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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머지않아 

교인 수가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현실이 되

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수에 비해 교역자 수가 너무 많고, 

인구감소로 농어촌 교회의 황폐화는 물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이 실추되기 시작한 것도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

으나, 결국 교역자의 위기와 신학교육의 위기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각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의 지원율이 급격하

게 낮아지고 있고, 지원율 약화는 지원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교회를 책임질 교역자의 양성책임을 맡고 있는 신학교와 신학

교육이 변하지 않으면 위기는 가속될 전망입니다. 신학교육을 책임진 신학자들

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숙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신학교육의 현장밀착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급변하는 이웃 학문세계와의 대화

와 대결도 더욱 치열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현실은 세계교회와 세계의 현실이 중층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종교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약해지면서도 종교

성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제도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낮아지면

서도 신앙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는 것도 주목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현실과 신학적으로 씨름하면

서 답을 찾아나갈 때, 복음은 다시 기쁜 소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회장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



신학교육의 전선에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회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를 통해 크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길 기원하

면서 평화와 우애의 인사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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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TS 소식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제49차 정기총회 개최

제49차 정기총회가 2014년 3월 21일(금)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영미 총무(한신대학교)의 인도로 진행된 

개회 예배를 드리고, 한완상 박사께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기독교의 과제 - 원

수사랑, 하나님 나라 열쇠”는 제목으로 주제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김

해철 회장(루터대학교)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갔으며, 새로운 임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KAATS 2014년 1차 임원회

2014년 4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역 그릴에서 2014년도 1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KAATS의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결의된 

주요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학년도 교수연구논문공모 주제는 “글로벌 신학교육의 위기와 미래전망”

으로 정하다. 

2) 2014년 카츠 컨퍼런스는  2014년 10월 10일(금), 10-12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에서 “글로벌 신학교육의 위기와 미래전망”을 주제로 열기로 하다.

 2013년 석사 우수 논문 시상

본 협의회는 해마다 신학생들의 연구열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수석사논문 심

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시상은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선교학, 여성신학 기독교/목회상담학, 

기독교와 문화, 교회음악학 등 12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추

천을 받아서 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주제 및 문제 제기의 타당

성,’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논문의 학문성’ 등을 기준으로 하며, 시상은 

해당 학교 졸업식(졸업식에 우수논문 상패 증정)에 시행합니다. 2013학년도에

는 8개 분야에서 수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분야별 수상자와 학교, 논문 제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우수논문 수상자 *

  (6분야, 14편 논문 접수)

* 우수논문 수상자 * 

  (2분야, 6편 논문 접수)

분  야 이  름 제   목 학  교

신약학 박성연
Lucan understanding of the Gentle Mission in 

Relation of Jewish opposition
횃불트리니티신
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김충진 성찬의 종교적 감정을 통한 치유에 관한 고찰 서울장신대학교

기독교
윤리

정흥모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학적ㆍ성서적 연구와 

한국교회의 다문화주의 재인식
감리교신학

대학교

선교
신학

김효곤
선교사 멤버케어 측면에서 본 
산동선교(1913-1957년) 연구 

장로회신학
대학교

교회사 송훈회 웰치 감독의 생애와 사상에 관한 연구
감리교신학

대학교

여성신학 안주영 아우슈비츠 이후 하나님의 전능 이화여자대학교

분  야 이  름 제   목 학  교

구약학 정성은 시편 146 연구 : 토라와 찬양 한신대학교

조직신학 신성욱 케빈 밴후저의 복음주의 문화신학 연구
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



 2013년 총학장협의회

KAATS 총학장협의회가 2013년 12월 18~21일 중국의 태안, 곡부, 추연, 제남

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원교 중 9개 학교 총장님들과 사모님들께서 참석하였습

니다. 이번 총학장협의회는 동아시아 철학과 윤리의 기초를 이룬 공자사상의 

유적지를 공부, 공묘, 공림을 통해 세밀하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석성 총장님(서울신학대학교)의 공자사상 즉석 강연도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재 평택대학교(조기흥 총장)와 자매학교인 곡부사범대학

을 방문하여 공자연구를 특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육의 범례를 경청

할 수 있었고, 중국의 교육현황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수논문연구지원

2014년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

모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논문 개요 A4 용지 2매 정도(연구제목, 목적, 간략한 내용, 활용성 등)

2) 연구내용 (1) 지정주제 : “글로벌 신학교육의 위기와 미래전망”

            (2) 자유주제 : 신학교육 전반

3) 개요제출 기간 : 2014년 6월 8일

4) 논문의 양 : 원고지 120-150매

5) 논문제출 마감 : 2014년 10월 15일

6) 연구비 - 개인 150만원 (연구비 100만원/ 논총 원고료 50만원)

7) 연구비 지급방법: 착수시 연구비, 완료시 원고료 지급

제출된 개요 심사 후 선발결과를 개별 통지함. 연구논문 요약본은 6월 8일까

지 접수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된 논문은 12월 30일 

발행 예정인 <한국신학논총> 제13집에 게재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한국신학논총> 제13집 원고 모집

12월에 발행 예정인 <한국신학논총> 제13집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주제

는 “신학교육”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입니다.

 컨퍼런스 안내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는 2014년 컨퍼런스를 “글로벌 신학교육의 위기와 미

래전망”이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개최 할 예정입니다. 회원교 교수님들의 많



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4년 10월 10일(금), 10:00-12:00

* 장소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 강사 및 사회

사회 :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한국신학교육의 위기 진단과 미래전망”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북미신학교육의 위기 진단과 미래전망” (조기연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유럽신학교육의 위기 진단과 미래전망” (한국일 교수, 장신대학교)

“아시아신학교육의 현황과 한국신학대학의 역할” (이영미 교수, 한신대학교)

이번 컨퍼런스는 강연이 아니라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며 발제자들의 간단

한 핵심 소개(10분) 후 전체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실제적인 대안을 모색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발제문은 참가자들이 읽어올 수 있도

록 미리 배포할 예정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 컨퍼런스는 총장님들과 보직

교수님들만이 아니라 전 회원교수님을 초청하여 한국신학교육의 미래를 함

께 고민하고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참석을 기대합

니다.

 한국신학논총 제12집 발간

『한국신학논총』 제12집이 발간되어 배포 되었습니다.



∥ KAATS 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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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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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조은하 교수
목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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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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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영 교수
연세대학교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조기연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행사스케치∥

 2014년 제48차 KAATS 정기총회 & 연구협의회

⦾ 주최 : 전국신학대학협의회.한국신학교육연구원

⦾ 일시 : 3월 21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예배실

개회예배 사회 이영미 총무 개회예배 설교 김해철 회장

개회예배 기도 유경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성찬집례 채수일 총장(한신대학교)

강연 한완상 박사 감사패 전달



 2013년 총학장협의회

⦾ 주최 : 전국신학대학협의회.한국신학교육연구원

⦾ 일시 : 2013년 12월 18-21일 

⦾ 장소 : 중국 제남/부곡/추현 공자유적지와 태산



∥2014 KAATS 회원 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신학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그리스도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나사렛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루터대학교 신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전주대학교 기독교학과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평택대학교 신학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서울기독대학교 한민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한세대학교 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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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교 소식

【 주요소식 】

▶ 감리교신학대학교 합창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스리랑카 RBC(Royal Bible College)

를 위한 감리교신학대학교(이하 감신) 

합창단 제42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1월 21일(목) 웨슬리채플에서 열렸

다. 연주회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

으며, 유종현(감신 합창단) 지휘자가 

지휘를, 안예준(신3)학우가 반주를 맡

았다. 1부에선 ‘Gloria ? John Rutter’

란 제목으로 ‘Gloria ? Shari Riley’, 

‘주 나의 소망’, ‘주의 사랑 비췰 때’, ‘축복의 길’이 연주됐다. 1부 연주가 끝난 

뒤, 찬조출연으로 CTS기독교TV 양천 소년소녀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합창과 함

께 발랄한 율동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2부에선 ‘고전성가’

를 주제로 ‘주의 동산으로’, ‘본향을 향하네’, ‘우리 눈 여소서’, ‘깨어라 먼동이 

튼다’ 등 네 곡이 순서대로 연주됐다. 합창단은 “새로운 성가곡이 창작되는 요



즘, 감신 학우들이 잘 알고 있는 고전 성가들을 연주 하고자 했다”며 “2부는 

학우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바라며 구성한 스테이지”라고 설명했다. 3부에선 

‘찬양으로 듣는 말씀’으로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하박국의 기도’, ‘낙타

와 바늘귀’, ‘놀라운 일’ 등 네 곡이 연주됐다. 합창단은 “3부를 통해 말씀으로 

이뤄진 찬양이 우리 삶 속에 기분 좋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4부에선 ‘대동의 합창’이란 주제로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와 ‘할렐루

야’ 등 두 곡이 연주됐다. 

▶ 나그함마디, 기독교영성에 대한 회고와 반성

  감신대 교수평의회가 주관한 ‘나그

함마디 문헌을 통해 본 기독교영성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 가 지난 10일

(목) 백주년 기념관 3층 소예배실에

서 열렸다. 1945년 이집트 나그함마

디 마을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후 이

단의 문서로 치부된 나그함마디 문서

는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다. 이번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은 유

태엽(신약학) 교수는 영지주의 기독교의 특성 6가지를 발표하며 “영지주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기독교 영성의 정체성에 대한 글”이라고 자신이 저술한 

논문을 소개했다. 논문 낭독 이후 질의응답에서는 “나그함마디는 기독교의 대

안적 도전을 준다고 했는데, 성경만으로는 불충분한가”와 “이런 영지주의 내용

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역사를 보면 모든 집단은 도전이 있을 때 발전해 왔다”며 “나그함마디

가 현 기독교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문서”라고 답했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

한 박제연(신11)학우는 “정해진 틀 속의 신학만 했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 참석했다”며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영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 국제영성생활관, Vision Home 건립을 위한 2014 감신 사랑의 밤 열려

  지난 5월 1일 오후 6시 광림 사회봉사관 컨벤션 홀에서 내빈 320명이 참석

한 가운데 국제영성생활관, Vision Home 건립을 위한 2014 감신 사랑의 밤이 

열렸다. 이날 행사 중에는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 유가족을 



위한 촛불기도회가 있었다. 이후 행사

는 1부 예배, 2부 비전 선포 및 모금 

그리고 3부 만찬의 순서로 이어졌다. 

1부 예배는 박장원 목사가 기도를 했

고 박봉배 전 총장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반

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설교를 했으

며 김봉록 감독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에 박종천 총장은 ‘MTU 

VISION2023과 국제 영성생활관‘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들과 비전을 나눴고,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이 약정 권면의 말씀을 통해 후원자들의 참여를 호소했

다. 또한 서울연회 늘푸른합주단(단장 김상돈 목사, 단원 서형선, 김연기, 조창

식, 지한종, 유창진)의 은혜로운 연주와 함께 IGST학생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부속실장 박해정 교수가 후원참여 현황을 보고하고 감사인사로 마무리했다.

【 주요소식 】

▶ 개교 60주년 역사 사진 상설 전시장 개관 

  나사렛대학교는 개교 60년의 역사

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역사사진 

전시장을 개관했다. 2월 13일 오후 3

시 국제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신민규 총장을 비롯해 마

크 로우 국제나사렛성결회 아태지구

장, 데이비드 알렉산더 미국 노스웨스

트 나사렛대 총장, 한기동 나사렛대 

총회감독, 류두현 학교법인 나사렛학

원 이사장을 비롯한 우리대학 교직원과 나사렛 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테이

프를 자르며 상설 전시장 개관을 축하했다. 



  국제관 1층 100여 평에 마련된 전시장은 1954년 오웬스 선교사에 의해 서

울 사직동에서 개교한 초기 모습에서 현재까지의 주요 사료 80여 점을 주제별

/연도별로 전시하게 된다. 특히 우리대학의의 강점인 재활복지특성화, 국제화 

부분을 현장감 있게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는 우리대

학은 상설 전시장 개관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 보직임명 】

§ 대학원장, 신대원장 : 허호익

§ 교육지원처장 : 정창교

§ 비전지원처장, 학보사주간, 학생생활상담소장 : 김필진

§ 학생지원처장, 방송국주간 : 공성철

§ 행정지원처장 : 이찬원

§ 학술정보관장 : 임채광

§ 평생교육원장 : 조현상

§ 성지연구원장 : 이승현

§ 생활관장 : 최현준

【 주요소식 】

▶ 총장 취임 및 비전선포식

 제16대 김명찬 총장 취임 예식 및 개교 

60주년 비전선포식이 지난 4월3일 열렸

다. 개교60주년을 넘어 100년으로 비상

하라! 한국의 중심, 새로운 신학교육의 

패러다임 창출! 이라는 목표를 갖고 교

직원 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을 구

심점으로 변화와 발전에 주력할 것을 다

짐했다. 신임 김명찬 총장은 찾아가는 



총장, 함께하는 총장, 소통하는 총장을 다짐하고 대전신학대학교를 위해 최선

을 다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 주요소식 】

▶ 루터대학교 제5대 총장 엄현섭 박사 취임식

  루터대학교 제5대 엄현섭 총장 취

임식이 3월 3일(월) 오전 11시 교내 

채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엄현섭 신

임 총장은 “루터대학교는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라며 기독교 정신

으로 사회를 섬기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다”다짐했다. 

  엄현식 신임 총장은 지난 8년 동안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을 지내며 교단의 대내외적인 발전을 통해 기독교한

국루터회 제2의 도약에 기여를 하고 8년 만에 루터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했다.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루터교학원 김철환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에 이어 김해철 

총장의 이임사, 엄현섭 총장의 취임사와 교기 전달식이 있었다. 축사에는 서중

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부총장)가 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엄 신임 총장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구약신학을 전공

했으며, 미국 Concordia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엄 신임 총장은 지난 

1984년부터 2005년까지 루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학처장, 기획연구처장, 학

생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CBS 이사, 대한성

서공회 이사, NCCK 부회장 등을 거쳤다. 저서로 『민수기 주석』, 『한 눈에 보이는 구

약성경의 길잡이』, 『희망을 샘솟게 하는 찬양의 책』 등이 있다. 



【 주요소식 】

▶ 목원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예배 

  목원대학교는 5월 2일(금) 오전 11

시 교내 채플에서 국내·외 외부인사와 

교내 구성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가

졌다. 

  1954년 대전지역 최초의 사립대로 

출발하여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우리대학은 ‘꿈이 자라 60년 - 빛이 

되어 100년’으로 슬로건을 확정하고,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60년을 넘어 백년의 밝은 미래로 이어가는 목원의 새로

운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열린 개교기념식에서는 박영태 이사장의 성경말씀에 이어 염홍철 대전

시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곽영교 시의회의장, 해외 자매대학인 일본 쿠시로공

립대학 타카노 토시유키(Takano Toshyuki) 총장, 태국 나래수안대학교 찐나욘 

수진 (Jinahyon Sujin) 총장, 중국 흑룡강대학교 곡과군(Qu Ke Jun) 부총장, 중

국 흑룡강성 신학교 여덕지(Lu De Zhi) 총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리대학의 설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년의 역사

를 정리한 ‘목원역사 60년사’에 대한 발간 헌정식이 열렸다. 이 책에는 1954년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경제회생과 그 일환으

로 농촌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대학을 설립한 당시부터 오늘날까지의 목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어 60년 역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 등을 전시한 목원역사관(구 신학관) 개

관식이 열렸으며, 중국흑룡강성 신학교 여덕지 총장, 원로조각가인 윤영자 전 

교수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여 총장은 중국 기독교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한국과 중국의 종교, 문화, 교육 분야 교류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

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대한민국 미술교육 1세대로 1973년 우리대학 



미술대 설립을 주도한 윤 전 교수에게는 국가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으

로 명예 조형예술학박사학위가 수여됐다.

서울기독대학교

【 보직임명 】

§ 교무연구처장 : 이영호 

§ 기획관리처장 : 김부자 

§ 대외협력처장 : 김준회 

§ 학생복지처장 : 백종구 

§ 사무처장 : 홍기배 

§ 대학원장 : 민대훈 

§ 치유상담대학원장 : 최복태 

§ 학술정보관장 : 오세란 

§ 평생교육원장 : 문영희 

§ 신학과장 : 김도형 

§ 사회복지학과장 : 황미경 

§ 국제경영정보학과장 : 김창희 

§ 무용학과장 : 최윤선 

§ 음악학과장 : 최한나 

§ 교목실장서리 : 장경진

【 주요소식 】

▶ 2014년 서울기독대학교 후원의 밤

 지난 2월 27일에 서울기독대학교 후원의 밤 행사가 종로구에 위치한 AW 컨

벤션센터(구 하림각)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행사는 총 5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1부 식전행사는 예온교회의 김정식 

목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무용학과

의 선교 무용을 시작으로 찬양과 첼

로 연주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총동

문회장인 신봉수 목사가 진행을 맡아 

이강평 총장의 인사와 모두가 함께 

하는 찬송,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 3

부에서는 민대훈 대학원장의 추대사

를 시작으로 한기총 제19대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에 대해 이강평 총장이 명

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화환을 증정하는 한편, 학교법인 환원학원 신조광 이사

장의 격려사와 이승렬 목사, 김무성 의원, 노재동 장로의 축사가 이루어졌다. 4

부 후원다짐 시간에는 후원회장으로 선출된 공창호 회장에 대한 임명패 전달

식과 그의 인사에 이어 내빈 소개, 후원서 작성 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마

지막으로 5부 만찬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고 참여한 모든 이

가 뜻 깊은 밤을 보냈다.

【 주요소식 】

▶ 서울신대 유석성총장 제33회 연세경영자상 수상

  서울신학대학교 유석성 총장이 지

난 12월 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3회 연세경영자상’에서 연세 경영

자상을 받았다. 대학 총장이 연세 경

영자상을 수상한 것은 1977년 제2회 

시상식에서 당시 김준철 청주대 총장

이후 36년만이다. 지금까지 이 상은 

두산그룹 회장, 한글과컴퓨터 한국야

쿠르트 오뚜기 대표이사 등 주로 기



업 경영인들이 수상해와 신학대학 총장이 수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 총장은 21세기 국제화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경영마인드와 탁월

한 학교 경영능력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에 서울신학대학교를 기독교명문 대

학으로 발전시켜 대학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받

은 것이다. 유 총장은 시상식에서 “인생은 경영이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경

영이 필요한데, 당면한 문제인 인생경영과 학교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며 

그동안 비전경영, 가치경영, 신뢰경영, 변혁적 경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다”고 밝혔다. “분에 넘치는 제33회 연세 경영자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

광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더 잘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경영’을 잘

하도록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마무리했다.

▶ 글로벌사중복음 연구소 창립

  서울신학대학교(유석성 총장)는 4월 

28일 본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글로벌 

사중복음연구소(GIFT)’ 창립식을 갖고 

사중복음을 바탕으로 21세기 기독교 

영성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GIFT(Global Institute of Fourfold 

Gospel)는 성결신학의 핵심인 사중복

음(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을 연구하는 

초교파 신학 연구기관이다. 소장은 최

인식 교수다. GIFT는 앞으로 신학과 목회 혁신을 위한 사중복음 연구 프로젝트

를 비롯해 사중복음 영성훈련· 사중복음 윤리실천 프로젝트를 펼칠 계획이다. 

  유석성 총장은 인사말에서 “사중복음이 구호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나

타나도록 GIFT를 통해 성결신학을 현대화하고 생활화하며 사회 속에 구체화하

겠다”고 말했다.

【 보직임명 】



§ 기획처장, 신학과장, 신학연구소장: 최인기 

§ 일반대학원장, 예배찬양사역대학원장: 김세광 

§ 교학처장, 학보사주간, 산학협력단장: 조광호 

§ 경건실천처장, 미션네트워크센터장: 장남혁 

§ 학생상담센터장: 안명숙 

§ 디아코니아연구소장: 김한호 

§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최경순 

§ 성지연구소장: 홍순화 

§ 도서관장, 박사원장, 출판부장: 김기원  

§ 사회복지학과장, 사회복지상담대학원장, 평생교육원장, 광주청소년지원센터

장, 취업센터장: 박은미 

§ 밀알사회복지연구소장: 이시연

§ 교회음악대학원장, 교회음악연구소장: 김  준

§ 교양학부장, 신학대학원장: 송인설 

§ 자연치유선교대학원장, 자연치유연구소장: 장석종 

§ 교회음악과장: 장  숙 

§ 생활관장: 이민규 

§ 기독교리더십연구소장: 김광건  

§ 홍보실장: 이상은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윤동녕 

【 주요소식 】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이, 취임식
  

  서울장신대학교 2014학년도 1학기 

입학∙개강예배 및 총장 이∙취임식 예

배가 2014년 3월 6일(목) 오전 11시 

본교 해성홀에서 진행되었고, 이날 예

배는 현 총회장인 김동엽 목사가 요

12:24을 본문으로 "한 알의 밀이 되

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입학∙개강예배와 더불어 문성모 총장

의 이임식과 안주훈 총장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후 신입생 선서와 더불어 신입생 성적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이 수

여 되었고, 교가 제창과 함께 전 이사장인 주성훈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

다. 

▶ 개교 6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명예박사 수여식
  

  2014년 4월 10일 해성홀에서는 개교 60주년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날 

예배에서 이사장 고시영 목사가 "자! 일어나자, 빛이되자"(사 60:1-4)라는 제목

하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동문 김동엽 목사에 대한 명예박사 수여식이 있었다. 

뒤이어 이호영, 한상민, 박상철 차장에 대한 근속 공로패 수여가 있었고 60주

년 기념총서 헌정이 이루어졌다. 이날 예배는 전동문회장 임은빈 목사의 축도

로 마쳤다

【 주요소식 】

▶ 개교 100주년 기념식 및 명예박사학위수여식 개최 

  성공회대학교(총장 이정구)는 4월 

30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개교 100

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성공회대 

이정구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

로의 100년은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열림·나눔·섬김’의 교육이념을 충실히 

실천하고, ‘공동체적 교육중심대학’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기념식은 먼저 감사예배로 시작하여, 교수·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성공회대학

교 100인 합창단이 ‘아침이슬’ 등 합창을 했다. 이어 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서 

성공회대학교의 전신인 성미가엘신학원장을 지낸 이근홍 신부에게 명예박사학

위를 수여했다. 명예박사학위수여식에는 채수일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인영 의



원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소 준공식과 기념식수를 진

행했다. 기념식수에는 100년 전 설립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가자는 의미로 

“100년을 넘어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표지석을 세웠다. 

  한편, 성공회대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준비한 행사 중 ‘100주년 기념 콘서

트’, ‘100주년 감사성찬례’, ‘오페라 갈라쇼’ 등 축제성 행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애도하기 위해 취소했으며, 학술심포지엄과 기념식 등 일부 

행사만 차분히 진행했다.

【 주요소식 】

▶ ‘2013 ACTS 영국기도선교’ 보고서 책 출판

  지난 9월 9-19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40명이 참여한 ‘2013 ACTS 영국기

도선교’ 보고서가 책으로 출판되었다.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 ACTS의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2013년 240명의 

ACTSAN들이 직접 영국교회를 방문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영국교

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2013년, 뜨거웠던 영국기도선

교의 현장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 볼 수 있다.

▶ ACTS International Center 건립모금, 김영미 소프라노 초청 음악회

  지난 12월 19일 본교 강당에서 

ACTS International Center 건립모금, 

김영미 소프라노 초청 음악회를 개최

하였다.



▶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와의 MOU 체결 

  지난 2014년 4월 30일 미국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간 MOU를 체결하

였다.

▶ 제 40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2014년 4월 29일 (화) 본교 40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를 진행되었다.

【 주요소식 】

▶ 세계교회 지도자 양성 위한 송도 GIT 설립

  지난 3월 18일 신학관 채플실에서 송도 글로벌신학원(Global Institute  of 

Theology, GIT)(아래 GIT) 발족감사예배가 열렸다. 이날 GIT 발족감사예배(아래 

예배)에는 ▲정갑영 총장 ▲연합신학대학원장 정석환 교수(신과대·목회상담학)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 ▲신촌성결교회 이종

익 목사 등 외부 교회 목사 및 내빈들이 참석했다. 예배는 ▲기도 및 성경봉독 

▲GIT 발족사 및 설립추진위원회 소개 ▲GIT 설립진행 및 예정사항 보고 ▲위

촉장 수여 ▲환영 및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설교와 GIT 상황 보고에 이어 정 총장은 GIT 설립추진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했

다. 정 총장은 환영사에서 “130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의 열정으로 우리대학

교를 비롯한 한국 교회가 시작됐다”며 “이제는 한국교회의 순수한 마음과 연세

의 진리·자유가 합쳐져 제2, 제3의 언더우드를 양성해 낼 때”라고 그 의미를 

전했다. 

  GIT는 21세기 세계교회를 이끌어갈 외국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전문적으

로 양성하기 위해 오는 2015년에 설립되는 글로벌신학원이다. 연세대학교 연

합신학대학원(아래 연신원)이 중심이 돼 설립이 추진됐으며 세계교회협의회

(WCC) 및 많은 한국 교회들이 참여하며 협조하고 있다.



  GIT 설립 배경에 대해 정 원장은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연신원은 국내

의 전문신학기관으로서 그동안 무수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왔다”며 “이

제는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연신원이 중심이 돼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소외지역에 나누려한다”고 전했다.

  GIT는 국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석․박사과정과 

현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연장교육과정을 제공한다. GIT에서 교육받는 학생

들은 모든 학위과정동안 장학금 및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장학 기부금

은 후원구좌를 담당할 한국교회와 외부 후원자를 모집해 마련할 계획이다. 

  GIT는 오는 2015년 3월부터 매년 약 30명의 신입생을 선발해 전체 정원은 

약 100~1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GIT의 모든 커리큘럼은 영어로 진행되며, 

졸업 시 정식 학위를 수여하는 만큼 우수 재원 선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4년 8월에는 ‘지도력 개발과 네트워크 과정 프로그램’(아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 리더들을 

초청해 2~3주간 세미나를 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 원장은 “각 국가의 기

독교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맺으며 그분들이 자국에 돌아가 자국 내의 우수

한 신학 인재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 연합신학대학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난 5월 19일, 신학관 예배실에서 ‘연합신학대학원 50주년’ 행사가 열렸다. 

1부 순서인 50주년 기념예배는 ▲개회사 ▲특별찬양 ▲설교 ▲환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2부 순서인 50주년 기념강좌에서는 ▲루이스 람보(Lewis R. 

Rambo) 언더우드 석좌교수(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심리학및종교학) 강연 ▲관

동대 기초교육대 박종현 교수 강연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지난 1964년에 개원한 연합신학대학원은 세계교회협의회 신학교육기금위원

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의 신학고등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됐

다. 1998년부터는 3년제 신학 석사 과정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2년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돼 박사과정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상담 전문 과정 ▲목

회 상담 전문 과정 ▲상담 고급 과정 ▲코칭 아카데미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

다. 

  연합신학대학원 원장 정석환 교수(신과대·목회상담학)는 환영사에서 “여러 선

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다”며 “그 

감격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오십 년, 새로운 백 년을 꿈 꿀 수 있

는 연합신학대학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연합신학대학



원 김문철 동문회장은 “연합신학대학원은 한국 신학 목회자들에게 꾸준히 새

로운 꿈과 도전을 심어줬다”며 “국제캠에 세워진 외국인 전용 신학대학원 GIT

도 어느 신학대학원도 꿈꾸지 못한 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 보직임명 】

§ 경건교육처장 : 홍인종

§ 경건훈련원장 : 오방식

§ 교수학습개발원장 : 고원석

§ 교수회서기 : 김진명

§ 교육대학원장 : 이규민

§ 교회음악대학원장 : 이명신

§ 교회음악학과장 : 이명신

§ 기독교교육과장 : 이규민

§ 기획정보처장 : 한국일

§ 남생활관장 : 오방식

§ 대외협력처장 : 김도일

§ 대학교학처장 : 최재덕

§ 대학원장 : 윤철호

§ 도서관장 : 임희국

§ 목회전문대학원장 : 김운용

§ 방송국장 : 김진명

§ 생활관주임교수(여) : 권영숙

§ 세계선교대학원장 : 김영동

§ 신학과장 : 변창욱

§ 신학대학원장 : 임성빈

§ 신학춘추주간 : 변창욱

§ 역사박물관장 : 임희국

§ 연구지원처장 : 김도훈



§ 외국인학생 지도교수 : 최윤배

§ 장신리더십아카데미원장 : 김경진

§ 장신언어교육원장 : 배요한

§ 출판부장 : 김도훈

§ 평생교육원장 : 김경진

§ 학생생활상담소장 : 이상억

§ 학생지원처장 : 최윤배

【 신임교수 】

§ 성     명 : 이창호(기독교와 문화)

§ 성     명 : 최진봉(실천신학)

§ 성     명 : 김신웅(교회음악학)

§ 성     명 : 류은정(기독교교육)

§ 성     명 : 이재현(실천신학)

§ 성     명 : 김경은(실천신학)

§ 성     명 : 백승남(교회음악학)

§ 성     명 : 유선희(기독교교육)

§ 성     명 : 한금란(영어교육)

§ 성     명 : 김태형(실천신학)

【 주요소식 】

▶ 개교 113주년 기념예배 및 기념행사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

  ∙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 행사 : I부 기념예배(설교-제13대 학장 박창환 목사)

          II부 명예신학박사학위 수여식 

             - 이순 박사(천안중앙교회 원로목사)

             - 위르겐 몰트만 박사(독일 튀빙엔대학교 명예교수)

          III부 기념행사(감사패 수여 및 제82기 동문 재상봉)

▶ 제15회 국제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5월 13일(화)~14일(수) 13:00 ~ 17:00

  ∙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교 국제회의장

  ∙ 주제 :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신학과 실천”

          (Twenty-first Century Asian Pacific Theology and Practice)

  ∙ 주최 :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

  ∙ 주관 : 제15회 국제학술대회 실행위원회

  ∙ 발표 : 김명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위르겐 몰트만 박사(독일 튀빙엔대학교 명예교수)

          존 왈라스 박사(미국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총장)

          임희국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제임스 맥도날드 박사(미국 샌프란시스코신학교 총장)

          하가 츠토무 박사(일본 동경신학교 학장)

          원 거 박사(중국 남경신학교 교수)

【 주요소식 】

▶ 개교 제60주년 기념 예배 개최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 개교 

60주년 기념예배가 5월 27일(화) 오

전 11시 교단기념 대강당에서 진행됐

다. 배국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예배는 기독교한국침례교 총회장 

임원과 학교법인 한국 침례신학원 이

사장 및 이사, 교단 목회자, 재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학장을 역임한 정진황 목사가 “하나

님의 인정받은 일꾼 ”(딤후 2:15)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이어 침신대 1회 입학

생을 초청하여 메달을 수여식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총 20명의 1회 입학생

중 8명(김병수, 김은규, 김효열, 박영록, 백동호, 정진황, 오관석, 이병욱)이 참석



하였다. 이어 침신대 교수, 직원 9명(임계자, 김광수(교수),이은경, 김난예, 권지

성, 안희열, 양병모, 김광수(직원), 안교범)에게 근속패를 수여했으며,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이사장 성지현 목사의 기념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김대

현 목사,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 김경옥 박사가 침신대 개교 60주년을 축

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미남침례교 국제선교회 총재 Tom Elliff,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총장 Paige Patterson, 옥스퍼드대학교 리젠트파

크 학장 Robert Ellis가 축하영상 메시지를 전했으며 교가제창 이후 전이사장 

오관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미국 뉴올리언즈 침례신학대학원과 MOU 체결

  침례신학대학교(총장 배국원)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국제교류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25일(화) 11시 교단기념 대강당에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뉴올

리언즈 침례신학대학원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총장 찰

스 켈리(Dr. Charles Kelley))과 양교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양교간의 교환학생, 연구실적, 교환교수 교류 

등의 실제적용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거

친 후 활발한 인적 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 주요소식 】

▶ 제17회 피어선 학술대회 개최 

  평택대학교의 창립자 아더 T. 피어선 박사를 기념하는 제 17회 피어선 학술

대회가 5월 19일 월요일 피어선 홀에서 개최되었다. 피어선 학술대회는 피어

선 박사의 본교 설립이념을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

의 발제와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진학자의 논문발표로 구성되었다. 

  유윤종 피어선성경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 1부 예배에는 승동교회 박

상훈 목사가 성경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였다. 예배 후 특별순서로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필재 목사의 성역은퇴 기념호로 출간된 피어선 신학



논단 4호의 헌정식이 있었다. 오전과 오후로 진행된 논문발제는 피어선기념성

경학원과 유관한 인물의 신앙과 생애 연구 등 한국교회 대표적 신학자와 신진

학자의 발표로 참석한 시민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제1회 한경직목사 기념상 수상  

  평택대학교는 5월 27일(화) 오전 

10시30분 영락교회(담임: 이철신목사) 

선교관에서 열린 제1회 한경직목사기

념상 시상식에서 베트남선교협회와 

함께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 및 선

교후원금 5,000만원을 수상하였다. 한

경직 목사 기념상은 (재)슈페리어재단

과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에서 고

(故) 한경직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

정한 상으로 올해 첫 시상식을 가졌다.

  조기흥 총장은 수상 후 감사인사에서 평택대학교가 해외 유학생 교육과 파

송을 통한 해외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교육선교와 봉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고(故)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

다.

【 주요소식 】

▶ 4ㆍ19혁명 의미 되짚는 학술제 열려

  한신대학교는 지난 4월 18일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4ㆍ19혁명을 기념하

는 학술제를 개최했다. 이 학술제는 4ㆍ19혁명 54주년을 맞아 4ㆍ19세대, 중

간 세대, 미래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대를 넘어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주최하고 4ㆍ19혁명 국민문화제가 주관



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주제

로 한 이번 학술제는 250여 명이 참

여한 가운데 1부 <여는마당>, 2부 

<주제강연>, 3부 <3色 콘서트>로 나

눠 진행됐다. 4ㆍ19혁명 당시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관람하

는 것으로 1부가 시작되었고, 연규홍 

신학대학원장의 개회사와 문승주 4ㆍ

19 민주혁명 국민문화제위원장의 인

사말이 이어졌다. 채수일 총장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4ㆍ19혁명

의 이념과 가치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계승되고, 4ㆍ19를 넘어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를 그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원했다.

  2부 행사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통일시대를 대비한 4ㆍ19혁명의 재

조명'이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그리고 이를 4ㆍ19와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강연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4ㆍ19세대를 상징하는 이부영 전 국회의원ㆍ이성춘 전 고

려대 석좌교수가, 중간 세대를 대변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ㆍ이기호 한신

대 평화와공공성센터 소장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곽현화 방송인ㆍ김영수 한

신대 신학대학원생이 '3色 토크 콘서트'에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신학과 과학, 학제간 소통 모색하는 학술대회 개최

  한신대학교는 27일(화) 오전 서울캠

퍼스 채플실에서 한신대 학술원 신학

연구소 주관으로 “동아시아의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신학

과 과학 간 소통을 위한 모색이 활발

히 전개됐다. 

  채수일 한신대 총장은 인사말을 통

해 “신학은 언제나 학문과 대화해왔

다”며 “철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여성학, 생태학 등 대화의 대상이 시대마다 

달라지긴 했지만 대화는 그리스도교 신학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교와 과학의 대화 - 동아시아 

문명의 맥락에서>라는 주제로 주제강연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세

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 별로 이병학 교수(신약신학), 송순열 교수(신약신

학), 전철 교수(조직신학) 등 신학자들과 한국의 뇌과학 연구의 대가인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박문호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 보직임명 】

§ 경건실천처장(서리) : 최영현 교수(신학부)

§ 교무처장 : 박대우 교수(인문사회과학부)

§ 기획처장 : 이혜숙 교수(사회복지학부)

§ 입학학생지원처장 : 이승갑 교수(신학부)

§ 일반대학원장 겸 아시아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장 : 구춘서 교수(신학부)

§ 신학대학원장 : 김태훈 교수(신학부)

§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장 : 김인 교수(사회복지학부)

§ NGO정책대학원장 : 이남섭 교수(인문사회과학부)

§ 심리치료대학원장 : 김충렬 교수(신학부)

§ 도서관장 겸 학보사 및 방송국 지도교수 : 배경식 교수(신학부)

§ 산학협력단장 겸 기독교종합연구원장 : 이남섭 교수(인문사회과학부)

§ 원격평생교육원장 : 배성찬 교수(사회복지학부) 

§ 신학부장 : 차정식 교수(신학부)

§ 사회복지학부장 : 남연희 교수(사회복지학부)

§ 인문사회과학부장 : 김해룡 교수(인문사회과학부)

§ 음악학부장 : 박효정 교수(음악학부) 

§ 심리상담학부장 : 신혜순 교수(심리상담학부)

§ 간호학과장 : 윤매옥 교수(간호학과)

§ 교수학습지원센터장 : 김인 교수(사회복지학부)

【 신임교수 】



§ 성     명 : 백상훈 교수(영성신학)

§ 성     명 : 이종원 교수(기독교윤리학)

§ 성     명 : 김은주 교수(기독교교육학)

【 주요소식 】

▶ 유태주 교수 정년퇴임 및 박종기 교수 퇴임

  유태주 교수(신학부)가 2월말 정년퇴임하고, 박종기 교수(신학부)가 퇴임했다.

유교수는 8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1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신

학생들을 양성해왔으며, 교목실장(현 경건실천처장)과 대학원장 등으로 봉직했

다. 교회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 퇴임한 박교수는 8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

지 외국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한 7년을 제외하고 24년간 한일장신대 신학

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기획처장과 신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두 교수는 

2014년 3월 1일 명예교수로 추대됐으며, 주 1～2회 출강하며 후학양성에 여전

히 힘을 쏟고 있다. 

▶ 대학 설립자 서서평 선교사 일대기 다룬 뮤지컬 ‘서서평’ 제작

  한일장신대학교는 대학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 서거 80주년 및 개교92주년 

기념으로 서서평(본명 Elizabeth Johanna Shepping) 선교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서서평’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5월 13일(화) 오전 학교 예배당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다짐하는 발대식이 열

렸다. 서서평 선교사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시작된 이날 발대식은 오덕호 총장 

인사, 배우 및 스태프 소개, 공연 삽입곡으로 구성된 갈라콘서트로 꾸며졌다. 

뮤지컬 ‘서서평’은 1912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서평 선교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계몽, 사회복지, 선교,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한 삶과 신앙을 

다룬다. 

  이 작품에는 음악학부 실용음악학 교수들의 지도 아래 35명의 재학생들이 

연기와 연주, 앙상블팀으로 출연한다. 음악은 ‘사명’의 작곡가 이권희씨를 비롯

한 3명의 작곡가와 편곡자가 맡고, 국내 최고의 무대, 음향, 조명, 영상 전문가

들이 수준높은 창작뮤지컬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고 있다. 

  본 공연은 11월 21일(금)부터 22일(토)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3회 이루어진다.



▶ 2014학년도 신입생 100% 충원

  한일장신대는 2014년 신입생 모집에서 학부와 신학대학원(교육부 정원), 각 

대학원 모두 100% 충원율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대학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해 

해마다 입학정원을 줄이고, 학생 수요가 많은 심리상담학부, 실용음악학, 간호

학과 전공을 신설하는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회와 

동문, 지역사회에서 우리대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준 결과로 분석

된다.

▶ 교육강화를 위한 전임교수 9명 신규 임용

  우수교육 강화를 위해 올해 전임교수 9명을 신규 임용했다. 신설된 간호학과

를 비롯해 신학부, 사회복지학부, 심리상담학부, 음악학부, 교양부문 등 모든 

학부에서 골고루 교수를 임용해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했다.

▶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

  학생들의 장학혜택도 큰 폭으로 유지되고 있다. 재학생 2013년 장학금 수혜

율은 130.8%이며 1인당 장학금은 319만원에 이른다. 교육시설도 확충됐다. 간

호학과 전용 강의실 및 실습실을 구축하고, 각 건물마다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했다.

▶ 전라북도 산학관 커플링사업 2년 연속 선정

  한일장신대학교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4 산·학·관 커플링사업의 사회

적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사업 부문에 2년연속 선정돼 1억 1천 2백만원을 지

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 지급, 해외선진기관 연수, 협

약 기업에서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비롯해 협동조합 인성교육과 직무교육, 

협동조합 교재개발 등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고히 

갖추게 됐다.

▶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12월 11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

사활동을 펼쳤다. 오덕호 총장과 교수, 직원 등 40여명은 두 팀으로 나눠 학교

앞 상관면지역과 전주시 동서학동 등 20개 가구에 연탄 4천장을 직접 배달했



다. 

  학생들도 동참했다. 야간학생회 재학생들은 1월 16일 독거노인과 소외계층 

가정에 연탄 2천장을 직접 배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전북연

탄은행(대표 윤국춘 동문·2014년 졸)과 함께 진행됐으며, 만학도 학생들의 자녀

들과 교회 청년 등 20여명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 온라인 국가등록 민간자격증과정 개설

  한일장신대학교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3월 19일 한국심

리상담개발원(대표 노성운)과 교육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학습자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컨텐츠 제공 및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대학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원장 배성찬)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과정은 

심리상담사 2급, 독서지도사, 부모교육지도사 등 심리상담, 방과후교육, 유아교

육 부문에서 25종의 자격증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원격평생교육원 사

이트(http://lic.hanil.ac.kr)에서 과정별로 2∼3개월간 이루어진다. 이수자는 한일

장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한국민간자

격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게 된다. 

【 주요소식 】

▶ NGO Good of All 과 MOU 협약체결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김상복)는 2014년 1월, Good of All(대표 

Matthew Daniels)과 아시아(북한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권 보장 문제와 해결

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MOU 협약을 체결했다. 본교는 인권관련 수

업을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평신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설할 예

정이다.



▶ 기독교대학 협력기관으로 등록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는 2014년 5월, ACSI(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국제기독교학교연맹)의 인가를 받아 기독교대학 협력기

관으로 등록 되었다. 본교 교육학과(M.Ed.), 기독교 교육학과(M.A. in Christian 

Education) 및 관련 수업을 이수한 다른 학위 과정의 졸업생 중 희망자는 

ACSI에서 발행하는 교사 자격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교

육가로 활동할 본교 졸업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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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건, 『김동건의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의 큰 특징은 성경론,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교
회론, 종말론 등 11개에 이르는 신학의 중심 주제가 한 권에 다 들
어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들 안에는 평신도들에게 다소 어렵거나 난
해하게 느껴질 만한 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저자는 이러한 주제들
을 제외시키지 않고 과감하게 포함시켰다. 11개의 대주제 아래에는 
4-5개의 소주제가 따라와서, 전체 52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김영동, 『생명을 살리는 선교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제1부 생명목회, 생명 선교]는 복음전도와 생명목회에 대한 이해
와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생명 선교신학과 실
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생명 살리기 선교와 국내 생명 선교의 신학적 이론을 살펴본다. 
 [제2부 한국 교회 선교]는 세계 선교의 동향과 한국 선교의 
진단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며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한국 교
회 산동 선교의 의의를 살펴본다. 
 [제3부 로잔대회, 에큐메니칼 운동과 선교]는 선교신학에 있어
서 로잔대회 선언문을 각 회차별로 비교연구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교적 의의와 선교 이해, 신학 등을 알아본다.



김영인, Die Erscheinung Jesu: Eine Rezeptionsorientierte Untersuchung Der 
Erscheinungserzaehlungen in Den Synoptischen Evangelien Lang, 2011 

  이 책은 공관복음의 결말부분에 자리한 예수의 부활/현현이야기를 
역사적-미학적 수용의 관점에서 연구했다. 이 책은 저자 중심의 연
구를 독자중심의 연구로 시좌를 옮길 때 획득된 장점들을 교회와 기
독교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의 부활/현현에 적용했다는데 의의가 있
다. 2012년에는 NTA(New Testament Abstracts) 56/3, 
622f.에, 2013년에는 바르셀로나 까딸류나 대학의 신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스페인어권의 권위있는 철학, 신학총람인 actualidad 
bibliográfica de filosofía y teología, julio-diciembre 
222-224쪽에도 등재되고 서평이 실렸다. 

김학철, 『마태복음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마태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에게서 새롭게 열린 세계를 보았다. 그 세계에서는 여전
히 이스라엘의 야웨가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그를 신뢰하는 이들에
게 ‘아버지’가 되어준다.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는 이스라엘 땅 
곳곳을 밟고 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그늘진 땅을 정화하고, 마침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놓았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믿는 이들은 권세를 위임받아 땅과 하늘 사
이에 매고 푸는 권세를 행한다. 그렇게 열어놓은 마태공동체의 참다
운 ‘세계’는 실재를 가져오는 ‘신학적 상징 세계’이다. 

데이비드 A. 드실바, 『신약개론』, 김경식 외 2인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본서는 신약성경 저자들의 사회적, 문화적, 수사학적 배경에 집중한
다. 그리고 현시대의 해석학적 방법론들도 각 신약성경의 특징에 맞
게 적용해본다. 또한 신약개론서로는 드물게, 본서는 목회를 준비하
는 신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접근을 시도한다. 이러한 학문과 
실천의 통합적인 요소들은 본서를 다른 개론서들과 차별을 갖게 한
다. 게다가 각 장마다 수록된, 지도, 사진, 등은 학습 효과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마이클 J. 고맨, 『신학적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바울연구개론』, 소기천 외 3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바울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책이다. 이 책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몸소 보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본받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복음전도자와 
목회적 신학자가 된 바울을 아주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사도행전뿐
만 아니라 그가 직접 쓴 13개의 서신들을 모두 소개해준다. 독자
들은 이 책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 사상, 영성, 서신 등에 관한 많
은 내용을 새롭게 발견할 것이며, 오늘날도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
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박경수, 『한국교회를 위한 칼뱅의 유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근원을 바르게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칼뱅의 교회개혁 원칙들과 신학사상을 소개한다. 필자
는 칼뱅의 개혁정신이 목회자의 문제, 교회론의 문제, 사회경제적 윤
리의 문제, 신학방법론의 문제등 한국교회의 혼란과 위기에 대해 효
과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책은 1부에서 다섯 
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칼뱅의 사상을 소개하고, 2부에서 칼뱅의 다양한 신학적 측
면을 조명한다.

 배경식, 『경건과 신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2014)

 이 책은 저자가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오가며 강의한 내용과 학생들
을 지도하면서 공동으로 얻어진 연구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경건주
의와 경건운동, 요한 아른트나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등 경건의 
실천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경건운동이 독일의 개신교인들게 왜 
일어났는가를 역사적으로 바르게 인식하도록 이끈다. 또한 경건이 
경건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경건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애와 신앙, 그리고 신학을 살펴본다.



배재욱, 『섬김 : 성경에서 배우는 최고의 지도력』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3)

  이 책은 올바른 섬김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동서양 지
도력에 따른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고,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지도력
은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찾아보고 신약성경 안에서 섬김이란 관점으
로 지도력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섬김을 어떻게 이해
하고 적용시킬 것인가란 관점으로 논지를 설정하면서 그것을 한국교
회의 지도력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지금은 상생(相生)의 시대이므로 지도력도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참
된 지도력을 이루어야 가야 할 것이다.

배재욱,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이 책은 제1장에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 사상에 대하여 문
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
하여 다룬다. 제2장은 요한계시록의 생명 사상의 배경을 다룬다. 제
3장은 요한계시록의 언어와 시간의 문제, 문학적인 특징, 요한계시
록에 나타나는 상징(象徵)성과 비상징(非象徵)성과 요한계시록의 구
조 등을 살핀다. 제4장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생명 사상이 요한계
시록에서 가지는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제5장은 요한계시록의 
생명 사상의 특징에 대해서, 제6장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생명 
신학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결론을 담은 
제7장은 맺는말과 앞으로의 요한계시록의 생명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다.

배정훈. 『하늘에서 오는 지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13) 

 이 책은 그동안 지혜를 얻는 인간,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역사비
평을 강조하는 방법론과 다르게 지혜문학에 접근한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에 나타나는 지혜의 정경적인 통일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요셉 이야기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지혜와의 균
형을 염두에 두었다. 
 지혜를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이해하면서 학문과 교회의 간격을 해
소하려고 노력한다. 



서중석, 『눈을 들어 하늘보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성경공부, 설교, 신
학특강 등을 통해 이야기한 것들을 문어체로 다듬은 것이다. 주로 
마음에 밀려오는 욕심을 ‘하늘의 힘’으로 가라앉게 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 “하나님의 유전자”나 “횔덜린과 신성한 삶” 등은 마음의 
정화를 이야기한다. “좁은 문”이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등은 그 정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바른 몸가짐을 이야기
한다. 바른 ‘몸가짐’은 결국 바른 ‘마음가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
다

안석모, 『욥을 위한 변명』 (서울: 두란노서원, 2014)

 목회상담, 영성신학의 그루터기라고 평가 받는 안석모 교수는 폐암 
선고를 받은 후 1차 항암 치료가 마무리되던 무렵부터 페이스북에 
자신의 투병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에 하나님
의 부르심을 받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그가 친구, 후학, 이웃 들
을 위해 남긴 투병기는 탁자 위 이론에서 침상 위 실제로 옮겨진 고
통의 신학을 보여 준다.
 저자는 자신을 성경 속의 욥과 동일시한다. 그러면서 고통 속에 몸
부림치는 이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득하고 신음
하듯 내뱉는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적 해석이 아니라 공감이었
던 것이다. “해석에서 공감으로!”라는 치유의 키워드를 진한 고통과 
함께 알려 준다.

안톤 A. 부허, 『영성심리학』, 이은경 옮김, (서울: 동연, 2014)

 영성에 관한 간학문적 대화 『영성심리학』.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어린 시절,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영적 발달을 단계
적으로 서술하면서 영성을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켄 윌
버, 제임스 파울러 등 여러 학자들의 발달단계 모델들을 소개한다. 
또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성의 긍정적 효과들과 
더불어 인간에게 유해하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
적인 영성의 형태들까지도 밝힌다.



에리히 쨍어, 『복수의 하나님?』, 이일례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시편은 역동적인 힘과 위로 그리고 희망과 저항의 기도이다. 끊임없
는 질문 속에 터져나오는 외침은 희망의 노래이며 압제자에 대한 저
항이다. 원수시편의 시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하나님께 모
든 것을 폭로한다. 동시에 시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향
한 사랑을 고백한다. 독일신학계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에리히 쨍어는 
탁월한 방법으로 교회의 기도인 시편 속에서 시인과 하나님의 진솔하
고 깊은 삶의 유기적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다. 

윤철호, 『설교의 영광 설교의 부끄러움』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제1부 설교 비평의 이론]은 설교의 위기와 설교자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설교의 위기에 있어서 본질이냐 방법이냐를 비교연구하
며, 설교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설교자의 이중적 과
제에 대해 논의하며 설교자와 회중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성서해석과 설교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서와 설교를 어떻게 이
해했는지를 살펴보며 성서와 설교의 관계에 대한 버트릭의 견해를 
살펴보고 성서의 복음과 설교에 대해 논의한다. [제2부 설교 비평
의 실제]는 신학자들과 한국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 비평하며 설교
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이원일, 『성인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한들출판사, 2014)

 성인기독교교육에 대한 개론서로서 성인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는 성
인기독교교육을 성서학, 역사신학, 이론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등의 
신학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교육을 비롯한 심리학, 사회학, 
철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의 다양한 학문들에도 기초하는 간학문적 
접근 방법론이다. 이는 성인에 대한 개념이해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재개념화 이론은 전통적 성인기독교교육에서 주로 기술적 합리성과 
전통 신학적 관점으로 성인을 합리적 신앙의 존재 또는 감성적 신앙 
등의 존재 등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성인기독교교육의 개념
화에서 성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이다. 체제로서의 성인이해에 
기초한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신앙적(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심리적, 그리고 지적요소 등이다. 이에 대한 간학문적 접근
을 추구하는 성인기독교교육에 대한 개론서이다.



 에이미 심슨, 『고통받고 있는 영혼』, 장보철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이 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나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
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나누고자 한다. 저자 
본인이 어머니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받은 당사자로서 가족과 
함께 이 고통을 어떻게 겪어왔고 어떻게 회복해나갔는지를 먼저 진
솔하게 풀어놓는다. 저자는 많은 사례자를 인터뷰하고 5백 개 교회
를 조사하여 교회 안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 그리고 그들의 회복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
여주며 교회 공동체가 어떤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도와야 할지 
안내한다.

정미현, Liberation and Reconciliation (Geneva: WCC), 2014.

  In this bracing work, theologian Meehyun Chung 
plots the emergence, development and special issues 
of Korean feminist theology against the complex 
historical and religious context of her nation. With a 
strong moral voice grounded in biblical, religious 
and cultural analysis, she demonstrates the 
pertinence of feminist contextual theological insights 
to the decades-long divisions in Korea but also to a 
critical understanding of power, spirituality and 
social justice in the whole oikoumene.

정흥호, 『성경과 선교: 성경을 알면 선교가 보인다』 (서울: 바울, 2014)

 이 책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주제별로 공부함으로
써 선교란 무엇이며 어떤 신학적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
게 될 것이다. 선교를 위해 성경적 기초를 다지고 바른 신앙의 자
세로 사역에 임한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조셉 블렌킨소프,  『유대교의 기원』, 소형근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에서 유대교 분파주의의 기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본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블렌킨소프의 논증은 아주 분명하면서도 예
리하다. 이 책은 에스라 1-6장과 역대기의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하
스모니안의 느헤미야 수용과 다메섹 문서의 이념적 기원까지 아주 폭
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큰 역사적 밑그림’을 중심에 두고 성서 본
문을 신중하고, 상세한 분석으로 결합시킨 이 책은 제2성전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가들과 제2성전 시대와 관련된 특정 본문들을 연구하
는 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힐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신학생들과 평
신도들이 읽어도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천사무엘, 『신구약중간시대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신구약중간시대의 성서해석은 매우 방대하
고 다양하다. 따라서 쿰란공동체, 요세푸스, 필로, 외경과 위경 등 
이 시대의 주요 성서해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물들은 신약성
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성서해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
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
줄 것이다. 즉,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라는 교리적인 도식이
나 구약과 신약의 모형론적인 이해, 혹은 그리스도론적인 이해를 넘
어서 이 두 책의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연속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
들어 줄 것이다. 

한동구, 『신명기 개혁 운동』 (서울: 동연, 2014)

 이 책은 사회사적 방법론으로 신명기의 기원을 연구한 책이다. 아울
러 성서적 ‘개혁’의 정신을 탐구함으로서, 21세기 개혁을 조명한다.



허호익, 『야웨 하나님-성서의 앞선 신관의 신론적 이해』 (서울: 동연, 2014)

 이 책은 고대근동의 여러 종교의 신관과 비교하여 이스라엘 백성
들의 역사적 신앙으로 고백된 ‘야웨 하나님’이라는 신관의 특이성을 
규명하고 이와 더불어 자연관과 인간관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를 성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신관(天)・자연관(地)・인간
관(人)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이에 따라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우리
시대의 종교, 경제, 정치의 문제점들을 성서적 신론의 관점에서 조
명한다.

▸ 김충렬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선임

 한일장신대학교 김충렬 교수(심리상담학부)가 2월 8일 인천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실천신학
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됐다.

▸ 배경식 교수, 한국조직신학회 회장 선임

 한일장신대학교 배경식 교수(신학부)가 10월 18일 온양에서 열린 한국조직신학회 제24차 
정기총회에서 제24기 회장에 선임돼 1년간 학회를 이끌게 됐다.

▸ 유태주 교수, 근정포장 수상

 지난 2월말 정년퇴임한 한일장신대학교 유태주 명예교수가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아, 3
월 4일 예배당에서 근정포장 전수식을 가졌다. 유교수는 “부족한 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전
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며 “이 상의 명예와 기쁨을 한일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누
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연세대학교 정미현 교수 학술발표

제   목 : Klimawandel und Biosphärenkrise – Chancen für eine 
         „Große Transformation“ 
발표장소 : 독일 마인츠, 정의, 평화, 창조의 보전을 위한 에큐메니칼 회합
일    시 : 2014년 5월 2일



▸ 감리교신학대학교 왕대일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출판 기념예배

 4월 3일(목)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에서 왕대일(구약학)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구약성경
의 영성 구약성서의 신앙’ 출판 기념예배가 열렸다. 본 행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출판기념
회 순으로 진행됐다. 왕대일 교수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주셨고 가르치고 배우고 
섬기는 저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준 선후배와 제자들에게 감사한다. 더 고된 길, 더 교회를 품
는 길, 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길에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근조(호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서평과 축하
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정우(총신대) 교수는 “많은 구약전공 교수들을 자극시킬 책이다”, 한동
구(평택대) 한국구약학회회장은 “언어의 독특한 특징을 잘 살렸다”며 “언어 속에서 왕 박사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박종천 총장은 “왕 박사의 구약신학은 복음적, 정통적, 교회적 성
서신학을 이루며 감리교회의 웨슬리 성화의 영성을 품고 있다”며 “거대한 성화 훈련의 과정을 
영성 신학적으로 읽어내며 웨슬리적 구약 신학으로 전개했다는 점, 그리고 큰 업적을 이룬 점
에 축하한다”고 표했다.

▸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 발간

 2015년 연세 신학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연세 신학이 그동안 이뤄낸 학문적 성과들을 집
약해 만들고 있는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은 2014년 10월에 학개서와 빌레몬서와 같
은 짧은 성경문서들은 합권해 구약 33권, 신약 22권으로 총 55권으로 완간될 예정이다.
 김선정 교수(연세대)는 “연세신학백주년기념 성경주석은 최근 성경 연구의 결과들을 다양한 
이미지 자료들을 통해 읽기 쉽고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해 한국 교회 설교자들과 성경 연구에 
관심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성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
다.
 김 교수는 “성경주석 작업은 연세대 학부 또는 대학원 및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성서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국내외의 성서학자 50여 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세 신학의 
전통을 이어 에큐메니칼 신학과 신앙을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리스도대학교 『스톤-캠벨 운동 대사전』 번역 마감 및 출간예정

 2014년 그리스도대학교 및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스톤-캠벨 운동 대사전』(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erdmans, 2004)의 번역작
업을 마치고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사전은 초대교회의 회복을 통한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는 스톤-캠벨 운동(혹은 환원운동) 200여년의 역사를 사전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스톤-캠벨운동의 지류는 크게 진보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Disciples 
of Christ), 보수적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 중도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Christian Churches, 이 교회도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린다)로 구성되는데, 본
서는 여기에 속한 학자들과 목회자들 300여명이 700여가지의 주제를 선별하여 10년동안 
수고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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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시

공묘(孔廟) 앞에서
- 중국 제남 공자의 묘 앞에서 -

거대한 비석 베게삼고

홀로 누워 영욕의 삶 회고하는

당신의 어두운 잠자리 앞에서

천년의 고독을 느낀다

산발한 여인네의 머리처럼

흐트러져 주저앉아버린

20만 기의 당신 후손들 무덤 앞에서

천년의 허무를 느낀다

힘없는 가난한 노인처럼

문성모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동공이 풀린 채 나를 응시하는

빛바랜 비석들의 군상 앞에서

천년의 무상(無想)을 느낀다

무엇을 보러 여기에 왔나?

무엇을 얻고 여기를 떠나야 하나?

화려한 업적을 자랑하고

박수소리에 도취된 채 살던 마음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세상만사 부귀영화 부병장수의 피날레도

결국 고독과 허무와 인생무상임을

잊고 살아온 저 어리석음을 어찌하랴!

죽은 공자가 산 사람을 아직도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배움터 공묘(孔廟) 앞에 서서

눈 감고

세상을 떠나

영원에 잇댄 기도를 드린다



태산에 올라 황제비를 보다
- 중국 태산을 오르며 -

문성모 교수 (서울장신대학교)

태산에 오른다

크고 화려한 비석이 슬픈 얼굴로 나를 반긴다

황제가 후벼 판 등 자욱에는 

아직도 붉은 선혈이 낭자하다

너의 신음소리 지금도 쟁쟁한데

너의 일그러진 얼굴이 저리도 애처로운데

가렴주구(苛斂誅求)

혹세무민(惑世誣民)

폭정의 흔적 가슴에 담고

등 돌려 울음 혼자 삭히며

아직도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는 

너는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충신인가?

너의 등에 새겨진 황제 예찬에

사람들의 눈이 쏠려 있다

지존의 자리

죽어 썩어 형체가 없어도

황제에만 관심이 있는

어리석은 눈동자들이여!

그들은 죽었지만

너는 오늘도 살아서

강자의 논리로 점철된 역사현장을 고발하는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너의 아픔과 눈물을 모른 채 쏟아내는

박수와 감탄의 저 소리를 어찌하랴!

귀를 막아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언젠가

너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와

네가 증언하는 역사의 진실을 들으며

너를 위로하겠지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