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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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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는 우리 대학의 영어 이름인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의 

약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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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는 진리와 열정을 품고, 

세계 곳곳에 다양한 빛깔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ACTS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아름다운 

소명이자 비전이니까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
www.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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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메시지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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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S가 살아야 한국교회와 선교가 살아난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ACTS는 국제적, 복음적, 교회연합적, 선교지향적인 신학대학교로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크나큰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외국인 교회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수학하며 바른 신학과 신앙을 배우고, 우리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이들

과 어울리며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지내며 교제하면서 글로벌화의 훈련기회를  

가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International Mission Center(생활관)입니다. 기존의 건물은 너무 열악

하여서 이제 더 이상 유용한 장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CTS가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해 왔듯이 이 프로젝트도 ACTS를 사랑하는 분들의 전적인 기도와 후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첨부된 후원약정서에서 보시듯, 벽돌 한 장부터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모아지면 세계복음화의 

열정을 키워갈 아름다운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선교의 장이 넓어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인실 혹은 4인실 건축을 위해 후원해 주신다면 이 방 앞에 명패를 부착할 것이며, 여름방학(6월 말-8월 중순)과  

겨울방학(12월 말-2월 중순) 기간에는 아름다운 캠퍼스와 더불어 이 방에서 며칠씩 머무르며 휴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CTS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시기는 역사상 아무 때도 없었지만 지금의 시기는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센터 건립에 많은 기도와 더불어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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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   정 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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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ACTS 후원

1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ACTS에 대한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필요로 
이 모금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습니다. ACTS를 위
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해주는 10만명의 
기도후원용사가 있다면 ACTS는 더욱 힘을 얻
고 하나님의 일꾼을 더 잘 키워낼 수 있을 것입
니다. 1구좌 1만원으로 10만명의 기도용사가 되
어주세요. 모인 기금으로는 학교 발전과 장학,  
연구, 미자립교회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에 사용
됩니다. 

2 ACTS 발전기금
교육여건 개선 및 장학, 건축,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 발전에 사용됩니다. 

3 외국인학생 등록금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국인학생들을 초청, 무상으
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기독교 지도자로 세워 자국
복음화를 위해 파송합니다.  

4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생활관 건축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노후화 된 생활관에서 학
생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
관 건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ACTS를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아세아복음화’라는 비전으로 설립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1974년부터 학위를 수여한 이래 47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581명 및 많은 국내 졸업생들을 

교육하여 자국복음화를 위한 목회자로, 전 세계 기독교지도자로 파송하였습니다.

ACTS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여 세계 각지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장학후원,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어떤 후원이 있나요?

5 선교사 자녀 장학금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학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6 학부생 장학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부생들과 목회자 자녀의 등
록금을 지원합니다.

7 신학대학원생 장학금
전도사 및 선교사 후보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통하여 목회자 양성을 후원합니다.

8 각 나라의 개척비
각 나라의 외국인지도자 양성 및 교회 개척 지원
을 위해 사용됩니다.

9 세계지역연구소(각 국 선교연구원)
각 국 선교연구원의 사역지 개척 지원 및 각 국 선교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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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기초이앤씨 문형록 대표 
7,500만원 장학금 약정
반석기초이앤씨 문형록 대표는 우리대학 선교대학원을 졸업한  
동문으로서 지난 10월 11일 선교대학원 비즈니스선교학(Business 
As Mission) 전공 학생들을 위해 총 7,500만원의 장학금을 약정했
다. 문 대표는 앞으로 5년간 매년 1,500만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
했고, 5년 뒤에 재 약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미 오랫동안 필리핀과 네팔의 선교를 지원하는 등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장학금의 개설로 선교사의  
경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선교사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학기 약 50만원의 등록금으로도 학업이 가능하여 등록
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관 건축후원 이어져
연면적 4200㎡부지에 200여 명이 입사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관 건축에 선교대학원 
김정숙 동문이 5천5백만원 후원을 약정했고 평생교육원과정을  
수료한 백해옥 집사는 1천만원을 후원했다. 재학생들의 참여도  
이어졌는데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매월 10만원씩 1천2백만원을  
약정하였고, 신학과 곽승훈 학우는 학업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
되어 받은 장학금 전액을 생활관 건축에 기탁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 교직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대학은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IGS 동문 Nancy Dinar Patrica 발전기금 후원
우리대학 국제교육원에서 2003년 M.Div.과정을 졸업한 인도네시
아 국적의 동문 Nancy Dinar Patrica는 대학발전을 위해 써달라
며 4000불(한화로 약 480만원)의 기부금을 보내왔다. Nancy는  
졸업 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Galilee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영어영재교육학교 Noble Academy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에도 모교를 잊지 않고 AIGS 후배들
에게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내를 대신해 기부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김영숙 학우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게 되었다. 후에 아내의 통장에서 월 약정
한 기부금이 학교로 계속 이체되는 것을 알게 된 고인의 남편 이
문노씨는 후원을 중단하지 않고 아내를 대신해 발전기금을 계속  
후원하겠다고 학교 측에 전했다. 남편 이문노씨는 “늘 학교를 사랑
하던 아내의 뜻에 따라 작은 도움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후원 소식

02

신학과 곽승훈 학우 생활관 건축 후원

Nancy Dinar Patrica 발전기금 후원

2

3

4

반석기초이앤씨 문형록 대표 장학금 전달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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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를 후원한 당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간편 온라인 후원   love.acts.ac.kr  

생활관 건축 후원
(주)문막운수(고광석), Acts사랑, Anandlakka, 고미선, 곽승훈, 김경진, 김경천, 김경
혜, 김덕영, 김동을, 김동일, 김미봉, 김범석, 김상덕, 김성진, 김성회, 김시민, 김영희, 
김용환(김경민), 김은기, 김재진, 김정숙, 김정숙(최기문), 김정호, 김종일, 김준수, 김
지현, 김진화, 김창환, 김한성, 김현아, 나경임, 나직균, 남주현, 노연희, 노의수, 룻선교
회(도원선교회), 류승희, 류종순, 박명기, 박영란, 박영진, 박정임, 배지혜, 백승연, 서
정복, 서창한,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신예영, 신인화, 안점식, 안정석, 안태일, 양성
환, 양승헌, 우혜영, 위현숙, 유은영, 윤국일, 윤현기, 이광호, 이남희, 이명기, 이상갑, 
이영진, 이윤미, 이정남, 이정훈(쌈스151), 이혜원, 이희경, 임칠현, 전도서특강팀, 전백
운(최명옥), 전수진, 정영일, 정지은, 정진, 정헌택, 정흥호, 조상식, 조은환, 조은환(유
승미), 조지현, 조현종, 지혜만, 최용조, 최용현, 최창덕, 표영선, 하정길, 한정연, 허미
화, 허주, 홍미란, 황호동

ACTS 발전기금
Nancy Patricia Dinar, 고광석, 광명교회(최남수), 신탁균, 김경빈, 나들목양평교회, 높
은뜻광성교회,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모새골교회, 비전교회(채이석), 세대로교회, 
염천교회, 예인교회, 우리제일교회, 윤현기, 이연자, 이호원(매점), 장하다, 정지혜, 정
흥호, 조암제일교회, 창조교회(김경윤)

각국선교연구원/개척 후원
GMS, k-sound(고병식), 갈릴리교회(이용준), 강성곤, 강세원, 강지원, 김경옥, 김선
자, 김성옥, 김신아, 김영석, 김원희, 김진, 김혜미, 노은행복한교회(이성호), 노지희, 
녹색세무법인(김용찬), 대흥교회(한성호), 동춘교회(윤석호), 룻선교회(석태임), 리버
사이더스선교회(강승빈), 목동중앙교회(김진학), 문승현, 박병숙, 박병이, 박정순, 박
한조, 박혜영, 블레싱, 빌리온선교회(김종구), 서부성결교회(임채영), 성경적성경연구
원(임우성), 성은하, 소윤정, 속초만천교회(이명형), 송전교회(권준호), 수영로교회, 수
표교교회(김진홍), 신선영, 아이티선교연구원, 양효정,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
회(정종기), 오산제일교회(박순대), 오신애, 용문교회(이언구), 우문식, 원동오, 유갑
숙,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유지훈, 은좌교회(오재호), 이미은, 이영애, 이점화, 이정남, 
이해영, 이현석, 이희정, 인천교회(김진욱), 임마누엘교회(김경천), 장예림, 정유미, 정
진주, 조리라, 조지영, 중동연구원, 지구촌교회(강동인), 천안반석교회(민필원), 하남
교회(방성일), 하정희, 한강중앙교회(최창규), 형송이, 형치과병원(유동환), 홍상락, 홍
웅기, 황선혜, 황성주, 황은정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재)서울장학재단, (주)서정엔지니어링, (주)케이엠산업(김명도), 갈보리교회, 기교상
장학금, 김상덕, 김윤자, 김태연, 김한성, 높은뜻광성교회, 무명, 박수원, M.Div. 버팀원
우회, 북한이탈주민, 서광교회, 선영과동문장학금, 세계선교신학원, 손하영, 신앙수련
회(교수), 신앙수련회(직원), 신앙수련회(학부생), 안해근, 양평리버하임, 오벧에돔교
회, 아랍문화연구원, 유지훈, 윤국일, 이숙경, 이정훈(차노아), 재하장학금, 정미라, 평
화교회, 해성문화재단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사)위드다문화, (주)태동CNS, 100주년기념교회, 과천교회, 
김명도, 네팔선교연구원, 목동중앙교회(김진학), 문호교회,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명
업교회, 샘물선교회(이규현),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울영동교회, 섬김의교회, 세광교
회, 속초만천교회, 수영로교회, 순전한교회, 신병희, 안상호, 엘림장학회(이현건), 엘
하우스(이미원), 연희교회청년부, 열매나눔선교회, 염천교회, 영락소망장학회, 예담교
회, 예림교회(노천상), 예수기념교회(노희중), 오륜교회(김은호), 오산제일교회, 온누
리M센터, 온누리교회(양주), 용문교회, 울산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윤국일, 윤정선
교회, 은천교회(홍순설), 은혜교회(이형신), 열린교회(이문승), 이천은광교회, 이철헌, 
이효숙, 전범준, 정미옥, 정우철, 중앙대학교회, 지구촌교회(강동인), 청암교회, 하나선
교회, 한국선교회, 한국성서유니온,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제채플, 한진혁, 황성훈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강갑구, 강성경, 고상철, 고지은, 권영욱, 권오윤(지윤, 지헌), 김기천, 김동현, 김영욱, 
김용운, 김용환(김경민), 김정숙, 김종인, 김종일, 김중숙, 김진경, 김혜미, 노의수, 박
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정원, 박홍구, 배영희, 손신, 손하영,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예수생명교회(맹기원), 오종미,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대환, 
윤종문, 이광직, 이광호, 이남진, 이문노, 이상헌, 이영희, 이우형, 이정남, 이정순, 인유
진, 임규석, 정미현, 정영일, 정헌택, 제자교회, 조은진, 조형우, 지희자, 채광석, 천재
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순, 최희명, 표영선, 한미연, 허주, 홍성장, 황순희

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2019년 7월 ~ 11월)

주소  1250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276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실 031-770-7860

기획처 031-770-7802

후원계좌 안내

생활관 건축 후원 농협 317-0770-7751-91

ACTS 발전기금 국민 220-01-0329-818

ACTS 10만명기도·후원운동
(CMS 신청서 별도)

국민 220401-04-102815
농협 301-0085-4592-11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국민 220401-04-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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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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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2일 ~ 23일 4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가을
학기 신앙수련회를 열었다. ‘구약 한 줄로 
꿰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수련회는 양
승헌 목사(세대로 교회)가 주 강사로 나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대상을 
이해하고 그 대상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준
비하는 과정과 방법을 티칭하였다. 다음 학
기 신앙수련회는 학교가 아닌 외부 시설에
서 2박 3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ACTS목회연구소(소장 신성욱 교수)는 11월 
14일 ‘인문학과 설교2’라는 주제로 제7차 
ACTS 설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강사
인 주담교회 김도인 목사는 “설교는 신학과 
인문학의 만남이다.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에게 전해야 한다.” 
라고 설교와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했다. ACTS 설교세미나는 재학생과 졸업생
들의 사역과 교회 개척을 돕고자 매년 개최
되며, 외부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신앙수련회 개최

제7차 ACTS 설교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9일 호주의 Alphacrucis대학과 
교육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
사는 정흥호총장과 Alphacrucis대학의 학
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양 대학은 앞으로 협약 관계를 긴밀히 하여 
진로·진학의 기틀을 마련해 활발한 국제교
육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우리대
학은 월드미션대학, 글로벌리더스기독학교, 
새이레기독학교, 아프리카미래재단, 경농월
드, 생터성경사역원, 소망교도소, 행복한미
술관과 MOU를 맺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
고 있다. 

양평군 군민회관에서 새이레기독학교의 제
4회 감사잔치 ‘2019 그레이스 콘서트’가 
10월 1일 열렸다. 새이레기독학교가 주최
하고 양평군청과 우리대학이 후원한 이날  
콘서트는 지역 관계자와 학부모, 어르신들 
300여명이 참석해 함께 즐거워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나눴다. 특별히 우리대학의 
클래식 동아리 ‘라흐마니노프’도 초대되어 
오케스트라 연주로 공연장을 빛냈고 정흥
호 총장도 행사에 참석해 우리대학을 소개
하며 축사를 전했다. 

ACTS, 호주 Alphacrucis
대학과 MOU 체결

그레이스 콘서트
우리대학 후원으로 개최

‘신학교육과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제9차 ACTS 신학포럼이 10월 14일 개최됐
다. ACTS 신학연구소장 허주 교수의 사회
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선 한상화 교수(조직
신학)가 ‘한국 신학교육 개혁의 사명과 방
향성에 관하여–학제개혁 제안과 커리큘럼 
변혁의 사례’를, 이숙경 교수(기독교교육
학)가 ‘ACTS 신학교육에 대한 제고’를 각각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밖에도 패널로 참여
한 박응규 교수와 안경승 교수의 논평과 참
석자들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 있었다. 다음 
포럼은 2020년 4월에 열리며, ‘ACTS 신학
과 구약신학의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월 19일 강당에
서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신학대학원 동
문 인천 선두교회 곽수관 목사가 “이 뼈들
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로 말씀
을 선포하였고 ‘감사편지쓰기’ 대회를 개최
하여 신학과 2학년 박요섭 외 4명에게 장학
금을 전달하였다. 본관 앞에는 감사트리가 
설치되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감사의 제
목들을 적어 나무에 매달았으며 이는 화제
가 되어 여러 신문사와 CTS 뉴스에 보도되
었다. 

제9차 ACTS 신학포럼
개최

추수감사절, 
감사를 나무에 매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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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기도실이 약 2주간의 공사기
간을 거쳐 기도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되었다. 이번 공사를 위해 학생회비 70만
원과 학교예산 70만원이 모아졌고 약 3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학
생들이 직접 페인트칠을 하고 기도실에 비
치할 소품들은 기독교문화예술 동아리 ‘닮’
이 작품을 기증하는 등 학생들의 재능기부
로 이루어졌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게 된다.  
이를 추진한 ‘하봄’ 총학생회는 교내에 기
도의 불씨가 살아나길 소망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기도실 리모델링

“평화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산책로가 교
내에 새롭게 개장되었다. 학생관 앞 삼거리
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가는 길 우측에 안내
판과 함께 평화의 길이 시작되며 산책로 중
간에 “숲속기도쉼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소나무 숲에서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공
간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넓은 휴식 장소
가 마련되었다. 산책로는 숲속기도쉼터를 
거처 칼빈아카데미, 기곡리를 지나 아신역
까지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길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내 ‘평화의 길’ 및 
‘숲속기도쉼터’ 조성

교내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들어섰다. 무
인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늦은 시간까지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인력 
운용이 어려웠던 점주의 고충이 해결됨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에는 그룹으로 모
임을 가질 수 있는 스터디 룸이 조성되었다. 
조용한 학습 공간과 분리되어 토론과 조모
임 등 대화가 필요한 모임을 독립적인 공간
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교내 편의시설 확충

10월 29일 ~ 30일 ACTS의 축제가 열렸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설치된 부스에서는 다
국적 음식과 다양한 이벤트가 소개되었고   
학우들과 추억을 담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첫째 날 저녁에
는 자작곡 경연대회인 ‘송페스티벌’과 둘째 
날 저녁에는 잔디밭에 둘러 앉아 사랑이라
는 주제의 ‘버스킹 예배’를 드리며 ACTS인
들의 삶을 나누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액츠마을 대잔치 열려

선교중국어학과 총 22명의 학생은 겨울방
학 연수를 대만의 중원대학교에서 진행한
다. 2013년 학과가 개설된 이래 중단 없이 
이어지는 제14차 연수이다. 가을학기에 새
로 임용된 대만 출신 원어민 쵸우 교수가 
1/4(출국) ~ 15일까지, 우심화 교수가 1/16 
~ 2/22(귀국)까지 학생들과 함께 한다. 학
생들은 3개로 분반되어 각각 HSK 4, 5, 6
급 중국어능력시험 대비 “최강 훈련”을 받
게 된다. 선교중국어학과는 학기 중 꾸준한 
학습과 방학 연수 등으로 졸업 시 취업 혹
은 진학(국내 및 중국)이 가능한 중국어 실
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그간 졸업생 중에는 
삼성 포함 회사에 입사하거나, 중국 및 국내 
대학원과 신대원에 진학하는 사례도 증가
하고 있다.

선교중국어학과, 대만 
중원대학교에서 겨울방학 연수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한국어 과정은 올해
로 2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31일 동문 초청 
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1부는 함께 드리는 
예배로, 2부는 축하의 공연과 함께 재학생
들이 교수와 동문들에게 질의응답하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박영운 
동문회장과 동문 목사들이 재학생들의 학업
과 사역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
고, 이 날의 말씀 또한 동문인 고광석 목사
가 전해주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동문 초청 홈커밍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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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학회가 10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원장 박응규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
출했다. 취임사에서 박응규 교수는 “심도있
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목
회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회장으로서 계획을 밝혔다. 개
혁신학회는 2002년 한국교회의 정통 개혁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립
되어 매년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를 여는 
등 학문적 활동을 하는 신학회이다. 

박응규 교수, 개혁신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출

중동연구원 김종일 교수가 2019년 8월부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산하 선교 저
널인 『전방개척선교(KJFM)』의 제4대 편집
인으로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김 교수는 
최근 들어 한국교회 안에서 전방 선교 개념
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의 지상위임과제 완수를 위
해 촉매가 되는 저널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발간 14년, 
통권 제85호를 맞이하는 본 저널은 전방개
척 선교를 지향하는 세계선교 흐름에 따른 
문서 선교사역을 펴나가고 있다. 

김종일 교수, 선교 저널 『전방개척
선교(KJFM)』의 편집인으로 취임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전병철 교수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UCLA Young 
Research 도서관에서 지난 9월 24일 
UCLA 한국학 연구소 방문학자 특강을 진
행했다. “디아스포라 교회 이야기: 북미주 
한인교회 목회리더십 교체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외에도 나성한미교회, 미시
간 한인장로교회 등 이민 교회를 순회하며 
기독교교육세미나를 진행했다.   

전병철 교수, UCLA 한국학
연구소 방문학자 특강

제40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장에 이구주(신학과 15학번), 부총학생회장
에 오종미(신학과 18학번)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예배문화 바로세우기, 피드백 활성
화 등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원우회장 선
거에서는 액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
리 마련 등을 공약한 신학대학원의 김도한
(M.Div. 20기), 상담대학원의 송주애(기독
교상담학 36기)가, 각각 당선되었다. 송주
애 원우는 동문과 원우가 하나 되는 공동
체를 세워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2020학년도 한 해 동안 학생생활 편의와 
학생권익 증진 등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교중국어학과 13학번 김예진 학우가 졸
업 후 전공을 살려 삼성전자 홍보관 ‘삼성 
딜라이트’의 중국어 해설사로 입사했다. 입
학당시 중국어를 전혀 모르던 그녀는 재학
시절 배운 학습을 토대로 국제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 및 단기연수, 교환학생, 국
내외 다양한 통역 업무 등 국제적인 경험을 
쌓은 결과 지금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전
한다. 김예진 학우는 입학 상담 시 “내게 4
년을 준다면, 여러분에게 40년으로 돌려 주
겠다”라며 호언장담했던 우심화 교수의 약
속과 가르침에 감사를 느끼며 ACTS에서 수
학하는 많은 학우들이 “구하고 두드리는 이
에게 열리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꿈
꾸고 도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0학년도
학생회장 선거 결과

김예진 선교중국어학과 1회 
졸업생, 삼성전자 홍보관 입사 방학 중 특강 안내

일정 주제

2019. 12. 16 ~
         12. 20

대학원진학을 위한
 텝스 특강

2019. 12. 16 ~ 
2020. 2. 12

사제동행프로젝트

2019. 12. 16 ~ 
2020. 2. 12

소그룹 스터디

2020. 1. 20 ~
          1. 22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특강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031-770-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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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사역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10월 23
일 ~ 24일 개최된 제41회 ACTS 선교대회는 특별히 외빈뿐만 아니라 
학부학생들도 함께 하는 선교대회로 열렸다. 이틀간 11개의 외부선교
단체 및 2개의 내부단체가 참여하여 교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학생
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24일에는 선교 헌신예배와 각국 선교
연구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PASSION, 열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외빈 및 학생 
총 343명이 참석하였다. 수표교교회 담임 목사이자 중동연구원 원장
인 김진홍 목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으며 예배 후에 이어진 선교세미나는 북한, 베트남, 아
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인도네시아, 중국, 중동 등 각각 선교 연구원
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나라별 세미나를 통해 선교현장을 경험
하고 선교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우리대학은 매년 선교대회(Mission Conference)를 통하여 교내외 
관계자,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1회 대회에 이어서 2년 만에 
“제2회 ACTS 동문 타문화권 사역자 대회”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있었다. 네팔,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총 30여 명이 
우리대학 교수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
다. 동문들이 우리대학에서 수학한 시기가 많이 다르고 공부한 학위 
과정도 달랐지만, “복음주의와 아세아 복음화”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한 가족이었다. 학기 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홍열, 허주, 안
경승, 김한성 교수가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설교와 특강으로 동문들
을 섬겼다. 

85학번 동문들의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 2017년에 처음 시작된 이 대
회는 올해에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영육 간에 풍성하였다. 
참석한 교수들은 본인들의 바쁜 사역에도 불구하고 주께 하듯 참석
자들을 섬긴 김광배, 곽효준, 이충원, 이상녕, 백인현 동문과 페낭한
인교회 성도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1년 10월 셋째 주에 
“제3회 ACTS 동문 타문화권 사역자 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선교보고

< 제41회 ACTS 선교대회 >

제41회 ACTS 선교대회 제2회 ACTS 동문 타문화권 사역자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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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를 연구학기로 지내고 있는 김한성 교수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연구 자료 수집을 위
해 네팔과 인도에 다녀왔다. 김 교수는 네팔 방문 중에 11월 15일 네팔인 ACTS 동문들과 모임을 가졌다. 지
금까지 ACTS를 졸업한 네팔인 동문은 총 28명이다. 이 모임에 참석한 12명 중에 럽 팀시나 목사도 있었다.

팀시나 목사는 우리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99년에 졸업했다. 고국인 네팔로 돌아간 팀시나 
목사는 2002년도에 카트만두에 네팔성경교회를 개척하고 같은 장소에서 현직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쉐퍼드신학교를 설립했다. 참고로, 최근까지 신학 교육이 미약했던 네팔 교회는 성도들 중에
서 믿음 좋은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신학교는 총 500시간 교실 수업과 
400시간 실습 수업으로 이루어진 1학기 과정의 교육을 현직 목회자들에게 제공한다. 팀시나 목사의 비전과 
섬김을 통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00명의 현직 목회자들이 신학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 교회와 ACTS는 1명의 네팔인 목회자 후보생에게 3년 동안 약 3천만원을 투자했지만, 500명의 현직 
목회자를 교육하는 결과를 낳았고 500개 교회를 영적으로 돌보는 열매를 맺었다. 팀시나 목사는 한국교회
와 ACTS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와 네팔에서는 큰 금액의 헌금을 모교에 기탁했다.

아랍문화연구원은 10월 24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APEN(아시아, 페르시아, 유럽 
난민사역네트웍)과 온누리 M미션 공동주관으로 난민선교를 위한 <2019 United 
Refugee Ministries> 포럼을 진행했다. 난민사역을 하고 있는 독일, 레바논, 요르단 선
교사들의 선교사역소개와 선교동원의 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포럼 프로그램 중 관심
분야별 토론시간을 소그룹으로 갖고 각 그룹의 토의내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랍문화연구원을 통하여 해외난민선교 봉사를 다녀온 우리대학 졸업생들도 참
여하여 난민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망하는 시간이 되었다. 국내 난민사
역전문가들과 무슬림선교사역자들도 함께한 이번 포럼은 국내 난민사역에 대한 가능
성과 필요성, 그리고 국내 난민사역을 위한 동원을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예배는 오
아시스 연구원장 인천교회 김진욱 목사의 설교와 우리대학 클래식 앙상블 <라흐마니
노프>가 특별연주로 섬겨주었다. 

ACTS세계지역연구소는 연구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0일 농생명산업연구원
을 신설하였고 원장에는 이강섭 박사를 임명하였다. 세계지역연구소는 산학협동의 
통로역할을 하며 국내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올바른 선교정책 및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연구원 설립 및 이강섭 원장 임명

네팔인 동문의 사역과 사랑

2019 United Refugee Ministries 포럼 개최

기간  2019년 8월 27일 ~  
2020년 1월 26일

목적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중기봉사단 
        빈민가 아이들 봉사, 음악교육 

인원  최문선 
(선교문화복지학과 4학년)

우간다
기간 2019년 12월 15일 ~ 21일

목적  환경미화, 노력봉사, 
교육봉사, 자활체험

인원 11명

지도 하태선 교수

필리핀
기간 2019년 12월 17일 ~ 31일

목적  태권도 전도집회 진행

인원 4명

지도 심창수 교수

말레이시아
기간 2020년 1월 2일 ~ 12일

목적  음악으로 난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전달

인원 8명

지도 소윤정 교수

레바논

▶

▶

▶

겨울 방학  해외 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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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문화권 교육 선교  저자 : 김덕영, 김한성 교수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 훈련이 부족하면, 아무리 노련한 교사라고 해
도 외국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타문화권에 충분한 이해와 절대적
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타문화권 교실에서 어떻게 교
사들이 영어 교육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예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ACTS신학저널 40집
기고자 : 
김대웅, 신종철, 윤은석, 김상엽, 전
대경, 서혜란, 공일주, 구성모, 김광
성, 소윤정/고원규, 안점식, 정지웅

ACTS신학저널 41집
기고자 : 
김성진, 석진성, 최윤갑, 김민석, 임
도균, 송경아, 김다니엘

예레미야와 함께  저자 : 조휘 교수

예레미야의 소명은 그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하고 즐겁지 않은 부르심이다.  
그가 상대해야 할 유다백성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패역한 사람
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악하고 거칠었다.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었던 예레미야! 그가 목숨을 걸고 고통 중에 선포
했던 메시지, 언약백성이 꼭 들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겼다.

2020학년도
정시‘나’군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9. 
   12. 26.(목) ~ 12. 31.(화)

• 전형일 :  
2020. 1. 15.(수)

입학문의

• 전화 :  
031)770-7701~2

• 홈페이지 :  
www.acts.ac.kr

<신간도서 안내 >

신입생 모집 안내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의
8가지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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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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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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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훈련 : 신앙수련회, 생활관, 소그룹 등을 통한 경건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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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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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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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미국ACSI인증 국제기독교사, 청소년상담사, 
                          국제문화교류사 자격 취득 가능

★ 선교사 자녀 100% 장학금 지원       ★ 대안학교 출신 매학기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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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20. 1. 13.(월) 10시 ~ 
          1. 17.(금) 17시

선교대학원 비즈니스선교학 (선교학신학석사, 선교학문학석사 과정)

2020년 3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에 비즈니스선교 전공이 신설됩니다. 비즈니스선교학의 

교육목적은 최근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우며, 선교적 기독 실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성경적으로 바르고 문

화적으로 적절한 비즈니스선교(Business as Mission) 교육을 한국 선교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1. 교육목표 : 본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a. 타문화권 BAM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b. 기독교적이며 선교적인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c. BAM 트레이너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2. 교과과정 
    BAM의 선교적 기초 / 창업기업가정신 / 창업 실무 / 타문화권 비즈니스 모델과 싸이클 / 

    타문화권 시장조사와 마케팅 / 회계와 재무 /  타문화권 조직관리와 리더십 / BAM사례연구 / 

    선교신학 / 선교인류학 / 선교실습

신학대학원 성경강해학 (신학석사 과정)

성경강해학은 정기적으로 설교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 또는 목회후보자들에게 성경에 충실한 설교 

를 할 수 있게 하는 심화교육과정입니다. 성경본문의 정확한 주해와 적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훈련하

는 것을 통해 강해설교의 이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5학기 동안 학습하게 되며, 매 학기 구약 및 신약 각각의 장르 안에서 한 권(예. 모세오경 

중 민수기, 바울서신 중 로마서)을 택하여 각 권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경 본문 자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해하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구분 신학석사(Th.M.)

구약학
모세오경 시가서

역사서 예언서

신약학
복음서 바울서신

역사서 일반서신/계시록

설교학(선택) 설교 이론과 실제   설교클리닉

모집과정

① 일반대학원 : 신학석사, 문학석사 

② 신학대학원 : 목회학석사, 성경강해학(신학석사) 

③ 선교대학원 : 일반/북한선교학, 아랍지역학, 

 스포스/미디어/비즈니스선교학

④ 교육대학원 : 교육과정, 상담, 다문화교육

⑤ 상담대학원 : 가족상담학, 기독교상담학

⑥ 복지대학원 : 사회복지학



14

ACTS NEWS    |    VOL.54

AIGS Theological Forum

AIGS에서는 학생들의 신학적인 이해를 높이고 세계 신학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신학자를 초빙하여 포럼을 진행하고 있

으며, 지난 11월 28일 제25차 AIGS Theological Forum을 개최하였

다. 이번 포럼의 강사는 미국의 Missio Theological Seminary의 신

약학 교수인 스티븐 S. 테일러 박사(Dr. Stephen S. Taylor)였으며,  

“선교적 해석학: 성경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의 선교 (Missional 

Hermeneutics: The Bible and God’s Christ-shaped Mission)”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Excellence Essay Award & 
Mission Scholarship

지난 11월 26일 종강예배에 Excellence Essay Award & Mission 

Scholarship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 두 장학금은 2017년 박은란 

집사의 지정후원금이 국제교육원에 기탁되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

이 선발 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올 해는 ‘Excellence Essay Award’

에 인도의 Krupavaram Lella(Th.M+Ph.D.)가, ‘Mission Scholarship’

은 우간다의 John Konyi Aluwe(Ph.D.) 학생이 각각 선발되어 장학

금을 수여받았다.

AIGS 신앙수련회

8월 22 ~ 23일까지 진행된 가을학기 AIGS 신앙수련회는 ACTS 공

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학부, 대학원과 함께 하였다. 양승헌 목사

(세대로교회)가 “구약 한 줄로 꿰기(An All Overview of the Old 

Testament)”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AIGS 학생들은 개회예배에서 

각국 전통복장의 옷을 입고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번 

신앙수련회는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Theodrama “MISSIO” 
Production

ACTS는 2014년부터 떼오드라마(Theodrama)를 통하여 신학과 예술

의 통합을 연구하고 실험하여 무대에 올리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떼오

드라마는 ACTS 학부생들과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예술

(음악, 댄스, 마임, 연기, 디자인, 미디어) 프로덕션이다. 2020년 5월에

는 “Missio”라는 대규모의 떼오드라마를 공연하기 위하여 기획 중이

다. 총 감독과 안무를 맡은 김다니엘 교수는 Missio 프로덕션을 통하

여 “선교” 주제를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 본

교의 아세아복음화와 세계선교 비전에 접목시킬 계획이다. 온 ACTS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교육원(AIG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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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Donation for ACTS Development  
by AIGS Alumna, Nancy Dinar Patrica

Nancy Dinar Patrica, an Indonesian alumna, who graduated 

from AIGS in 2003 with an M.Div. degree, donated $4,000 

for the ACTS development fund. After her graduation, 

Nancy served as the co-pastor (along with her husband 

Fernando) at Galilee Church in Jakarta, Indonesia, while 

also running an English “school for the talented” called 

Noble Academy. Even to this day, Nancy has been in touch 

with AIGS, continuing to sponsor scholarships to her fellow 

AIGS students.

“Derek-Shalom” and “Prayer Garden” 
Established on Campus
A trail named “Derek-Shalom” has newly opened on 

campus. Midway along the trail, there is a “Prayer Garden” 

in the relaxed surrounding of pine forest, providing a 

space for the students to pray and meditate, as well as to 

fellowship with one another.

Reconstruction of Prayer Room  
by Voluntary Students
Some 30 volunteer students have transformed the 

old prayer room into a space that is conducive for the 

students who desire to pray. What is meaningful is that this 

reconstruction has been accomplished by the students 

contributing their talents in painting the room, as well as 

donating props for the room.

Ministry and Love of Nepalese Alumnus
In his recent trip to Nepal and India to collect his research 

data, Professor Han-sung Kim held a meeting with the 

Nepalese alumni of ACTS. Thus far, a total of 28 Nepalese 

alumni have graduated from ACTS. Among the 12 alumni 

who attended the meeting was Pastor Rupnarayan 

Timsina, who graduated from ACTS with an M.Div. degree 

in 1999. After returning to Nepal, Pastor Timsina founded 

Nepal Bible Church in Kathmandu in 2002, as well as 

Shepherd Institute for the local pastors and church leaders 

in the same place. Through Pastor Timsina's vision and 

service, a total of 500 local pastors were able to take 

theology classes from 2002 to 2019. Thus what the Korean 

church and ACTS have invested (some 30 million wons) in 

one Nepalese pastoral candidate student over the period 

of three years has resulted in the education of some 500 

local pastors and the spiritual care of some 500 churches. 

Pastor Timsina expressed his deep gratitude to the Korean 

church and ACTS by presenting an appreciation plaque, 

along with a large amount of donation.

Excellence Essay Award & Mission Scholarship
AIGS has awarded Krupavaram Lella (Th.M+Ph.D.) from 

India and John Konyi Aluwe (Ph.D.) from Uganda with 

the 2019 Excellence Essay Award and the 2019 Mission 

Scholarship, respectively, at the closing chapel service.

Theodrama “MISSIO” Production
Since 2014, ACTS has engaged in the so-called “theodrama” 

production, integrating theology and the arts. These multi-

arts (music, dance, mime, acting, design, and media) stage 

productions involved the participation of both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IGS). Currently, there is a plan in progress for 

a large-scale theodrama production called “Missio” which 

will be performed in May, 2020. Professor Daniel Kim, the 

artistic director and choreographer, plans to present on 

stage the theme of mission — which is consistent with 

our school’s vision of evangelization of Asia and global 

mission —  from both theological, historical, and strategic 

perspectives. This will be a wonderful opportunity for the 

entire ACTS community to pray for and to participate 

together in this upcoming production.



홈페이지 새 단장 OPEN
www.acts.ac.kr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반응형으로 PC,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셔서 ACTS인들의 소식을 전하는 친교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9. 12. 26.(목) ~ 12.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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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문의: 031)770-7701~2

2020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20. 1. 13.(월) ~ 1.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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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문의: 031)770-77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