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학부제 2.0 
세분화된 전공 지식을 넘어 
통합적 지식을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경력개발센터
취업뉴스, 채용정보 등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

교육혁신센터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의 질 개선

사제동행프로그램 
교수와 학생이 인생의 선후배로
함께 자라가는 프로그램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교육국제화역량인증 
대학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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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연합신학교의 새이름

아신대학교

신선한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보내실 분은 이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acts.ac.kr
이메일  skyair@act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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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신 가족 여러분, 

이제 곧 2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
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학교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대면으
로 전환되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신입생들
이 학교를 처음 찾는 기분으로 맞이하게 되는 2학기입니다. 실
제로 3학년까지도 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학기가 되니 신
입생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펼쳐지는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
서 우리학교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또 신부가 신
랑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맞
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진행된 신앙수련회는 “다시 미스바로!”라는 주
제로 새로운 형식의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오전 예배 때는 올
해 새로 임용되신 세 분의 교수님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고 새로운 비전을 불어 넣
어 줄 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한 찬양팀은 교수와 학부
생 그리고 신대원이 함께 모여 만든 연합찬양팀이 예배를 도
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
강수련회를 통해서 분명 많은 학생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셨
을 줄 믿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게 될 홈커밍데이에는 학부 82학번과 
92학번 선배님들이 졸업 후 수십년만에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
다. 후배들과 함께 감사예배도 드리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자랑스런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캠퍼스에서 한데 
어울리는 어울림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2학기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난 학기보다는 분명 활기찬 학교생활이 학
생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울
려지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부르심의 
소명을 찾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 10월의 마지막 주간에 진행될 “선
교대회”는 우리학교의 선교의 정신과 전통을 다시금 확인하
는 대표적 행사입니다. “오늘은 다락방 내일은 아세아!“ 다락
방에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전세계에 흩어져 선
교하는 동문 선교사님들과 후배들이 이곳에서 다시 만나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선교의 축제의 무대가 펼쳐집니
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다
시금 선교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2학기에도 어김없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수시와 정
시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어려워진 대학의 지형 속에서 하
나님께서 아신대에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려
면 다음세대를 이어갈 신입생들이 우리학교를 찾아와야만 하
는 상황이지요. ”안가 본 음식점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음식점
은 없다“는 어떤 음식점의 선전 글귀가 우리 아신대에 딱 어울
리는 표현입니다. 액츠를 다녀간 학생이라면 자신 있게 우리
학교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학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희년을 향한 아신대의 발걸음은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총장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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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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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 NEWS ZOOM IN ACTS

사람을 세우고 세계를 품는 대학,

아신대학교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이념에 힘써온 아신대학교는 지난 5월 3일
(화) 오전 11시 30분 강당에서 <개교 제4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
렸다. 이날 예배는 림형천 잠실교회 담임목사의 설교와 정홍열 총장
의 사회 아래, 유튜브 생중계와 현장예배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개교 48주년을 축하하며 AIGS 학생들의 특별 찬양이 울려 퍼졌다.

이어서 림형천 담임목사는 ｢불타는 떨기나무｣(출 3:1~12)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48년전에 아세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이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
회가 기도로 세운 학교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아신대학교
의 48주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지금까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40년, 30년, 20년 및 10
년 동안 힘써온 교수와 직원들에게 근속패를 수여했고, 본교 학부 및 
대학원 동문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역해온 홍순설 목사(아세아학
과84, 은천교회)와 이명숙 목사(신학과97, 방이교회)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했다.

ZOOM IN ACTS

아신대학교, 개교 48주년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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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학번 동문장학금 전달행사

총장/교직원 새 학기 맞이 식목행사 실시

 아신대학교, 교육부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우수대학 선정

지난 4월 6일(수) 학부채플시간에 ACSA 선교회 회장 김광배 목사
께서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이와 더불어, 90학번 아세아학과, 신학과 동문들께서 신학과 현진, 
글로벌미션신학부 박동인, 선교영어학과 장한나 등 3명의 학생에
게 장학금과 함께 기도문을 낭독해 주셨다.

앞으로 김광배 목사께서는 “우리가 함께하니 서로에게 힘이되고, 
ACTS가 살아나고, 동문들이 힘을 얻고, 재학생들이 미래의 소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아신대가 새 학기를 맞아 21일~22일 양 일간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고 23일 전했다.

식목행사는 본교 우심화 명예교수의 기증으로 진행됐으며, 백일홍, 
연산홍, 장미, 조팝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우심화 명예교수는 “꽃나무들이 예쁜 꽃을 피어 보는 이들에게 기
쁨을 주듯 아신대학교 또한 복음과 선교의 꽃이 만개하여 주님과 모
두에 기쁨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아신대는 2021년 교육부에서 시행한｢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2주기(‘20~‘23, 매년 평가) 인증대학 유지 및 2021년 최
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교육부, 법무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
제｣는 국제화 전략과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
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외국
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고등
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아신대는 불법체류율,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외국인 유학생 학
업·생활지원, 외국인 유학생 상담률, 유학생 공인 언어능력, 유학
생 만족도 및 관리 등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이번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우수 인증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인
증기간은 2023년 2월까지이다.

아신대는 2019년 인증평가를 받은 이래로, 2기 인증대학 모니터링 
2021년 평가에서 ‘인증유지’뿐만 아니라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대학’을 획득함으로써, 그 동안의 외국인 유학
생들을 유치, 관리 역량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수
행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다. 이로 인하여 아신대는 향
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와 교육부 주관 정부초청 외
국인 장학생(GKS) 대학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한영 부총장(국제교육원 원장)은 ‘이 일은 지난 48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이며, 앞으
로도 좋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고 소감을 밝혔다.

2021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132
교(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포함)이며, 우수인증대학은 아신대를 포
함하여 25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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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2 도서
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 박사) 도서
관이 6년 연속 선정됐다.

2013년 처음 시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
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아신대학교 도서관은 총 4가지의 인문학 강좌를 개설
하며, 6년 연속 선정되어 시행하는 만큼 양평 유일의 대학도서관으로
서 도서관에서 인문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인문프로그램으로 구성하
였으며,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주제와 대상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유형 강좌명 대상

1 특화기획
(대상특화)

나와 또 다른 나, 우리로 떠나는 여행 다문화가정
학교 밖 책 놀이터 학교 밖 청소년

2 특화기획
(유형특화)

소리내어 함께읽기
양평 지역주민

커뮤니티 아카이브‘양평’

아신대학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양평군 내 청소년, 지역주민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문의 031-770-7746)

5월 23일 아신대학교 전체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진 미니 체육대회가 
제42대 하민 총학생회에 의해 개최됐다. 

미니 체육대회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진행하지 못했던 체육대회 비
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미니체육대회로 진행하고 학우들간의 친밀감
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경기는 풋살, 피구, 탁구 총 
세가지 종목으로 구성해 진행했으며, 풋살은 대학원팀, 탁구는 신학
과 팀, 피구는 선교중국어학과와 선교영어학과가 연합한 팀에서 우
승하게 됐다.

이도현 총학생회장은 “장기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해 학교에서 모일 
수 없었던 공동체가 학교 안에서 모여서 함께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
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학우들을 
실물로 보고 대화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
고 앞으로 모든 아신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됩니다.”고 하였다.

아신대학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6년 연속 선정

반갑다 학교야~ 미니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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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학교 동문 이미나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을 기탁했다.

8일 아신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개강예배에 참석한 이미나 교수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후원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아신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이미나 교수는 동 대학원에서 기독
교상담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있다.

현재는 코스메틱더엘, 스파더엘 대표이며, 동시에 아신대학교에서 
교양과목 ‘스피치&파워리더십’,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
치고 있다.

이미나 교수는 “아신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경험
했고,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나도 많이 
배웠다. 정말 사랑하는 모교에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작게나마 도움
이 돼 정말 주님께 감사하다. 많은 동문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
랑을 함께 경험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아신대학교는 (주)SCL헬스케어 이경률 회장(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
구소 총괄의료원장 겸직)으로부터 아신대의 교육, 연구, 학생지원 등
을 위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SCL헬스케어는 데이터 기반의 의료진단, 개인 맞춤형정밀의료진단
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을 통해 진단 및 연구 개발분야에서 선두적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신약개발임상시험 중앙검사
실인 센트럴랩 및 바이오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밀한 협력체
계를 맺고 있는 SCL 서울의과학연구소는 체계적인 정도관리 시스템
과 지속적인 연구 기술력 향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
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글로벌 연
구·의료기관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경률 회장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진단검사의
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품질, 서비스, 연구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를 이룩한다’는 SCL의 기업 이념을 되새기며 세브란스병원을 비롯
한 각종 국내기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이 열
악한 중국, 몽골 등의 국가들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외 의
료 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몽골 대통령 북극성 훈장, 
2014년 몽골 철도청 훈장, 2016년 중국 절강성 정부 특별고문상 등
을 수상한 바 있다.

아신대 정홍열 총장은 SCL헬스케어 이경률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
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섬겨 주신 후원을 통해 아신대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하는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전했다.

아신대학교, 동문 이미나 교수 후원금 전달

(주)SCL 헬스케어 이경률 회장, 발전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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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대학교 발전기금 기탁. 
아신대학교 총장 정홍열(좌) 코스메틱더엘, 스파더엘 대표  이미나(우)

▲ (주)SCL헬스케어 회장 이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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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 위치한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
한 학교중의 하나이다. 정문에서 후문까지 약 1km에 이르는 아름다
운 벚꽃길을 걷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되며, 평안한 느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신대학교 포토존에서는 벚꽃차 시음행사도 진행하
고 있다.

벚꽃차 시음행사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아신대학교 
포토존에서 진행됐다. 멋진 사진 한컷도 남길 수 있었다. 벚꽃차는 신
염, 당뇨병, 습진, 기침에 효과적이고, 벚꽃의 색과 향기, 모양을 그대
로 담고 있어, 눈으로 보는 기쁨도 있다. 이런, 벚꽃차를 마시면서, 남
한강을 배경으로한 포토존에서 멋진 사진 한컷도 남길 수 있다.

대학관계자는 “아신대학교는 자연속에서 벚꽃을 통해 봄기운을 만
끽할 수 있으며, 남한강을 배경으로 한 자연은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화려한 경관이다.”고 말했다.

벚꽃 행사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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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대학교 정문길

아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
학’은 다음과 같은 2년차 2학기 수업(6강좌)을 새롭게 오픈한다.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해 장소
와 시간의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학적 기초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21년 7월 1학기 오픈한 
이후 많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으
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한인 교회와 선교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
이고 있다. 

이번에 2년차로 오픈된 수업 또한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
롯한 각 전공 분야의 아신대 교수 5인이 참여하여 이론과 교육 실제
를 균형있게 다루는 강의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아신대학교 
교육연구소 이숙경 소장은 교회학교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들의 수
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때 그 때 강사를 불러서 단발적으로 
하는 교사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깊이 있고 지속적인 교
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많은 교회와 교회학교 교사들

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교사대학 과정은 총 3년(6학기)의 과정으로 매 학기 필수 2과목과 
선택 2과목(총 4과목 이수)을 이수하게 되며 3년의 과정을 모두 이수
하게 될 시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히 단체 등록 또는 아신대학교 동문 교회나 미자립교회, 그리고 
선교지 같은 경우 1인당 1년 등록금(10만원)을 50% 할인하여 5만원
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상담하기 원하는 분은 아신대학교 평생
교육원(031-770-7889, edu@acts.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바로가기 

‘아신(ACTS) 
온라인 교사대학’ 
홍보 동영상 

강좌명 강사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
전병철 교수
(아신대학교)

모세오경 이한영 교수
(아신대학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재훈 목사
(온누리 교회)

강좌명 강사
사회 이슈와 
교회 교육

이숙경 교수
(아신대학교)

사복음서 허주 교수
(아신대학교)

성과 결혼  최금순 교수
(아신대학교)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 교육혁신센터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이 수업 외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삶과 생각을 함께 나누며 인생의 선후배로 함께 자라가
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교수가 전공과 관심에 따라 작은 공동체
를 이루어 전공탐색과 같은 지적 활동은 물론 나눔과 봉사, 문화 및 
예술 활동, 육체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준비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가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금년의 경우 7개의 클럽
(기교미들, 바이블 신드롬, 선교 수다 다모여, 성경탐험대, ACTS 안
에 인문학 카페, Again ‘사랑의 순례자’, English Culture Club!)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의 클럽은 성경의 역사와 언어, 교육과 미
디어, 선교, 인문학 등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1.국내 순교지 탐방 여행
상담복지학부 하태선교수와 함께 하는 ‘어게인 사랑의 순례자’ 사제
동행 프로그램은 국내 순교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여 선교사들의 선
교 사역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선교의 깊은 뜻을 되새기고자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17일
에는 강화도를 방문하여 강화중앙교회,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을 
방문하였으며, 6월 20일에는 1박2일로 전라도 광주 호남신대 선교
사 묘역, 양림동 선교유적투어와 5.18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을 방
문하였다. 

2. 기교미 유튜브 채널 운영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이수인교수와 함께하는 ‘기교미들’에
서는 교육과 미디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한 내용을 영
상 매체로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학과 홍보는 물
론,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등 신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루면서 세
상과 소통하고 기독교교육과 미디어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나눈다.

아신대학교는 세계선교를 위해 1974년도에 세워진 국제적 초교파 
대학교로, 선교사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수백명의 동
문들이 선교사와 목회자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사제동
행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받아온 재학생들이 서로 
대면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교실 밖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인격
적 교육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지난 4월 7일 아신대학교에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고품질 교육과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평 중
장년 행복 캠퍼스’를 개소했다.

‘양평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중장년의 미래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
을 마련해 재사회화 및 생애전환기 교육, 중장년 전용공간 제공, 지
역사회 커뮤니티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 종합상담, 중장년 취·창업 
및 일자리 연계 등 5개 분야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자산관리, 명예사회복지사, 
파크골프, 티소믈리에 등을 준비 중이며, 수강생과 양평군민 등 모
두가 참여할 수 있는 1일 ‘중장년 재무관리’ 특강도 계획하고 있다.

정홍열 총장은 “양평 중장년층 지원사업의 시초가 될 캠퍼스가 우
리 학교에 자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중장년 인구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복과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함께 
하는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신희구 지역돌봄과장은 “중장년층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있어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강생은 중장년 동아리 구성 및 활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
며, 전용공간으로 세미나실, 상담실, 공유사무실, 전용쉼터를 사용
할 수 있다.

아신대학교, 사제동행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 행복 캠퍼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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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다음 세대를 위한 
설교대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개최

지난 5월 12일(목) 아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목회학석사과정
(M.Div.) 세움원우회 주관으로 2022학년도 설교대회가 현장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대회는 다음세대를 대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세대별 눈높이에 맞
춘 설교 형식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예선을 통과한 각 부분별 1명(총 3명)이 참여
한 가운데 본선 대회가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의 교수(조직신학 한상화, 기독교교
육학 이숙경, 신약신학 손하영)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의 
주요 주제를 각 세대별 눈높이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회의 다음세대
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 넘치
는 설교였다”고 심사평을 전하면서 본선 참가자 3인에 대한 
개별 조언도 이어졌다.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에 참여한 박한슬 전도사(유치부 부
문), 김은숙 전도사(초등부 부문), 곽승훈 전도사(고등부 부
문)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 이후에는 참여한 학생
들이 설교대회 주제와 관련된 사안을 질의하고 심사위원 3인 
교수들이 답변함으로써 다음세대 교육과 설교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아신대 신학대학원 세움
원우회에서는 일반 성인 성도를 청중으로 고려한 설교대회를 
가을학기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신대 신학대학원, 2022 설교대회

▲ 설교대회 수상자, 원우회 임원진, 심사위원 교수, 신대원장과 기념사진

PROFESSOR
NEWS

지난 3월 8일 개강예배에서 신임교원 임명장을 수여식을 진
행했다.
이날 수여받은 교원은 조직신학 김학봉 교수, 역사신학 전
희준 교수, 사회복지학 하태선 교수, 신약신학 손하영 교
수, AIGS 이명석 교수, 신약신학 Jeevan Prakash Kumar 
Vemagiri 교수 이다.
학교법인 이장호 이사장은 “임용된 것을 축하하며, ACTS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2022 신임교원 임명

❶

❹

❷

❺

❸

❻

❶ 조직신학 김학봉 교수  ❷ 역사신학 전희준 교수
❸ 사회복지학 하태선 교수  ❹ 신약신학 손하영 교수  ❺ AIGS 이명석 교수
❻ 신약신학 Jeevan Prakash Kumar Vemagiri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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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신대학교 AIGS 상반기 키워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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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회 AIGS 신학 포럼
 Theme 	 “�Exterminate all the brutes” : �

A conversation on Christian mission complicity �
in the west’s grand quest to civilize” the uncivilized �
and “develop” the underdeveloped 

 강사 	 	- 	Dr.Jonathan J. Bonk�
(Research Professor of Mission at Boston University, President of the GMLF)

- GMLF 코디네이터 김진봉 박사(동석)

제 27회 AIGS Theological Forum은 지난 5월 25일(수)에 진행되었다. 이
번 포럼의 주강사로 온 조나단 봉크 박사(Dr. Jonathan J. Bonk)는 캐나다 
출신 세계적인 석학으로 영국 애버딘 대학교에서 앤드류 월스 교수의 지도
하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
였으며, 미국 OMSC의 디렉터 겸 세계적인 선교저널 IBMR의 편집장을 역임
하였고, 세계선교학회의 회장직를 수행했다. 현재는 보스턴대학교 선교대학
원 연구교수이며 GMLF(Global Mission Leaders Forum글로벌선교지도
자 포럼)의 회장이다. 
이날 포럼에서 봉크 박사는 선교사 자녀로 성장하면서 겪었던 일과, 나이지
리아에서 선교사로서 소명을 감당했을 때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의 초반
에 선교지에서 입양한 자녀들을 통해서 겪는 사랑의 교훈과 그를 통해 얻어
지는 영적유익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많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선교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은 그의 학자적인 여정과 더불어 늘 확대되어 왔
다. 이번 포럼에서도 그의 강의는 텍스트에 머물기 십상인 선교학적인 논의
를 생생한 선교현장으로 안내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서구식 선교사들이 행
해왔던 선교지에서의 그릇된 태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현지인들과 교감
에 있어서 본인의 경험과 통찰을 솔직담백하게 발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의 주제는 봉크박사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동안 선교학
계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선교와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다루어서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영감을 심어 주었다. 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소속된 외국인 학생들은 모두 자국 복음화에 대한 소명을 가진 학생들로서, 
그들이 가진 선교사역에 대한 고민에 대해 봉크 박사의 강의 이후에 끊임없
는 질문을 이어갔다. 봉크 박사의 성의 있는 답변과 어우려져 결과적으로 당
초 두 시간 계획한 포럼은 4시간을 지나서야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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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AIGS FORUM을 마친 후 AIGS학생들과 단체촬영



2022년 봄학기 신앙수련회
2022년 봄학기 신앙수련회는 3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다락방에서 진행되었다.
신앙수련회 기간 동안 설교자는 이명석 교
수(AIGS 교목)가 “Restoration Through 
Spirit and Truth”(John 4:23) ｢영과 진리
를 통한 회복｣이란 주제로 설교하였다.
신앙수련회 메인 강사인 이명석 교수는
2022년 봄학기부터 AIGS교목을 담당하고 
있다. 이명석 교수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20
년간 선교사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
다 귀국하여 아신대학교 AIGS 교목으로 임
용되었다. 20년간 선교지에서의 다양한 경
험이 AIGS 학생들을 이해하고 상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2

13

AIGS Field Trip
일시 : 2022. 5. 5(목) ~ 5. 6(금) 강화도 신덕 수양관
코로나 발생 이후 외국인 학생들은 캠퍼스와 사역하
고 있는 교회 외에는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다. 2019
년 이후, 첫 외부 수련회를 갖게 된 외국인 학생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강화도에 있는 문화 유적지인 대한성공회 강화 성당
과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등을 통해 한국에 뿌리내
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주님의 놀
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Aluwe John Konyi(우간다)가 �
AIGS를 대표하여 축복기도 하는 모습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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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신대학교 이명석 교수가 지난 7월 7일
부터 1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된 
세계선교학회(IAMS) 제15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72년 창립된 세계선교학회(IAM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ission 
Studies)는 기독교 선교사역에 대한 학
문적 연구를 펼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400여명의 회원과 50여개의 기
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모든 
대륙의 선교학자들을 아우르는 국제적인 

선교학회이다. 이 학회는 모든 대륙의 선교학자들을 아우르는 유일한 
글로벌 선교학회로 저명한 선교학술지 “Mission Studies”를 발간하
고 있으며 매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5차 세계선교
학회 대회는 2022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Powers, Inequalities, and Vulnerabilities: Mission 
in a Wounded World (권력, 불평등, 취약성: 상처입은 세상에서의 
선교)”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2020년 대회가 연기되어 6
년 만에 개최었기에 선교학자들의 더욱 많은 관심이 몰렸다. 이번 대
회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참석자 100여
명과 온라인 참석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총 200여명의 학자들이 발
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5명의 기조연설자가 각 대륙별로 
발표하였다. 북미대륙은 회장인 폴 콜만(Paul Kollman)교수가 발표
하였고, 남미대륙을 대표하여 브라질 출신 선교학자 로잘리 벨로소 
이웰(Rosalee Velloso Ewell) 교수가 발표하였다, 아프리카대륙을 
대표하여 우간다 출신의 Emanuel Katongole 교수, 아시아를 대표
하여 council for world mission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하는 금주섭 
박사가 발표하였다. 오세아니아를 대표하여서는 마이클 프로스트의 
사회로 세 명의 신진학자들이 호주의 상황을 좀더 현장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대담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논문발표와 관련하여
이번 대회 중에 발표된 논문은 약 190여개로 전 세계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한국인 논문 발표자가 크
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190개의 소그룹 논문발표자 중에서 한국인 
학자들이 25명이었다 이것은 세계선교학회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었다. 이번 대회는 특히 다양한 연구주제들이 발표되었는데, 세
계선교학회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는 9개의 소그룹모임이 진행되

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11개의 주제별 모임이 추가로 운영되
면서 다채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롭게 등장한 소그룹으
로 Christian Community and Mission은 선교적 교회론을 다
루는 소그룹으로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시작된 소그룹인
데, 한국학자들이 많이 참여한 소그룹 중 하나이다. 또한 Gender 
and Mission group에서도 한국의 신진학자들의 활발한 참여
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주제별 모임으로는 공적 선교학(Public 
Missiology) 그룹, 중국기독교(Chinese Christianity) 그룹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새롭게 시작된 주제별 패널들로 주목받을만한 
그룹은 중국기독교 주제별 패널과 또한 동방교회의 선교라는 주제
별 패널도 주목받을만한 그룹이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이 한창
이 시점에서 동방교회 소속의 선교학자들의 발표는 더욱 의미가 있
었다고 하겠다. 

비서구 선교학자들 대거 진출
세계선교학회의 임원구성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비서구학
자들의 리더십영역으로의 진출이다. 이번에는 회장과 총무가 한국
에서 배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부회장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남아
공대학교 교수가 선임되었다. 지난번 임원 5명 중에서 아시아인이 
1명이었고, 모두 서구 특히 유럽중심의 임원진이었던 것에 비해 이
번에는 5명의 임원 중에 3명이 다수세계에서 나온 점은 뚜렷한 변
화중 하나이다. 과거 유럽 주도의 국제얌스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
이다. 
이번 대회에 새롭게 선출된 새로운 임원은 박보경 교수(장신대), 
부회장 및 아프리카 대표에는 Derrick T. Mashau 교수(남아공), 
총무에는 이명석 교수(아신대), 회계에는 Nigel Rooms 교수(영
국), 편집장으로 Norbert Hintersteiner 교수(독일)가 각각 선출되
었다. 실행위원으로는 아시아 대표로 Fides del Castillo 교수(필
리핀), 유럽대표로 Christian Sonea 교수(루마니아), 남미대표로 
Joachim andrade 교수(브라질) 북미대표로 Michele Sigg 교수 
(미국), 오세아니아 대표로 Evenlyn Hibbert 교수(호주)가 선출되
었다. 
이명석 교수는 2002년부터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사역을 하였으
며 장신대학교 객원교수, 횃불트리니티 객원교수를 거쳐 가나의 아
크로피 크리스톨러 선교대학원 객원교수, 영국 옥스퍼드에 소재한 
The Alliance of Mission Researchers and Institutions의 실행
위원, 한국얌스펠로쉽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아신
대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아신대학교 이명석 교수, 세계선교학회(IAMS) 사무총장 취임

▲ 아신대학교 이명석 교수

*�출처�:�교회연합신문(THE�ECUMENICAL�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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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ACTS신학포럼”이 아신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
최로 “ACTS 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라는 주제 하에 지난 4월 18
일(월) 양평 캠퍼스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COVID-19 상황으로 인
해 현장 참석과 함께 YouTube를 통한 실시간 송출로 진행되었다. 
ACTS신학포럼은 “ACTS 신학과 신앙운동”의 일환으로서 재학생들
을 대상으로 교수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
는 학술세미나로 매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열리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ACTS 신학과 신앙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공관”하려는 운동으로써 다양한 학
제 간의 통합적 연구의 성격을 띠면서도 복음에 방점을 두는 학문연
구를 촉진하는 큰 의미를 지닌 신학-신앙 운동이다. 
제12차 ACTS신학포럼은 신학연구소 소장인 안경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표된 논문은 조직신학 교수인 한상화 교수의 “ACTS 
신학과 조직신학의 과제”이었다. 논문에 대한 정성국 교수의 논평과 
패널토의(본교 교수 : 한상화, 정성국, 안점식, 김학봉)가 이어졌다. 
한상화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1994년 이후의 ACTS 교수들의 글
을 중심으로 ACTS 신학의 궤적을 정리하고 있다. 한교수는 방대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ACTS 신학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가
야할 방향을 찾고자 했고, ACTS 신학 발전을 위한 조직신학의 과제
에 대하여 제안하며 글을 맺고 있다. ACTS 신학과 신앙 운동은 고
(故) 한철하 박사가 제안한 것으로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
단계는 ACTS 신학의 정립기로 학교가 시작되고 1993년까지 이어
지는 기간이다. 학교의 설립이념인 신본주의, 복음주의, 아세아 및 
세계복음화가 설정되고 “기독교 종교의 중심진리”라는 표현이 등

제12차 ACTS신학포럼 개최

장하였다. 제2단계는 신학공관 운동과 함께 신학 만이 아닌 신앙 운
동이 제안되고 공동 연구 작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후
반기에 학내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2010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제3단계는 현재까지 이어지며 “ACTS 신학공관 선언문” 작성과 전
공 분과 상호 간의 논의와 학제간 연구가 발전해 가고 있는 시기라
고 볼 수 있다. 한교수는 조직신학의 과제로 ACTS가 지향하는 신본
주의, 복음주의, 중심진리에 대한 조직신학적 연구, 중심진리와 여
러 신학적 주제 사이의 연결성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하는 것, 중심
진리를 기독교 교리 전체 체계와 하나님 나라 신학과의 상호관련성 
가운데 다루는 것, ACTS 신학공관의 관점에서 국내의 여러 신학 논
쟁에 참여하고 신학적 일치에 이르도록 공헌하는 것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루이스 벌코프가 제시하는 조직신학의 과제(건설적 과제, 변
증적 과제, 비판적 관제)를 ACTS 신학에 적용하여 세 가지 형식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ACTS 신학에 대한 비평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설적으로 전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 과제이다. 둘째, ACTS 
신학과 관련하여 성경적인 근거들에 의해 새로운 점이 발견되거나 
비판적인 도전이 생긴다면 변증적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셋째, 신학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ACTS 신학에 대한 여러 
소리를 경청하고 수정하는 자기 비판적 성찰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제
가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논문 발표 후 신약신학 교수인 정성국 교수는 논문의 요약과 함께 
네 가지 질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이끌었다. 그 후 교수들의 패널토
의와 참여한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제12차 
ACTS신학포럼은 ACTS 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조직신학 분야의 과제를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4월 8일은 네팔 선교의 날 

아신대학교 네팔선교연구원(원장, 권준호 목사)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네팔 선교의 날” 행사를 동역교회들과 함께 시행했다. 지난 
수 년 동안, 네팔에서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네팔선
교연구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네
팔의 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고, 작년 2021년부터 “네팔 선교의 날”을 정하고 한국 교회에 소
개하고 있다. 동 연구원은 “네팔”에서 숫자 4와 8을 가져와 4월 8일
을 “네팔 선교의 날”로 제안했다. 한편, 4월 8일은 상징적인 일자일 
뿐, 지역 교회들은 자체 일정과 계획에 따라 4월 8일 전후로 “네팔 
선교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는 4월 8일이 금요
일인 관계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행사 일자를 4월 10일 또
는 4월 24일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네팔선교연구원은 “교육
과 연구를 통해 네팔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
안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를 지원했다. 네팔

선교연구원은 2013년부터 정기 간행 학술지로는 네팔에서 유일한 
영문 학술지인 ｢네팔크리스천저널(Nepali Christian Journal)｣을 
발간하고 있으며, 네팔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해 네팔어『구약 
개론』을 출판했다. 동 연구원의 김한성 교수와 신성임 교수는 지난 
수 년 동안 네팔 선교 관련 도서와 논문들을 출간하며,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을 지원했다.특별히, 올해는 1982년에 한국 선교사가 네팔
에 입국한지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 
선교, 신학 교육 선교, 의료 선교, 성경 번역 선교, 비즈니스 선교, 특
수 교육, 초등교육, 기숙사 사역, 목회자 재교육 등 전 방위적으로 네
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있다. 네팔선교연구원은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 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총 5권의 책을 저술 또는 번역하여 
4월 중에 출간하였고, 이것은 한국 선교사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네팔 선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김한성 교수(010-3555-4826)에게 할 수 있다. 

ACTS THEOLOGICAL FORUMACTS 신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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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상담대학원(기독교상담) 1기 졸업생 
이경애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임상심리학과 박사과정
을 수료했다. 1998년 교단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밀레니엄문학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집 <사랑의 옷을 입은 본능>, <나는 아직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열어 놓고>,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등과 동인지 <그대 눈빛 하나로 그리움은 꽃이 되고>, <삶이 오가는 사랑이여>, <눈 먼 사랑을 깨우는 종소리> 등을 출간했다. 
작시 활동으로, 창작가곡집 <가을 회상> 중 ‘가을 회상’, ‘기다림’, ‘그리움’, ‘당신의 길’,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눈으로 보
니’ 등이 노래로 만들어져 발간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창작연가곡 <소나기> 중 네 번째 곡 ‘기다림’을 작시하여 발표 및 공연을 
하였다. 그 외 서울시교육청 꿀맛닷컴에서 논술첨삭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논술지도서 <통합논술 I>, <통합논술 III> 및 토론
집 <연상토론으로 맥 잡았다> 등을 집필하였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청소년상담사·전문상담교사로서 학교 상담부장, 서울시 중부교육청상담센터(현 종로 We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자살예방 등 청소년상담에 열정을 쏟았고, 열린 Map 상담연구소 전문상담원, Giving tree 상담연구소 연
구위원, 금천구 여성복지상담소 강의 및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기독교상담전문가로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소개

현대 사회는 인간의 자아도취적 
자만심과 개인적 욕구 추구라는 
문화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각종 
정신질환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
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잘나가는 사
람들은 일중독과 교만, 탐욕과 쾌
락적 탐닉으로 화려하게 중독되어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
감과 분노, 상대적 박탈감과 나태
한 방탕 속에 회피적으로 중독되
어가고…. 이런 현상 속에서 현대
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
수가 불안, 우울, 성격장애 등의 심
리문제를 겪고 있다.
근래에 정신치료와 심리상담의 주
목되는 흐름은 뇌과학과의 융합, 
동양철학의 활용 등 크게 두 가지
로 축약될 수 있다. 이 책은 기독교 
통합상담적 관점에서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포함한 여타 학문이 일
반은혜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법
칙(자연, 사회, 인간)을 궁구하고 
연구한 축적물로 보고, 개방적이
면서도 그러나 기독교적 가치와 철
학에 따라 섬세한 가지치기와 걸
러내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의 제1부 ‘숨겨진 코드’는 우
울, 불안, 중독 등 심리문제를 관
련 주제별로 다루면서 문제의 원인
과 메커니즘, 해결방향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 제시했다. ‘숨겨진 
코드’는 복음의 비밀과 회복의 원
리를 뜻하며, 성경을 기반으로 하
여 심리문제를 기독교적으로 재해
석하여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인정욕·애정욕은 원초적 죄의식의 
보상욕구로, 탐욕·음욕은 죄의 대
가(불안/죽음에의 공포)에 대한 대
응으로 본다.
제2부 ‘코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는 심리 치유를 위한 바람직한 기
독교 통합상담 방법을 소개하고 
상담사례도 선보인다. ‘심리적 걸
림돌을 치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코드를 풀어서 회복의 열쇠를 얻
을 것인가’라는 해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상담과 관련하여 기독교계 
입장은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기
독교상담조차 배척하는 입장, 권
면적 상담, 일반상담과 기독교상

담의 통합 등이다. 이 책은 기독교 
통합상담을 한다면서도 실제 적
용은 일반심리학과 상담기법을 기
독교적으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따
로 놀며 뒤섞인 양태가 많은 현실
에 아쉬움을 가지고, 일반은혜로
서의 심리학과 특별은혜로서의 기
독교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녹여 통합하고 상담에 적용할 것
인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참고로 이 책은 코로나19로 전 인
류가 고난을 받는 시기에 썼고 심
리와 상담치료는 어차피 현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마련이므
로, 각 장의 소주제(통제욕, 공포, 
불안, 자유, 공동체의 죄 등)를 다
룰 때 근래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진단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회복의 열쇠｣
누가 고꾸라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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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이은선, 조현진, 
이수인/정미라/최솔, �
이현철/배아론, 최진성, 
최성훈, 고광석, 이대학

ACTS신학저널 51집

기고자
윤은석, 김한성, 안점식, 
이병성, 김형락, 정지웅

ACTS신학저널 52집

ACTS신학저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 교회교육에 어떤 변화들
이 나타났는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교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

한가?
•�교회학교 교사, 교역자, 학부모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

난 이후에 교회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
고, 어떤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사와 교육부서 사역자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미디

어 리터러시)과 비대면 교회교육의 만족도는 어떤 관
계가 있는가?

코로나19 이후의 교회교육에 관한 고민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
서 발견할 수 있다. ACTS(아신대학교, 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
연구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회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면밀하게 분
석해서 비대면과 대면이 함께 공존하는 뉴노멀 교회학교의 모습을 제
시한다.

한국 교회가 인도와 네팔 등지의 힌두권 국가
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40년이나 
되었다. 본서는 한국 교회가 지난 40년간 다른 
문화, 다른 가치, 다른 종교를 가진 힌두권 국가
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
던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가득 담긴 책
이다. 우선은 힌두교가 어떤 종교인지, 힌두권 
문화와 사회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알
려 주고, 지난 40년간의 선교 사역을 자세히 회

고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사역에 대한 미래도 전망하고 제언한다. 선교 
이론과 현장을 겸비한 10명의 힌두권 선교 전문가들이 함께 동역하여 
이 책을 공저했다. 선교사들과 선교학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연구와 제
언을 담은 이 책이 한국 교회 힌두권 선교 사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
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나선 여행에서 삶의 
비전을 얻은 저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함
께해온 여행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보고 들
은 체험담에서 그치지 않고, 발이 닿고 마음이 
머무른 곳마다 느끼고 생각한 바를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로 써냈다. 이 시대에 어
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생각하는 한 청년이 정
체성과 비전을 따르는 삶을 분명하게 세워가는 
성장과 성숙의 여행기이다.

한국 교회가 네팔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
써 40년이 되었다. 본서는 한국 교회의 네팔 선
교 4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시리즈 첫 번째 책
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머나먼 땅에서 자기 생애를 바친 네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
기고 다른 문화를 살아가는 힌두권 나라 네팔
에서 온갖 역경을 겪어 내며 네팔을 섬겼다. 신
학교를 세우고, 의료 활동과 번역 활동 등을 통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네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했
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
야기를 들어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손길과 능력을 확인함으로 우
리의 신앙을 돌아보자. 한국 교회 성도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뉴노멀 교회교육 리포트
저자 : ACTS교육연구소

한국교회 힌두권 선교 40년
저자 : 김한성 교수

지구 어디라도 앉을 곳은 있다
저자 : 김시언 학생

한국 교회의 네팔 선교 개척자들
저자 : 김한성, 신성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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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름
(2022년 1 ~ 5월)

생활관 건축 후원 
강호안, 고미선, 김경진, 김상덕, 김영희, 김재진, 김정호A, 김진미, 김진화, 
김창환, 김한성, 김현아, 김화영, 나직균, 노의수, 박영진, 박정임, 박현옥, �
백승연, 소윤정, 손하영, 송경아, 안태일, 유서원, 이광호, 이명기, 이미정, �
이상민, 이혜원, 정영일, 정지은, 조상식, 조지현, 조한나, 조현종, 채수호, �
최창덕, 최하영, 한정연, 허은정, 홍미란, 황호동, Rinna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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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사랑의교회, 남서울교회, 남양주충신교회, 높은뜻푸른교회, 덕수교
회(서울), 류승희, 모새골공동체교회, 문막운수(주), 박명기, 박영진, 박응규, 
박현옥, 방이교회, 배경자, 상심리교회(상심교회), 성은교회, 세대로교회, �
손신, 송경렬, 신성욱, 신혜영, 안경승, 안점식, 애터미(주), 양귀순, 열린교회, 
염천교회, 영세교회, 온누리교회, 우리제일교회, 우심화, 위현숙, 육상근, �
이광호, 이명기, 이미정, 이수인, 이숙경, 이순규, 이한교회, 이한영, 일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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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정지은, 정홍열, 조암제일교회, 조현종, 조휘, 채광석, 최창덕, 최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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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 홍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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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곤, 김선자, 김성옥, 김신아, 김응상, 김재희, 김정호B, 김진욱, 김한성, 
김황조, 노지희, 대흥교회, 덕수교회(경기), 동춘교회, 목동중앙교회, 바르실
래 선교회, 박정순, 박정진, 박한조(박원), 박현옥, 서부교회, 선교교회, 성경
적성경연구원, 소윤정, 소재현(김경희), 송전교회, 수영로교회, 수표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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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찬, 표영선, 허주, 홍성장, 황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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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pring semester Faith training retreat

The 2022 spring semester faith training session was held 
in the attic from March 3 (Thursday) to 4 (Friday). Professor 
Lee Myung-seok (AIGS) who is the main lecturer of the 
Faith Training Association, preached under the theme of 
"Restoration Through Spirit and Truth" (John 4:23). He has 
been in charge of AIGS chaplain since the spring semester 
of 2022. And he was appointed as an AIGS professor at ACTS 
after returning home after 20 years of dedication to the 
gospel ministry as a missionary in Ghana, Africa. Over the 
past 20 years, various experiences in missionary work have 
helped AIGS students understand and consult. 

The 27th AIGS Theological Forum

The 27th AIGS Theological Forum was held on Wednesday, 
May 25. The forum's main lecturer was Dr. Jonathan J. Bonk, 
a world-renowned Canadian scholar. At the forum, Dr. Bonk 
expressed what he had experienced while growing up as a 
missionary's child and his thoughts on fulfilling his calling 
as a missionary in Nigeria. His lectures also led to vivid 
missionary discussions that tend to stay in the text, reflecting 
on the misbehavior of missionaries who have historically 
performed Western-style missionaries, and frankly presenting 
his experiences and insights in communication with locals. 
The theme of the forum is Dr. Bong's first presentation 
in Korea, and it has given participants new insights and 
inspiration by addre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missionary 
work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which have not 
been a concern of missionary academia. All of the foreign 
students belonging to ACTS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are students who have a calling for evangelization in their 
own countries, and they continued to ask questions after Dr. 
Bong's lecture about their concerns about missionary work. 
In line with Dr. Bong's sincere response, the forum,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for two hours, could end gracefully after 
four hours. 

2022 AIGS Easter services and events

Pastor Ko Gwang-seok, CEO of Munmak Transport Co. and 
an alumnus of our school, donated 15,000,000 won (KRW) 
of scholarships for foreign students in commemoration of 
Easter. The contribution for the students was paid to AIGS 
students in 100 dollars in pocket money and used as a field 
trip - Ganghwa-do/Two-day retreat. Pastor Ko Gwang-seok 
and his wife Moon Mi-ran, who visited the school for Easter, 
recited John 1: 1~18 under the theme of "Jesus who came 
through words!" It was a time full of grace for students, 
professors, and employees who attended the Easter dinner.

AIGS Field Trip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foreign students were 
not free to go out except for the campus and the church 
they were serving. After 2019, foreign students who had 
their first outdoor retreat enjoyed with joy and pleasure. I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Christian history 
rooted in Korea through the Ganghwa Cathedral of the 
Korean Anglican Church and the Ganghwa Christian History 
Memorial Hall, a cultural heritage site in Ganghwado Island. 
In addition, students had a time to praise and appreciate 
the Lord's amazing ability by looking at the beautiful nature 
made b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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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학교
• 수시 원서접수  2022. 9. 13(화) ~ 9. 1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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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원서접수  2022. 10. 31(월) ~ 11. 7(월)
• 모집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선교대학원
- �신학대학원
- �교육대학원
- �상담대학원
- �다문화교육복지대학원

• 문의  031-770-7794~6

함께하는 학교법인이사 목회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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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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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장혁 목사(이사) 드림교회	 • 이규현 목사(이사) 수영로교회

• 이인호 목사(이사) 더사랑의교회	 • 이재훈 목사(이사) 온누리교회

• 임채영 목사(이사) 서부교회	 • 정기수 목사(이사) 수동교회

• 최성은 목사(이사) 지구촌교회	 • 황성은 목사(이사) 창동염광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