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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 소식

【 주요소식 】

▶ 3개 신학대학교 어울림제

  감리교 3개 신학대학교 연합 어울림제가 

지난 10월 2일(금)~3일(토) 협성대학교에서 

1박 2일간 열렸다. 이 모임을 주관한 신학전

공 학생회는 “감리교 3개 신학대학교가 함께 

모인 어울림제를 통해 서로의 신학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어울림제는 준비찬양과 협성대 서명수 학과

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예배 이후 3개 학교

의 소통과 어울림을 위한 빙고게임을 시작으로 난센스 퀴즈, 커플 게임, 콜라 빨리 마시기, 계

란 빨리 먹기, 고음 대결 등의 레크레이션, 조별 나눔, 영화 ‘비긴 어게인’ 시청의 시간이 이어

졌다. 



▶ 미국 The Foundation for Evangelism과 양해각서 체결

  지난 12월 17일 우리 대학(박종천 총장)은 

미국 The Foundation for Evangelism과 

미래 감리교회의 영적지도자 양성을 위한 E. 

Stanley Jones 전도학 석좌교수의 설치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교환

했다. 이를 위해 Jane Boatwright Wood 

재단이사장과 Stephen Gunter박사 그리고 

재단이사인 Michael Hoon Yang박사가 감

리교신학대학교를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에 서

명했다. 미국 The Foundation for Evangelism은 이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3차에 걸쳐 후원자인 YS Mae재단 매영숙 여사와 가족들이 후원할 3만 달러씩 총 9만 달러

(약 한화 1억 원)를 우리 대학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교환은 지난 8월 말 박종천 

총장 미국방문 당시 뉴저지에서 The Foundation for Evangelism측과 만나 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폭 넓게 나눈 후 이뤄진 성과이다.

【 주요소식 】

▶ 어버이날 맞이 ‘효(孝) 사랑의 봉사활동’ 실시 

  나사렛대학교는 어버이날을 맞아 천안시 구

성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평안의 집’을 방

문해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민규 총장

과 교직원 봉사동아리 ‘다솜’ 소속 교직원, 학

생 등 30여명은 평안의 집에서 음악회를 열

어 위로공연을 하고 선물을 전달하며 어르신

들 가슴에 효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봉사자들은 어르신들

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내부



와 주변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이 봉사활동은 교직원 봉사모임과 사회봉사센터에서 주최하는 연

례활동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사회적으로 소외된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

는 대학’ 실현과 지역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순절 맞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성료

  나사렛대학교는 사순절을 맞아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40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150여명의 교직원들은 함께 금식하며 학생

들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영적으

로 회복, 성장하며 나사렛대가 하나님의 위대

한 꿈이 이뤄지는 대학이 되기를 손 모아 기

도했다.금식기간 동안 하루 2~3명에서 많게

는 6~7명의 교직원이 릴레이로 참여했다. 나

사렛대학교는 지난 2011년 나라와 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365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펼친 

바 있다. 교목실 관계자는 “사순절을 맞아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실시했는데 중보기도의 힘

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바통을 이어받아 함께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

고 말했다. 

▶ 부활절 앞두고 사랑의 장기기증 행사 가져 

  나사렛대학교 교목실은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활절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

상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행사를 가졌다. 채플

시간을 이용해 하루 3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 등 장기기

증 희망등록에 서약한 학생은 200여명이다. 

서약서를 작성한 서 모학생(인간재활학과 2학

년)은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며 “많은 학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해 생명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목실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이야말로 부활의 참된 의미”라며 “생명을 나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 주요소식 】

▶ 사회통합지도자 사업단,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초청 ‘평화와 통일의 길’ 특강  

  목원대학교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형 종

교지도자 양성 사업단’(단장 유장환)은 4월 

29일(수) 13시 신학대학 314호에서 제1회 

평화통일 특강을 개최하였다. “평화와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특강은 외교

안보수석, 국가정보원장, 통일 외교안보특별보

좌역, 통일부장관 등을 역임한 임동원 전 통

일부장관이 강연하였다. 

  임동원 전 장관은 “국제정세가 분단국가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슬기로운 차선책은 독일이 사례처럼,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

지만 우선 경제•사회적으로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는 것이다. 

즉,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공존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민족공동체부터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박노권 총장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 공동의장 선출 

  대전권대학발전협의회는 4월 22일(수) 오후6시 미스터 왕 연회실에서 2015년 상반기 회의

를 개최하고 박노권 총장을 제8대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2017년 4월까지 2년간

이고 당연직 의장은 대전시장이다. 박노권 공동의장은 "회원기관 및 대학들의 힘을 모아 대학문

화와 시민이 공존하는 협력사업,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유기적

인 협조체제를 구축, 대전시만의 특색있는 분야별 협력방안 종합계획을 만들어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협의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공동의장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시민대학에 회원대학과 적극 참여, 시민들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주고 대전시교육청과 각대

학을 연결하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역기업들과도 손을 잡고 상

생할 수 있는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 Mission Expo 2015, 선교박람회 

  목원대학교 선교훈련원은 4월 6일(월) ~ 

8일(수) 3일간 신학대학 앞마당, 채플 등지에

서 Mission Expo 2015, 선교박람회를 진행

하였다. 이번 선교박람회는 선교사강의 및 연

합찬양콘서트, 선교회 홍보, 선교사 특별 채

플, 동문선교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으로 

준비되었다. 한편, 선교훈련원은 기독교대한감

리회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훈련기관으로 

선교훈련원의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들은 

감리교 선교사로 인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 박노권 총장 아시아태평양 기독교학교연맹 회장 선임 

  목원대학교 박노권 총장은 필리핀 마닐라 TUA(Trinity University of Asia 총장 Dr. 

Josefina Sumaya) 대학에서 열린 제 9차 아시아태평양 기독교학교연맹 총회(APFCS Asia 

Pacific Federation of Christian Schools)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

독교학교 연맹은 한국의 60여 대학들을 포함 800여개 학교이며 일본, 미국, 중국, 몽골, 필리

핀,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국가들이 참석하는 국제기구이다. 박노권 총장은 "임기 기간 

동안 세계 각국 기독교학교들이 협력하여 학술교류를 통한 기독교의 발전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 미국 세인트폴신학대학원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목원대학교는 2월 5일(목) 오전 10시 총장

실에서 미국 세인트폴신학대학원(Saint Paul 

School of Theology, 총장 Dr. H. Sharon 

Howell)의 Michael Parmely 이사와 

Youngho Chun 교수 등 양 대학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

결하였다. 미국 중부 캔자스주 오버랜드파크

에 위치한 세인트폴신학대학원은 1958년 미

국 감리교 대총회에 인증 받은 2개 학교 중 

하나로 미국 중부 지역에 많은 목회자를 양성한 대학원이다. 현재 Master of Divinity(MDiv), 



Master of Arts in Christian Ministry(MACM), Master of Arts(Theological 

Studies)(MATS), Doctor of Ministry(DMin) 과정을 목원대학교는 물론 오클라호마시티대학

교(Oklahoma City University) 신학대학에서 운영 중에 있다. 

▶ 신학대학 특성화사업단-베트남 해외 현장 탐방   

  목원대학교는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CK-1)-“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형 종교지도

자 양성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이 사업의 일

환으로 5박 6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일대를 

대상으로 제1회 통일 및 사회통합 해외현장을 

탐방하였다. 유장환(신학과 교수) 사업단장을 

포함한 교수 및 신학대학생 32명이 참여하여 

베트남의 전쟁과 통일, 그리고 그 이후의 사

회통합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는 뜻 

깊은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호치민시에서 약 75km떨어진 구치(Cu Chi)에 있는 땅굴과 호치민 시내에 있는 전

쟁유물 박물관(War Remnants Museum)을 방문하여 베트남 전쟁에 대한 사진과 유물들을 

관람하였다. 말로만 듣던 베트남 전쟁이 6.25사변보다 더 오랜 기간 치러졌고 사상자도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지역 현장 체험학습으로 베트남 최대의 곡창 지대인 메콩델

타의 미토 탐방 및 기업을 하며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이강화 선교사의 특강을 통하여 선교를 

위해 직업적인 전문성을 함양하는 일이 필요함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셋째 날 오전에

는 호치민 시내에 있는 신학교(Institute of Biblical Theology in Vietnam)를 방문하여 학장 

Thai phuoc truong으로부터 “베트남 전쟁 전후, 베트남 교회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의 특

강을 들었다. 베트남 기독교의 역사와, 특히 베트남 전쟁과 통일 후에 사회통합을 위한 기독교

의 역할을 배움으로 한국 교회가 통일과 통일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도전받는 귀

한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는 호치민 시가 세운 티음에(Thinghe) 중증장애고아원을 방문하였다. 

이곳은 신경·지체 중증장애로 진단받은 18세 이하 아이들 362명이 집단생활을 하는 고아원인

데 베트남은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해 소외된 장애인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호치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윤한열 교수의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

과정”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다. 윤교수는 통일 및 통합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한국 

사회의 통일과 통합은 한국 교회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 교회는 통일세대를 향한 준비

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보직임명 】

§ 교무학생처장 : 탁지일
§ 기획정보처장 : 김형동
§ 행정지원처장 : 권성혁
§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 : 왕인성
§ 도서관장 : 김형동
§ 생활관장 : 김정훈
§ 학생생활상담소장 : 변은주
§ 평신도 교육원장 : 김형동
§ 평생교육원장, 특성화단장 : 황홍렬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특수교육지원센터장,장애학생지원센터장 : 김주혜
§ 다문화센터장, 사회봉사센터장 : 변은주

【 주요소식 】

▶ 학생과 교직원 환경정화활동  

  부산장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김해를 

대표하는 가야문화축제 현장에서 환경정화활

동을 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모

습을 보였다. 부산장신대는 4월 30일 전교생

과 교직원들이 우천으로 엉망이 된 가야문화

축제 행사장 주변과 화포천 일대에서 환경정

화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장신대는 

2011년부터 해마다 ‘사회봉사의 날’을 지정해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김해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

【 보직임명 】

§ 교무연구처장 : 이영호 

§ 기획관리처장 : 김부자 

§ 대외협력처장 : 김준회 

§ 학생복지처장 : 문영희 

§ 사무처장 : 방희주 

§ 대학원장 : 백종구 

§ 신학전문대학원장 : 백종구

§ 사회복지대학원장 : 오세란

§ 치유상담대학원장 : 백종구  

§ 학술정보관장 : 오세란 

§ 평생교육원장 : 길영신 

§ 신학과장 : 김도형 

§ 사회복지학과장 : 문영희 

§ 국제경영정보학과장 : 김창희 

§ 무용학과장 : 최윤선 

§ 음악학과장 : 최한나 

§ 교목실장 : 장경진

【 신임교수 】

§ 성     명 : 장계은 (신약학)

§ 성     명 : 오진철 (조직신학)

§ 성     명 : 이명훈 (기독교상담)

§ 성     명 : 이유경 (기독교상담)



【 주요소식 】

▶ 서울기독대학교 근수관 준공예배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서울기독대

학교는(SCU·총장 이강평)는 3월 31일 오후 

12시에 근수관(瑾壽館·Beautiful Life)에서 

이강평 총장, 법인 이사, 외부 인사 및 교직

원,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예배

를 드렸다.

  준공된 근수관은 이강평 총장과 교직원들의 

기부로 인해 지난 1년간 학교 발전기금 3억

여 원을 토대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

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증축면적 567.08㎡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완공되었다. 공사기간은 1

월 30일 착공예배를 시작으로 3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서연건축에서 설계를 

㈜에이원건설에서 시공을 하였다.

▶ 서울기독대학교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서 수여식

  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는 2014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지난해 12월 5

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아이빌홀에서 열린 

인증패(서) 수여식에서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

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이란 대학이 교육기관

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기독대학교는 대학사명,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의 영역 전체를 충족시키며 ‘평가인증’을 획득하였다. 이강평 총장은 2014년 대학기관평가

인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 보증이 되었으며,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앞선 전문리더

를 양성을 위해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갈것이라고 했다. 인증 판정을 받은 서울기독대학은 향후 5

년간(2015.1.1.~2019.12.31) 인증이 유효하다.



【 주요소식 】

▶ 서울신대 '대한민국참교육대상-사회봉사형인재교육부문' 3년연속 수상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가 4월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15 제6회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형 인재교육부문을 수상

했다. 서울신대는 해당 부문에서 지난 2013

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참교육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언론

인연합회(회장 이상열)가 선정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매년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학문적 가치 창조, 교육정책의 창의성과 개혁성, 글로벌 경쟁력, 취업 및 창업성과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신대는 신학대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했다.

▶ 서울신학대학교 2015 춘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는 지난 

4월 3일 2015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

다.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제

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의 평화를 위해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조망하고 

서울신대 학생들을 피스메이커로 양성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유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주어진 상

태가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마르틴 라이너 박사,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사나다 요시아키 박사, 장

연량 교수 등이 참여했다.



▶ 독일 명문 예나대학교와 상호 협력체결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가 세계

적 명문인 독일 튀빙겐대학에 이어 예나대학

교(University of Jena, 총장 발터 로젠탈 

박사)과도 교류협력을 체결했다.

  서울신대 유석성 총장과 예나대 발터 로젠

탈(Walter Rosenthal) 총장은 지난 지난달 

27일 독일 예나대학교에서 교수 및 학생들 

교환과 학술 교류 등 상호 협정을 맺고 활발

한 교류 및 다양한 정보교환을 함께해 나가기

로 했다. 독일 3대 명문대학 중 튀빙겐대와 예나대 등 양대 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한 우리 대

학은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양 대학은 남북의 통일과 화

해 등의 분야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앙 교는 통일과 화해 심포지엄을 매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유석성 총장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신임 회장으로 추대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이 지난 3월 

27일 연세대 신학관에서 열린 「전국신학대학

협의회(KAATS) 제50차 정기총회」에서 대의

원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유석성 총장은 “오늘의 한국 신학교육은 내

일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모습으로, 특

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 세계를 바라보

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다시 크게 공헌하고 교회가 교회다워

지며 십자가의 정신과 제자의 길을 바로 가려면, 신학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또 “이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고, 내일의 한국 민족을 위한 신학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좌표를 설정

하며 목표와 비전을 세워 새롭게 변화하고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 총장은 

한·중·일 등 동북아 신학대학들이 아시아 신학을 주도하고, 정의와 평화를 공동으로 성찰하기 

위한 ‘동북아신학대학협의회’구성에 대한 의욕도 내비쳤다. 그는 “주제강사로 방한하신 일본 루

터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신학생 워크숍을 개최

하고, 안중근 의사 서거 105주년을 맞아 KAATS 회원교 총장들과 하얼빈 유적지와 여순 감옥 



등을 탐방하면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 주요소식 】

▶ 아인슈타인일반상대성이론 완성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정구) 과학생태신학연

구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완성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지난 3월 16

일 새천년관에서 개최하였다. 이 학술심포지엄

은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완성 100주

년을 맞아 과학자와 신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상대성이론의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주의 

기원과 종말의 이야기에 어떤 내용과 함축성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장회익 명예교수가 “우주 이야기에 담길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로 주제강연을 진

행했으며,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석영 교수가 “일반상대성이론 100년, 우주론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신학과 김기석 교수가 “우주론과 신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또한 신학연구원 신익상 교수와 한신대학교 전철 교수가 논평을 진행했다.

【 주요소식 】

▶ 세계적 신학자 '미하엘 벨커' 초청, 숭실기독교학회 학술대회 개최

  지난 4월 27일 숭실기독교학회는 기독교학대학원과 공동으로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하엘 벨

커(Michael Welker,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조직신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에서 '2015년 1학기 숭실기독교학회 

국제석학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미하엘 벨커 교수는 '신학과 법-구약성경의 

약자보호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숭실대학

교 인문대 기독교학과 김회권 교수가 진행과 

통역을 맡았다. 이날 미하엘 교수는 신학과 

법의 연결고리에 대한 이야기로 강연을 시작

했다. 한편 숭실대 숭실기독교학회는 기독교 

문제, 신학과 관련해서 정기학술대회 및 다양

한 특별강연, 세계적인 신학자를 초정한 국제석학 초청강연 등 기독교 지성의 발전을 위해 힘쓰

고 있다.

연세대학교

【 주요소식 】

▶ 프린스턴 신학교 James F. Kay 학장, GIT 특강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James Franklin Kay 학장이 4

월 13일(월)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공공신학

하기: 미국인의 관점(Doing Public 

Theology: From American Perspective)’

을 제목으로 Global Institute of Theology 

(GIT, 원장 김상근) 프로그램 석,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특강을 했다.

  제임스 케이 학장은 미국 시카고학파의 대

표적인 기독교 신학자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 신부의 저서, ‘유비적 상상력(類比的 

想像力), The Analogical Imagination’의 출판 덕분에 미국에서 ‘공공신학’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그는 공공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설명하면서 설교의 역할

에 대하여 미국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강연 주제는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2014년 12월 고문 



보고서에 근거를 두었다. 케이 학장은 다수의 미국 백인 기독교인들이 억류자를 고문하는 것에 

대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여론 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의 황금률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고문 지지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에 주목하였다. 많은 종교와 철학사상에도 공통적으로 녹아있는 황금률의 정신은 모

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정부의 고문 관행을 절대적인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제규약을 지지한다고 제안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 신임교수 】

§ 성     명 : 장정은 (목회상담)

【 주요소식 】

▶ 프린스턴신학교 MOU 체결 

  지난 5월 9일(토)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미

국 프린스턴신학교가 MOU를 체결하였다. 김

명용 총장, 김도일 대외협력처장, 윤철호 대학

원장, 그리고 프린스턴 동문이자 장로회신학

대학교 교수인 현요한, 임성빈 교수가 참석하

였고,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의 Craig Barnes 

총장, Shane Berg 부총장, 손디모데 박사가 

참석하였다. 협약서의 주요 사항은 박사과정 

장학 프로그램과 신대원 과정 교환학생과 관

련된 사항으로 도서관과 프린스턴신학교의 도서관의 업무적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오랫동안 협

력 관계를 맺어왔던 양교는 이번 MOU를 통해 좀 더 확대되고 발전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것을 

기대한다. 



▶ 제16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 5월 12일(화)~13(수) 양일간 장로회신

학대학교 제16회 국제학술대회가 장로회신학

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연

구지원처 주최 세계선교연구원 주관으로 진행

된 학술대회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신학과 

실천: 아시아 선교신학의 모색과 나눔"이라는 

주제로 서정운 명예총장의 기조강연과 데스나

오 야마모리, 구나완 하디안토, 케빈워드, 장로

회신학대학교 김영동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

다. 

▶ 2015 한중미 국제학술대회 

  지난 4월 9일(목)~10(금) 양일간 2015 

국제학술대회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

력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

원(교회와사회연구부) 주관으로 진행된 학술대

회는 "각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하

기"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나

라의 신학자들과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

을 가졌다.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 주요소식 】

▶ 제2대 백기환 총장 이임식 및 제3대 장석화 총장 취임식 거행



  지난 3월 10일(화) 정오 12시 30분에 중

앙신학대학원대학교 대강당에서 제2대 백기환 

총장 이임, 제3대 장석화 총장 취임식예배를 

총회임원, 재학생, 교수, 이사와 감사들이 참

석한 가운데 드렸다. 

【 보직임명 】

§ 일반대학원장·상담복지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교회음악대학원장 : 이형원 
§ 목회신학대학원장·선교대학원장·목회연구원장·평생교육원장 : 양병모 
§ 교무처장 : 이명희 
§ 기획실장 : 안희열 
§ 학생실천처장 및 기독교교육학과장 : 노은석 
§ 세계선교훈련원장 및 신학과학과장 : 최원진 
§ 상담심리학과장· 학생상담및취업지원센터장 : 권선중 
§ 영어과학과장 : 현숙경 
§ 사회복지학과장 : 오인근 
§ 유아교육과학과장 : 이춘자 
§ 교회음악과학과장 및 피아노과학과장 : 송민호 
§ 도서관장 : 김종걸 
§ 출판부장 : 유재성 
§ 침례교신학연구소장 및 역사자료실장 : 남병두 
§ 생활관장 : 신인철 

【 신임교수 】

§ 성     명 : 김정봉 (구약학)

§ 성     명 : 허  준 (전도학)

§ 성     명 : 임도균 (설교학)



【 주요소식 】

▶ 미국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과 MOU 연장 체결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는 지난 3월 

25일(수)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Mi 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총장 Dr. 

Jason K. Allen)과 양교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연장 체결하였다. 2010년 체결이후 

연장을 통한 이번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양교

간의 교환학생, 연구실적, 교환교수 교류 등의 

분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인 

논의를 거친 후 다양한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은 미국 남침례교단

의 6대 신학대학교 중 한 곳으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으며, 1957년 설립되어 22개의 대

학원 석,박사 과정과 14개의 학부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교이다.

【 주요소식 】

▶ 고든콘웰신학대학원 티모시 래니액 교수 특강

  2015년 3월 9일(월) 오후 4시 평택대학교 

피어선홀 3층 예배당에서 미국 고든콘웰신학대

학원 티모시 래니액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티모시 래니액 교수는 평택대학교와 자매대

학인 고든콘웰신학대학원 샬롯캠퍼스 학장이며 

구약신학 교수이다. 특강은 “현대교회와 참 목

자상”이라는 제목으로 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통역은 

유윤종 교수(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장)가 담당

하였다. 



【 주요소식 】

▶ ‘종교와 과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채수일)에서 종교와 과학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한신대는 올해 개

교 75주년과 종교와과학센터(CRS) 설립을 

기념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한신대 신학

대학원(서울캠퍼스)에서 '종교와 과학: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종교와 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형호 한신학원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

한신대의 정신은 이노베이션, 즉 혁신"이라며 

"새로운 역사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학문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채수일 한신대 총장 또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과거에는 종교와 과학 간 갈등이 없었으나 근대에 들어 천체운동의 탐구, 

과학적 무신론의 등장으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이제는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의 길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독일의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교수는 '인터넷 시대 이후의 국제

적이며 학제적인 연구협력의 발전' 강연을 통해 "그간 신학과 종교학을 다른 분야의 학문과 연

관시킨 간학문적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고 그 중심에는 전 세계 동료와의 협력이 존재했다

"며 연구에 있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수행한 연구에 대한 모든 협력은 인터

넷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IT강국인 한국 또한 향후 국제적이고 간학문적인 연구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신대 종교와과학센터(센터장 전 철)가 주최하고 한국기독교학회, 독일 국

제학제간신학연구센터(FIIT), 미국 신학과자연과학센터(CTNS)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연구재

단(NRF)이 후원한다. 학술대회를 통해 참여 연구단체 및 학자들은 동서양에서 전개된 종교와 

과학 간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29일에는 한신대 종교와과학센터(CRS), 독일 국제학제간신학연구센터(FIIT), 미국 신학과자



연과학연구센터(CTNS)의 본격적인 국제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센터간 협약식이 진행됐다. 

▶ 4·19혁명, 과거·현재 아우르는 토론의 장 마련돼

  한신대학교는 지난 4월 18일 오후 3시 서

울캠퍼스(신학대학원) 컨벤션홀에서 ‘4·19혁

명 제55주년 기념 4·19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강북구가 주최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5’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우

리 대학 신학대학원이 주관했다. 학술제의 주

제는 ‘4·19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이다.

  학술제는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여는마당’, 2부 ‘시와 콘서트’, 3부 ‘4·19 학

술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연규홍 신학대학원 원장의 개회사부터 인사말(정중섭 

4·19혁명국민문화제 위원장), 격려사(박겸수 강북구청장), 축사(채수일 총장) 순으로 펼쳐졌다. 

2부 행사에서는 시낭송이 시작됐다. 현실비판과 저항정신을 노래한 김수영 작가의 ‘푸른하늘을’ 

그리고 4·19혁명의 중심에 섰던 신동엽 시인의 ‘누가하늘을 보았다 하였는가’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낭송됐다. 이어서 연주그룹 ‘브라스 앙상블 마켓’(Brass Ensemble Market)이 콘서트 

곡 연주로 학술제의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이번 학술제의 메인 행사인 3부 ‘4·19 학술토론회’는 전문가들의 강연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

행됐다. 먼저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한국민주주의 전개와 4월 혁명’을, 이어서 서울대 오제연 

박사가 ‘4월혁명의 진행과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는 채수일 총장, 정해구 교

수, 오제연 박사, 이동희 한국학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4·19혁명은 세계사적 혁명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 '뇌과학과 신학' 주제로 한 종교와과학센터 제1회 포럼 개최

  지난 12월 5일(금)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한신대학교 종교와과학센터 제1회 

포럼 <뇌과학과 신학의 대화: 뇌과학으로 바라본 마음과 종교의 문제>가 과학자와 신학자와 종

교학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첨단과학시대와 문명과의 학제간 대화 가능성을 성찰하는 센터 연속포럼의 첫 

번째 자리이며 주제는 '뇌과학과 신학의 대화'(Dialogue between Brain Science and 

Theology)였다. 채수일 총장의 개회사와 센터장 전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한

국 뇌과학의 연구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희섭 교수(한국기

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장)가 "뇌 연구를 통한 마음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을 진행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희섭 교수의 

강연 이후 신학의 관점에서의 조명과 대화가 

이어졌다. 포럼의 패널로 참가한 권오대 교수

(한신대 초빙교수)와 신재식 교수(호남신대)

의 토론이 있었으며 센터 연구단과 토론에 참

여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다. 특히 전체 토론 가운데 뇌, 

의식, 영혼의 관계, 뇌과학과 종교의 관계, 자

유의지의 문제, 물질과 마음의 이원론과 일원론적 해석의 가능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신임교수 】

§ 성     명 : 박영호 (신약학)

§ 성     명 : 강정희 (기독교윤리학)

【 주요소식 】

▶ 세계적인 신학자 벨커 교수 초청특강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교수가 한일장

신대학교를 찾았다.

  벨커 교수는 4월 20일 오전 사랑관 대회의

실에서 ‘유럽 신학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학과 

신학간의 대화(Top Topics in the Science 

and Theology DialogueFrom a 

European Theological Perspective)’라는 

제목으로 특강했다. 구춘서 교수(신학부)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는 100여명의 대학원

생들이 참석해 벨커 교수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 보직임명 】

§ 신학대학원장 : 홍지훈 

§ 대학원장 : 김동선 

§ 교무처장 : 최승기 

§ 기획처장 : 신재식 

§ 학생처장 : 최흥진 

§ 실천처장, 학생생활연구소장 : 오오현 

§ 사무처장 : 송인동

§ 대외협력처장 : 강성열 

§ 연구관리처장 : 이준섭 

§ 평생교육원장 : 김병모 

§ 교회음악대학원장 : 황양숙 

§ 기독교상담대학원장, 사회복지상담학과장 : 김진영 

§ 도서관장 : 김형민 

§ 신학과장, 생활관장 : 김선종 

§ 대외협력실장 : 박용범 

§ 연구지원실장 : 이병옥 

§ 콘서바토리실장 : 박응수 

§ 사무부처장, 관리실장 : 윤동구 

§ 기획비서실장, 법인국장 : 오선근 

§ 학생실장 : 이경수 

§ 교무실장 : 서현주 

§ 경리실장 : 김용미 

§ 문헌정보실장 : 김명자 

【 주요소식 】

▶ 총회지정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식 성료



  지난 2015년 5월 12일(화) 대한예수교장

로회 통합 총회 역사위원회(위원장:김동운)는 

광주광역시 양림동 소재 호남신학대학교(노영

상 총장) 대강당에서 총회 지정 한국기독교사

적 지정식을 가졌다.

   한국기독교사적 제26호: 미국남장로교 선

교사 묘원(1909년 설립, 선교사와 그 가족 

22명이 안장), 한국기독교사적 제27호: 우월

순(Wilson)선교사사택, 한국기독교사적 제28

호: 옛 미국남장로교 광주선교부 부지(1904년 설립, 양림동산일대)를 총회에서 한국기독교사적

지로 선정했다.

  지정식은 1부 감사예배와 지정예식, 2부 제막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 역사위원회 위원과 

노회 역사위원회 관계자, 호남신학대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내외빈등이 참석한 사적지 지정 감

사예배는 강무순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역사및역사교과서대책분과장)의 인도로 정우 목사(총회역

사위원회)의 기도，신정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서기)의 '남겨진 흔적들' 제하의 설교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지정예식에서는 손산문 목사(총회역사위원회 전문위원)가 사적지정의 의미를 전하고 

신정목사의 지정공포 및 지정서 전달 후 남정규 목사(증경총회장)의 축도로 사적지정 예식을 마

쳤다. 인사와 축하순서에는 노영상 총장, 박석봉 장로(전남노회장), 최영호 남구청장(광주광역

시) 순으로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식에 대한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개교 60주년 기념 예배 및 호신 23기 홈커밍대회

  지난 2015년 4월 13일(월)과 14일(화)에 

호남신학대학교에서는 “개교 60주년 기념 예

배 및 호신 23기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대

회” 행사가 있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

는 졸업 후 3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수고한 

동문들이 오랫만에 함께 모여 모교를 위해 6 

천만원의 발전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사은회를 통해 옛 스승님들의 가르침

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과거 졸업 앨범에 담긴 사진들과 그 후로 함께 했던 동창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영상 사

진첩을 감상하기도 했다

  4월 14일(화) 11시에 호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개교 60주년 기념 예배에서 23기 동



문회장인 임준태 목사는 설교를 통해, 마태복음 17:22~23에 나타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초기 갈릴리 교회의 정신을 떠올리며 남은 목회 인생에 헌신을 다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후

배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이 시간을 통해 23기 동문들 중 2대에 걸쳐 호남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위한 장

학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한 하이든의 천지

창조 중 일부 곡의 연주가 있었다. 

▶ 제7회 농어촌 어린이 서울 나들이 행사

  호남신학대학교 농어촌선교연구소(이사장:

안영로, 소장:강성열)는 지난 1월 12~15일 

농어촌지역 어린이 25명을 초청해 '호남신학

대학교 제7회 농어촌 어린이 서울 나들이 행

사', 도시문화 탐방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소망교회(김지철 목사 시무)와 아천동교회

(김일재 목사 시무), 이강락 대표(KR컨설팅)

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서울 나들이는 서울 경복궁과 일본 문화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 롯데월드, 서대

문 형무소,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아천동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프로그

램으로 구성됐다.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국가의 희망이요, 미래 한국교회의 꿈나무

들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농어촌교회 어린이들을 모아 무료로 진

행되고 있으며, 서울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없는 섬지역이나 도서벽지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서울 

지역의 주요 명소들과 선교지를 보여주는 한편, 저녁에는 수요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 농어촌교회 어린이들이 넓은 세계를 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성열 소장은 밝혔다. 

▶ 2014년 청소년 리더십 캠프 개최

  지난 2014년 12월 29일 ~30일 1박2일로 2014년 호남지역 청소년 리더십캠프를 호남신학

대학교 T2에서 진행하였다. 호남지역 5개 고등학교에서 고교1년의 종교부장 30명이모여 캠프

를 진행하였고 "섬김의 리더십"(홍지훈 교수),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과 능력"(김선종 교수)의 특

강이 있었다.



▶ 인도네시아 대사명 신학대학과 자매결연 체결

  지난 2014년 12월 1일(월)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실에서 인도네시아 대사명신학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5년간 학생 및 교수, 직원의 교류, 공동연구, 공동 문화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호남신학대학교는 2014년 대학기관평가

인증에서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2014년 

12월 4일 한국대학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대

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12월 5일 홍지훈 교수(호남신학대학교 대

학기관인증평가 위원장)는 서울 프레지던트호

텔에서 열린 수여식에 참석하여 인증패(서)를  

수여받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는 한국대학교육협의

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제도로,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해 대학에 공신력

을 부여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대학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올해 하반기 12개 신청 대학 중 호남신학대학

교를 포함하여 11개교가 인증을 획득했다. 노영상 총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을 위해 수고한 

평가위원과 실무위원, 교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을 격려하였다.

【 신임교수 】

§ 성     명 : 안한나 (구약학)

§ 성     명 : 조재천 (신약학)

§ 성     명 : Nathan D. Shannon (조직신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