가 교수와 학생들을 취재하

워지는 현장 등을 탐방하였다.

기간 2018년 6월 29일 ~ 7월 11일
장소 네팔 카트만두
인원 11명
내용 네팔 지방교회 방문 및 예배
참석, 청년들과의 모임 및 문
화공연
지도 김한성 교수, 매튜 교수

였고, C채널에서는 소윤정 교수를 단독 인터
뷰하였다. 이번 난민해외선교봉사에 참여한

러시아 단기선교 학생 소감문

학생들은 실제로 만난 난민들과의 교제를 통

안소영(신학과 2학년)

싱가폴 해외봉사
기간 2018년 6월 27일 ~ 7월 10일

하여 이슬람권 선교의 가능성을 보았고 향후
선교사로서의 헌신과 비전을 구체화 하는 시

러시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전부터 하나님

장소 싱가폴

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셨고, 다녀온 지금까

인원 14명

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내용 놀이와 활동을 통한 문화 교

필리핀 마닐라 빈민지역
해외봉사활동

가 싸우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러시아

류, 어린이 교육봉사(성경학교

해외봉사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

인도)

하태선 교수와 15명의 학생들은 2월 18-24일

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생활습관을 접하

지도 이수인 교수

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외교부에 등록된 국
제협력단체인 사단법인 ‘캠프’와 협력하여 필
리핀 빈민 지역 봉사를 다녀왔다. 마닐라의
빈민가와 강제 이주민 마을의 빈곤아동을 위
한 급식 및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유기농 양
계장에서 봉사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
고 나눔을 실천하였다. 이번 해외봉사활동에

며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
락해주신 사람들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그곳
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참 보잘 것 없는 것
뿐이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불러주신 하나

2018년 메디피스
베트남 글로벌 리더십 캠프

님께서는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

기간 2018년 7월 19일 ~ 26일

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어진 그 마음에서 흘

장소 베트남 광쩌성

러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인원 60명 (양일중학교 교사와 학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생 45명 참여)

들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기도하며 그

내용 장애아동 치료소 수리 봉사,

들의 부탁과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할 수 있

운동회 진행, 문화체험 행사,

게 허락해주셨다. 되려 섬김을 받고 온 귀한
시간이었다.

바자회 진행
지도 하태선 교수

러시아 소수민족 어린이 해외봉사
기간 2018년 7월 9일 ~ 18일
장소 러시아 울리까, 노보꾸르까
인원 8명(Win북한선교동아리)
내용 빈민 지역 어린이 봉사, 지역
발전 도움 봉사
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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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S 소식
AIGS 2018 봄 신앙수련회
AIGS 학생들을 위한 신앙수련회가 한국순교
자의 소리 공동대표인 Eric Foley 박사를 주
강사로 하여 “Let’s begin with the Cross”
(Luke 9:23)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8년 3월
14-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대학에서 진
행되었다. Eric Foley 박사는 각 집회를 통하
여 한국 초기 기독교의 신앙 선배들을 소개
하면서 뜨거운 열정과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국의 복음 전파에 힘써 줄 것을 당

2018학년도 국제교육원
신입생 입학 및 졸업
2018학년도 국제교육원 입학을 위해 다
양한 국적을 가진 7명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찾아왔다. 또한 이곳에서 교육
받은 10명의 외국인 학생들은 졸업하여
자국복음화를 위해 파송되었다. AIGS는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은 제3세계 학생
들을 초청하여 교육하고 배출하여 아세

부하였다.

2018-1학기 AIGS 야외학습(Outgoing)
지난 4월 7일(토)에 ㈜예람(대표이사 강사돈)의 후원으로 국제교육원 학생들은 야외학
습을 다녀왔다. 이날 진행된 야외학습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국기독교순교기념
관을 방문하여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초기 한국 기독교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전에 소재한 ㈜예람을 방문하여 점심식사
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고 기독교 기업의 사회 환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게 되
었다.

아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태국인 학생 장학증서 전달
지난 4월 19일 영락교회(담임목사 김운
성) 12명의 권사들로 구성된 소망 장학
회(회장: 문경숙) 회원들은 양평 캠퍼
스를 방문하여 이번 봄 학기 국제교육
원 목회학석사과정에 입학한 Junlapat
Panakriangkrai 태국인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다. 태국 학생 준라파트는
졸업할 때까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망장학회는 2011년 11월부터 본교 태국선교
연구원에서 허주 교수 인도로 월례 성경공부 코이노니아를 시작해서 올해 5월 17일까지 55차 모임을 진행했다. 소망장학회 후원을
통해 배출된 첫 태국 학생은 Montira Dermduhun(AIGS MDiv 13학번)으로, 2016년 2월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방콕 OMF
에서 대학 캠퍼스와 무슬림 태국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아울러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도 매달 태국선교연구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새생명태국인교회(안산)와 태국 현지 복음화를 위해 왕성하게 사역하는 홍광표 목사(신대원 13학번)의 등록금을 전액 후원
한 바 있다. 영락교회 초대 담임목사였던 고(故) 한경직 목사는 ACTS가
설립되던 1974년부터 초대 이사장으로 섬겼으며, 고(故) 한철하 명예
총장과 함께 우리학교 설립과 발전에 많은 사랑과 헌신을 아까지 않았
다. 이번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준라파트 학생은 태국 카렌족-태국인으
로 파얍대학교(치앙마이)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The Prince Rayal’s
College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오영철 연구교수의 추천 가운데
우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한다. 준라파트 학생을 비롯한 국제교
육원에서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20개국에서 온 74명의 국제 대학원
학생들이 자국 복음화의 차세대 지도자들로 잘 세움 받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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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
<한국교회를 깨운 옥한흠 목사의 설교 세계>
저자 박응규 교수
<우리 시대의 기독교교육의 정체성과 과제>
저자 ACTS교육연구소

옥한흠 목사의 설교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그 귀한 의미
를 던져야 할 한국 교회의 영적 유산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설교의 내용과 사상을 통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발휘했는지를 고찰할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역
사의 흐름 속에서도 반추해 보아야할 필연성이 존재한다.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다. 기독교 교육의 활동은 ‘구원하는 믿음’에서 기초한다.
그것이 곧 기독교교육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묵상과 해석> 저자 정성국 교수
성경 읽기와 삶 읽기가 만나는 곳이 말씀 묵상이다. 말
씀묵상은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을 읽어내는 경건 활동
이다. 말씀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삶은 묵상을 통해
해석된다. 묵상을 통해 반추되지 않은 삶은 해석되지 않
은 채 남는다.

<쉽게 따라하는 IoT 서비스 만들기> 저자 이미향 교수
아두이노와 앱 인벤터로 다양한 IoT 서비스를 쉽고 재미
있게 따라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C언어의 기본적인
문법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금의 영성> 번역출간 김한성 교수
모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자세로 모금에 임해야 하는지,
돈을 기부하는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짚어주면
서 모금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는 책. 모금과 기부
양면에 깊숙이 관여했던 헨리 나우웬의 경험과 깊은 성
찰이 담겨 있다.

<ACTS 신학저널 34집>
기고자 정희경, 조휘, 박응규, 조권수, 문형진, 전대경,

한상화, 최동규, 신승범, 김승호, 김한성, 안점식,
장훈태, 최형근

<명자누나> 저자 이한영 교수
저자의 셋째 누님, 명자 누나는 암으로 27년간 말로 표
현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고난을 뛰어 넘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봉사로 한 평생을 살았다. 그 명자 누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자는 메시아의
고난과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고난을 연결시킨다.

<ACTS 신학저널 35집>
기고자 전대경, 조권수, 이수인, 방준범, 전병철, 안승오,

장훈태

교수 동정
한상화 교수

허주 교수

1/29-2/3

카자흐스탄 현지 목회자 연장교육 강의

4/23

ACTS 신학연구소 주최
제6차 ACTS 신학포럼 인도

5/4

기독교학술원(양재동)
“트랜스페미니즘과 동성애” 논문발표

전병철 교수
3/10

아가페교회(통합측, 담임 김병호목사),
교사세미나 주강사

3/18

동부광성교회(통합측, 담임 김호권목사),
헌신예배 설교

4/14

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탈학교현상”에 관한 주제발표

4/28
5/9

3-5 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목회자 대상
사도행전 세미나 강좌 인도 (10회)

3-6월

ACTS 태국선교연구원에서 영락교회
소망장학회 성경공부 인도 (4회)

5/12

대구열린성경아카데미에서
누가복음 해설 강의

소윤정 교수
1/15-31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난민 선교사역지 방문,
코트디브와르 한인교회 방문및 주일설교

2/18-25

그리스 - 유럽난민포럼참석 및 강의

3/13

국민일보 인터뷰, CTS 인터뷰

 음주의신학회 “다문화와 한국교회”
복
주제로 100분토론 패널

4/10

C채널 뉴스출연
“선교현장을 가다” 단독 인터뷰

대광고등학교 채플 설교

4/28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선교분과 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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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소식 릴레이 _ 두 번째

양평 ‘행복한 뜰’
레스토랑
대표 정연행 목사
“이 시대
신앙의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과
누구나가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예배의 공간”

사역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마다 자중하는 제

처음에는 카페 겸 유럽 가정식 레스토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

랑을 운영하며, 경험이 없는 가운데 요

나 최근에 우리 고객 중에서 암 말기 선

리사로서 운영자로서 손님을 대할 때

고를 받고 투병 중 결국 호스피스 병동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으로 옮겨 생사를 헤멜 때 제가 만든 음

물론 개인사정상 경제적 문제와 고령의

식이 먹고 싶다고 하여 행복한 뜰을 온

부친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지라 부득불

가족이 방문하여 맛있게 먹고 기운이

고향인 양평에 오게 되었고, 펜션과 요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음식

식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신앙인

을 못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

과 비 신앙인과의 만남과 교제를 시작

었던 이유는 분명 사랑으로 만든 것임

으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 있었습니다. 상담과 기도를 요청하

음식이란 매개체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

는 사람들, 타종교의 사람들과 기독교

하며, 복음의 진리와 제가 살아가는 삶

에 대한 소개와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

을 소개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라면 제

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

한되었을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음에 감

고, 놀라운 것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오게 되면 바쁘던 업장이 손님

현재는 목회에 초점을 맞추려고 요리

이 끊어지고, 그 분과의 깊은 만남과 교

는 안하고 디저트 카페로 전환한 상태

재를 가질 수 있었고 상담과 기도가 끝

인데 암 말기 손님이 우리가 음식을 먹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몰려오는 일들

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한탄하시기에

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사업 안에서 하

당신들이 오시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서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도 현재 그 분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들 가족과 소통하며, 이웃과 하나됨

어떠한 비전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처음에는 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삶을
선택하게된 것이 행복한 뜰의 시작이었

•한성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서울총신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졸업
(예장합동)
•강남대치 순복음교회 8년 사역
•100인의 실업인회 담임목회자(청담교

서는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도록) 특

입학할 당시 학내사태로 교과과정이 정

히 복음에 맞추어 사람들을 대하고, 만

상적으로 진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

남과 교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눈질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

은 저희 가정과 출가한 가족들과 예배

리라 다짐했건만 학교 학내사태는 더더

를 드리며,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소통

욱 난항에 이르게 될 때 공부도 중요하

의 공간 안에서 교회를 계획하고, 이 시

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힘은 없

대 신앙의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는 영

지만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된다

혼과 누구나가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

는 생각으로 일인시위를 하며, 적극적

는 열린 예배로 자리를 잡으려고 기도

으로 학교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정의

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를 위해 호소하였습니다. 졸업 후 학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며, 학교는 정상적

사역의 어려움과 보람이 있다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M.Div

사회인(개인사업)과 목회자라는 두 가

과정 동문회장(7-8대)
•행복한 뜰 카페형 레스토랑 운영(현재)

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ACTS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다면?

•뜰안의 작은 행복 운영(명동 소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한국어

며, 주님이 함께 이루어주실 행복한 뜰

지만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
험하게 되고 고객만족(행복한 뜰에 와

회 빌려서 예배) 6년 사역

졸업)

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

지의 직함을 갖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
니 전문적인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나
서서 복음전도와 기도를 해주고 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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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으로 운영이 되어, 교수님들의 노고와
학교를 사랑하는 소명 때문에 겪은 고
초와 굳건히 견뎌주신 교수님들을 위
해 동문회 주체로 저의 행복한 뜰에서
스승의 날 행사와 감사예배를 드렸습
니다. 개업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목사
님들이 축복하며 함께했던 공간이 더

2018년에도 변함없이 ACTS를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달려 나갈 차세대 양성에 동참해주세요.
20여 년 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세워진 생활관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자금(목표액 2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뜻이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예비 선교사와 복음 사역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관 공사 후원계좌 국민은행 220-01-0323-968

욱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공간이 된 밑
거름이 되었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
니다. 맏형 같으신 정홍렬 교수님의 따
뜻하고 열정 넘치는 제자사랑과 큰누나
같으신 다정다감하시고 세밀한 것 까지
도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셨던 허주
교수님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
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주셨던
교수님들 이 글을 통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ACTS의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
이 시대에 가장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신학을 하고 ACTS에 입학하겠다고 결
단한 후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
람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
고 그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
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
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장 확실
하고 보장받은 선택이며, 그 길을 위
해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도록 내 자리
를 그 분께 내어드리며, 그 분을 통하
여 일하시도록 무릎으로 생활을 이루
고 겸손하지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 삼는 후배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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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18년 1월~5월)
ACTS 발전기금
Bayside(NY), 광명교회(최남수 이사장),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모새골교회, 박윤정, 벌교대광교회(조경묵
이사), 부평서부교회(김종빈), 삼일교회, 상심리교회(한종환 감사), 서성태, 압구정예수교회, 염천교회, 예인교회,
장해경, 조암제일교회, 창조교회(김경윤 이사), 천안아산주님의교회
각국선교 | 선교대학원 | 개척 후원
GMS, 갈릴리교회, 강성곤, 강신표, 경성현, 글로벌부족선교회, 김경식, 김선자, 김신아, 김영복, 김용문, 김용찬,
김진욱, 김태연, 노은행복한교회, 노지희, 대흥교회, 동춘교회, 동춘교회112목장, 룻선교회, 목동중앙교회, 박병숙,
박병이, 박한조, 불어권선교연구원, 빌리온선교회, 서부성결교회, 소윤정, 속초만천교회, 송명애, 송전교회, 시드니
교회, 아이티선교연구원, 양주새순교회, 열방의교회,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영신교회, 온누리교회, 왕성교회,
원동오, 유동환, 유지훈, 은좌교회, 이상진, 이점화, 이정남, 이해영, 인천교회, 임마누엘교회, 장예림, 장자문,
전영기, 조리라, 중동선교연구원, 천안반석교회, 풍성한교회, 하남교회, 한강중앙교회, 홍상락, 홍웅기
대학 | 대학원 장학 후원
(재)덕선장학재단, (재)서울장학재단, ACTS 1기 동문장학회, M.Div. 원우회, 갈보리교회, 기독교교육상담학과,
김성주, 김영미, 김영희, 김윤자, 높은뜻광성교회, 대유스틸, 미래인재장학, 사랑한의원, 상심리교회, 세계선교
신학원, 손하영, 신앙수련회헌금, 신종철(임창성), 아랍문화연구원, 안해근, 엘림장학회, 우혜현, 유지훈, 윤국일,
윤삼현, 정홍열(배경자), ㈜서정엔지니어링, 축복감리교회, 평화교회, 한국방정환재단
기숙사 건축 후원
Bayside(NY), 권오윤, 류종순, 박윤정, 신예영, 윤국일, 자이언츠, ㈜케이엠산업
제3세계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야훼이레회(이승영), (사)한국성서유니온,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Nancy
Patricia Dinar, 과천교회, 권혜령, 김수희, 김현아, 대양교회, 동부광성교회, 명업교회, 문호교회, 미국BNI, 백주호,
삼일교회, 샘물선교회, 서광교회, 서울영동교회, 섬김의 교회, 성빛순복음교회, 속초만천교회, 송전교회, 수영로
교회, 수원명성교회, 수원제일교회, 순전한교회, 아시아연합교회(이준무), 엘림장학재단, 열린교회(이문승), 열린
문장로교회, 열매나눔선교회, 열방선교교회(배병로), 염천교회, 영락소망회, 예담교회(권기찬), 예림교회(노천상),
예수기념교회(노희중), 오륜교회, 오산제일교회, 온누리M센터, 올프렌즈, 용문교회, 울산교회, 윤국일, 윤정선교회,
은천교회(홍순설), 은혜교회(이형신), 의정부제일교회, 이스라엘선교연구원, 이정오, 이천은광교회, 이철헌, 이효숙,
전범준, 정미옥, 정우철, 조중현, ㈜태동CNS, 중국신학연구원,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강동인), 청암교회, 태국
카렌침례총회, 하나선교회, 한국선교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진혁, 혜본중앙교회, 황성훈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권오윤(지윤,지헌), 김광희, 김동일, 김성권, 김영숙, 김영욱, 김용환, 김은기, 김정관,
김정숙, 김종인, 김종일, 김준구, 김준수, 김중숙, 김진경, 김진화, 김현아, 김혜미, 노의수, 류승희, 맹기원, 무명,
박규환, 박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정원, 박홍구, 배영희, 손신, 송병률, 안경승, 양내수, 양수정, 양예진, 예수생명
교회, 원성아,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종문, 윤지숙, 이광호, 이상은, 이상헌, 이영희, 이용준, 이우형, 이은주,
이정남, 이정순, 이주호, 이찬미, 이현주, 임규석, 임성은, 정미현, 정영일, 정예은, 정진용, 정흥호, 제자교회, 조은진,
조진규, 조현종, 조형우, 지희자,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금순, 최희명, 표영선, 한광식, 허주
생활관 전기히트펌프(EHP) 설치공사 후원
김영욱, 김정관, 유현숙, 장경희

명단이 누락되었거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본교 선교실(031-770-7860)
또는 기획처(031-770-780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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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 안내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 모집학과 신
 학과 | 선교문화복지학과 |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 선교중국어학과
● 전형일정
구

분

원서접수

기

간

인터넷접수 2018. 9. 10 (월) ~ 9. 14 (금)
방문접수

전형일

장

소

유웨이어플라이닷컴

2018. 9. 14 (금) 10:00 ~ 17:00 본관 1층 입학팀
2018. 10. 19 (금) 10:0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전형방법 학생부 (50%), 면접고사 (40%), 성경고사 (10%)
● 문의전화 031-770-7701~770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강점
▶미국 ACSI 국제기독교사 자격 취득
우리대학은 기독교학교 국제연맹(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이 인증하는 고등교육 회원교로서, ACSI
에서 부여하는 국제기독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제
공합니다. 소정의 과정을 통해 국제기독교사 자격증을 취득
한 학생들은, 국내외 ACSI 회원 학교에서 어학(ESL 및 중국
어), 성경 및 진로 상담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캐나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외국대학들과의 MOU협약과 실
질적인 학생교류를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을 대비한 경쟁력
향상, 외국어 실력 향상,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 세계 및 문화
를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학생은 매년 2회 선발되
며, 정해진 기간 해외 자매 대학에서 공부하고 취득한 학점
은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다양한 자격증 취득
국가공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외에도 건강가정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기독교상담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수제 실시
우리대학은 각 학생별로 담당 교수님이 배정되어 직접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담임교수제를 운영합니다. 1학년 때 정해
진 담임교수와 4년을 함께 학업, 학교생활, 신앙생활,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받으며,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생활속의 외국어교육
ACTS 재학생들과 외국인학생들은 학교생활, 공개강좌 수
강,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국제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
다. 또한 우리대학은 영어와 함께 다른 다양한 언어 교육을
통해 아시아 및 세계 각국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내일의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전공 및 학·석사 연계과정
ACTS는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가
는 일에 적극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학과로 입학했든
신학, 선교,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기독교복지, 선교영어,
선교중국어 중에 한 전공을 추가로 선택(융합전공)하여 적
성과 진로를 다양하게 찾아가게 합니다. 졸업 할 때는 어느
한 전공만이 아니고 멀티 전공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안내합
니다. 또한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단축된 시간 내에 학
사와 함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보다 전문성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2018학년도 후기2차모집
모집대학원
원서접수
전 형 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복지대학원
2018. 7. 16. (월)~7. 20. (금)
홈 페 이 지 www.acts.ac.kr/grad
2018. 8. 2. (목)
입 학 문 의 031-770-7795~6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ACTS NEWS | Vol.51 |

English Summary

On April 7, Saturday, AIGS students went out for outdoor
activity sponsored by Yeram(Mr. Kang Sadon, CEO) and
had a wonderful time. They visited Korean Martyrs Memorial
Museum located in Yongin, Gyeonggido, to learn about the
Korean church history and to remember and be reminded the
passion and the faith of the martyrs of early Korean churches.
After the museum, Yeram, the company who supported the
trip financially, invited the group to the company for lunch
reception and shared about the company’s Christian spirit.

the Thailand Mission
Research Center of
ACTS monthly, and
presented the full
scholarship to Rev. Hong, Kwangpyo
who was a M.Div. student serving a Thai church in Ansan
area(New Life Thai Church) and missions work in Thailand in
2013. The founding pastor of Yongnak Presbyterian church,
the late Dr. Han Kyungjik was the first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CTS in 1974, and supported the university in
various ways until he went back to be with the Lord in 2000.
The scholarship recipient, Junlapat, is from Karen tribe of
Thailand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from Payap University,
and taught English at the Prince Rayal’s College before he came
to ACTS by Dr. Oh Yongchul’s recommendation. Dr. Oh is
a research professor of ACTS. There are 74 students from 20
countries in AIGS program.

M.O.U. between ACTS and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city of Siem Reap, Cambodia

2018 Forum by The World Area Research Center of
ACTS

Farewell to the class of 2018 graduates, welcoming the
new students
Last spring, 10 students graduated from AIGS and 7 new
students came to the program. Acts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a.k.a. AIGS)was established to train and equip student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global missions.

Outdoor Learning Activity for AIGS students

The director and 12 staff of education department of the
city of Siem Reap, Cambodia visited ACTS and establishe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university on
April 20, 2018. The both institutes promised for the close
consultation for globaliza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in the
presence of the university president, professors, and the staff
of the city of Siem Reap Education Department. The director
of education department of the Siem Reap suggested for the
‘endeavor for the raising leaders and exchanging of cultures for
the globalizing generation. This exchange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open a door not only for exchange of
cultures, but for faculty and students to prepare their brighter
future.

Scholarship Fund from Hope Scholarship Foundation
of Yongnak Presbyterian church for Thailand Students
at ACTS
On April 19, Hope Scholarship Foundation consist of 12
members from Yongnak Presbyterian Church (Rev. Kim,
Woonsung) visited ACTS to present scholarship and certificate
to a student from Thailand. Mrs. Kyungsook Moon the
president of the Hope Foundation presented scholarship for 3
years of tuitions and living expenses to Junlapat Panakriangkrai
from Thailand. The Hope Scholarship foundation started its
first small group bible study called “Koinonia” with Dr. Ju
Hur, the director of Thailand Mission Research Center, in
November 2011 and had 55 meetings so far as of May 17 this
year. The first scholarship recipient of the Hope Scholarship
Foundation was Montira Dermduhun (AIGS, class of ‘16
M.Div.). Montira, after her graduation from ACTS, is serving
for OMF campus ministry and Thai Muslims in Bangkok.
Women’s ministry from Yongnak Presbyterian is supporting

The one and only kind Mission-Area Research Institute in
Korea, ACTS Area Research Institute hosted a forum with
the title of “Conflicts of Islam in Middle East and Anti
Conversion law in Hindi” on May 21, from 1 p.m. to 4 p.m. at
the International Meeting room of CCMM building, Yeoido.
The forum was co-sponsored by Arab Culture Research
Center, Nepal Mission Research Institute, French Culture
Mission Research Institute, and Haiti Mission Research
Institute of ACTS. In the forum, Dr. Hoontae Chang from
Baekseok University presented a paper titled “The Missional
Meaning of Islamic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and the Neo
Cold War.” Also “The mission in the anti conversion law based
Hindi” by Kim Hansung from ACTS was presented. Dr. Soh
Yoonjung from ACTS Arab Mission Research Institute and Dr.
Min Philwon from Cheonan Banseok Church corresponded
to the presentations. Some case studies from French Culture
Mission Research Institute and Haiti Mission Research Institute
were also presented at the foru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