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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NG WATER

마중물
총장 권두언

영적 예배로의 초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임 성 빈

들어가며

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오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은 매우 혼란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고 전도와 선교에도 큰 어려움을 겪

스럽고 모호합니다. 그에 비례하여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받기

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분명하게 지켜내야 할 가치와 사

에 이르렀습니다.

명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 그 진리와

그러나 신앙과 삶의 차이는 교회 역사에서 그리 새로운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

현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현실

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와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

로와 도전이 됩니다.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던 신앙의 선배들

나 그는 그들에 대한 정죄로 끝맺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 교회들마저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더욱 실

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경험

망스럽게 합니다.

과 지식, 이데올로기, 신앙을 명분으로 섣불리 남을 정죄해

아직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희

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의 현실 인식과 책임적인 응답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롬 11:33)

그 무엇보다 우리를 실망케 하는 것, 낙심케 하는 것은 하
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지지 못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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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그에 대한 신앙고백으로부터 현실을 인식하고 책임

적으로 응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리의 몸들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이웃 사랑
의 삶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
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6)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성경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찬양
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하였습니다.

실망과 낙담, 분노와 좌절, 정죄를 넘어서는 삶
하나님의 주인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고백
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여전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는 ‘영적으로’라
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남용하지 않도
록 조심해야 합니다.

히 모순적인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으로’라는 말은 자주 ‘신비적’인 차원과 연결되곤 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실망과 낙담과 분노와 좌절과

는데, ‘신비적’이라는 말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호기

정죄를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이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존재와 삶을 지탱하는 힘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십

의 근원이 우주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음을 뜻

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는 것에서 시작됩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원적인

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랑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말합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위로부터 주어진다

니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이란 이러한 신비적인 면만을 이야기하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롬 12:1)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성적 혹은 합리적”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헬라어 ‘로기코
스’(λογικός)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
에서 합당한 예배는 이성적인 예배이며, 그것이 곧 영적인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몸’, 조금 더 정확히는

즉 영적인 것, 참으로 합리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바

‘몸들’입니다. 여기서 ‘몸’은 ‘인간의 총체성’을 뜻합니다. 즉

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매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가장 내밀한 부분인 마음과 생각과

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즉 나의 몸으로써 바른 행실을 하여

뜻을 포함하여 모든 몸의 움직임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의 대상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자 합당한 예배입니다. 결국 ‘영적’

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매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산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

‘산 제물’이란 로마 시대 당시에 풍미하던 ‘죽은 제물’의 제

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와 구별되는 의미입니다. ‘죽은 제사’는 동물들을 죽여서

말씀합니다.

드리는 제사이지만 ‘산 제사’란 우리의 몸들로서,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뜻을 포함한 구체적 생활들로 드려지
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산 제물,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
한 제물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
야 할 구체적인 삶의 제사입니다. 그것은 ‘산 제물’, 즉 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비결은 “이 세대를 본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사역하였습

장로회신학대학교

05

PRIMING WATER

마중물
총장 권두언

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의 뜻을 분별하여 변화된다는 것은 기독인의 삶에서 결정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적인 사건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를 주장하고 소통과 동
행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의 신학 함과 신앙의 목적입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자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지 못하면 자칫 “이 세대를 본받게” 될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적인 비판 없이 그저 시대의 흐
름에 영합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나가며
우리의 예배는 결코 죽은 제물을 바치는 예배가 되어서
는 안 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종교의 전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

어떤 이들은 ‘현대의 죽은 예배’를 표를 사서 관람하는 운

복지로부터 노예들과 함께 온갖 종교들이 받아들여졌습니

동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으로 뛰어드는 참여 없이,

다. 그 종교들의 공통적 특징이 제사였습니다. 일상적 삶이

단지 죽은 제물인 돈만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어떠하든지 좋은 제물만 드리면 신이 축복해 줄 것이라고

극대화하겠다는 것, 이것이 곧 현대판 죽은 제물이며, 세속

믿었습니다. 고대 로마는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만연

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쾌락적 삶을 누리면서 신들의 노여움은 피하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몸들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함께

것, 나아가 축복까지 받으며 즐겁게 사는 유혹을 뿌리치기

합력하여 ‘하나의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무엇보

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쾌락과 욕망을 강화하는 도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동
조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
의 노예가 아니므로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자고 주장하였
습니다.
오늘날에도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 예배마저
도구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위험을 경계하고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내는
삶으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
은 자들로, 우리 몸으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
아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교실과 채플과 생활관과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이 “세상
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죽은 제물’에서 ‘산 제물’로, 이 시대의 풍조를 좇는 세속
적인 예배에서 ‘영적인 예배’로 거듭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인들이 아멘으
로 받아야 합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는 면에서는 탁월한 반
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에는 약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복잡한 세
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천성적 성향 안
에 하나님의 뜻을 종속시키기가 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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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9년 2학기 개강감사예배 때 선포된 설교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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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창의적 공간:
소양관, 선교관, 북카페 공간 재배치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2017년 여름부터 2019년 2월까지 학생 생활(주거)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개교 120주년이 가까워진 장로회신학대학교가 마주한 첫 번째 과제는 학생 생활공간 개
선이었으며 이어진 과제는 교육환경의 개선이었다.
교육환경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의 신앙·신학적 공동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별 분리 공간 마
련이었다. 그동안 본 대학교에서 단독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곳은 오직 교회음악학과(여전도회기념음악관)에
불과했다. 대학, 신대원, 대학원 학생들은 학과별 교육목적에 맞는 별도의 공간이 없이 하나의 강의동에서 교
육을 받아야만 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과별로 다양한 나눔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그 안에서 신앙·신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동체성을 키워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
다. 그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새로
운 아이디어와 사명을 통한 실천적인 삶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여름 본 대학교는 소양관과 선
교관의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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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2_
3_
4_
5_

북카페
디지털나루(4층)
기교과 / 신학과 러닝커먼스(6, 7층)
2층 강의실
1층 강의실

6_ 8층 열람실
7_ 신대원 러닝커먼스(2층)
8_ 선교관 글로컬
9_ 8층 열람실
10_ 북카페

4

5

6

7

8

9

10

이제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신학대학원, 대학원 학생들 모두 고유 공간을 통해 다양한 나눔
과 배움을 키우고, 더 단단한 공동체성을 이루어 그 영향력을 교회로 사회로 확장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틀에
제한받지 않는 편안한 공간, 포용력을 높여 나눔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편리한 공간
으로 새롭게 구성된 소양관과 선교관 그리고 북카페를 《장신소식》을 통하여 사진으로 만나보자.

이번 장로회신학대학교의 1차 공간 재배치는 장신공동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었다. 특별히 이번 사업에서 자문을 맡아준 서울시립대 이충기 교수와 ㈜간
삼 오동희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공간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였다.

Interview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
며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작가(2010), 서울건축문화제 총 감

이충기 교수

이:
이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이충

독(2016), 건축대전 초대작가(1998-현재), 블라디보스토크

기입니다. 서울시 명예시장, 국토부

비엔날레(2008), 베를린 DAZ 초청전시(2008), 푸랑크푸르

중앙건축위원, 서울시 건축 정책위원,

트 DAM 초청전시(2007), 홍콩 센젠 비엔날레(2007) 등의

세운상가 재생 총괄 MP 등을 맡고 있

전시 활동과 겸하여 진집(2016 건축문화대상, 대구시 건

으며 서울 건축문화제 총감독(2016),

축상), 선벽원(2013 한국 건축 베스트7, 서울시 건축상, 한

찾동공간 개선사업 총괄 MP(2017)를

국 리모델링 대상), 제주 전문건설회관(2006 제주건축문화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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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옥계휴게소(2005 한국건축문화대상), 인삼랜드 휴게

오:
오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처음 방문한 것은 아주 오래 전입

소(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가나안교회(2001 한국건축문

니다. 영락교회 고등부가 이곳에서 여름 수양회를 했거든

화대상) 등의 대표작을 내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 건축과

요. 그냥 옛날 학교 건물 한 동이었던 그때와 물리적인 경

마을 가꾸기, 공공 디자인 등의 사회, 공공적 활동과 도시,

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

건축의 재생 및 재활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

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시로 올 기회가 있었고, 장

고 있습니다.

신리더십아카데미에 참가하면서부터 더 자주 방문할 기회
가 있었습니다.
오:
오 (주)간삼의 대표이사, (주)간삼건

장신대를 찾아오는 다른 분들이 받는 인상을 듣고 저 또

축의 대표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생각해보면 비교적 전통적이고, 또 오래된 듯한 느낌, 그

오동희입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바

리고 아담한 캠퍼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

로 취업한 곳이 지금의 회사인데 벌

크기가 작고 신학대학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오랫동안 형

써 3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입사할

성해 온 결과일 것입니다. 인상, 건축적인 용어로 이미지는

때 불과 십여 명 규모의 작은 회사가

학교가 가지는 시간적, 역사적, 인문적인 요소 즉, 사람이 개

지금은 나름 크고 평가도 괜찮은 회사가 되었고, 제가 회사

입된 많은 이야기가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대표로 활동한지도 벌써 1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를

때 장로회신학대학교는 한국, 나아가 세계의 신학대학들에

하며 동시에 여러 대학에 설계교수로 15년 정도 출강을 했

지속적이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간직해 온 이미

습니다. 사회에서는 건축사협회를 비롯해서 건축학회, 건축

지를 잘 간직하고, 미래에 어떻게 전해갈 것인가 하는 중요

가협회 등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 왔는데, 그중 가장

한 목표를 구성원 모두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희 대표이사

기억에 남는 것은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건축

장신대 캠퍼스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에 캠

대회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것이며 현

퍼스가 갖추어야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재도 맡고 있는 일인 협회의 국제위원장으로 우리나라 건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축의 국제 교류를 위해 활동하는 일입니다. 그간 참 많은 일

인식을 바탕으로 캠퍼스 밖의 캠퍼스 타운이나 캠퍼스 내

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

의 제반 교육환경 및 시설의 개선을 위해 학교의 구석구석

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을 그저 묵묵히 해온 결과가

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것은 크리스천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기 시작했던 영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락교회를 계속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교
회 환경 개선과 같은 일에 오래 봉사해 왔고, 최근에는 상
담, 양육 등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공간 재배치 사업 자문을 맡으시면
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이:
이 첫째, 새로운 공간 도입이 기존의 공간과 유기적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연결되도록 기능과 동선,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둘째, 교육

이:
이 총장님과 교수, 학생 등 구성원들이 우리나라 신학대

과 휴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융복합

학을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역사와 전통, 상징성을 자부

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서점과 기념품 판매, 카페가 하나의

하고 있다는 점과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는 느낌

공간에 엮여있는 창의적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또

을 받았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변화가 가능하도록 공간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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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오:
오 캠퍼스는 여러 건물이 모여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제안에 총

계획할 때 무척 상위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

장님을 비롯한 학교본부 교수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적극

나 새 부지에 새롭게 캠퍼스를 조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의하고 받아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4

이러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런 캠퍼스
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

오:
오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주제 중에는 회복

니다. 세월이 지나며 때마다의 필요가 달라지고 비전플랜

성(Resilie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매우 사회적인

의 수립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용어이고 잘은 모르지만 종교 분야에서도 사용되지 않을까

장신대의 경우도 초기에 장기적인 계획이 존재했겠지만

생각합니다만, 실은 건축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시기마다의 중·장기 목표를 수정,

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문제, 오염의 문제, 이런 과잉생산

발전시켜 나가면서 대학의 필요를 채워 나간 것으로 보입

의 시대에 있어서 건축물의 회복성이라는 것은 자원 재활

니다. 아울러 아차산이라는 경관적으로 중요한 자연이 바

용 및 도시 및 건축, 작게는 공간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고

로 붙어 있다보니 물리적으로 학교의 확장을 꾀하기 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침투성(Permeability)의 주

웠겠지요. 따라서 저에게는 기존의 조건에 대한 이해를 반

제도 매우 중요하지요.

드시 공감하고 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즉, 무엇을 부

유심히 보면 과거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은 분리되어 있었

수고 무엇을 새로 개발해서 완전히 다른 캠퍼스를 만드는

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캠퍼스는 이러한 공간의 기

그런 계획보다는 건물이라는 큰 그릇은 좀 낡아보이고 전

능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그 위치도 서로 섞여가는 것을

통이라는 이름으로 세월이 묻어나오더라도 실내공간은 지

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추진한 이번 사업의 바탕에 이

속적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러한 철학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으로 시기적절한

대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적인 존재이므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로 캠퍼스라는 건물의 집합체, 혹은 개별 건물에도 융통성

북카페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입니다. 전혀 쓸모를 가지

(Flexibility) 또는 가변성(Variability)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

고 있지 못하던 장소가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은 건

축물은 변하지 않는 요소와 변할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는

축을 전공하는 저에게도 매우 감동적입니다. 앞으로 학생

데 최근의 기술 발전은 심지어 변하지 않는 요소도 어렵지

들의 편안한 학습과 마치 숲속 도서관, 숲속 카페 같은 환

않게 변할 수 있는 요소로 이용하게 합니다. 한 가지 더 중

경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양관

요한 변화는 소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적인 단어로

의 열람실도 과거에 비해 훨씬 쓸모 있는 열람실이 될 것

표현하면 침투성 또는 투과성(Permeability)라고 하는데 이

입니다. 그냥 넓기만 했던 열람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있

것은 이 시대의 학문이 융합적인 사고의 바탕에서 재생산

고 싶은 열람실로 탈바꿈되어서 시험 때만 북적이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 늘 활발한 방문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의 공간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지속

이와 함께 곳곳에 배치된 러닝커먼스는 이번 재배치 계획

가능한 건축으로 그 시대의 비전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도

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록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장신대 캠퍼스도 이런 비전을 지

들의 이용을 통해 이곳이 학생들의 교류의 기지가 되었으

난 장신비전 2020에 담아 그 실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

면 하는 바람입니다.

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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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 학생생활상담소(4층)
12_ 디지털나루(4층)
13_ 강의실(8층)
14_ 북카페(개인 독서실)
15_ 라이브온(4층)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공간을 학생들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재생산해 나가시길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더 놀
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에 완성된 공간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공간
이 있다면 어떤 공간이신가요? 그 공간이 교수님이나
대표님께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북카페입니다. 앞에서 얘
기한 융복합적, 다목적 공간의 사례를 장신대에 한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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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방학 중 학생 해외 활동
“Beyond PUTS! 장신! 땅끝을 향한 도전”은 2019년 여름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졌다. 사진과 함께 학생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신 상 인 (신대원 3)

하나하나 장소들을 살펴볼 때마다 감격되었다. 성경으로

제42차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성지답사

람을 느끼고 있으니 감격은 배가 되어갔다. 하루에 얼마

소감문

이스라엘 · 터키 · 밧모 · 그리스 · 로마
인솔: 장흥길 교수

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내 발로 밟아보고, 흙을 만지며 바
나 많이 걷는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한곳이라도 더
살펴보기를 원했으며 그날 살펴본 것을 자기 전에 성경을
다시 읽으며 짚어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어갔으며 마치

12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한 날부터 새로운 무언가를 배

는 날까지 너무 행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운 여정 속

울 수 있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했고, 기

에서도 여전히 내 맘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하나

대하게 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순례 일정을 시작하고

님께서 2주라는 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면서까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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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1_이즈밀: 폴리갑 순교기념교회
4_갈릴리 호수: 선상에서의 예배와 성찬식
7_ 밧모섬: 세례 요한 유적지 및 고대 유적지 탐방

5

3

6
2_말레이시아: 로힝야족 난민학교 사역 후 단체사진
3_말레이시아: 로힝야족 난민학교에서의 세족식
5_독일 드레스덴 공항: 독일 입국 기념 단체사진
6_ 독일 TUDIAS 어학원 내부: 견학일정 전 수업 내용 복습
8_ 싱가폴: 한인장로교회 방문 및 한인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사역 듣기

신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여

소를 돌며, 고린도를 돌며 미친 듯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

행의 중반이 되었을 즈음, 터키에서 이즈밀에 위치한 서

했던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머나교회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날이었다. 내 마음에 풀리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을까? 매일 밤 룸메이트였던 기훈

지 않던 질문에 대한 답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밀려오

이 형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며 확인해

기 시작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교회 교인들

가기 시작했다. 결론은 이거였다.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

선배들이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물었다. 솔직히 누가 이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 하며 순종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부족함 없는 지금 나와 같은 삶 속
에서 그냥 충성도 아닌 죽도록 충성을 할 수 있겠는가? 여
행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순간 원망의 마음이 들었
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지금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가? 안
그래도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 은데 지금 여기
서 더 수고하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
다. 도대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지 말이다. 에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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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랑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 그렇기에
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항상 깊이 젖어있다면 ‘죽
도록 충성하라’는 그 요구하심 앞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수님께서 버스 안에서 자신의 유
학 얘기를 우연히 들려주셨을 때 난 깨달았다. 한 종을 만
들어 가시고 그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것
을 말이다. 그리하여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 죽도록 충성

소감문

최 승 희 (대학 기교과 2)

대학 외국어 심화과정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 어학연수 및
PUTS 평화교육 프로그램

드레스덴 · 베를린 · 라이프치히 · 비텐베르크 · 프라하
인솔: 권영숙 교수

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
을 깨달은 후부터 내 여행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

준비하고 노력한 자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독일

다. 해외에 와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봐서 들떴던 나의 모

에 저희가 다같이 발을 들이는 순간, 모두에게 같은 기회

습이 이제는 수천 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신 하나

가 주어졌지만 준비된 자들은 훨씬 그 기회를 잘 살리는

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을 위해 준비과정

깨닫고 감격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그들은 어떻게 죽

을 탄탄히 쌓아왔던 친구들이 독일에 와서 얼마나 훨훨 날

도록 충성했는가? 그들은 행음의 소굴에서 어떻게 자신들

아다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앞으로의 학업에 있

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보다 더 소중했던 하나님

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었고,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지난 학부 2년은 학교 안에서 과제만 근근이

가능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

해 나가는 수동적인 배움의 시기였습니다. 이번 독일에서

해지고 미혹거리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사역자로서 어

의 2개월은 넓은 곳에 나와, 스스로 배움에 대한 갈증을

떻게 이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며 전진할 수 있을까? 내 힘

느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제

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성지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

개인적으로는 이 짧은 시간이 훨씬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을 돌아보며 깨달았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으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 완전한 소수로서의 삶을 살

로써,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며, 기독교교육을 배워가는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시대적

끝으로 찬송가 가사 일부를 나눔으로 나의 첫 성지순례
에 대한 소감을 마치고자 한다.

사명을 띠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신대에 입학한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 달씩은 독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에 와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했

뼈에 새기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내 뼈

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열심

에 깊게 새겨져 있음을 주 앞에서 난 부정할 수 없다. 그

히 준비를 하다가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제

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매일매일 내 삶에

시되기 때문에 연수를 포기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

서 튼튼히 붙잡아 정말 뼈에 새기어 그 능력으로 말미암

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학생들의 학습을 고취시키고

아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다.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처음이었고, 어쩌면 이후에는 바쁜 사역으로 인해 다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 못 올 수도 있는, 그래서 너무 아쉬운 성지순례였지만
아쉬운 것보다 내 가치관, 신앙관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얻은 것이 많은, 그렇기에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성지순례였음을 고백한다.

소감문

김 호 령 (대학 신학과 3)

어학연수를 통해 어학 실력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현지 목회자분들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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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듣고 배우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독일의 통일 역사를 공부하면서 분단된
한반도가 가진 각각 현 사회의 문제점과 그것을 보완할 수

8

있는 교회의 모델을 모색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한국교
회의 취해야 할 모션과 포지션에 대해 생각해보며 한반도

를 먼저 배려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저는 그동안

의 통일을 준비함에 작은 한 보를 얹는 귀한 시간을 가질

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애쓴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교와 교수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께 감사드립니다!

는 현지의 필요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감문

강 유 미 (신대원 2)

제2기 해외현장교육실습 신대원연합 선교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솔: 변창욱 교수

우리는 말레이시아에서 로힝야족 난민 사역에 동참하
고, 여러 선교사님으로부터 현지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그 사역 현장들을 둘러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
습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도 그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보안이 뚫리면서 눈물을 머금
고 선교지에서 쫓겨나왔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또 다
른 선교지로 가서 떠나왔던 그 민족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저는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로서 11년 동안 C국에서 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

역하다가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신대원 2

님의 열정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대에 저

학년이 되었고 학업과 사역에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다가

는 선교가 그저 낭만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도 가끔 선교지가 그리워지면 당장은 나갈 수 없는 현실

지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선교

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는 결코 낭만일 수 없으며 오히려 치열한 전쟁터 같은 곳

‘해외현장교육실습’ 과목을 통한 선교현장 방문은 저에게

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제3국에서 C국을 위한

님을 의지하며 눈물로 그곳을 섬겨야 하는 고난과 고통과

선교 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되었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말레이시

습니다.

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도 자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순탄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

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니다. 저는 출국 바로 전날 밤에 우측 무릎 인대가 파열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선교현장 방문으로 인해 영적

는 사고가 발생했고. 응급실에 가서 급한 대로 반깁스 상

으로, 정서적으로 에너지 충전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

태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방해가

었고, 무엇보다 저희를 지도해주신 변창욱 교수님과 현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고 ‘가지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

선교사님으로부터 말레이시아가 왜 선교 역사에서 그렇

도 들었습니다. ‘안 되면 숙소에서 중보기도라도 해야겠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설명 들으며 현재의 말레이시아

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고

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정으로 싱가

노력했지만, 팀원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

폴 한인교회까지 방문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니다. 늘 선교지에서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도와 계획들을

으로부터 섬김과 배려를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섬기는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의 미래 목회 현장을 상상하며

자가 섬길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함이 없으면 섬기는 자

목회적 차원에서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

의 편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민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는 정말 필요한 도움을 정작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께 감사드리고, 저희와 모든 시간을 함께하시고, 귀 기울

을 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과 우리 팀원들은 하나같이 저

여주신 변창욱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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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Issue
그린캠퍼스

그린캠퍼스는 지난 2011년부터 환경
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교정 조성, 미래
친환경 인재 양성, 친환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의 친환경 실천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환경부 지정 그린캠퍼스
그린캠퍼스를 통해
친환경 대학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교육 및 연구,
친환경 활동 참여 확산,
친환경 교정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9년 5월 3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그린캠퍼스 협약식
이 있었다.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이번 ‘2019년 그린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 동안 연간 1억 2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협약식에서
임성빈 총장은 그린캠퍼스에 대해 “그린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을 주도하
고 실천해가며 그린캠퍼스 조정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그린캠퍼스는 학생, 교수, 직원을 비롯한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며, 친환경 대학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운영, 교육 및 연구, 친환경 활동 참여 확
산 그리고 친환경 교정 조성을 목표로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대원학우
회, 총학생회, 동아리 ‘농담진담’과 더불어 교직원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력하
여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 2019년은 그린캠퍼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 기초를 다지는 해로, 앞으로의 계획
을 준비하고 시작을 알리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협약식을 시작으로 학교의 에너지 사
용 현황 모니터링, 위원회의 구성, 그린캠퍼스 캠페인과 각종 홍보를 통해 대내외적으
로 그린캠퍼스의 취지와 목표를 교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교정 정화 봉사활동 같은 개개인의 작은 부분
부터, 동아리와 프로그램을 통한 그린캠퍼스 우수대학 탐방, 자연 체험활동과 환경 보
호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예정되어있다.
더 나아가 학교 건물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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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기존의 노후 건물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과 수자원 재
활용 등을 통해서 설비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매년 열릴 예정인 ‘기쁨의 50일’ 행사를 통해 그린캠퍼스를 지역사회
에 알림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소 설비와 카쉐어링 시스템 구축, 교내 주차장과 교내 둘
1_ 그린캠퍼스 협약식
2_ 그린캠퍼스 현판
3_ 목공방 나무명패 만들기
4_ 그린캠퍼스 공모전 시상식
5_ 아차산 숲 체험

레길, 바비큐장 개방을 통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학교의 공간을
나누고 친환경 교정을 알릴 계획이다.
2019년 봄, ‘기쁨의 50주년’ 행사와 함께 그린캠퍼스의 시작을 알렸다. 5월 10일(금),
시상식을 통해 공모전으로 선발한 학교 구성원들의 그린캠퍼스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
어를 알렸고, 현판식을 통해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린
캠퍼스 활동의 시작이자 ‘기쁨의 50주년’에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코너로 기획된 ‘기쁨
의 그린캠퍼스’ 행사에는 교수, 학생, 직원, 지역주민들 약 60여명이 참석하였다. ‘농담
진담’ 동아리의 진행으로 아차산 숲 체험과 다양한 그룹별 활동(재활용 화분 제작과 모
종 심기, 목공방 나무명패 만들기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공간 재배치를 통해 리모델링된 공간들에는 친환경 인증 LED 조명이 사용되
었다. 기존의 공간들에서 노후된 설비들은 에너지 절약과 절수할 수 있는 설비들로 교
체될 예정이며, 마펫관의 승강기 또한 회생제동전력장치를 도입하여 전기에너지 효율
을 높일 예정이다.

2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번 가을부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일회용컵 줄이
기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없도록 남김없이 먹은 사진을 SNS에
인증한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교내식당에는 음식물 쓰레
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인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를 사용할 때마다 스탬프를 모으고, 50개를 채울 때
마다 텀블러를 증정하는 캠페인 또한 그린캠퍼스 사업 기간 3년 동안 실행하여 텀블러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그린캠퍼스는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신앙적인 부분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
으로도 앞장서서 자연보호와 지역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린캠퍼스
의 시작을 알렸던 봄을 지나, 본격적인 그린캠퍼스가 시작되는 이번 가을, 많은 장신인들
의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환경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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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소식
장신 NEWS

장신 News

행사뉴스

4. 2(화)

총회 신학교육부 실행위원회 방문

행사뉴스

4. 11(목)

제6회 군종목사선교대회 및 군종사관
후보생 주관예배

행사뉴스

4. 23(화)

기쁨의 50일 선포식 및 기부금 전달

피플뉴스

5.15(수)

토니남궁 박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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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뉴스

4. 2(화)

몽골연합신학교 총장 일행 방문

기부뉴스

4. 18(목)

총회 사회봉사부
강원도 산불 구제 특별헌금 전달

행사뉴스

5. 8(수)

교내 미화근로자 어버이날 행사

행사뉴스

5. 20(월)

서울서노회여전도회연합회 주관
여사생회 간담회

기부뉴스

4. 4(목)

창동염광교회 김정식 은퇴권사
장학기금 전달

기부뉴스

4. 19(금)

故왕기일 장로 가족 장학기금 전달

행사뉴스

5. 14(화)

제118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

학술뉴스

5. 27(월)

2019년 해외석학초청강연(Sarah Coakley)

피플뉴스

5. 28(화)

Whitworth University 방문

기부뉴스

5. 29(수)

소망교회 브리스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기도회

일반뉴스

6. 7(금)

2019-1학기 종강감사예배

일반뉴스

7. 16(화)

캄보디아 국무위원 방문

피플뉴스

5. 29(수)

헝가리 데브레첸신학교 총장 방문

일반뉴스

5. 30(목)

미국 테일러대학교와의 MOU 협약

행사뉴스

6. 29(토)

제23회 서울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일반뉴스

7. 18(목)

지역 목회자 세미나 진행(예배/설교학)

기부뉴스

5. 29(수)

광진구기독교연합회 발전기금 전달

피플뉴스

6. 3(월)

남인도교회, 케냐성공회 교회지도자 방문

기부뉴스

7. 15(월)

소망교회 석좌기금 약정

일반뉴스

8. 19(월)-8. 22(목)

한우리 탈북민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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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뉴스

장신소식
장신 NEWS + 리더십아카데미 소식

8. 20(화)

기부뉴스

복된교회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전달

일반뉴스

9. 4(수)

일반뉴스

한소망교회 언더우드나무 성찬상 기증

행사뉴스

외국인 교수와 함께하는 티타임

8. 27(화)

9. 6(금)

2019-2학기 개강감사예배

기부뉴스

대학(신학과 기교과) 러닝커먼스 오픈식

8. 27(화)

9. 6(금)

고영근 목사 사료 기증

장신 NEWS

일반뉴스

9. 16(월)

행사뉴스

토라 두루마리 기증 협약

장신리더십아카데미

미래사역 플랫폼 구축 업무 제휴 협약

5. 9(목)-10(금)

힐링데이(남도문화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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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7(화)

장신리더십아카데미

평신도과정 제19기 수료

5. 14(화)

장신리더십아카데미

제30회 포럼

6. 15(토)

세계 속의 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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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연구 성과

장로회신학대학교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5명의 본 대학교 교수와 2명의 초빙교원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책임자

재단사업명

연구과제명

윤철호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기포드 강연 연구를 통한 21세기 자연신학의 모색:
신학-철학-과학의 학제 간 연구

임희국

학술인문사회사업

19세기 독일의 세계화와 블룸하르트의 신학사상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스마트 기기 기반 German-U-learning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Lernplattform 모델 구축

권영숙
백충현

윤동주의 시(詩)에서 드러나는 신학세계 탐구 : 신학적 분석 및 구성

안윤기

바움가르텐 미학과 베르트하임 성경 논쟁 :
서양 근대 미학의 신학적, 지성사적 배경

이경희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윤형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모방욕망(mimetic desire)과 영성지도의 내적갈
망(interior desire) 연구를 통한 인문학과 기독교영성학의 학제 간 연구
창세기 족보에 나타난 장자권

또한 지난 2019-1학기 동안 이지현 교수(기독교와문화, 사회복지), 김정형 교수(연구지원처), 조나단 루카두 교수(교
양학)의 논문 총 4편이 다음과 같이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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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이지현

논문 제목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and
Children’s Mental Health Problems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게 재 지

Child Indicators Research (Online First) (SSCI)

연 구 자

김정형

논문 제목

Six Different Theological Responses to the
Scientific Prediction of the Decaying Universe

게 재 지

Theology and Science vol. 17, no. 2 (May 2019)
(A&HCI)

연 구 자

조나단 루카두

논문 제목

Categories, Relationships and Imitation in the
Household Codes of 1 Clement, Ignatius, and
Polycarp: A Comparison with the Household
Codes in the Pauline Corpus

게 재 지

Neotestamentica vol. 53, no. 1 (July 2019)
(A&HCI)

논문 제목

Ignatius of Antioch and Scripture

게 재 지

Zeitschrift für Antikes Christentum vol. 23, no. 2
(July 2019) (SCOPUS)

이번 장신소식 제69호에서는 이지현, 김정형 교수의 논문의 국문 요약본을 게재함으로써 학문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섬기고자 한다.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 수준과
아동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다층모형 분석

원제: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and Children’s Mental Health Problems
in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 이지현 교수 -

아동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신체 질병 유병률이 낮

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표본 총 72,435명 중 41.4%가

은 건강한 시기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동기가 다른 연령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30.9%는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집단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전세계적

중단할 정도의 우울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치

으로 매년 약 10~20%의 아동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감소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정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우리나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신건강 문제는 학교생활 부적응, 사회활동 제한 등 아동

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초등학

기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의 실업, 만성적 건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초등학

강 문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생 4명 중 1명인 25.8%가 정서와 행동에 문제를 안고 있

다. 아동기의 정신적 불건강으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과 사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회의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

본부가 실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

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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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문헌에서는 아동이 살아가는 지역이 아동의 건강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아동종합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환경이라는 인식으로 확

실태조사」 설문자료와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의 census 자

대되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아동의 건강 격차를 유발하는

료가 병합되어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2수준 다층모형

위험요인으로 지역 빈곤율이나 사회경제적 박탈 등의 구

분석결과, 지역 수준의 집합적 효능은 아동 개인 수준의

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지역의 사회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지역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상태

적 측면이 아동의 건강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파악하는

에서도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 건강의 사회적 결정

밝혀졌다. 즉,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감이 있고

요인에 관심을 둔 최근의 연구들은 건강 격차를 개선할 수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있는 보호요인으로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neighborhood

개입하는 지역일수록 그곳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정신건

collective efficacy)에 주목하고 있다.

강 문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았다.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이란 주민들이 상호 신뢰와 연대

이 연구의 결과는 서구 문헌에서 제시된 아동의 정신건

감을 바탕으로 공동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선이

강에 대한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의 보호 효과가 한국 사회

위반되는 지역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입하는 지역 수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아동

준의 역량을 의미한다. 서구 문헌에서는 지역사회 집합

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은 아동의 일상생활이

적 효능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 주목하고 지역의 집합적 효능 수

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 문헌에서 지역사회 집

준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합적 효능과 아동의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 옛 격언처럼 아동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되

이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역사회 집합적 효능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다층모형(multilevel

어 함께 돌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파국적 운명을 내다보는 과학적 전망에 대한
여섯 가지 신학적 응답
원제: Six Different Theological Responses to the Scientific Prediction
of the Decaying Universe
- 김정형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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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하는 우주 이론이 등장한 이후 지난 백 년간 과학

들은 영원히 팽창하는 열린 우주의 먼 미래의 모습을 “죽

자들은 우주의 미래 모습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계속해 왔

어가는 우주”로 묘사한다. 지금처럼 별이 우주를 가득 채

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가 앞으로 계속해서 팽

우고 있는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 우주의 역사는 끝

창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자

없이 부패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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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의 몇몇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은 우주의 역

을 받은 신학자들은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이라는 기존

사에 대한 이같은 과학적 예측이 우주의 역사에 궁극적인

의 잘 정립된 형이상학의 토대 위에서 우주의 운명에 대

의미와 목적이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로부

한 과학적 예측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우주적 희망을 이

터 우주를 창조한 선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 도달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주의 죽음에 대한 과

(6) 마지막으로, 존 폴킹혼(John Polkinghorne)과 로버

학적 예측이 내포하고 있는 허무주의적, 무신론적 함의를

트 존 러셀(Robert John Russell)을 비롯한 다른 신학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무신론, 창조과학, 초월적 종말론,

들은 우주적 희망의 토대를 과학이나 기존 형이상학에 정

물리적 종말론, 과정 사상의 종말론, 부활 신앙과 자연과

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예수의 부활에 관

학의 대화 등 과학의 도전에 응답하는 여섯 가지 신학적

한 성서적 증언에서 새 창조를 향한 우주적 희망의 근거

입장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1)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있
던 많은 근대 사상가들은 세상의 종국에 대한 과학의 암

새 창조를 향한 우주적 희망의 내용을 이해 가능하도록 돕
는데 기여할 수 있는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울한 예측에 당혹스러워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버트란

이 논문에서 필자는 우주의 파국에 대한 과학적 예측

트 러셀(Bertrand Russell)이나 스티븐 와인버그(Steven

과 관련하여 이상의 다양한 신학적 접근방법들을 비판적

Weinberg)와 같이 우주 전체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

으로 검토한 다음, 과학이 제기하는 도전에 응답하는 최

음을 인정하는 무신론자들도 등장했다.

선의 신학적 응답은 자연과학과의 대화의 필요성과 유익

(2) 헨리 모리스(Henri Morris)와 같이 성서의 문자주

을 인정하면서도 우주적 희망의 궁극적 근거를 신학적 자

의적 해석을 고수하는 이들은 현대 과학의 우주론을 맹

원들, 특히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서적 증언들로부터 도

목적으로 거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호소하며 대안

출하는 ‘자연의 신학’(theology of nature) 접근방법이라

적인 유사-과학적 우주론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하는 이

고 주장한다.

들도 있었다.
(3) 루돌프 불트만(Rudolf Bultmann)과 캐서린 태너
(Kathryn Tanner)을 비롯해서 기독교적 희망을 실존론
적으로나 초월론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우주의 미
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신학적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
가 없다고 보고 우주의 운명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4) 떼이야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은 인간
의 의식이 결국에는 엔트로피의 무제약적 증가를 극복하
고 우주적 과정의 최종적 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프리만
다이슨(Freeman Dyson)과 프랑크 티플러(Frank Tipler)
는 먼 우주 미래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정보 처리 과정
으로서의 ‘생명’은 여전히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5) 이안 바버(Ian Barbour)를 필두로 과정 사상의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25

Beyond PUTS

New Books
출판부 신간 도서 소개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신간

도서

통전적 신앙과 생애주기별 기독교교육
장신근 / 19,000원 / 456면 / 2019년 5월

기독교교육을 통한 한국교회와 사회의 개혁을 꿈꾸는 저자는 포스트모던, 포스트휴먼, 디지털 시대의 맥
락에서 다음과 같은 삼자대화(trialogue)를 시도한다. 첫째는, 인간 발달 이해에 대한 최근 연구이다. 둘째는,
“격대(隔代)관계,” “정체성 형성,” “갈등과 화해,” “생산성,” “죽음” 등과 같은 생애주기별 기독교교육의 주
요 주제들이다. 셋째는, 공공신학적 관점이다. 저자는 세 파트너 사이의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학제적 대화
를 통하여 통전적 신앙형성을 위한 아동기, 청소년기, 신생성인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기
독교교육 모델을 제안한다.

장신신학의 어제와 오늘
신옥수, 김정형 책임편집 / 17,000원 / 347면 / 2019년 5월

오늘날 장신신학이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흐름 중 하나를 대변하고 있다. 『장신신학의 어제와
오늘』의 발간은 장신신학의 역사와 현주소를 밝힘으로써 장신신학의 정체성과 장신신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향후 논의를 위한 디딤돌을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1장은 1901년 개교 당시부
터 1980년까지 장신 신학교육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어지는 2장부터 7장까지는 1980년대 이
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강의했던 교수들의 신학사상을 중심으로,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
와 문화, 선교신학, 기독교교육 등 각 전공별 고유한 영역 안에서 장신신학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
는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신신학은 전공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그 다양성 속에
서 대체로 ‘중심에 서는 신학’을 추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장신신학은 ‘중심에 서는 신학’의 정
체성 위에서 ‘중심을 꿰뚫는 신학’, ‘중심을 잡아가는 신학’ 그리고 ‘중심을 향해 열린 신학’으로 계속해서 발
전하며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로 보는 종교개혁사
박경수 / 19,000원 / 384면 / 2019년 8월

본서는 교회 개혁의 좁은 길을 걸었던 개혁자들의 고민, 논쟁, 분투, 헌신을 다루는 책이다. 뚜렷한 특징은
12명 중 4명이 여성 개혁자라는 점이다. 본서를 통해 교회 개혁 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던 여성들
을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양성이다. 로마가톨릭, 루터교회, 개혁교회, 재세례파를 대표하는 개혁
자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1차 자료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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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교환학생 인터뷰

장신대의 교환학생들

From the World, To the Future
“Beyond PUTS!” 광나루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장신이 되기 위해,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세계의 신학교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9년도
2학기,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두 대학<미국 콜롬비아 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Strasbourg
University)>에서 교환학생으로 방문하여 장신인들과 함께 경건과 학문을 실천하고 있는 Rossa와 Hansol, 두 학생을 만나보았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렌 로사입니다.
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신
학과 소속입니다. 지금은 신대원 1학

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 수도 우리 학교가 훨씬
적어서 이곳의 한 학년 정도의 인원이 우리 학교

PUTS 학생들에게 본인들의 모교에 대
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모교와 PUTS는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나요?

년 학생이고, 프랑스 개신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저는 유럽 프랑스의 오래된 학교인 스

이 목표입니다.

전교생 인원 정도입니다.
현재 PUTS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혹은
흥미로운 수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
는 무엇인가요?

트라스부르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온

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위대한 종교

저는 신형섭 교수님의 “가족 교육” 수

김한솔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개혁가인 존 칼뱅이 2년 동안 머문 적도 있는

업을 좋아합니다. 교수님이 신앙적으

PUTS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

곳입니다.

로나 교육적으로 수업을 위해 많은 준

니다. 저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교역학 석사와

프랑스에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여겨집니다. 그

비를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으며, 열린 토론을 할

실천신학 석사 복수학위과정 4학년에 재학중이

래서 대학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수업을 시작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입

고, 이제 마지막 학기라 내년 5월에 졸업할 예

할 때 기도를 할 수도, 혹은 대학 안에서 자유롭

니다. 특히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과 수업에 관하

정입니다.

게 목소리를 낼 수도 없습니다. PUTS에는 이 모

여 대화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단순히 수업을 듣

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점이죠.

는 것이 아닌 나눔의 시간이 있다는 점이 마음

PUTS에는 술, 담배, 동성애 등 여러 엄격한 규율

에 들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다양한 신학교 중에서 한국
의 PUTS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PUTS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나

이 있지만, 오히려 경견과 믿음을 수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본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허요환 교수님의 “다음세대를 위한

정말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설교” 과목입니다. 콜럼비아
신학교에선 다음 세대보다 현세대에

라의 기독교인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
콜롬비아 신학교는 조지아주 데카투

더 집중되어 다음 세대에 관련된 수업이 없었습

어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다양

그리고 무엇보다 프랑스의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우리 학교는 세상과 교회를 위해 신

한 사역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PUTS 학생들의 경건생활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

실하고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리더들을 교육하기

고 있습니다.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피조물의 경

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아주 많은 개
신교인들이 있다는 것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로움과 아름다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

PUTS에서 이번 2학기 목표는 무엇인가
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특별히 체험
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저는 재미교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조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과 부활에서 묘사

는 고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된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랑, 그리고 공교회와 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 보니 PUTS에서

원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세상에서 성령님의 역사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문화에 대

의 교육과 영성 형성을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시

해 더욱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서울

또한, 저는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2세에 관심이

키는 정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잘 못

(콜롬비아 신학교의 소명선언문)

현재 다니고 있는 프랑스어 예배를 제공하는 온

하기 때문에 한국인에도 미국인에도 속하지 못

우리 학교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교수진과 학생

누리교회 이외에도 다른 교회들 또한 방문해보

한 채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저는 그들

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과 배경의 사람들이

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제가 경험하고 느

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함께 공부하는 다채로운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싶은데, PUTS의 교육과 영성 형성을 통해 그 능

이것이 우리 학교와 PUTS의 가장 큰 차이점일

을 비롯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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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미디어와 기독교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미디어와
기독교교육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앞에 서 있다. 시대는 변화한다. 하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바라보고,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까지와는 다르다.
산업, 기술, 통신, 미디어, 교류, 융합 등의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미
디어와 교류라고 볼 수 있다. SNS의 발달과 유튜브 콘텐츠의 전세계적인 인기, 그리고 사람들의 통신과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의 경계
는 모호해지고 있고 가상과 현실은 융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교회와 목회자, 교인들,
신학생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생각에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김효숙 교수(교수학습개발원 교육행정)와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경훈 전도사(신대원 3)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확장과 기독교 영상 콘텐츠1)
김 효 숙 교수(교수학습개발원 교육행정)

기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연장을 넘어 인간의 활동을 규정짓거나 삶을 표
현하는 일정한 형식이요 삶의 방식이 된다. 수도사들이 기도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기 위해 발명한 시계가 노동 행위를 동시화하고 표준화시켰으며, 지금까지 인간의 활
동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초연결된 환경을 매개로 쉴 새 없이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을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로 규정하였다.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
부로 여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포노 사피엔스는 정보 선택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

1) 이 글은 필자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여러 글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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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전세계 기업들은 이들의 생활습관이나 소비행동에 따라 혁신을 추구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았으나 100년 전통의 <타임>은 파산·인수되었고, 인터넷 뱅킹
의 활성화로 우리나라의 한 은행은 무려 90개 지점을 폐쇄했으며, 상하이의 걸인들이 QR 코드로 구걸하
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학문 간의 대화에서 출발한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의
활동과 기술적 활동의 앙상블을 촉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발달로 집중화된 생산 주체와 분권화된 생산 주
체 간의 경계는 더욱 느슨해지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는 모호해지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
계 또한 해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성인의 인터넷 침투율, 세계 1위’라는 결과가 무색하게 여겨질 정도로 장년세대는 기술을
‘제작’과 ‘사용’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OECD PISA 2015 조사결과에 따
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이 디지털기기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시간이나 디지털기기에 대한 태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나 교사가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금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디지털기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시키고, 오락을 위한 도구로
만 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자녀들의 부모 연령에 해당하는 35세 이후 45~54세의 ICT 역량
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교회 또한 만물의 서비스화가 이루어지는 문화와는 달리 기술에 대한 성찰을 주변부로 미루어 온 채 기
술을 예배를 위한 도구, 성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회 홍보를 위한 채널 정도로만 이해해왔다. 그러다 보
니 기술에 대한 양가 감정은 뚜렷해지고, 기술을 매개로 쉴 새 없이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못하
고 있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의 플랫폼 점유율이나 역동성은 매우 저조한 반면, 사이비종교와 타종교
는 플랫폼 점유율뿐 아니라 플랫폼 내 상호작용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나서 제도적 교회 밖의 가나안 성도나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을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의 미혹에 방치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문제를 고려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확장해가는 중이다.
우선 ‘홈페이지’를 재학생과 졸업생, 국내 사역자와 해외 사역자가 조우할 수 있는 마당이자 신학대학교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재설계하였다. 초연결을 매개하는 장인 플
랫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자발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
게 하는 데 있다. ‘가치(value)’란 플랫폼 사용자들이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유튜브의 동영
상이나 페이스북의 상태 글, 인스타그램의 사진 등을 뜻한다. 따라
서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강
의 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간)’와 ‘라이브온(일상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한 1인 영상 콘텐츠 제작 공간)’ 또한 새롭게 구축하였다.

PUTS
지금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본교는 기술과 미디어로 중무장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주체들과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공유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학교 안’에 묶여 있던 시선을
‘학교 밖’으로 점점 확장시켜 갈 것이다. 이는 촘촘히 연결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발견한 낯선 사역이자 미래사회에 필요한 목회자요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 개혁의 길이기도 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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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PUTS

Special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상미디어와 기독교교육

유튜브 “후니TV” 채널을 통해 기독교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 경 훈 전도사

인터뷰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편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회차를 거듭함

집하고 결과물을 공유하

에 따라 퀄리티를 점점 높일 수 있었습니다.

면 주변의 반응이 좋았습
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
으로 편집을 하면서 조금
씩 영상 제작에 관심을 가

“후니TV”를 운영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
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설교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는

와 소통을 위한 교육콘텐

댓글, 유치부 사역자가 없는 교회, 해외 각지

츠’를 제작하여 온 국민의

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영상을

건강한 소통을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작하

보며 큰 힘이 된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행복

는 콘텐츠들을 보급하기 위하여 재작년부터

하고 힘이 납니다. 또 제가 섬기는 조은교회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 3학년

는 영상 편집을 공부하며 영상 편집 자격증

의 다음세대 학부모님들께서 응원해주실 때

(112기) 김경훈 전도사입니다. 서울 중구 필

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콘텐츠를 당

큰 힘이 됩니다.

동에 있는 조은교회(담임목사: 박재필)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제작자는 영상 콘텐츠의 장르를 떠나

다음세대 부서를 섬기고 있으며, 현재 유튜

훈련을 먼저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

서 완성된 영상에 대한 반응과 관심, 그리고

브 “후니TV” 채널을 통해 예장통합 유치부

다. 이런 훈련을 위해 어떤 영상을 만들며 연

응원과 격려가 있을 때 더욱 힘을 내어 작업

총회 공과 설교 영상을 한국교회에 보급하

습을 할까 고민하다가 유치부 교역자가 없는

하게 됩니다. 때때로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건강한 대화와

미자립교회, 해외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어

가 적을 때나 아무런 피드백이 없을 때, 오랜

소통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보급하

린이 말씀 영상을 올 한 해 동안 제작하기로

시간이 지나도록 구독자가 오르지 않을 때

는 것입니다.

결정하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

2019년 1월부터 “후니TV”라는 이름의
채널에 매주 어린이 설교를 업로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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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표는 ‘건강한 대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작년에 유

님께서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치부 담당전도사로 사역한 경험도 있어서 영

하라’라는 감동을 주시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

상설교 대상 연령을 유치부로 선택했습니다.

잡고 일어서곤 합니다.

또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공과를 사용하자는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취지에서 총회 공과 설교를 주제로 잡았습니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어린이 콘텐츠

다. 작년 말에 총회 교육자원부에 연락하여

를 제작하는 데는 외부의 지원없이 작업을

총회 공과 PPT 자료와 설교 스크립트, 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위해 다른 곳에서

영상 제작은 2014년도에 아이폰을 처음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고, 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학교와 교회 그리고

사용하면서 ‘아이무비’라는 편집 어플을 통해

료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을 허

기관과 계약을 하여 작업하게 됩니다. 계약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대 입시를 준

가받아 영상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된 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제가 개인적으

비하며 어느 정도 구도에 대한 감각은 있었

꾸준한 습관을 들이고자 연습 삼아 시작한

로 제작하는 어린이 설교 등의 영상은 어쩔

기 때문에 당시 다니던 교회의 여러 영상을

작업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완성도에 대해 큰

수 없이 점점 작업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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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콘텐츠에 집

일(대표 정지화면)을 정할 때에도 많은 사람

중할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처음 어린이 설교 콘텐츠를 시작할 때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대중에게 접근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을 가진 교회나 기관들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종교성을 배제한 상

을 통해 차츰차츰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이

태로 콘텐츠를 시작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최근에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SNS는

영상콘텐츠, 혹은 공동체에서 사용할 영상을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필요로 하는 교회들과 계약을 통해 공생하는

최근에는 카카오톡 메신저에서도 실시간 스

방향을 기대했으나, 몇몇 교회와 작업을 진

트리밍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행해 본 결과, 아직 전통적인 한국교회에서

로부터 신뢰라는 선교적 인프라가 고갈된 한

는 영상 제작에 대한 예산 책정 의식이 보편

국교회 환경에서 이제 사역자는 설교로만 메

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의

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식이 보편화 되기까지 영상 사역을 지속하기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교

위해서는 창업을 통해, 교회 외부활동을 통

육연구소나 기독교 콘텐츠를 연구하는 기관

해 개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함을 깨달았

에서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콘텐

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영
상들이 사역자의 메시지와 실제 삶이 괴리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로 작용한다
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초반에는 자신의 삶
과 설교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
러감에 따라 양심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
의 삶의 실천 여부와 상관없이 설교하게 되
기 쉽습니다.

영상미디어와 기독교(혹은 기독교교육)
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
를 맺게 될까요? 영상미디어 사역은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 갈까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재학생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장로회신학
대학교를 위해 학교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유튜브와 같은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복

저는 만나는 모든 전도사님들께 각자 개인

음을 전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많은 사역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길 권합니다. 현대 한국

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교회 교육부서의 사역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다. 전통적인 미디어 선교사역은 제작기관에

설교를 통해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것

서 주제를 정하여 관계자들이 모여서 제작한

외에는 자신이 맡은 부서의 학생들과 접촉할

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거나 개교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

회 교육부에 판매하는 일방적인 전달 방식을

이나 근황을 기억하기도 쉽지 않고, 1대 1 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발전된 형식으로는 유

화나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시스
템도 있겠지요.

전도사님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일상생활,
취미 등을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에 업로드하

그런데 유튜브 플랫폼을 선교에 효과적으

면 부서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사역자가 업로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시스템이 기존

드한 영상을 보면서 교회에서 보던 모습과

미디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

다른 신선한 모습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대

태계 시스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튜브에

화의 접촉점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댓글

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며 소통

놓고 “준비했으니 와서 보라”는 구조보다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갈게”라는 자세로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
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
은 콘텐츠를 제작했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
는다면 무용지물이므로 유튜브에 영상을 업
로드하는 시간대에 대한 전략, 제목이나 썸네

이러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사역자들
이 자신들의 일상 등을 공유하게 되면 설교
자는 자신이 보여준 만큼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반대로 자신이 전한 메시
지만큼은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며 실천하면
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장신대 신대원생으로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맞이
하며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하던 차에 영상 사역에 관심 있는 사역자들
을 모아 클럽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영상 편집은 우리가 쉽
게 다가가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영
상 편집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직관적
인 인터페이스로 제작된 어플이나 프로그램
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장
신대 학우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역을 다양한
영상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상을 새로운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
합니다. 과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의 언어나 영어를 공부했듯이 현대 사
역자들은 다음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
상 언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
교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영상 언어를 구사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면 오는 새로운 시대에 전략적인 선
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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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학대학원·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신학과 / 기독교교육과 / 교회음악학과

구 분

원서접수

서류제출

면접고사

실기고사(교회음악학과)

정시 나군

12. 26.(목) 10:00 ~
31.(화) 18:00

12. 26.(목) 10:00 ~
2020.1.7.(화) 18:00

2020.1.16.(목) 13:30

2020.1.17.(금)

12.11.(수) 10:00
~ 13.(금) 17:00

12.11.(수) 10:00
~ 20.(금) 17:00

편

입

필답고사

2020.1.8.(수) 10:00

면접고사

2020.1.8.(수) 10:00

면접고사

필답고사 후

필답고사

2020.1.8.(수) 13:00

실기고사

2020.1.8.(수) 14:30

☞ 원서접수: http://www.uwayapply.com
☞ 입학문의: 02-450-0748 (http://www.puts.ac.kr > 2020학년도 입학안내 > 대학)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모집학과: 신학과(M.Div.) 전형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정원 외 전형(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원서인터넷접수 / 서류 제출

10.16.(수)~17.(목), 09:30~17:00

11.12.(화)~14.(목), 09:30~17:00

11.12.(화)~14.(목), 09:30~17:00

1차 전형

-

12.12.(목), 09:30~

-

2차 접수

-

12. 26.(목)~27.(금), 09:30~17:00

-

면접고사

10. 26.(토), 09:00~ , 필기 및 면접

2020.1.7.(화)~8.(수), 09:00~

2020.1.8.(수)

☞ 입학문의: 02-450-0738 (http://www.puts.ac.kr > 2020학년도 입학안내 > 신학대학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구

분

원서입력
(인터넷)

일반대학원

기독교와사회대학원

교육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목회전문대학원

신학과(Th.M. / Ph.D.)
기독교교육학과(M.A.)
음악학과(M.M.)

선교학과
(Th.M. in Miss. / M.A.)
상담복지학과(M.A)
(사회복지 / 기독교상담)
신학연구학과(M.A.)

교육학과
(M.A. in Ch.Ed.)

교회음악학과
(M.C.M.)

목회학과
(Th.M. in Min. /
Th.D. in Min.)

11. 4.(월) ~11.(월) 9:30~17:00

구비서류제출

11.13.(수) 17:00까지 교학실(대학원)

전공시험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12. 9.(월) 10:00

-

-

면접

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12. 9.(월) 10:00 *전공시험 후 시행
음악학과 12.16.(월) 10:00

12. 9.(월) 10:00

12.16.(월) 10:00

실기시험

음악학과 12.16.(월) 10:00
*면접 후 시행

-

전기

☞ 입학문의: 02-450-0733 (http://www.puts.ac.kr > 2020학년도 입학안내 > 대학원)

0496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5길 25-1
대표전화 02-450-0700

12.16.(월) 10:00
*면접 후 시행

-

하나님 나라의 구현

WITH 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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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발전기금 기탁현황

38

Scholarship
장학금 기탁현황
사랑의 다리놓기 모금현황

42

Letter
장학금 후원 감사 편지

43

Covenant
발전기금 약정서

With PUTS

Donation
발전기금 기탁현황

발전기금 기탁현황

2019. 1. 1 ▶ 2019. 6. 30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 양성 기관인 장로회신학대학교의 내실 있고 책임 있는 신학교육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045-25-0013-451 예금주: 장로회신학대학교
문의: 대외협력처 ☎02-450-5500, 5512 / Fax 02-447-5067
※ 2018년 겨울호부터 상세내역은 게재되지 않습니다.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발전기금 납부자 현황에서 일별 납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
KB국민은행
가나안교회(장경덕 목사)
가평교회(정성기 목사)
강릉교회(이상천 목사)
강병남·이경희
강삼엘
강원도 산불 구제 특별헌금

기부자명
권정안 직원

기부 금액
1,520,000

2,000,000

권지나

40,000

900,000

권헌주

160,000

800,000

기독교학교연합회

기부자명
김예식 목사(예심교회)
김예지

기부 금액
400,000
90,000

김용구 목사(인자교회)

240,000
800,000

1,000,000

김용민 직원

5,100,000

김경주

30,000

김우식 직원

240,000

50,000

김경호

10,000,000

김운용 교수

1,200,000

6,750,000

김계형

60,000

김유진(연신교회)

90,000

강정숙

40,000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1,000,000

김윤미

50,000

강정희

90,000

김기복 목사(성광교회)

200,000

김윤용

강종곤

80,000

김난아

강향옥

80,000

김도일 교수

강효진

700,000

경서완

80,000

김동섭
김만준 목사(덕수교회)

경주제일교회(박동한 목사)

800,000

김명희

경화교회(김영암 목사)

800,000

김문경 교수

고경민 직원

400,000

고명숙
고석원
고선주
고재길 교수
과천교회(주현신 목사)
광릉내교회(김상용 목사)

90,000

80,000

김은혜 교수

800,000

800,000

김은희

800,000

20,000

김인수

200,000,000

720,000

김인숙

80,000

김일남 목사(우망교회)

90,000

40,000
1,730,000

김정선

90,000

김문자

100,000

김정식

10,000,000

800,000

김미영

80,000

김정형 교수

80,000

김민애

80,000

김정화

7,000

20,000

김새희 직원

320,000

김정희

180,000

김선중 목사(전주예수병원)

800,000

250,000
9,000,000

김성중 교수

40,000

800,000

김종렬 목사

80,000

김종문

80,000

700,000

김수연

600,000

김종신 목사(예산교회)

80,000

2,000,000

김숙녀

40,000

김종익 목사(염산교회)

900,000

광양대광교회(신 정 목사)

25,000,000

김순금

90,000

김종호 직원

360,000

광장교회(김평래 목사)

72,440,000

김신웅 교수

800,000

김주백 목사(묵리교회)

500,000

1,000,000

김애교 직원

500,000

김주현

450,000
80,000

광성교회(남광현 목사)

광진구기독교연합회
구교원
구미교회(김대동 목사)

34

기부 금액
25,000,000

240,000
1,600,000

김연서
김영동 교수

80,000

김지연

1,000,000

김진경

80,000

권부자

90,000

김영미

150,000

김진문

1,000,000

권오대

240,000

김영옥

240,000

김진선

2,000,000

장신소식 Vol.69

기부자명

기부 금액

기부자명

김진수

80,000

박영수 직원

김진아

50,000

박유희

김창모

3,330,000

김철홍 교수

박재필 교수

기부 금액
300,000
40,000

손천익 직원

기부 금액
2,000,000
400,000

580,000

송상현

8,000

10,000

송순기

80,000

40,000

박정국

김한희

400,000

박정일

80,000

김현인

80,000

박준범

400,000

182,400

박지순

김형수

80,000

박찬혁

김호연

80,000

박창훈 교수

김형석 목사(삼송교회)

기부자명
속초만천교회(이명형 목사)

송용원 목사(은혜와선물교회)

2,097,600

송정교회(권혁성 목사)

500,000

40,000

수원영은교회(이사무엘 목사)

800,000

10,000

순천승산교회(김규곤 목사)

840,000

1,000,000

시드니SCD신학교(김호남 학장)

402,920

40,000

시드니새벽종소리명성교회(최종세 목사)

161,156

김효숙 교수

800,000

박현기(가곡교회)

김희경

400,000

박혜자

80,000

시드니영락교회(이명구 목사)

3,626,280

나휘재

90,000

방태환

240,000

시드니주안교회(진기현 목사)

161,156

400,000

배경호

240,000

시온성교회(최윤철 목사)

900,000

배리베델한인교회(김형진 목사)

422,845

신 정 목사(광양대광교회)

배요한 목사(신일교회)

450,000

신답교회(양재천 목사)

낙운해 교수
남권현
남원동북교회(김범준 목사)

80,000
1,800,000

600,000
2,000,000

남진숙 목사(복지교회)

20,000

배정훈 교수

1,900,000

신대원 102기 졸업생 일동

노영상 교수(호남신대)

700,000

배희숙 교수

5,241,508

신대원 78기 동기회

21,400,000

40,000

신대원 87기 동기회

100,000,000

대건문화사

1,000,000

백승남 교수

8,016,000

5,000,000

신양교회(정해우 목사)

1,000,000

30,000,000

안동교회(황영태 목사)

1,000,000

대구소망교회(배종실 목사)

600,000

대구신광교회(전광민 목사)

1,000,000

대전대흥교회(권신재 목사)

800,000

베스트세무법인성동점

450,000

안만희

50,000

덕수교회(김만준 목사)

800,000

베캄아 섬김회

320,000

안민규

1,400,000

도성교회(김동렬 목사)

2,400,000

벧엘교회(김창운 목사)

동래중앙교회(정성훈 목사)

3,000,000

변창욱 교수

동막교회(곽재욱 목사)

5,000,000

변철

동명교회(최학식 목사)

300,000

동산교회(차성수 목사)

2,000,000

보람산업㈜

동안교회(김형준 목사)

4,200,000

두레교회(두바협)(차영근 목사)

3,200,000

림형석 목사(평촌교회)

1,073,600

부활절예배 감사헌금

목양교회(공진수 목사)

500,000

샘물교회(최광순 목사)

800,000

1,000,000

서남교회(장승권 목사)

1,600,000

목회전문대학원

번동제일교회(김정호 목사)
범아기전㈜

변태호 목사(구덕교회)

800,000

안상호

4,000,000

2,850,000

안성근

80,000

20,000,000

안예빈

5,000,000

안우현·최윤정

800,000

안태빈

복된교회(박만호 목사)

4,000,000

안햇쌀

본동교회(장승현 목사)

800,000
2,690,000

80,000
400,000

약수교회(박원빈 목사)

632,000

양주예쓰병원

400,000

양진영 직원

400,000

410,000

서상렬

350,000

엘림열방선교회

문경숙

900,000

서원경교회(황순환 목사)

800,000

엠티엠코퍼레이션

문인탁 직원

440,000

서원모 교수

문지식 목사(신실한교회)

270,000

선한목자교회(정병주 목사)

400,000

9,000

안현정 직원

무명

1,600,000

1,000
25,000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연혜숙

900,000
30,000,000
114,500,000
180,000

1,200,000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69,000,000

성선경

120,000

영암교회(유상진 목사)

2,000,000

세방기획

700,000

영주노회

1,000,000

박경수 교수

1,600,000

성민교회(홍융희 목사)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

1,000,000

박보경 교수

1,040,000

박성결

130,000

세상의빛교회(전세광 목사)

박순실

600,000

소기천 교수

박순태

80,000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3,400,000
40,000
115,000,000

예수로교회(임근형 목사)
예향교회(노희관 목사)
오방식 교수

800,000
8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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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명

기부 금액

기부자명

오보람

90,000

이원식 직원

오인정

90,000

오정란

40,000

오혁

9,000

오화례

80,000

오효선

500,000

옥무근

1,000,000

용문교회(이언구 목사)

기부 금액

기부자명

기부 금액

940,000

장성조

80,000

이은경

40,000

장승웅

160,000

이은림

70,000

장신근 교수

이은우 교수

40,000

장신대 여동문회

5,600,000

이은주 전도사

90,000

장신대 예비역 군종목사회

5,000,000

이인숙

80,000

장영남

4,000,000

240,000

장영희

80,000
80,000

이장선 퇴직직원

600,000

1,700,000

이재녕

40,000

장예화

용은희 직원

240,000

이재명

900,000

장인애

우선하 직원

280,000

이재철 직원

240,000

장진옥 장로

2,776,999

5,000,000

장태묵 직원

40,000

원지은

4,000

월드비전교회(김영철 목사)

800,000

위미교회(강두성 목사)
유성경
유성용

이전호 목사(충신교회)

80,000

이정훈

8,000

장태민

800,000

이종근

500,000

전남녀

8,000

9,000

이종성

40,000

전용한

180,000

8,000

8,000

이주익

80,000

전은옥

234,750

이주호

45,000

전지원 직원

240,000

유정은

90,000

이지영

400,000

정기묵 교수

1,000,000

윤두호 목사(공릉제일교회)

80,000

이창호 교수

1,400,000

정복자 직원

1,600,000

윤명희

80,000

이충기

윤보람

580,000

윤철호 교수
은성교회(김종균 목사)

유재경 목사(대덕교회)

40,000

10,000,000

정순이

8,000

이치만 교수

40,000

정애란

40,000

400,000

이태훈 직원

40,000

정영락

4,000,000

800,000

이혜선

45,000

정진욱

180,000

이건구

240,000

이혜숙

45,000

정철주

270,000

이건주

40,000

이혜정

1,000,000

정혜현 직원

800,000

200,000

정호철

400,000

정호파

이규민 교수

2,800,000

이호원 직원

이글스필드교회(고영민 목사)

1,690,000

이희순

90,000

이금미 직원

350,000

이희옥

150,000

정홍원 직원

이금애 직원

800,000

이희태

400,000

제주성지교회(노경천목사)

이기매 직원

400,000

일본기독교단

이낙종

80,000

40,697,440

조사무엘 직원

8,000
160,000
1,000,000
40,000

일본서부연합장로회

100,000

조성환 교수

1,200,000
2,280,400

이만식 교수

2,000,000

임곡교회(예우희 목사)

210,000

조이풀한인교회(김세권 목사)

이명신 교수

800,000

임규일 목사(만성교회)

100,000

조인애

40,000

90,000

조태영

80,000

6,240,000

조현숙

이상억 교수

800,000

이상일 교수

3,170,000

이선재

임섭동
임성빈 총장(정민숙 사모)

90,000

임순자

80,000

이수연 교수

800,000

임정빈

450,000

이순영

400,000

임정아

9,000

주현신 목사(과천교회)

이신희

79,010

임지혁

9,000

중곡동교회(장철수 목사)

이영래

70,000

임현주 직원

이영미

320,000
80,000

이영자 전도사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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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주금일 목사
(주)에스피씨테크놀로지

80,000
300,000
5,000,000
182,400
1,000,000

800,000

지순덕

자양교회(이철규 목사)

1,000,000

지재만

30,000

잠실교회(림형천 목사)

5,000,000

지한나

400,000

장미경

80,000

진주노회

160,000

1,000,000

기부자명
차은비
창동염광교회(황성은 목사)
채야곱 직원
천종태 퇴직직원
청북교회(박재필 목사)

기부 금액
80,000
10,000,000
440,000
80,000
6,500,000

최진봉 교수

기부 금액

한영훈

35,000

841,080

한용욱

100,000

평신도교육대학원

5,000,000

한정

평촌교회(림형석 목사)

6,000,000

한종철

4,000,000
40,000

800,000

허상량

846,770

허성미

40,000

하영란

300,000

현요한 교수

최영국

최정철 목사(광성교회)

기부자명

4,191,238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박준호 목사)

160,000

최정도 목사(주사랑교회)

토론토한인장로교회(손명수 목사)

기부 금액

포항우리교회(김석기 목사)

최규호
최재덕 교수

기부자명
토론토염광교회(이요환 목사)

900,000

16,000
4,424,000

800,000

하영조

40,000

홍경희

7,000,000

하은경

40,000

홍기만 직원

240,000

80,000

하재옥

4,000,000

홍백경 직원

3,800,000

840,000

하현규

80,000

홍성진 직원

800,000

40,000

홍인종 교수

3,540,000

40,000

최철용(학산교회)

80,000

한상수 직원

최현숙

80,000

한상욱

80,000

황명자

8,000

최현일

80,000

한성엽

400,000

황병훈

800,000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충신교회(이전호 목사)

5,400,000

한성욱 직원

240,000

태릉성심병원장례식장

20,000,000

한영수 직원

40,000

훌러톤장로교회(노진걸 목사)

300,000
2,22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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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장학금 기탁현황

장학금 기탁현황

2019. 1. 1 ▶ 2019. 6. 30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본 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경건의 훈련, 학문의 연마 및 복음의 실천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기탁계좌: 국민은행 045-25-0010-746 예금주: 장로회신학대학교(장학)
문의: ☎02-450-0751(장학담당자) / Fax 02-446-3437

2018학년도부터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학생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주고자 그동안 등록
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등록금성 장학금’과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 2018-2학기 기준 대학 15명, 신학대학원 23명, 대학원 7명 총 45명의 학생들이 ‘생활비성 장학금’을 수혜
받아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에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부자들께서 그동안 학생에게 직접 후원해 주셨던 장학금을 학
교를 통하여 지급하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장학금
지급방식
변경

또한 후원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의 은사가 세상을 섬기는 데 발휘될 수 있도록 ‘Dreamself 장학금’, 본교 출신 여교역
자가 출산으로 인해 사역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본교가 재학생을 파견하여 사역을 대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여교역자
사역잇기’ 등 의미 있는 장학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여 더욱 창의적인 열매를 맺으며 복음의 능력과 믿
음의 열정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장학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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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기탁액

600,000

김운용 교수

1,800,000

강현숙

3,000,000

김은성 교수

300,000

민희정

6,000,000

김정민 교수

300,000

500,000

박상진 교수

3,000,000

심부름

3,000,000

박소인 교수

5,075,000

압구정사랑의치과의원

3,203,000

손은실 교수

600,000

양경애 목사

1,000,000

오명숙(보드람)

안교성 교수

600,000

2,200,000

윤철호 교수

2,000,000

윤민희

1,000,000

이만식 교수

4,100,000

이남심

1,000,000

이지현 교수

1,000,000

이현건

22,757,200

장신근 교수

500,000

조병욱 장로(동안교회)

5,000,000

최진봉 교수

1,200,000

한병옥 장로

3,203,000

홍백경 주임

1,174,000

한춘복

1,500,000

가나안교회

6,079,000

홍인돈

300,000

황문자·김귀열
교직원

구분

강태원

박경수 목사(하늘빛광성교회)

개인

기탁액

6,282,000

교직원

강남동산교회
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드림장학금)

6,998,000
11,163,000

김문경 교수

300,000

경민교회

1,500,000

김애교 실장

4,000,000

경천교회

4,000,000

구분

장학금명

구분

장학금명

기탁액

2,000,000

영동교회

1,539,500

광장교회

9,237,000

영락교회

60,237,000

구미교회

2,000,000

영세교회

1,500,000

구파발교회

4,100,000

영암교회

7,079,500

그루터기교회

1,600,000

오산교회

9,403,500

금호중앙교회

7,759,500

옥산교회

6,159,000

기쁜소식교회

3,360,000

은광교회

3,079,000

길가는교회

3,136,000

을지로교회

2,500,000

노량진교회

3,114,000

이문동교회

노원교회

1,540,000

일산동안교회

6,282,000

장현교회

13,508,000

정릉교회

높은뜻광성교회
대구남덕교회

교회

기탁액

과천교회

대양교회

8,241,500

덕수교회

2,000,000
15,083,000
4,000,000
6,228,000

주님의교회

21,677,000

6,000,000

창동교회

13,338,000

동막교회

3,000,000

창동염광교회

12,440,000

동부광성교회

9,500,000

창조교회

4,000,000

교회

동신교회(은석김성섭장로)

17,096,000

천안중앙교회

3,203,000

동안교회

31,919,000

청북교회

4,000,000

동은교회

1,601,500

청주상당교회

동일교회

9,485,000

충신교회

3,000,000

동천교회

8,000,000

평광교회

28,302,000

마포교회

6,158,000

한국중앙교회

2,000,000

명선교회

3,114,000

해방교회

7,288,000

모새골교회

2,000,000

행복한교회

1,000,000

목민교회

9,000,000

황지교회

3,079,000

문호교회

600,000

(주)낙원건설

4,412,000

1,000,000

(주)모리아팜

15,000,000

(주)쓰리지테크놀러지

19,740,000

민들레교회
보광중앙교회

1,500,000

기 업

25,096,000

복된교회

12,688,000

부일교회

1,601,500

(주)혜영수산

분당소망교회

3,203,000

(사)순교자주기철목사기념사업회

산성교회

9,870,000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9,984,000

상도중앙교회

7,992,000

(사)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영락여성장학회

3,203,000

상현교회

3,079,000

(재)삼호선교장학회

5,000,000

(재)선현

4,000,000

(재)성남시장학회

3,560,600

(재)성음문화재단

2,000,000

(재)성혜장학회

1,200,000

(재)예은장학재단

2,000,000

새문안교회
서문교회
서소문교회

(주)엔아이디에스

18,537,000
5,650,000
13,589,000

성민교회

3,203,000

소망교회

12,000,000

단체

1,000,000
2,849,000
10,654,000

신림중앙교회

2,000,000

(재)은석

25,056,000

신성교회

6,000,000

(재)장신대장학재단

42,500,000

여수산돌교회

1,000,000

(재)장신대장학재단 박래창장로

70,000,000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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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hip
장학금 기탁현황 + 사랑의 다리놓기 모금현황

구분

장학금명
(재)투엘재단

구분
단체

(재)형남진장학재단

2,000,000

브러쉬뱅크

3,203,000

서울노회

8,777,500

서울노회여전도회

단 체

기탁액
15,767,000

9,500,000

1,600,000

강서교회

2,825,000

21,500,000

도림교회

4,500,000

소망교회 브리스가

24,000,000

염산교회

7,500,000

동문교회
지정장학금

소석장학재단(영암교회)

6,282,000

영동교회

1,000,000

신학대학원 112기 졸업준비위원회

2,000,000

고척교회

4,500,000

안길선목사기념장학회(신당중앙교회)

3,079,000

꿈의숲교회

4,000,000

19,026,000

도원동교회

1,000,000

동해교회

1,000,000

문성교회

1,000,000

영등포노회

4,382,000

영락교회 마르다회

6,282,000

영풍문화재단

1,800,000

세상의빛교회

1,200,000

전국교역자부인회연합회

4,588,000

장석교회

3,000,000

정릉교회여전도회선교부

1,500,000

천안서부교회

3,238,000

한소망교회

5,186,500

장신대여동문회

1,000,000

총회MK사역위원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총동문회
지정장학금

720,000
15,843,650

Beyond PUTS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가

장신대의 미래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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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교회, 광명교회, 구미교회, 국일교회,
		김기복, 동막교회, 명성제1교회, 예향교회,
장신대동문회
온누리비전교회, 임실교회, 천안중앙교회

기탁액
2,000,000

서울장학재단

여전도회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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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총회장학재단

여동문회

사랑의 다리놓기 모금현황
생활관 사생을 위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 12. 1 ▶ 2019. 6. 30

‘사랑의 다리놓기 운동’은 생활관 사생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식사비를 보조해 주는
사랑 나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며,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금 모금계좌: 국민은행 045501-04-011077 예금주: 장신대(사랑의 다리놓기)
문의: 생활관 ☎02-450-0753 / Fax 02-450-0787

(단위: 원)

후원자 / 후원단체명

날짜

후원 금액

정해창 목사

2018.12.03

300,000

신정균 식권

2018.12.10

100,000

묘동교회

2018.12.16

동숭교회

2018.12.17

전지원

후원자 / 후원단체명

날짜

후원 금액

서연합교육부

2019.03.23

250,000

기타

2019.03.26

6,000

200,000

신정균 식권

2019.04.10

100,000

100,000

묘동교회

2019.04.21

100,000

2018.12.19

100,000

동숭교회

2019.04.22

100,000

기타

2018.12.26

10,500

최준수

2019.04.23

100,000

서연합교육부

2018.12.31

250,000

기타

2019.04.26

6,000

신정균 식권

2019.01.10

100,000

신정균 식권

2019.05.10

100,000

최준수

2019.01.16

100,000

묘동교회

2019.05.19

100,000

묘동교회

2019.01.20

100,000

동숭교회

2019.05.20

100,000

동숭교회

2019.01.21

100,000

최준수

2019.05.20

100,000

기타

2019.01.28

10,500

서연합교육부

2019.05.25

250,000

서연합교육부

2019.02.07

250,000

기타

2019.05.27

6,000

서연합교육부

2019.02.07

250,000

청북교회 박재필

2019.05.27

2,000,000

신정균 식권

2019.02.11

100,000

리더십 17기 동문

2019.06.01

100,000

묘동교회

2019.02.17

100,000

신정균 식권

2019.06.10

100,000

최준수

2019.02.21

100,000

남사생회

2019.06.12

20,000

기타

2019.02.26

9,000

묘동교회

2019.06.16

100,000

동숭교회

2019.03.04

100,000

동숭교회

2019.06.17

100,000

신정균 식권

2019.03.11

100,000

최준수

2019.06.20

100,000

묘동교회

2019.03.17

100,000

기타

2019.06.26

6,000

동숭교회

2019.03.18

100,000

원영근

최준수

2019.03.21

100,000

2018.12-2019.6

1,400,000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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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장학금 후원 감사 편지

장학금 감사 편지
과천교회 많은 성도분들께…

안녕하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황유일 학
생입니다. 먼저, 귀한 장학금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과천교회 많
은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비를 놓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큰 도움
을 주셔서 이번 학기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어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 감
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2개월 때부터 선교사님이신 부모님을 따라 대만, 미얀마, 그리
고 말레이시아에서 자랐습니다. 도시가 아닌 미전도종족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을 따라 오지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열
악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렇게 선교지에서
보내고 교육 문제로 동생과 저는 한국에 들어와 학교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며 저는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학에 대해 고민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 속으로 부르셨는지, 목회 현장으로 부르셨는지를
놓고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된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제대로 하
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 끝에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하고 이렇게 신학대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 받으셨기 때문에 늘 재정적인 어
려움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지금도 학비, 생활비, 도서비, 그
리고 기숙사비 등을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교회
에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이번 학기도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
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마음에 부족함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
임 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소외되고 고통당하
는 이웃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장학금으로 생
각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열방,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과천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신대원 장학생 황유일

투엘재단에 감사편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학기 투엘재단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학년 김민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귀한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저를 장학생
으로 선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던 학비 문제가 투엘재단에서 보내주신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개
인적인 사정과 학업계획까지도 일일이 살펴주시고 공감해 주시며 제게 장학생이
될 기회를 주심까지 깊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땀과 얼이 담긴 귀한 장학금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만큼 제가 더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모범적으로 학교생활
을 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말씀드렸던 계
획들을 토대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위하여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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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학기는 투엘재단에서
우대 자격 조건으로 제시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며 공부하려 합니다. 선교에 대
한 비전을 확장하고, 사회를 위하여도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지원해
주신 학비로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한 선교지 방문 및 후원이 있을 예정이고,
최근에 참여했던 위기 청소년 캠프에서 만난 아이들, 즉 사회적으로 관심과 도움
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멘토링 봉사활동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부디 투엘재단에서도 저와, 저와 같은 목회자 후보생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
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의 학업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와 교회에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6일
신대원 장학생 김민선

소망교회 브리스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한국희입
니다. 이번에 부족한 저를 소망교회 브리스가 장학생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목사의 사모로, 한 아이의 엄마로 조금 늦게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어
렵게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10년 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경화증(신경 계통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뇌경색, 척수염, 시신경염
증상으로 나타남)이라는 질병과 싸우고 있어서 사실상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기
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1번의 뇌경색으로 인한 전신 마비로 손가락 하나
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6개월의 재활 기간을 통해 회복되었고, 2번의 척수
염, 1번의 시신경염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
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시신경염을 겪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
도하던 중 준비된 자가 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부족한 저는 주님의 은혜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합격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소망교회에서의 브리스가 장학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30대 후반의 가정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학우들보다는 공부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체력도 남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학교생활이 순탄하지
만은 않지만, 신학과를 졸업하고 15년 만에 다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
고 감당할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즐겁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생활하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소중한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또한 훌륭한 사
역자가 되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신대원 장학생 한국희

발전기금 약정서
※ 작성 후 휴대전화로 촬영, 010-2780-5512(문자전송)로 전송하시면 접수됩니다.

단체 기부

개인 기부

교회·단체·기업명

연락처

담임목사·대표

휴대폰

성

명

연락처

소속/직분(직위)

휴대폰

주소(자료발송용)

필수 기입

일 시 후 원

만원

)

■월약정액

기부금용도

□일반 발전기금(용도 미지정, 학교에 일임)
지정 기금: □장학
□석좌 □학술 연구 □생활관 환경개선
□캠퍼스타운/리플래닝 □스마트캠퍼스
)
□기타 지정(사용처 / 목적: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CMS)

자동이체

원/₩

정 기 후 원

약정 내용

참여방법

일금 (

※ CMS선택시 아래 자동이체표를 작성해 주세요.

계좌번호

예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주

이체희망일

년

※ 국민은행 045-25-0013-451(예금주: 장로회신학대학교)

거 래 은 행
금

■기 간

매월

□5일

□15일

※연말정산이 필요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

□25일

※ 자동이체(CMS)는 약정자가 지정한 통장에서 매월 금융결제원을 통해 직접 인출되는 방식으로 본 신청서는 자동으로 발전기금
약정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부금은 매월 이체 희망일에 자동이체되며, 토·일·공휴일일 경우 익일 자동이체됩니다.
※ 잔고 부족으로 이체가 안 될 경우, 다음 달에 한 번 더 약정 금액이 이체됩니다.

□정보동의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 사항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삭제하여 드립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
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문의(대외협력실): 02-450-5500, 5512 FAX: 02-447-5067

장로회신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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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meeting

www.puts.ac.kr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섬기며
세계를 품고 통일을 준비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사랑 기도회
지난 118여 년 동안 진리의 등불을 밝혀 온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019년에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신사랑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와 신학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 월요일 5:00pm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
2019 후반기 기도회 일정

10 / 28

11 / 25

장신대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eyond PUTS 장신! 땅끝을 향한 도전

문의: 대외협력처(02-450-5500)

