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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액츠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액츠 가족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
하면서 우리는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과 펼쳐질 일들로 인
해 염려반 기대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입학률과 재정적 압박은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지만 새해에 펼쳐질 새로운 사업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대
로 설레게 합니다.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었던 생활관 건축이 올해에는 시작
될 예정이고 새로운 좋은 교수님들을 모셔서 학교는 연구
와 교육에 있어서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학
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양한 시설이 학교 캠퍼스 내
에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액츠 가
족 모두가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고 또 우리 학교를 사랑하
는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기도가 한데 어울려져
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 후원금이 
필요한 양보다 그 이상으로 모금되는 기쁜 소식도 있었습
니다. 우리 학교를 사랑하셔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
는 한국교회의 뜻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의 마
음이 더욱 든든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공부하고 교
수님들은 더 신나게 가르치시고 직원선생님들은 더 기쁘
게 섬기시고 동문들은 더 힘 있게 도움을 주시고 많은 후원
자분들은 더 믿음직스럽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학교가 더 
아름답고 정결하고 귀한 학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액츠 가족 모두의 기도와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올해에도 매 순간마다 액츠가족과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모든 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신대 제11대 총장   정 홍 열 

ACTS는 진리와 열정을 품고, 
세계 곳곳에 다양한 빛깔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ACTS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아름다운 소명이자 비전입니다.

ACT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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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최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한 ‘아신대학교(ACTS 
University)’는 2021년 8월 31일 제9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원 이사장 이장호 박사와 제11대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 박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아신대학교 김경윤 이사(목포 창조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 예배는 
학부 총동문회장 김윤동 목사(이천 안디옥교회)의 기도, 신학대학원 김
혁 원우회장의 성경봉독, 바리톤 석상근의 특송, D.Min. 동문회장을 역

임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목사의 설교 후 박장혁 이사(드림교회)의 이
사장 추대패 증정, 최남수 전이사장(광명교회)에 대한 공로패 증정, 학
교법인 이사였던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 장신대 서정운 명예총
장, ACTS 타문화권사역자회 김광배 회장, 학부 최벼리 동문의 축사와 
김은호 이사(오륜교회)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아신대학교는 3년 후, 개교 50주년인 희년을 앞두고 있다. 세계복음화
를 위한 아신대학교의 힘찬 새출발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지와 관심
이 필요하다.  

제9대 이사장· 제11대 총장 취임 감사 예배

ZOOM IN
ACTS

ACTS NEWS ZOOM I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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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신학저널, 국내·외에서 인정받다
아신대학교(ACTS, 총장:정홍열) 신학연구소가 발행하는 ｢ACTS신학저널｣이 ‘2021년 등재학술지 재인증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재선정되었다. 
｢ACTS신학저널｣은 2016년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가 되었고, 2018년에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등재지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학술지
를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 평가였고, 본 학술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본 학술지는 금년도 재인증 평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올해, ｢ACTS신학저널｣은 국내 학술 분야의 재평가 통과와 함께 해외 신학 학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 최근, ｢ACTS신학저널｣은 미
국신학도서관협회(American Theological Library Association, 이하 ATLA)의 종교분야 데이터베이스(ATLA Religion Database) 색인 학술지로 선
정되었을 뿐 아니라, ATLA를 통해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원문 공개 서비스도 시작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중 ATLA에 색인된 학술지는 
20여종이며, 원문이 공개된 학술지는 12종에 불과하다. 앞으로 한국의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을 북미와 여러 나라의 개신교 신학자와 선교학자들에게 
보다 쉽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ACTS신학저널｣은 1984년 제1권을 출간했으며, 아신대학교(ACTS)의 설립 목적과 이념인 신본주의, 복음주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이 학술지는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선교학, 신학 등 한국교회와 세계 교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 논문들을 출간하
고 있다.

｢ACTS신학저널｣의 편집위원장인 김한성 교수는 아래와 같이 소감을 밝혔다. 

“아신대학교는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세계 교회가 협력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1974년부터 ACTS는 ｢ACTS신학저널｣을 통해 한국에서 
복음주의와 세계 선교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고, 영문 논문들을 통해 세계 신학계와 선교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수고들이 모여 가시적 열
매들을 거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쾌거가 있기까지 함께 짐을 지셨던 편집위원 교수님들과 담당자인 박영진 선생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ACTS신학저널｣이 국내외에서 복음주의 신학과 선교학 연구를 증진시키는 데 일익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명 변경
빠르게 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대학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자 
‘아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시
작했다. 

아신대학교는 교명 변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설문조사 및 설명회, 
주요 위원회, 교수회의,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
였으며 지난 7월 1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변경된 교명을 사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아신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은 기존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를 줄여서 부를 때 통상적으로 아신대로 사용되어 왔던 친숙함을 
유지하는 동시에 길었던 기존 교명의 단점을 보완했다. 아신대학교
를 새롭게 접하는 사람들과 예비신입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명으로 예상된다.

ACTS NEWS

아신대학교, 경기도 교육청의 지역 기반 
교원 연수기관으로 선정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지난 8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별 교원연수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청-거점연수원-연수기관이 지역 
단위 실무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과 연수기관 특성 반영해 연수를 운
영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아신대를 포함한 도내 16개의 업무협약 기관 및 거점 
연수원과 협업한다. 2022년, 교육지원청은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수 기
획 단계부터 지역 기반 교원연수를 운영한다.

김용환 아신대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신대가 위치
한 양평 인근 지역의 교원들이 특정 연수를 듣기 위해서 원거리의 연수
운영기관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원역량을 높
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62022 JANUARY VOL.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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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학교, 네팔선교연구원 
신성임 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장기 과제 선정되다
아신대학교 네팔선교연구원(원장 권준호 목사)의 신성임 박사가 한국연
구재단의 “2021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 연구 과제는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하
도록 지원하여 우수연구인력 육성 및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 도모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 과제는 5년 장기 과제(매년 40백만원)
로서 첫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신성임 박사가 제안한 연구 주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한
국 기독교의 선교 패러다임 변화-타자성과 환대를 중심으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고, 국내 이주민 선교가 확대되고 있는 최
근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다. 

신성임 박사는 “다샤인 축제의 상황화를 통한 네팔 선교 전략”의 박사 학
위 논문으로 2020년 2월 주안대학원대학교를 졸업했다. 아신대학교 김
한성 교수는 외부 논문 심사위원으로 신 박사의 학위 논문을 접했다. 그 
후, 김 교수는 신성임 박사를 네팔선교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초빙했다. 

신 박사는 2020년 한 해에 모두 5편의 연구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
지 학술지에 게재하며 탁월한 연구 능력을 보여주었다. 2020년 12월 한
국선교신학회가 수여한 신진학자 우수논문상을 신성임 박사가, 중견학
자 우수논문상을 김한성 교수가 나란히 수상하여, 이들의 네팔 선교 연
구에 대한 열정과 수고를 학회가 높이 사기도 했다. 

아신대, 재단법인 서대문
부지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
아신대학교(ACTS)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단법인 아
세아연합신학연구원(이하 “재단법인”)의 서대문 부지 관련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에 승소한 재단법인 부지와 관련해서 ○○건축은 2021년 7월 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곧이어 7월 9일에는 ○○회사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며 아신대와 재단법인을 비방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건축이 재단법인의 회의록 불법변경
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인 이사회 결의가 없이 진
행된 부동산매매계약은 공익법인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
다. 

○○건축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단법인을 
운영하려 했다는 이장호 이사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재
단법인이 아신대와 함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힐 장학재단,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으로 장학금 1억 기부
엘앤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은 2021년 8월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
해 아신대학교에 외국인 학생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권 회장은 아
신대 이장호 이사장이 시무하고 있는 높은뜻광성교회 성도로서 아신대 
사역에 감동을 받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외국인 학
생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한 바 있다.

엘앤피코스메틱㈜은 대표브랜드인 메디힐을 통해 데일리 마스크팩을 
출시하여 국내외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명실
상부한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
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창업자 故 유임순 여사의 업적을 기념하여 세워
진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해 국내 여러 대학의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려는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메디힐 장학재단을 통한 권오섭 회장의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메디힐 장학재단의 후원이 아신대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본 대학 평생교육원, 양평군
「5060세대 양평행복캠퍼스 운영」

협력기관으로 선정
경기도 양평군청은 지난 12월 31일에 양평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종합서비스(상담, 교육, 일.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재
사회화 및 고품질 교육과정을 운영할 협력기관으로 우리 대학 평생교육
원을 선정했다.  

양평군 내 거주하는 중장년(만 50세 이상~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시
행하는 이 사업은, 중장년 재사회화 및 생애 전환 교육을 중심으로  중
장년에게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중장년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사업을 지
원하며, 나아가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상담과 일자리 및 창업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
여 2022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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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학번 동문 주관 예배 및 장학금 전달식
2021년 10월 26일 화요예배를 90학번 동문들이 주관하여 진행했다.

사회는 이정훈 목사(하늘정원교회), 기도는 하승기 선교사(예수전도단)
가 맡았고, 설교는 김진철 목사(죽전로뎀교회)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
는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90학번 동문장학금”
을 유앤 학생(신학과 2학년), 김혜미 학생(선교중국어학과 3학년)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학금을 수상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삶과 사역을 축복하는 기도문을 전달함으로써 선배님들의 귀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90학번 동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수가 다른 선배 학번들의 귀한 
마음들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말도 나누어 주
었다.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장학증서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수여하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시상식이 9월 2일(목) 개강예배
이후 진행되었다. 인문100년 장학금은 인문〮사회분
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재능과 소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교에서는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심주영 학생이 선발
되었다.

2021-2학기 선교영어학과 동문회와 
후원회 장학금 수여 행사의 건
선교영어학과 동문회와 후원회는 2021년 11월 30일 본교 다락방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동문장학금은 선교영어학과 3학년 김수빈, 4학년 김효주 학생에게 전
달되었고, 후원장학금은 2학년 민한비, 2학년 장한나, 3학년 서동기, 4
학년 지예림 학생에게 전달되었다.

위 학생들은 선교영어학과가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복음과 영어와 비
전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뿐 아니라, 장래가 촉
망되어 소정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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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특기자 장학금 수여식
2021년 11월 2일(화) 예배 시간에 언어특기자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언어특기자 장학금은 본 대학교에서 지정한 언어(한자, 한국어능력, 스페인어, 영
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1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
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1-2학기 대상자는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정성민외 9명 총 
7,600,000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언어특기자 장학금은 2년내의 공인성적표를 장학금 신청기간에 제출하고, 등급별 
해당하는 점수와 기본적인 요건(백분율점수, 경건생활점수)을 갖추면 수혜받을 수 
있다. 언어특기자 장학금 취지에 맞게 본교생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기대한다.

제43회 ACTS 선교대회 개최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아신대학교(ACTS, 총장 정홍열)는 제43회 ACTS 선교대
회를 10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열방을 향한 주의 뜻을 이
루소서!”이다.

아신대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대회를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오히려 
더 확대했다. 예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의 일정이었던 선교대회를 올해는 5일로 늘렸다. 

10월 28일(목)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선교 헌신 예배에서 전 국제위클리프 부대표였으며 현재 선교 컨설
턴트로 세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민영 선교사가 요한계시록 7:9~12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10월 28일 (목) 오후 1시 30분~2시 50분, 3시~4시 20분, 4시 30분~5시 50분에는 각 시간마다 4~7개 국가
들에 대한 선교 세미나가 동시에 열렸고, 참가자들은 각 국가의 선교 상황과 필요들을 접할 수 있었다.

10월 25일~29일, 매일 저녁 8시~9시까지 Zoom을 통해 “세계를 품는 기도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매일 
대륙과 국가들을 다르게 선택하여 기도했다. 

이번 선교대회는 기간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의 참여 또한 많았다. 현재 약 20여 국가에서 사
역하고 있는 아신대 동문 선교사들이 기도회와 세미나를 이끌었고 참가자들은 생생한 선교현장의 목소리
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을 위해 아신대학교는 ACTS 출신 선교사역자 모임인 아신대학교 타문화권 사역자회
(ACSA)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ACTS 선교대회는 아신대의 개교 직후인 1976년에 ‘아세아복음화 조찬기도회’에서 “아시아 선교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초청하여 ACTS 공동체와 
함께 아세아복음화를 위한 집회와 세미나 및 각종 축제를 개최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같은 해 열린 ‘아세아 선교의 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2회 온라인 ACTS 선교포럼
아신대학교(ACTS) 선교대학원은 한국 선교사와 교회를 위해 제2회 온라인 ACTS 선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선교지 교회의 자신학화와 자립”이다. 이 포럼은 11월 1일과 8일에 저녁 8시부터 9
시 15분까지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온라인 선교 포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참여 가능했다. 대상은 선교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며 참가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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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학교(청소년)폭력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역할모색 포럼
제목 : �2021년 양평군 학교(청소년)폭력 실태조사와 �

지역사회 역할모색 포럼 개최
일시 : 2021년 11월 15일 16:00~17:30
장소 : 양평생활문화센터 2층 공연장

2021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는 양평군에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첫 번째 결실로서 양평군과 아신대학교가 
관학협력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다. 

김준수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최금순 교수, 민경연 박사가 참여했으
며 양평군 학교폭력문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
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양평군 학교(청소
년)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고 향후 
양평군의 청소년들에게 최적화된 임상적, 정책적 대책마련에 이바지하
게 되었다.   

2021학년도 아신대 신학대학원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다
지난 10월 28일(목) 아신대학교(ACTS)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과정 
(한국어 / M.DIV.) 원우회(원우회장 김혁) 주관으로 2021년 홈커밍데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다시 하나 된 ACTS”라는 주제로 본관 대강당 등에서  
이장호 이사장, 정홍열 총장, 교수, 동문 졸업생, 재학생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배와 환영식, 친교 및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신대원 동문회장인 손영복 목사(3기/열방반석교회)의 사회와  
김경하 목사(11기/속초참사랑교회)의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
다”(요 14:20)라는 설교와 CCM 사역자 김베레카 목사(12기)의 특송으
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2부 환영식에서는 재학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난타, 워십댄스, 
군가찬양, 헤세드 중창단 찬양)으로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을 환영했고,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재학생과 동문들이 ACTS 가족으
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3부 행사에서는 총장, 교수, 동문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께 친교를 가지
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나누고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했다. 행사 마지막
으로 본관 앞마당에서 진행된 야간 기도회에서는 학교를 위한 기도와 
동문들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찬미의 노래를 합창했다. 무엇보다 
ACTS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신본주의·복음주의·아세아/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적 삶과 교회연합적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하
며 기도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원우회는 홈커밍데이 행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도 침체된 예배를 회복하고, 학교와 동문과 재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나눌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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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심화 교수는 1988년에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3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교에서 교육, 연구, 행정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해왔다.  

아세아학과의 전임 교수로 학과의 발전을 위해 교과과정 수립과 
운영뿐 아니라 학생지도 또한 해왔다. 그의 제자들은 현재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직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NGO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를 선양하는 데 힘쓰고 있다. 

1990년 후반, 아세아학과를 아세아선교학과로 전환할 때와 2010
년대 초반, 선교중국어학과를 신설할 때도 우심화 교수는 많은 수
고를 했다. 그는 아세아학과장, 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문
헌정보관장, 선교중국어학과장 등으로 학교의 여러 행정 보직을 
도맡아 오랜 기간 동안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일했다.

또한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 여러 해 동안 사재까지도 아낌없이 사
용했다. 학생들이 중국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방학마다 한 달 반
씩 중국과 대만으로 학생들을 인솔하여 다녀오기도 했다.

‘대태경교류행중국비’, ‘비문 역주’, ‘공자의 인 사상 연구’, ‘기독교 
인구 수치로 본 중국교회의 현황과 과제’ 등 다수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중국어 입문’, ‘삼박자 중국어 배우기’, ‘인터넷 시사 
중국어’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국내 거주 중국인 화교와 유학생,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 사회봉사 사역에도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교회들에게 협력을 요청하
고 이끌어 냈다. 

우심화 교수의 섬김은 많은 중국계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보다 쉽
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이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
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아신대학교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3년제 온라인 교사대학 과정을 
개설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설되는 아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
학’은 양질의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교회
나 미자립교회를 돕고, 기존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
들에게도 보다 깊이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해진 온라인 교
육 플랫폼을 이용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고의 강사진으
로 구성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한인 교회와 선교
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다. 

특히 본 온라인 교사대학 과정을 위해 아신대학교의 각 분과별 교수진
은 물론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김형
국 목사(나들목교회), 이장호 목사(높은뜻광성교회), 강영안 교수(미국 
칼빈 신학교) 등 초호화 강사진이 강의를 섬겨 주기로 하여 많은 기대
를 모으고 있다. 본 교사대학 과정은 총 3년(6학기)의 과정으로 매 학기 
필수과목 2과목과 선택과목 2과목(4과목 개설)을 수강해야 한다. 3년
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될 시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의 개설을 총괄하고 있는 아신대학
교 교육연구소 이숙경 소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들의 수
준에 달렸음”을 강조하며 “이제는 그때그때 적당한 강사를 불러서 형
식적으로 해 나가는 교사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커
리큘럼으로 설계된 깊이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
며 많은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2021년에 한
해 1인당 1년 등록금
(10만원)을 50% 할
인하여 5만원에 등록
이 가능하고(21년에 
한해 3년 전 과정 등
록비를 할인 받을 수 
있음), 또한 아신대
학교 동문 교회나 미
자립교회, 그리고 선
교지 같은 경우 추가
적인 할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상담을 원
하는 분은 아신대학
교 평생교육원(031-
770-7889, edu@
acts.ac.kr)으로 문의
할 수 있다.  

우심화 교수 은퇴 감사예배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3년제 온라인 교사대학 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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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육연구소에서는 학생들의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연구능력을 함양하고자 2014년부
터 매년 ‘ACTS 기독교교육 논문 및 교육자료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기독교교육에 관심이 있는 본교 
및 타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다. 

통일부는 2021년 2학기 대학생들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양,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강좌 공모 결과 14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
에 아신대학교가 선정되어 통일교육강좌가 진행되었고 아신대학교는 
이미 유일한 선교대학원 북한선교학과를 23년전 설립, 한반도 평화통
일을 향한 북한선교강좌가 진행되었다. 

“통일아 함께 가자: 사랑, 소통, 동행”은 3학점 과목이다. 2021년도 2학
기 특강 11강좌의 전문박사님들의 강의, 현장학습으로 한반도 평화통
일의 긍정적 인식의 전환과 글로벌 한반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
인재를 꿈꾸는 뜻깊은 수업이었다. 특히 현장학습은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분단의 현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제3땅굴을 레일로 
들어가 탐방하며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학우도 
포착되었다.

서울대학교 김병로박사, 이화여대 김석향박사, 서울대학교 김병연박사
의 강의 주제는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의식”, “북한의 경제현실과 남북통합”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로 진
행되었다. 1일 현장학습은 비무장지대(DMZ)탐방으로 자유의 다리, 임
진각, 해마루촌, 제3땅굴을 견학, 분단 현장을 체험,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을 다지는 귀중한 일정이었다. 

조별 학습 활동 작품인 동영상, 조별 프로젝트, 수상 소감문 등으로 통
일부우수학생 4명은 문화상품권을 수령했고 다음 학기를 기대한다. 
2022년 1학기 통일특강강좌, “변화하는 북한사회: 북한문화로 보다”
에서는 북녘땅이 환하게 보이는 강화도 분단의 역사현장을 탐방할 수 
있다. 

문의: 윤현기 교수(010-2368-5585) 

제8회 ACTS  
기독교교육 논문 및  
교육자료 공모전 개최

통일아 함께 가자: 사랑, 소통,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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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으로 향하는
ACTS의 
새로운 행로

AIGS
NEWS

2021. 8. 26(목) ~ 8. 27(금) AIGS 수련회가 다락방에서 진행되었다. 

신앙수련회 강사로는 Bill Ray Majors 목사님이 “Are You Dying to Live?(고린도 전서 15:22)”라는 주제로 외
국인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다. 

AIGS 신앙수련회는 매 학기 개강 전이나, 후에 시행하는 영성 훈련으로써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
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첫 예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 학생들
은 온라인으로 신앙수련회에 참여했다. 

1
2021-가을학기
신앙수련회 개최

줌으로 예배에 참여 중인 AIGS 학생 모습 신앙수련회 강사 목사님과 단체 사진 촬영

ACTS NEWS AIG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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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을학기 졸업식이 2021년 8월 26일(목)에 열렸다.

AIGS 졸업생으로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Andrew Haruna 
(신학석사, 구약신학 전공)학생과, 

태국 국적의 Siriphan Terkae (목회학석사)학생이 졸업했다.

Andrew Haruna 학생은 졸업 후 본국인 나이지리아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Siriphan Terkae 학생은 본교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가고 있다. 

2021-가을학기 졸업식

2
❶ 나이지리아 Andrew Haruna 학생과 총장님과 함께  
❷ 태국 Siriphan Terkae 학생과 총장님과 함께

1

2

서부교회
마스크 10,000매 기증3

서부교회(Rev. 임채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10,000매를 기증했다.
마스크는 ACTS 구성원 모두와 AIGS 학생들에게 각 100매씩 
제공었다.  

ACTS NEWS

2022 JANUARY VOL.58

1

2

❶ 아신대학교 본관앞
     (왼쪽부터)위현숙 총무처장/ 조형희 목사/ 송형섭 목사/ 이한영 부총장  
❷ William Palme (필리핀), Mugisa Gad(우간다),
     Zeliang Zierangbe Namputlang(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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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ACTS 선교대회를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외국인 학생들은 
본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목요 채플에 참석했다.

채플 이후에 총장과 교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
했다. 제43회 선교대회 예배는 2021년 10월 28일(목) 11:00 진행
되었다.

온누리교회 : 성탄 선물 후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에서는 소외된 이웃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Angel Tree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Angel Tree는, 평소 눈여겨본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제삼자로부터 사연을 받아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Angel Tree 게
시판에 게재한다. 성도들은 Angel Tree 게시판에 게
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은 후 12월 25일
까지 사연에 적힌 주소로 성탄 선물을 보낸다. 이 행
사로 2021년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들께서 본교 외국
인 학생들의 사연을 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성탄절 전까지 전달했다. 외국인 학생들은 국적·나이
를 불문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 선물을 기쁨으
로 맞이했다.

로뎀교회 : 성탄절 식사 후원

로뎀교회(Rev. 이용신)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본교 
외국인 학생들에게 도시락 후원금 1,000,000(원)을 
보내 주었다. 이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
과 한국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도시락이 제공되었다.

제43회 
ACTS 선교대회 참석

2021년 
성탄절에 후원해 

주신 교회

5

6

2021년 10월 6일(수) 기흥성모의원 이경일 원장은 진료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아내와 함께 아신대학교를 방문하여 AIGS 외국인 학생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4가)를 접종해 주었다. 
이 덕분에 매해 외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2021 가을
독감 예방 무료 접종

ACTS NEWS AIGS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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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의 간증과 사역
제 이름은 크리쉬나 쿠마르 비스와카마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가족으
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선물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힌두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
니다. 우리 가족 배경에서 누구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한 지칠 줄 모르고 저를 격려해주시
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의 한 지역에서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준 일
로 인해 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칼을 들고 죽이러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
역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 아직도 많은 험난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있으며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ACTS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신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은 나의 명예이자 특권입니다. ACTS
의 교수진은 친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기 위
해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에 의한 가르침은 훌륭한 신학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직원들은 매우 조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할 가치가 있다고 느
낍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친절하게 모든 외국인 학생을 지원해 온 사랑하는 
교회들, 기관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
릴 수 없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신학과 선교 훈련을 제대로 받
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친절한 사랑과 기도, 소중한 사랑의 후원에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
입니다.

③ 나의 비전
전 세계 인구와 비교해 네팔에서의 기독교인은 매우 적습니다. 제가 우연히 하나
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비전은 너무나 빛나고 살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
다.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저를 위해 끊
임없이 기도해 왔고, 비전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뿌리 내
리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네팔에서 하나님을 위해 실현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날 네팔에는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저는 2월 첫째 주에 네팔로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참여할 것
입니다. 제게 주신 비전은 “미전도 종족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역의 설립
은 다음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배출하고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매 학기 종강을 기념하여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회에서는 Farewell 
Party 행사를 진행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2022년 2월에 졸업 및 수료하는 14명(네팔2, 러시아1, 미국1, 베트
남1, 이집트1, 인도3, 필리핀1, 대한민국4)의 학생이 모두 참여하여 소감
을 밝혔다. 모든 졸업생이 한목소리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침을 주
신 하나님과, 교수진의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하나의 학문으로서가 아닌, 바른 신학과 인성·신앙 훈련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애쓴 교수진의 마음을 학생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뿌듯했던 시간이었다.

아울러, 이들이 수학하는 내내 여러 방법으로 등록금과 물품을 후원해 주
신 한국교회와 기관, 개인 모든 후원자 그리고 총장님과 교직원에게 감사
의 인사를 전달했다. 

2021년 12월 9일(목) AIGS 
Farewel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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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졸업예정자들이 소감을 전하는 장면

서승진 권사님은 학생들을 위해 매학기 Farewell Party에 
맛있는 도시락을 후원해 주고 있다.

▶ 수료 예정자인 Krishna Kumar Bishwakarma 소감문(네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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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우심화 교수  
짧게『용과 상제-기독교와 중국전통문화』의 두 특
징만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은 중국 
교회사는 아니지만 중국 교회사의 자매편과 같습니
다. 동전의 다른 한 면처럼요. 즉 기존의 중국 교회
사를 통해 복음의 중국 전파과정을 이해하지만, 시
대별 중국문화는 어떠했고 기독교는 그 문화와의 
관계가 어떠하고 결과가 어찌되었는 지를 파악하기
엔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부
족 부분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당나라 초기 경교
의 전파에서 청나라 말기까지) 
다음으로 이 책을 통해 현 중국의 넌 크리스천 지식
인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 또는 감정을 파악할 수 있
습니다. 이분들은 중국문화의 중심에 위치하고 중
국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는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
다. 따라서 이분들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이해함
은 사역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용과 상제� ▼

기고자
어윤선, 권오윤, 김성진, 송영목, 곽병구, 류성민, 
신종철, 이영식, 이상웅, 최성훈, 서혜란, 주정관, 
김수영, 김한성, 안점식, 우심화

ACTS신학저널 50집� ▼

기고자
조휘, 손하영, 정성국, 이수인, 전병철, 
함영주, 이성림, 고훈, 김성욱, 김덕영

ACTS신학저널 48집� ▼

기고자
V.Jeevan Prakash Kumar, Kong, Young Soo, 
Kim, Hak Bong, Kim, Daniel Johnguk, 
Bae, Choon Sup

ACTS신학저널 49집� ▼

저자: 하태선 교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실수하
면서 배우는 거니깐. 실수하면 ‘죄송합니다’라고 말
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실
수를 어른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지금은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구나’하고 기다려주고 한발짝 옆에서 
지켜봐 줘야 한다. 『청소년 문제와 보호』는 청소
년지도사로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도움
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청소년 
문제와 대책들을 담고자 했다. 일반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발달 과정상의 위기, 상황적인 위기 속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사
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했다.

청소년 문제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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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휘 교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채운 아모스서에 비하면 스바
냐서는 우주적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앞서 언급한 3장 17절이 성도의 마음에 위
로를 준다. 하지만 여전히 생소하다. 
본 주해서가 최대한 그 생소함을 해결하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의 의미를 가능한 그가 의
도한 바대로 확인하는 것을 돕는 것이 필자의 바람
이다. 이를 위해 스바냐서 히브리어 원전을 분석하
고 이에 기초한 주해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스바
냐 선지자가 전하는 바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기에 현재적 적용도 함께 담았다. 

스바냐와 함께� ▼

저자: 권오윤 교수   
이 책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창세기에 관한 책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창세기를 저자는 “성경은 성경
으로 해석한다.”라는 성경해석의 기본 원리에 따라 
성경적 문맥에서 창세기의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제시한다.
특별히 저자는 베드로전서 2:9의 관점에서 창세기
를 풀어 설명한다. 창세기는 출애굽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
라함과 같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이
삭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또한 야곱
과 같이 방황할지라도 그와 함께하셔서 결국은 하
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
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책은 일차적으로 신학에 입문하는 신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평신도들을 위해 쓰였
다.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자들에게
도 성경적 문맥에서 창세기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 ▼

저자: 허주 교수,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지난 20년간 이런 사
명감을 갖고 바른 신학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힘쓴 
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 학자들이 평생 신약성경을 
연구한 내용을 설교 형태로 엮어 내놓은 책이다. 신
약학자 27명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신
의 전공을 따라 성경신학적 통찰 아래 신약성경 각 
권의 말씀을 본문으로 풀어 해설한 이 책은 성경 본
문의 문맥과 1세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것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간결하고 쉽게 설
명하였으며, 설교마다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를 통
해 신약성경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드러낸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 
신약학자들의 설교

저자: 권오윤 교수   
이 책은 십계명 해석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
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서이다. 언약서는 십계명(출 
20장)과 율례들(출 21장-23장)로 구성되어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
약에 대한 핵심적이고도 함축적인 규정이다.
율례들은 십계명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
용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 
설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책은 십계명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보다는 십계명과 율례의 관계를 
통해서 각 계명의 의미를 설명했다. 십계명의 순서
에 따라 첫째, 십계명 각 계명(출 20장)의 의미를 파
악하고 둘째, 율례들(출 21장-23장)을 중심으로 각 
계명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
다. 그리고 셋째, 성경적 문맥에서 십계명과 율례들
의 의미를 확장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략하
게 제시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 : 
십계명 해석의 원리와 실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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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SPONSORSHIP

생활관 건축 후원 
RinnahKim, 강호안, 고미선, 기가영, 김경진, 김상덕, 김영희, 김재진, 김정
호A, 김진미, 김진욱, 김진화, 김창환, 김태영, 김한성, 김현아, 나직균, 노의
수, 문명자, 박서윤, 박영란, 박영진, 박정임, 백승연, 백해옥,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안태일, 우혜영, 유서원, 이광호, 이명기, 이상민, 이영진, 이혜원, 이
희경, 정영일, 정지은, 조상식, 조지현, 조현종, 채수호, 최창덕, 탁진희, 한정
연, 허은정, 홍미란, 황성훈, 황호동

ACTS 발전기금 후원
(주)예람, (사)기독교문서선교회, (사)한국대학생,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 (주)문막운수, KB국민양평지점, M.Div.동문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민철, 권오윤(지윤,지헌), 권혜령, 길가에교회, 김경하, 
김규섭, 김다니엘, 김덕영, 김성진A, 김용환(김경민), 김준수, 나들목양평교
회, 동문(김기태, 박용범, 조성웅, 김종명), 로뎀교회, 모새골공동체교회, 박서
윤, 박응규, 방이교회, 베이직교회, 상심리교회, 세대로교회, 소망교회, 손신, 
신성욱, 아신대학교타문화권사역자회(ACSA), 안점식, 열린교회, 염천교회, 
오륜교회, 온누리교회, 우리제일교회, 우심화, 위현숙, 윤용만, 이상갑, 이수
인, 이정남A, 이정자, 이한영, 익명 후원(무기명), 인천온누리교회, 일반대학
원영성신학과, 장옥란, 장정애, 전병철, 정성국, 정홍열, 조암제일교회, 조휘, 
지구촌교회, 칠곡교회, 평생교육원성경공부반, 하남교회, 하정길, 한밭제일
장로교회, 한상화, 허주, 홍지희 

각국 선교연구원/개척 후원
GMS, JS메디칼, k-sound(고병식), 강성곤, 고인아, 김경빈, 김경식, 김경용, 
김다연(임영은), 김병열, 김선자, 김성옥, 김수미, 김신아, 김원희, 김은선, 김
응상, 김재희, 김정호B, 김진, 김진욱, 김형빈, 김황조, 노지희, 노희송, 녹색세
무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과학원교회, 대흥교회, 덕수교회, 동춘교회, 룻선
교회, 목동중앙교회, 바르실래선교회, 박병이, 박정순, 박정진, 박한조(박원), 
빌리온선교회, 서부교회, 선교교회, 성경적성경연구원, 성은하, 세리토스장
로교회(박규성), 소재현(김경희),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교회, 순복음
우리네교회, 안디옥열방교회, 영락교회제2여전도회, 영신교회, 오산제일교
회, 오영섭, 옥민욱, 용문교회, 원동오, 유기홍, 유라시아선교연구원, 윤정한, 
은좌교회, 은혜교회, 이경순, 이경애, 이미은, 이점화, 이해영, 인천교회, 임마
누엘교회, 임수영(김홍석), 장예림, 장완익, 장완익교수후원회, 전문정, 정유
미, 정진주, 조리라, 조지영, 중국신학연구원, 중동연구원, 쥬얼리빡스(박혜
영), 천안반석교회, 최상원, 하남교회, 하늘빛, 한강중앙교회, 행복한교회, 형
치과병원, 홍상락, 홍웅기 

대학/대학원 장학 후원
(재)본월드미션, ACTS상담대학원 총동문회, M.Div.원우회, 광주시청, 길가
에교회, 김경은, 김덕영, 김상덕, 김연숙, 김영미, 김용승, 김윤자, 김자영, 김
한성, 농어촌희망재단, 높은뜻광성교회, 무명(익명후원자), 박수원, 사단법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사랑의빛 장학회, 산본교회, 서울장학재단, 세브란스
치과의원, 송정이, 안해근, 영락교회권사회, 우보인터내셔날, 유지훈, 유지훈, 
이삭물류(주), 이수근, 이숙경, 총학생회(한아름), 평화교회, 홍덕진(DUKJIN)

외국인학생 장학 후원
(사)국제민간교류협의회, (주)예람, (주)메디힐장학재단, (주)에스피씨테크놀
로지, (주)태동씨엔에스, Chong Grace C (정은혜), CTSS선교회, IM 선교회, 
고효자, 과천교회, 광명교회, 글로벌미션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김다니엘, 
김윤동, 김은경, 김재건, 김준오, 김혜경, 김혜영, 김홍재, 김휘섭, 남*문, 남가
주사랑의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흥교회, 드림교회, 명업교회, 무명(익명후원
자), 무명3, 문호교회, 박서윤, 박정원, 방이교회, 비전교회, 사랑의빛 장학회, 
서광교회, 서부교회, 서성태,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영동교회, 선두교회, 섬
김의교회, 성시은, 세광교회, 수영로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신선주, 신성
일, 안산동산교회, 안산온누리M센타, 안상호, 안창남, 양평, 흰돌교회, 에스
겔선교회, 연희교회, 열방공동체교회, 열방교회(미션브릿지), 염천교회, 영락
교회소망회, 예담교회, 예수기념교회, 오륜교회, 우혜현, 원주제일장로교회, 
유미향, 유재원, 윤국일, 윤덕순, 윤정선교회, 윤정옥, 은천교회, 은혜교회, 이
명화, 이문승, 이미경, 이미원, 이수경, 이연영, 이정자, 이철헌, 이호진, 이효
숙, 익명후원자, 인천온누리교회, 재단법인 비오스 국제장학재단, 정우철, 정
읍성광교회, 창신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 청지기 공동체 PTA, 코리아 바이
블로, 하나선교회, 하남교회, 하늘역교회, 하민구,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
회, 한국여성복음봉사단, 한국제자훈련원채플, 홀리네이션즈 선교회, 홍천희
망교회, 황인서

ACTS 10만명 기도·후원 운동
(주)투인, 강갑구, 강성경, 고지은, 권영욱, 권혁찬, 김기천, 김동현, 김병준, 김
용운, 김용환(김경민), 김정미B, 김정숙(최기문), 김종일B, 김중숙, 김진경, 김
혜미A, 노의수, 박동원, 박명기, 박서영, 박영숙, 박응규, 박홍구, 배영희, 서경
선, 손신, 손영복, 손하영, 신영광, 신준섭, 심재학, 안경승, 양예진, 예수생명
교회, 원성아(뇌과학센타), 위현숙, 유서원, 육상근, 윤국일, 윤종문, 이광직, 
이광호, 이남진, 이문노, 이우형, 이정남A, 이정순, 장정애, 정미현, 정영일, 정
홍열, 제자교회, 조경묵, 조형우, 조휘, 채광석, 천재욱, 천지혁, 최권능, 최금
순,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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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SUMMARY

ACTS NEWS ENGLISH SUMMARY

The Inauguration Chapel Service of the 9th 
Chairman & 11th President
Recently ACTS University (Ashin University) formerly known as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celebrated the 
inauguration of its 9th chairman, Lee Jang-Ho, and 11th president, 
Jung Hong-Yul. The school followed all COVID-19 quarantine 
guidelines by limiting the number of the audience and offered 
the option of attending the Service either offline or online. 

ACTS University, Winning of Lawsuit Regarding 
the Business Project of Seodaemun Foundation
Recently, ACTS University won a lawsuit regarding the business 
project of Seodaemun Foundation as the Seoul Seobu District 
Court lifted its earlier injunction. An Architectural company’s 
accusation against the chairman turned out to be false and it 
was accepted that chairman Lee Jang-Ho had faithfully run the 
foundation under the law. This victory is a big step toward the 
future for both Seodaemun Foundation and ACTS University.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the Donation 
of One Hundred Million Won to AIGS
The president of L&P Cosmetic, Kwon Oh-Seop, donated one 
hundred million won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 ACTS 
University through the Mediheal Scholarship Foundation 
in August 2021. President Kwon is a member of God’s Will 
Kwangsung Church which is the church ACTS chairman, Lee 
Jang-Ho, is serving under. After being touched by the school’s 
mission work, President Kwon supported the school through 
various means and donated one hundred million won to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previous year as well.

Flu Shot For Free in Fall 2021
On October 6th 2021, Dr. Lee Kyung-Il of Giheungseongmo Clinic 
and his wife visited ACTS University after work even without 
having their meals to provide free flu shots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Because of their annual free 
servic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ble to enjoy the winter in 
good health. 

The Retirement Chapel Service of Professor  
Yu Shim-Hwa
Ever since he joined in 1988, Professor Yu Shim-Hwa not 
only served faithfully in the field of education, research, and 
administration for the university, but was also very active 
in community service. Through the service of professor Yu 
Shim-Hwa, many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were able to 
easily adjust in  Korean society. Moreover, Professor Yu Shim-
Haw created a positive impression of Korean soc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his service. 

2021-Fall Graduation Ceremony
2021-Fall Graduation Ceremony was held on August 26th 

(Thursday) 2021. Two AIGS students, Andrew Haruna (Master of 
Theology, Old Testament Major) from Nigeria and Siriphan Terkae 
(Master of Divinity) from Thailand, graduated from ACTS. After his 
graduation, Andrew Haruna is continuing his ministry in Nigeria 
while Siriphan Terkae is continuing her Th.M and Doctoral studies 
in ACTS. 

AIGS Farewell Party in December 9th (Thursday) 
2021
In AIGS Farewell Party, all fourteen graduating students of 2022 
February (Nepal 1, Russia 1, USA 1, Vietnam 1, Egypt 1, India 3, 
Philippines 1, South Korea 4) shared their farewell speeches. In 
one voice, all the graduating students were thankful to God  and 
their professors who faithfully taught and guid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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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대학교
• 원서접수  2022. 2. 22(화) ~ 2. 24(목)
• 모집 학부(전공)

- �신학부�
: 신학 전공

- �국제개발협력학부�
: 국제개발협력 전공, 글로벌영어 전공, 중국어 전공

-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 기독교교육 전공, 미디어콘텐츠개발 전공

- �상담복지학부�
: 사회복지 전공, 청소년상담지도 전공

• 문의  031-770-7701~2

대학원
• 원서접수  2022. 2. 9(수) ~ 2. 14(월)
• 모집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선교대학원
- �신학대학원
- �교육대학원
- �상담대학원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신설)

• 문의  031-770-7796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 이장호 목사(이사장) 높은뜻광성교회� • 김경진 목사(이사) 소망교회

• 김은호 목사(이사) 오륜교회� • 김형국 목사(이사) 나들목네트워크

• 박장혁 목사(이사) 드림교회� • 신영광 목사(이사) 글로리아교회

• 이규현 목사(이사) 수영로교회�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온누리교회� • 임채영 목사(이사) 서부교회�
• 정기수 목사(이사) 수동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염광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